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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신장이식 대상자의 자가간호이행에 영향을 주는 융복합 요인 및 경과기간에 따른 자가간호이행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시도된 연구이다. 연구대상은 신장이식을 받은 대상자 235명이며, 2014년 9월부터 10월까지 
자료수집을 실시하였다. 자가간호이행도에 영향을 주는 융복합 요인으로는 나이가 많을수록(B=.007), 여자일수록
(B=.157), 이식 후 경과기간이 짧을수록 (B=-.001) 자가간호이행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신장이식 후 1년 이상∼5년 
미만군부터 자가간호이행의 감소가 크게 나타났으며, 지속적으로 감소되었다. 신장이식 후 합병증 발생을 최소화 하
고, 이식 신장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자가간호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자가간호이행이 낮아지는 경과기
간을 파악하여 자가간호를 강화시킬 수 있는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자가간호 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하는 것
이 필요하다.

주제어 : 신장이식, 이식환자, 자가간호이행, 융복합요인, 경과기간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rvey the effects of convergence factors and time elapsed after 
kidney transplantation on self-care adherence. The study included 235 patients; the data was collected from 
September, to October, 2014. Old age, female gender and duration of transplantation were identified as factors 
significantly affecting self-care adherence. Self-care adherence also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depending on 
the elapsed time, and the decrease in self-care compliance was most evident between 1 and 5 years after 
kidney transplantation. Therefore, development of a nursing strategy that would provide education and self-care 
improvement programs is needed to improve self-care based on convergence factors and elapsed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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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말기신장질환 환자의 치료방법으로 신장이식은 가장 

효과 인 방법이다[1]. 질병 리본부 장기이식 리센터

(Korean Network for Organ Sharing [KONOS])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신장이식 건수는 2000년 553건, 

2010년 1,287건, 2013년 1,760건, 2015년 1,891건으로 꾸

히 증가하는 추세이다[2]. 한 이식 신장의 생존율도 

2000년 이  5년 생존율 82.9%에서 2000년 이후 96.2%로 

차 증가하고 있다[3].

그러나 신장이식을 받는다고 해서 모든 상자의 생

존율과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은 아니며[4], 이식신장의 

기능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하여 이식 후 꾸 한 리

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5, 6]. 신장이식 상자는 이

식신장의 정상기능 유지를 해 평생 면역억제제를 복용

해야 하며, 그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끊임없는 

추후 리가 필요하다[6]. 한 지속 인 자가간호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이식 신장 기능의 악화, 거부반응을 비롯

하여 감염, 악성종양, 고 압, 골질환, 질환, 간질환과 

같은 합병증의 험과 생명의 에 노출 될 수 있다[4, 

7]. 따라서 신장이식 상자의 자가간호이행에 향 요인

을 악하는 것은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잠재 인 건강문

제와 삶의 질을 측하는데 요하다[6, 8, 9]. 

한 신장이식 상자의 자가간호이행은 신장이식 후 

경과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5, 6, 

10, 11]. 신장이식 후 기 단계에 있는 상자들은 교육

요구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극 으로 자가간호이행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4, 5, 8], 시간이 경과할수록 

자가간호이행정도가 낮아져, 이식 후 경과기간과 자가간

호이행은 유의한 역상 계로 나타났다[5, 6, 10]. 이식

신장의 기능에 한 연구결과에서도 신장이식 후 5년이 

경과하면 만성거부반응이 4.0～40.0% 정도 발생하고, 10

년이 지나면 2.0～3.0%의 기능 손실이 나타나며, 매년 3.

0～4.0%의 상자가 사망한다고 보고하 다[12]. 

지 까지의 신장이식 환자의 자가간호이행 련 연구

는 수술 후 경과기간을 1～5년으로 구분하 다[5, 10]. 하

지만 신장이식 환자의 생존율이 증가함에 따라 10년 이

상의 장기 생존자를 포함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장이식 상자의 자가간호이

행에 향을 미치는 융복합 요인 분석  수술 후 장기간 

경과기간에 따른 자가간호이행의 차이를 악하여 추후 

신장이식 상자의 자가간호이행도를 높이기 한 교육

자료 개발에 기 를 마련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 은 신장이식 상자의 자가간호이행에 

향을 미치는 융복합 요인 분석  경과기간에 따른 자

가간호이행의 차이를 악하기 한 것으로 구체 인 목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장이식 상자의 자가간호이행에 향을 미치

는 융복합 요인을 분석한다. 

둘째, 신장이식 상자의 이식 후 경과기간에 따른 자

가간호이행 정도를 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신장이식 상자의 자가간호이행에 향을 

미치는 융복합 요인  경과기간에 따른 차이를 조사한 

서술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상자는 신장이식 후, 추 찰 인 만 18세 이상의 

상자로 하 다. 신장이식을 2회 이상 시행하거나 의사

소통이 불가능한 환자, 연구참여에 동의하지 않는 상

자는 제외하 다. 상자수 산정은 G-power program 

3.1.0.을 이용하여, 유의수  α=.05, 검정력 90%, 효과크기 

OR=0.25로 하 을 때 ANOVA 분석에 필요한 표본수는 

207명이었으며, 탈락률을 고려하여 240명을 상으로 자

료를 수집하 다. 이  미 응답자, 복 표기자 5명을 제

외한 235부의 설문지를 최종 분석 상으로 하 다. 

2.3 연구도구

도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로서 일반  특성 7문항(나이, 

성별, 학력, 동거가족 유무, 종교, 직업, 경제상태), 질병  

특성 5문항(신장이식 후 경과기간, 신장 공여자 유형, 신

장이식 후 입원 경험, 거부반응 경험, 신장이식  투석종

류), 자가간호이행 22문항 총 3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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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y

Total (N=235) Self-care adherence 

χ²/Z *
pn(%) M±SD

 Age (yr) 〈 40

40-49

50-59

≥ 60

41(17.4)

69(29.4)

80(34.1)

45(19.1)

2.22±0.32

2.33±0.39

2.47±0.38

2.44±0.31

16.51 .001

 Gender Male

Female

135(57.4)

100(42.6)

2.31±0.38

2.47±0.33

-3.23 .001

 Educational level ≤ Middle

High

〉 High

38(16.2)

99(42.1)

98(41.7)

2.49±0.33

2.38±0.39

2.33±0.36

6.30 .043

 Living with family Yes

No

203(86.4)

32(13.6)

2.42±0.35

2.23±0.39

-3.01 .003

 Religion Yes

No

124(52.8)

111(47.2)

2.41±0.36

2.33±0.38

-1.89 .058

 Employment status Employed

Unemployed

138(58.7)

97(41.3)

2.38±0.37

2.39±0.37

-0.46 .649

 Economic status Middle

Low

176(74.9)

59(25.1)

2.41±0.36

2.30±0.40

-1.43 .152
.

 Duration after 

 transplantation (yr)

〈 1

1-5

5-10

10≥

51(21.7)

94(40.0)

48(20.4)

42(17.9)

2.56±0.31

2.35±0.39

2.32±0.37

2.29±0.32

17.04
*

.001

 Donor type Living

Deceased

125(53.2)

110(46.8)

2.38±0.36

2.38±0.37

-0.19 .853

 History of admission Yes

No

74(31.5)

161(68.5)

2.34±0.39

2.39±0.36

-0.86 .391

 History of rejection Yes

No

30(12.8)

205(87.2)

2.36±0.42

2.38±0.36

-0.06 .955

 History of dialysis Yes

No

204(86.8)

31(13.2)

2.36±0.36

2.47±0.37

-1.61 .107

<Table 1> Self-care adherence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자가간호이행도구는 Miller's 의 Health Behavior 

Scale를 기반으로 신장이식 환자를 상으로 개발된 도

구[13]를 문헌고찰  신장내과 교수 2인, 이식외과 교수 

3인, 신장이식 문간호사 2인으로 구성된 문가의 내

용타당도 검증을 통해 수정, 보완하 다. 이식환자에게 

합하지 않은 6 문항을 삭제 하 고, 감염 방과 건강검

진 등을 포함한 6개 문항을 추가한 이후 문가 집단의 

내용타당도 지수(Content Validity Index, CVI)가 0.8 미

만인 4문항이 삭제되어 최종, 투약 련 4문항, 식이 련 

5문항, 일상생활 리 련 13문항의 총 22문항이 선정되

었다. 각 문항은 Likert 4  척도를 이용하여 기록하도록 

하 으며 수가 높을수록 자가간호이행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86 이었다. 

2.4 자료수집

연구는 연구윤리심의 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승인

(IRB NO. 40525-201408-HR-63-02)을 받은 후 진행하

다. 자료수집은 2014년 9월 12일에서 2014년 10월 15일까

지 지역 학병원에서 시행되었으며, 상자에게 동의서

를 받은 후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 으며, 일부 질병 특

성 련 문항은 의무기록을 통하여 수집하 다. 

2.5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dow IBM version 20.0 로

그램으로 분석하 다. 상자의 일반  특성  질병특

성과 자가간호이행은 빈도, 백분율, 평균, 표 편차를 이

용하 으며, 자가간호이행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

회귀분석을 시행하 다. 경과기간별에 한 자가간호이

행의 차이는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아 Kruskal-Wallis로 

분석하 다.

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자가간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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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y B SE β T p

Constant 1.907 .108 17.655 <.001

Age (yr) .007 .002 .211 3.000 .003

Gender Female .157 .046 .210 3.426 .001

Educational level ≤Middle .048 .090 .051 .531 .596

Living with family Yes .106 .077 .124 1.372 .172

Duration after transplantation -.001 .000 -.199 -3.254 .001

Durbin-Watson = 2.062  R2 =. 168  F=9.281  p<.001

<Table 2> Related Factors for self-care adherence by regression analysis 

Self-care adherence Total 
1yr 〈

(n=95 )

1yr- 5yr

(n= 61)

5yr-10yr

(n= 60)

≥ 10yr

(n=19 )
χ² * p

Medication

 Right dosage, time 2.69±0.47 2.84±0.37 2.70±0.46 2.67±0.51 2.52±0.51 11.0 .011

 Take immunosuppressant everyday 2.93±0.25 2.96±0.20 2.97±0.18 2.90±0.31 2.86±0.35 7.25 .064

 Know side effect 2.46±0.76 2.51±0.78 2.45±0.77 2.44±0.80 2.45±0.71 0.65 .886

 Avoid non-prescription medication 2.66±0.72 2.67±0.81 2.79±0.57 2.54±0.85 2.50±0.71 10.52 .015

Subtotal 2.69±0.36 2.75±0.36 2.73±0.32 2.64±0.42 2.58±0.34 8.52 .036

 Diet

 Low sodium diet 2.43±0.67 2.63±0.56 2.35±0.77 2.42±0.58 2.38±0.62 5.92 .116

 Regular diet 2.24±0.76 2.45±0.64 2.13±0.81 2.23±0.78 2.26±0.73 5.40 .145

 Low fat, carbohydrate diet 2.10±0.72 2.39±0.64 2.06±0.76 2.00±0.68 1.93±0.71 12.40 .006

 Avoid spoiled food 2.66±0.72 2.67±0.81 2.79±0.57 2.54±0.85 2.50±0.71 7.12 .068

 Sufficient fluid intake 2.58±0.59 2.61±0.67 2.63±0.57 2.63±0.53 2.40±0.59 6.35 .096

Subtotal 2.35±0.49 2.53±0.45 2.30±0.54 2.34±0.40 2.27±0.45 11.05 .011

 Daily

 activity

 Keep adequate body weight 2.33±0.71 2.51±0.58 2.28±0.74 2.35±0.73 2.21±0.75 4.47 .221

 Exercising regularly 1.81±0.88 2.10±0.81 1.77±0.97 1.83±0.83 1.52±0.77 10.44 .015

 Regularly checking of blood pressure 2.10±0.85 2.31±0.88 2.03±0.91 1.98±0.76 2.12±0.77 6.65 .084

 Wearing of mask in a crowded place 1.26±1.03 2.10±0.99 0.98±0.94 1.13±0.87 1.05±0.96 33.95 .001

 Avoid sunshine 1.98±0.90 2.14±0.90 1.95±0.93 1.92±0.96 1.93±0.75 2.55 .466

 Frequent washing of hands 2.49±0.62 2.61±0.57 2.43±0.68 2.52±0.55 2.43±0.59 3.33 .344

 Start to work 2.36±0.77 2.53±0.61 2.27±0.81 2.42±0.85 2.29±0.74 4.92 .178

 Avoid stress 2.09±0.77 2.22±0.64 2.12±0.79 2.00±0.85 1.98±0.75 2.62 .455

 Know to rejection symptom 2.60±0.62 2.73±0.49 2.55±0.67 2.54±0.71 2.60±0.54 2.35 .503

 Keep on outpatient appointment   2.90±0.33 2.96±0.28 2.93±0.30 2.83±0.38 2.83±0.38 9.49 .023

 Check health examination 2.55±0.75 2.71±0.58 2.55±0.83 2.50±0.72 2.40±0.77 5.62 .132

 Stop drinking 2.57±0.78 2.82±0.52 2.61±0.82 2.33±0.91 2.48±0.71 15.36 .002

 Stop smoking 2.71±0.74 2.78±0.67 2.74±0.76 2.54±0.94 2.76±0.70 5.50 .139

Subtotal 2.29±0.42 2.51±0.35 2.24±0.43 2.22±0.44 2.20±0.38 16.9 .001

Total 2.38±0.37 2.56±0.32 2.34±0.39 2.32±0.37 2.29±0.32 17.04 .001

<Table 3> Self-care adherence according to the elapsed time after kidney transplantation 

신장이식 상자의 일반  특성  질병 련 특성에 

따른 자가간호이행을 비교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일반  특성에서 자가간호이행 평균 수는 40  미만 

보다 40  이상인 경우(χ²=16.51, p=.001), 남자보다 여자

인 경우 높았다(χ²=-3.23, p=.001). 학력이 낮을수록 (χ

²=6.30, p=.043), 동거 가족이 있을수록 자가간호이행 평

균 수가 높았다(χ²=-3.01, p=.003). 

질병 련 특성에서 자가간호이행 평균 수는 신장이

식 후 경과기간 1년 미만인 경우가 가장 높았으며, 경과

기간이 길어질수록 자가간호이행 수는 낮았다

(Z=17.04, p=.001). 기증자 유형, 이식 후 입원 경험, 거부

반응 경험, 이식  투석경험 유무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3.2 신장이식 후 자가간호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신장이식 후 자가간호이행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하여 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나이

(p=.003), 성별(p=.001), 이식 후 경과기간(p=.001)이 자가

간호이행정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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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많을수록(B=.007), 여자일수록(B=.157), 이식 후 경과

기간이 짧을수록 (B=-.001) 자가간호이행정도가 높아졌

다. 본 모형의 설명력은 16.8%이었다<Table 2>.

3.3 신장이식 후 영역별 자가간호이행

신장이식 수술 후 자가간호이행의 각 역별 수는 

<Table 3>과 같다. 체 자가간호이행의 평균은 3  만

에 2.38 이었다. 역별로 살펴보면, 투약 역 자가간

호이행 2.69 , 식이 역 자가간호이행 2.35 , 일상생활

역 자가간호이행 2.29 으로 순으로 조사되었다. 역

별 문항에서 자가간호이행 수가 낮은 문항은 투약 역

에서 ‘약물의 부작용 인지’ 2.46 , 식이 역에서 ‘동물성 

지방, 당질 섭취 제한’ 2.10 , 일상생활 역에서 ‘마스크 

착용’ 1.26 , ‘규칙  운동’ 1.81 , ‘햇볕의 노출 피함’ 

1.98 이었다. 

3.3 신장이식 후 영역별 자가간호이행

신장이식 수술 후 경과기간별 자가간호이행을 비교한 

결과는 <Table 3>와 같다. 경과기간별 체 자가간호이

행은 수술 후 1년 미만군이 평균 2.56 으로 가장 높았으

며, 10년 이상군은 평균 2.29 으로 경과기간이 지날수록 

유의하게 낮았다(χ²=17.04, p=.001). 경과기간에 따른 

역별 자가간호이행의 평균 수는 투약 역(χ²=8.52, 

p=.036), 식이 역(χ²=11.05, p=.011)과 일상생활 역(χ

²=16.9, p=.001)의 모든 역에서 수술 후 수술 후 경과기

간이 지날수록 유의하게 낮아졌다. 투약 역 문항 에

서는 ‘정확한 용량과 복용시간" (χ²=11.0, p=.011)과 ‘비처

방 약물 복용 지’ (χ²=10.52, p=.015) 항목이 유의하게 

낮아졌으며, 식이 역 문항 에서는 ‘동물성 지방, 당질 

섭취 제한’(χ²=12.40, p=.006) 항목이 유의하게 낮아졌다. 

일상생활 역 문항 에서는 ‘규칙  운동’(χ²=10.44, 

p=.015), ‘마스크 착용’(χ²=33.95, p<.001), ‘병원 내원 날짜 

수’(χ²=9.49, p=.023)와 ‘ 주’(χ²=15.36, p=.002)의 항목

이 유의하게 낮아졌다.

4. 논의

신장이식은 말기신장질환 환자의 사망 험 감소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최선의 치료 방법이다[1, 14-16]. 

그러나 신장이식 후 꾸 한 리가 필요하며, 이를 이행

하지 않을 경우 이식신장의 기능 악화, 거부반응을 비롯

하여 감염, 악성종양, 고 압, 골질환, 질환, 간질환과 

같은 다양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4, 7, 17]. 합병증을 

최소화하고, 이식신장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해서는 지

속 인 자가간호이행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신장

이식 환자의 자가간호이행에 향을 미치는 융복합 요인 

 경과기간에 따른 자가간호이행 차이 정도를 악하여 

향후 상자에게 한 간호 재를 제공하기 하여 실

시하 다. 

신장이식 후 자가간호이행에 향을 미치는 융복합 

요인은 나이, 성별, 이식 후 경과기간이었다.  나이가 많

을수록 자가간호이행도가 높았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자

가간호이행도가 높았다. 이는 자가간호이행도를 연구한 

다른 연구와 비슷한 결과로[4-6, 8, 18] 상 으로 사회

활동이 많은 장년층과 남성의 경우 자가간호이행을 수행

하기에 외  변수가 많고, 스스로 건강 리를 잘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자가간호이행도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장년층의 경우 노년층보다 더 오랜 기

간 동안 이식신장을 유지해야 하므로 자가간호이행을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장이식 후 경과기간에 따른 자가간호이행은 시간이 

경과될수록 낮게 조사되었으며, 수술 후 1년 미만 군이 

가장 높았고, 1년～5년 미만 군에서 7%정도 감소하 으

며, 그 이후에도 지속 으로 자가간호이행이 감소되었다. 

신장이식 환자를 상으로 한 [5, 19, 20]의 연구에서도 

이식 후 경과기간이 지남에 따라 자가간호이행이 낮아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체계 이고 지속 으로 

용할 수 있는 자가간호이행 강화 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가간호이행의 하부항목  투약 역은 다른 역에 

비해 자가간호이행 정도가 상 으로 높게 조사되었으

며, 이는 여러 연구에서 투약 역이 다른 역보다 높은 

이행 정도를 보이는 것 같은 결과이다[7, 11, 21]. 하지만 

투약 역에서 자가간호이행 수도 5년 이상 경과하면서 

유의하게 감소되어, 지속 인 투약의 요성에 한 교

육 강화가 필요하다. 투약 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

던 문항은 ‘정확한 용량, 복용시간’, ‘비처방 약물 지’ 이

었다. 면역억제제의 정확한 복용은 이식신장의 장기 생

존율에 직  향을 미칠 수 있어[3, 6, 12], 이를 강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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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방안은 지속 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평균 

수가 가장 낮은 문항은 ‘부작용 인지’이었으며, 이는 신

장이식 상자에게 면역억제제의 부작용에 한 교육이 

필요한 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식이 역과 일상생활 역에서는 수술 1년 이후부터 

자가간호이행이 감소하 다. 식이 역의 문항  ‘동물성 

지방, 당질 섭취 제한’ 항목의 자가간호이행 평균 수가 

가장 낮았다. 이는 [11]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신장이

식 후 투석치료 때보다 자유로운 식이를 즐길 수 있지만 

체 과 음식의 조 이 필수 이며, 특히 당한 체  조

을 해서는 지방질, 설탕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19]. 

신장이식 후 사용되는 약제는 고콜 스테롤 증  고

성지방 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체 조 , 수분 류

의 방지, 압 조  목 으로 식이요법이 필요하므로 식

이 역의 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일상생활 역의 문항  ‘마스크 착용’은 평균 수가 

가장 낮으며, 수술 후 1년이 경과하면서 37.0% 정도 감소

되었다. 신장이식 상자들은 평균 이식 후 6개월이 지나

면서 일상생활을 시작하지만 지속 으로 면역억제제를 

복용하기 때문에 염성 질환을 지속 으로 방하여야 

하며[3, 5], 마스크 착용은 요한 방행 이다. ‘규칙  

운동’ 항목의 평균 수도 낮았으며, 경과기간이 지나면

서 지속 으로 수가 감소하 다. 신장이식 환자는 

게 압이 높고 오랜 투병 생활과 면역억제제 복용으로 

인해 근육과 가 약화되며, 체 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

다[22]. 꾸 한 운동을 시행하는 것은 체 감소, 근력 강

화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증가시키므로[22, 23, 24] 신장

이식 후 운동을 통하여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로그

램을 지속 으로 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 주’ 항목은 

자가간호이행의 평균 수는 높았으나, 경과기간이 지나

면서 감소하 다. 신장이식 후 술을 마실 경우 면역억제

제의  농도가 감소하여 거부반응이 생길 수 있기 때

문에[12] 반드시 ‘ 주’에 한 지속 인 교육이 필요하

다. ‘햇볕의 노출 피함’ 항목은 평균 수가 낮았으나, 이

식 후 평균 9.4년 경과기간의 신장이식 환자의 피부암 발

생 빈도는 18.0%로 높게 나타나[17], 이식 후 장기 

생존율이 높아질수록 극 인 심을 가지고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가간호이행  식이 역과 일상생활 역 자가간호

이행정도가 투약 역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8]

의 연구결과와 유사하 다. 재 신장이식 상자에게 

시행되는 교육이 약물복용의 역에 비해 일상생활습

과 같은 방 인 건강 리에 한 교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장이식 상자에게 투약뿐만 아니라 

식이, 일상생활에 한  교육도 시행되어야 한다. 신장이

식 후 경과기간 요인은 자가간호이행 감소에 향을 주

었다. 이식 후 1년이 경과된 상자에게 부분의 항목이 

감소되었으며, 10년 이상이 경과되면 체 자가간호이행

도가 감소되었다. 신장이식 후 10년 이상이 경과하면 

체 이식환자의 40.0%에서 신장기능 이상이 발생하므로

[3], 이식 후 기간이 경과될수록 자가간호이행을 유지할 

수 있는 자가간호이행 강화 로그램이 필요하다.  

말기신장질환 환자들은 신장이식을 통해 생명을 유지

하고, 보다 나은 삶의 질을 경험하기를 원한다. 하지만 신

장이식 후 발생하는 다양한 합병증은 삶의 질을 하할 

뿐만 아니라 생명을 하는 부정 인 결과를 래하기

도 한다. 그러므로 합병증을 방하고, 이식신장을 지속

으로 유지하기 하여 상자 스스로 수행하여야 할 

자가간호이행은 상자의 생명유지에 매우 요한 항목

이다. 본 연구는 자가간호이행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것으로 자가간호이행 증진을 한 직 인 방법

을 제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들을 

토 로 신장이식 후 자가간호이행에 향을 미치는 요인

과 경과기간에 따른 지속 인 자가간호이행을 유지할 수 

있는 교육 로그램개발이 필요하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신장이식 환자의 자가간호이행에 향을 

미치는 융복합 요인  경과기간에 따른 자가간호이행의 

변화를 조사하여 향후 신장이식환자의 경과기간에 따른 

자가간호이행도를 높이기 한 교육자료 개발에 기 자

료를 제공하고자 실시하 다. 신장이식 후 자가간호이행

에 향을 미치는 융복합 요인은 나이, 성별, 이식 후 경

과기간이었다. 경과기간에 따른 자가간호이행은 이식 후 

1년 미만군에서 가장 높았고, 1년 이상～5년 미만군부터 

자가간호이행의 감소가 크게 나타났으며, 지속 으로 감

소되었다. 하부 역별로 자가간호이행은 투약 역이 가

장 높았고, 식이 역, 일상생활 역 순으로 낮았다. 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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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식 후 합병증 발생을 최소화 하고, 이식 신장을 건강하

게 유지하기 하여, 상자 스스로 자가간호이행을 유

지하는 것이 요하다. 신장이식 후 자가간호이행에 

향을 미치는 요인과 자가간호이행이 낮아지는 경과기간

을 악하여 자가간호를 강화시킬 수 있는 지속 이고 

구체 인 자가간호 강화 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해 추후 연구에서는 신장이식 후 

상자의 특성과 경과기간에 따른 자가간호이행 강화 

로그램의 개발  효과를 평가하는 연구가 계속 되기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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