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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우리나라는 만성 질환인 당뇨, 고혈압의 유병률이 증

가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당뇨병성 신증, 고혈압성 사구체

경화증, 만성사구체신염등을원인으로하는만성신부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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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o examine the levels of the disease-related knowledge and educational demands of pre-dialysis, chronic
renal failure patients at different GFRs and stages. Methods: This study used a cross-sectional survey and aimed at 116
pre-dialysis, chronic renal failure patients, who were registered and received regular treatment from December 1 to Decem-
ber 31, 2009 at the nephrology departments of tertiary medical centers in Seoul. Stages were classified into Stage 3, 4
and 5 depending on GFR ranges. To measure the levels of knowledge and educational demands, the tool, which were
first invented by Young Ae Lim (1996) and then modified by Hyo Sun Lim (2005) to adjust the knowledge and education-
al demands measuring tool for hemodialysis patients to pre-dialysis patients with chronic renal failure, was used. Collect-
ed data was analyzed with the SPSS WIN 12.0 program (average, standard deviation,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t-test and ANOVA). Results: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disease-related knowledge levels of the subjects
at each stage (F=24.41, p=.000). The Scheffe post hoc test confirmed that patients at higher stages had higher levels of
knowledge of their disease. Also, although the results showed that patients at higher stages had higher educational
demands,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the groups (F=1.259, p=.288). Conclusion: As patients have differ-
ent levels of knowledge of the disease and educational demands depending on their stages, it is important to develop
and use a systematic education program that reflects the demands and levels of patients at each stage in order to help
pre-dialysis patients with chronic renal failure with self-management and improve their quality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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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도매년증가하고있다(The Korean Society of Nephrol-

ogy, 2006). 만성 신부전 환자는 적절히 관리하지 않는 경우

응급으로 투석을 시작하는 횟수가 증가하고(Schmidt et al.,

1998), 투석용혈관확보또는감염과관련된총재원일수가증

가하여(Victor et al., 2004), 재정적부담이증가되고(Schmidt

et al., 1998) 사망률 또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Gerald

et al., 2005; Stack, 2003). 우리나라의 경우도 연간 진료비

가 500만 원이 넘는 중증 환자 가운데만성신부전환자가제

일 많았고(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2002),

2009년 7월부터 시행 중인희귀난치성질환자산정특례 상

에도투석을받는환자가포함되어있어투석환자에 한국

가의의료비부담이증 되고있는실정이다. 

만성 신부전은 조기 발견하여 적극적인 치료와 관리를 하

면신장기능이감소하는속도를현저하게줄일수있고말기

신부전에 도달하는 시기를 늦출 수 있다. 따라서 신 기능의

손실을최 한억제하고, 빈혈이나신성골이 양증, 심혈관

계질환과같은합병증을치료하거나예방하여적절한신 체

요법을 준비하는 것과 같은 투석 전 관리가 필요하다(Char-

lotte et al., 2002; Lesley et al., 2006).

이미 미국은, 투석 전 만성 신부전 환자에 한 관리의 중

요성을 인식하여 2002년에 미국 신장 재단(National Kid-

ney Foundation)에서는만성신부전의 문용어를만성신

장질환으로 통일하고 사구체 여과율에 따라 신장 질환 단계

를 1-5단계로 새롭게 분류하면서 각 단계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를하고있다(The National Kidney Foundation, 2002).

뿐만아니라여러의료기관에서투석전만성신부전환자를

상으로 하여 교육 및 관리 프로그램을 운 하고 있다(Bir-

gitta et al., 1998; Braden et al., 2005; Charlotte et al., 2002;

Gerald et al., 2003;Gerald et al., 2005).

우리나라의 경우도 선행 연구에서 투석 전 만성 신부전 환

자가 질병관련 지식 정도가 낮고 교육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Lim, 2005). 그러나 사구체 여과율에 따른 신장 질

환 단계에 따라 양, 운동, 약물 복용에 한 지침과 관리가

다르므로단계별맞춤교육의필요성이제기되고있다(Lesley

et al., 2006; Murphy et al., 2008). 따라서 우리나라 환자

의특성에맞는사구체여과율에따른신부전환자맞춤형교

육프로그램을개발할필요가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구체 여과율에 따라 단계별로 투석 전 만

성 신부전 환자를 분류하고 이들을 상으로 질병 관련 지식

정도와 교육 요구도를 파악하여 이후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

램을적용하기위한기초자료를제공하기위하여시도되었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투석 전 만성 신부전 환자의 질병 관련

지식정도와교육요구도를조사하는것이다. 

이를위한구체적인목적은다음과같다. 

1) 투석 전 만성 신부전 환자의 각 단계별 질병 관련 지식

정도를조사한다. 

2) 투석전만성신부전환자의각단계별교육요구도를조

사한다. 

3. 용어 정의

1) 투석 전 만성 신부전 환자

만성신부전은사구체여과율의감소를동반하거나동반하

지않는신장의구조적, 기능적이상이3개월이상지속된경

우와신장의손상을동반하거나동반하지않은상태로3개월

이상사구체여과율이60 mL/min/1.73 m2 미만으로유지되

는경우로정의된다(NKF, 2002). 

본 연구에서 투석 전 만성 신부전 환자는 신장내과 전문의

에게 만성 신부전을 진단받은 환자로 투석을 시작하지 않은

3단계에서5단계에해당하는환자를말한다. 3단계는중정도

의신장손상이있으며사구체여과율이30-59 mL/min/1.73

m2인 경우, 4단계는 심각한 정도의 신장 손상이 있으면서 사

구체 여과율이 15-29 mL/min/1.73 m2인 경우, 5단계는 말

기신부전단계로사구체여과율이15 mL/min/1.73 m2 미만

이거나투석이필요한경우로분류하 다(NKF, 2002).

2) 질병 관련 지식 정도

질병 관련 지식 정도는 만성 신부전에 관련된 지식의 정도

를말한다. 본연구에서는Lim (1996)이개발하고Lim (2005)

이 수정 보완한 도구에 의해 측정된 점수로써 점수가 높을수

록지식정도가높은것을의미한다.  

3) 교육 요구도

교육 요구도는 간호 요구 중에서 환자의 건강문제, 질병예

방, 건강증진에 관련된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고자 하는 주

관적인 요구정도이다(Pender, 1974). 본 연구에서는 Lim

(1996)이 개발하고 Lim (2005)이 수정 보완한 도구에 의해

측정된 점수로써 점수가 높을수록 교육 요구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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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각 단계별 투석 전 만성 신부전 환자의 질병 관

련 지식 정도와 교육 요구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

구이다.

2. 연구 상

본연구의 상자는만성신부전으로서울지역에소재한3차

의료기관신장내과에등록되어정기적인관리를받고있는투

석 전 만성 신부전 환자이다. 투석 전 만성 신부전 환자의 약

80%를 차지하는 4단계 상자와 5단계 상자가 한 달 간격

으로외래를방문하기때문에2009년12월1일부터31일사이

에외래를방문하기로한총134명중예약을취소한환자10

명, 연구에동의하지않은환자2명, 난청환자3명, 정신과적

병력이있는환자2명, 불완전한설문지작성을한환자1명을

제외한후선정기준에부합하는환자116명을 상으로하 다. 

구체적인 상자선정기준은다음과같다. 

1) 의사소통이가능한환자

2) 본연구의목적을이해하고참여하기로동의한자

3) 다른급성질환으로치료를받고있지않은환자

3. 연구 도구

1) 질병 관련 지식 정도 측정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질병 관련 지식 정도 측정도구는 Lim

(1996)이 개발한‘혈액투석 환자의 지식 측정도구’를 Lim

(2005)이투석전만성신부전환자에맞게수정보완한도구

를 사용하 다. 질병의 특성, 위험요인, 합병증 예방, 식이요

법, 약물요법, 일상생활 및 운동, 치료, 정기관리에 관한 8개

역으로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정답을 1

점으로 배점하고 오답과‘모르겠다’는 0점으로 배점하여 총

20점으로 측정하 다. 점수는 최저 0점에서 최고 20점으로

점수가높을수록질병관련지식정도가높은것을의미한다.

도구개발당시의신뢰도는Cronbach’s a=.84로보고되었고,

본연구에서의신뢰도는Cronbach’s a=.81이었다.

2) 교육 요구도 측정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교육 요구도 측정도구는 Lim (1996)이

개발한‘혈액투석 환자의 교육 요구도 측정도구’를 Lim

(2005)이투석전만성신부전환자에맞게수정보완한도구

를사용하 다. 도구에포함되는내용은질병의특성, 위험요

인, 합병증 예방, 식이요법, 약물요법, 운동 및 일상생활, 치

료, 정기관리에관한8개 역이다. Lim (1996)의도구에‘만

성 신부전의 원인과 진단’, ‘재활관련 정보’, ‘체중, 혈압, 맥

박, 체온, 혈당 측정법, 자가주사법’, ‘응급 증상 및 처법’,

‘정기 검사의 내용 및 실시 이유와 결과의 의미’의 5개 문항

이 추가되어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매우

알기원한다”에서“전혀알고싶지않다”의5점Likert Scale

로측정하게되어있는데최저25점에서부터최고12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교육 요구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개발 당

시의 신뢰도는 Cronbach’s a=.82로 보고되었고, 본 연구에

서의신뢰도는Cronbach’s a=.93이었다.

4.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 수집에 앞서 2009년 A병원의 기관 승인과

서울 학교 간호 학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승

인을 받았다. 자료 수집은 연구 책임자가 상자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구두 동의를 얻은 후 시행하 으며, 사구체

여과율, 원인 질환, 만성 신부전 진단 시기는 상자의 의무

기록을 참고하 다. 상자에게 설문지를 배부한 후 주의사

항을 설명하고 직접 작성하게 하 으나(n=81, 69.8%), 상

자가 요청한 경우 연구원이 직접 읽어주고 설명한 후 기록하

다(n=35, 30.2%). 설문 작성은 자가 보고의 경우 1인당 약

15분정도가소요되었으며연구자가 상자에게직접설문지

를읽어준경우약25분소요되었다. 

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자료는SPSS WIN 12.0 프로그램을이용하여다음

과 같이 분석하 다. 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로 산출하 고, 질병 관련 지식 정도와 교육 요구도는 평균,

표준 편차로 산출하 다. 각 단계별 질병 관련 지식 정도와

교육요구도의비교는분산분석을사용하 으며일반적특성

에따른질병관련지식정도, 교육요구도와의관계는t-test

와분산분석을사용하 다.

연구 결과

1. 투석 전 만성 신부전 환자의 일반적 특성 및 교육관련

특성

1) 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연구에참여한투석전만성신부전환자는총116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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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은남자가60명(51.7%), 여자56명(49.3%)이었다(Table 1).

연령 분포는 30세에서 81세 사이로 평균 연령은 53.7세 으

며, 60세 이상이 43명(37.1%)으로 가장 많았다. 직업은 무직

이 69명(59.5%), 학력은 졸이 41명(37.1%)으로 가장 많았

다. 경제 상태는 중인 경우가 75명(65.5%), 만성 신부전을 진

단받은 시기는 1-3년 미만이 51명(43.9%), 원인 질환으로는

당뇨병이 55명(47.4%)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현재 경험 중

인 요독 증상이 1-3개라고 답한 상자가 69명(59.5%)으로

가장많았다. 

각 단계별 상자 수는 3단계 상자 24명(20.7%), 4단계

상자 51명(44%), 5단계 상자 41명(35.3%)이었다. 5단계

상자에서 현재 경험 중인 요독 증상이 4개 이상 경우가 10

명(24.4%)으로 다른 단계의 상자보다 많았다(p=.012). 세

군의 나이, 성별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002, p=.007)

직업 상태, 교육정도, 주 보호자, 경제 상태, 만성 신부전을

진단받은시기, 원인질환은세군의차이가없었다(Table 1).

2) 상자의 교육관련 특성

전체 상자의 만성 신부전에 한 정보 수집은 의사로부

터가 82명(49.1%)으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 34명(20.4%), 책

19명(11.4%) 순이었으며, 간호사로부터는 8명(4.7%)으로 낮

았다(Table 2). 또한 만성 신부전에 해 현재까지 수집한 정

보에 한 만족도는‘미흡’이 64명(55.2%)으로 가장 많았고,

선호하는교육방법으로는개별교육이75명(71.6%), 선호하는

교육자료는책자가75명(64.7%)으로가장많았다. 또한교육

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가진 상자가 98명(84.5%)으로 매

우높았고. 이전에교육에참여했던경험이있는 상자는14

명(12.1%)으로매우낮았다. 구체적인내용은Table 2와같다. 

단계별로 분류하여 비교하 을 때, 전체 상자와 거의 일

치하는결과를보 다. 다만, 4단계 상자중교육자료로책

자를 선호하는 경우가 40명(78.4%)으로 다른 상자들에 비

해높았고(p=.005), 3단계 상자중에는교육프로그램을제

공받았던 상자가없었다(p<.001). 

n=116 n=24 n=51 n=41
Gender Male 60  (51.7) 19 (79.2) 21 (41.2) 20 (48.8) 9.943

Female 56 (49.3) 5 (20.8) 30 (58.8) 21 (51.2) (.007)*
Age Mean±SD 53.7±12.2 61.1±10.9 55.8±11.6 46.7±10.3 21.314

<40 16 (13.8) 1 (4.2) 4 (7.8) 11 (26.8) (.002)*
40-49 24 (20.7) 3 (12.5) 9 (17.6) 12 (29.3)
50-59 33 (28.4) 6 (25) 15 (29.4) 12 (29.3)
≥60 43 (37.1) 14 (58.3) 23 (45.2) 6 (14.6)

Occupation Yes 47 (40.5) 11 (45.8) 16 (31.4) 20 (48.8) 3.938
No 69 (59.5) 13 (54.2) 35 (68.6) 21 (51.2) (.140)

Level of education Elementery school 17 (14.7) 4 (16.7) 10 (19.6) 3 (7.3) 10.605
Middle school 12 (12.9) 5 (20.8) 7 (13.7) 3 (7.3) (.101)
High school 15 (35.3) 4 (16.7) 20 (39.2) 17 (41.5)
≥College 41 (37.1) 11 (45.8) 14 (27.5) 18 (43.9)

Level of income High 10 (8.6) 2 (8.3) 3 (5.9) 5 (12.2) 2.411
Middle 76 (65.5) 16 (66.7) 32 (62.7) 28 (68.3) (.661)
Low 30 (25.9) 6 (25) 16 (31.4) 8 (19.5)

Duration of illness <12 25 (21.6) 5 (20.8) 12 (23.5) 8 (19.5) 0.953
13-36 51 (43.9) 11 (45.8) 22 (43.1) 18 (43.9) (.987)
37-60 15 (12.9) 4 (16.7) 6 (11.8) 5 (12.2)
≥60 25 (21.6) 4 (16.7) 11 (21.6) 10 (24.4)

Primary disease Diabetes 55 (47.4) 15 (62.5) 26 (51) 14 (34.1) 11.376
Hypertension 34 (29.3) 8 (33.3) 13 (25.5) 13 (31.7) (.777)
Glomerulonephritis 22 (19) 1 (4.2) 11 (21.6) 10 (24.4)
Unknown 5 (4.3) 0 (0) 1 (1.9) 4 (9.8)

Having uremic symptoms None 32 (27.6) 10 (41.7) 17 (33.3) 5 (12.2) 12.855
1-3 69 (59.5) 12 (50.0) 31 (60.8) 26 (63.4) (.012)*
≥4 15 (12.9) 2 (8.3) 3 (5.9) 10 (24.4)

Table 1. Characteristics of Pre-dialysis Patients with Chronic Renal Failure

Variables Classification
Total

number (%)
Stage 3 

number (%)
Stage 4 

number (%)
Stage 5 

number (%)
c2  

(p)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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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석 전 만성 신부전 환자의 질병 관련 지식 정도

전체 상자의 질병 관련지식 정도는 총 20점 만점에 11.1

점이었다(Table 3). 각 단계별 상자의 질병 관련 지식 정도

를비교한결과, 그룹간차이가유의하게나타났으며(F=24.41,

p<.001), scheffe 사후검증 결과 단계가 높을수록 질병 관련

지식정도가높았다. 

ANOVA 분석과 scheffe 사후검증 결과 각 단계별로 지식

정도 차이가 있는 문항은 신장의 역할(F=6.129, p=.003), 요

독 증상(F=5.866, p=.004), 포타슘 상승 시 증상(F=6.328,

p=.002), 신부전의진행을지연하는방법(F=14.085, p<.001),

신 독성 약물(F=3.304, p=.040), 만성 신부전의 식이 요법

(F=6.201, p=.003), 고칼륨 음식(F=4.793, p=.010), 만성 신

부전의 치료법(F=6.529, p=.002), 투석시작 시기(F=5.642,

p=.005), 혈관준비 시기(F=9.960, p<.001), 혈관 관리법

(F=25.751, p<.001), 빈혈 관리(F=9.281, p<.001)이었다. 구

체적인내용은Table 4와같다.  

3. 투석 전 만성 신부전 환자의 교육 요구도

전체 상자의 질병 관련 교육 요구도는 5점 만점에 평균

4.36점(±0.40)으로 높았다(Table 5). 각 단계별 상자의 교

육 요구도를 비교한 결과, 단계가 높아질수록 교육 요구도가

증가했으나그룹간차이는유의하지않았다(F=1.259, p=.288). 

n=116 n=24 n=51 n=41
Source of information about disease Physician 82 (49.1) 16 (53.3) 38 (55.1) 28 (41.2) 11.120

Nurse 8 (4.7) 2 (6.7) 5 (7.2) 1 (1.5) (.085)
Book 19 (11.4) 2 (6.7) 6 (8.7) 11 (16.2)
Internet 34 (20.4) 4 (13.3) 8 (11.6) 22 (32.3)
Media, family 10 (6.0) 2 (6.7) 6 (8.7) 2 (2.9)
Patient group, none 14 (8.4) 4 (13.3) 6 (8.7) 4 (5.9)

Satisfaction of gathered information Satisfied 9 (7.7) 2 (8.3) 3 (5.9) 4 (9.7) 7.683
Average 43 (37.1) 7 (29.2) 17 (33.3) 19 (46.3) (.465)
Unsatisfied 64 (55.2) 15 (62.5) 31 (60.8) 18 (44.0)

Preference of education method Group 21 (6.9) 2 (8.3) 4 (7.8) 2 (4.9) 2.445
Individual 75 (71.6) 15 (62.5) 39 (76.5) 29 (70.7) (.655)
Both/mixed 20 (21.5) 7 (29.2) 8 (15.7) 10 (24.4)

Preference of education material Video 21 (18.1) 8 (33.3) 6 (11.8) 7 (17.1) 14.738
Booklet 75 (64.7) 14 (58.4) 40 (78.4) 21 (51.2) (.005)*
Computer 20 (17.2) 2 (8.3) 5 (9.8) 13 (31.7)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education Yes 98 (84.5) 18 (75) 46 (90.2) 34 (82.9) 4.148
No 18 (15.5) 6 (25) 5 (9.8) 7 (17.1) (.386)

Experience in education participation Yes 14 (12.1) 0 (0) 2 (3.9) 12 (29.3) 17.913
No 102 (87.9) 24 (100) 49 (96.1) 29 (70.7) (<.001)*

n=14 n=0 n=2 n=12
Participated education program Group 3 (21.4) 0 1 (50) 2 (16.7) 11.879

Individual 11 (78.6) 0 1 (50) 10 (83.3) (.003)*
Time of education (month) 1-5 6 (42.9) 0 0 (0) 6 (50) 12.185

6-12 8 (57.1) 0 2 (100) 6 (50) (.002)*
Education Dietitian 9 (64.3) 0 1 (50) 8 (66.7) 11.421
Provider Dialysis nurse 5 (35.7) 0 1 (50) 4 (33.3) (.003)*

Table 2. Educational Characteristics of Pre-dialysis Patients with Chronic Renal Failure

Variables Classification
Total

number (%)
Stage 3 

number (%)
Stage 4 

number (%)
Stage 5 

number (%)
c2  

(p)

*p<.05.

Levels of disease-related knowledge 11.1 (4.25) 8.96 (4.02)a 9.63 (3.12)b 14.2 (3.84)c 24.41 <.001* a<b<c

Table 3. Comparison of Levels of Disease-related Knowledge Pre-dialysis Patients with Chronic Renal Failure by Stages

M (SD)

Total (n=116) Stage 3 (n=24) Stage 4 (n=51) Stage 5 (n=41) 
F p Scheffe

*p<.05.
Post-hoc comparison=Scheffe.

M (SD) M (SD) M (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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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상자의 역별 교육 요구도를 살펴보면, 위험 요인

에 한 항목이 4.70점(±0.51)으로 가장 높았고, 합병증 예

방 4.57점(±0.55), 질병의 특성 4.43점(±0.62) 순이었다

(Table 6). 문항별 분석 결과, 신부전의 진행 지연 방법에

한 문항이 4.73점(±0.48)으로 가장 높았고, 신부전 악화요

인 4.66점(±0.54), 신부전의 진행정도와 치료계획 4.60점

(±0.52) 순이었다. 교육 요구가 가장 낮은 문항은 성생활의

변화와적응방법3.77점(±0.81)이었다. 

또한, ANOVA 분석과scheffe 사후검증결과각단계별로

교육 요구도가 차이가 있는 문항은 만성 신부전의 치료방법

(F=5.827, p=.004), 투석 시작시기 및 조기 투석의 필요성

(F=5.709, p=.004), 투석과 관련된 생활의 변화와 적응

(F=3.807, p=.025), 혈관 관리법(F=5.662, p=.005), 응급 증

상및 처법(F=3.598, p=.031)이었다.  

n=116 n=24 n=51 n=41
Characteristics Kidney functions 0.52 (0.50) 0.54 (0.51) 0.35 (0.48)a 0.71 (0.46)b 6.129 (.003)* a<b
of the disease Uremic symptoms 0.64 (0.48) 0.46 (0.51)a 0.57 (0.50)b 0.83 (0.38)c 5.866 (.004)* a,b<c

Hyperkalemia symptoms 0.53 (0.50) 0.33 (0.48)a 0.45 (0.50)b 0.73 (0.45)c 6.328 (.002)* a,b<c
Subtotal 0.56 (0.50) 0.44 (0.50)a 0.46 (0.50)b 0.76 (0.43)c 16.051 (<.001)* a,b<c
Risk factor Methods of delaying 0.53 (0.50) 0.17 (0.38)a 0.51 (0.50)b 0.78 (0.42)c 14.085 (<.001)* a<b<c

the progression of renal failure
Nephrotoxic drugs 0.92 (0.27) 0.83 (0.38) 0.90 (0.30) 1.00 (0.00) 3.304 (.040)*

Subtotal 0.73 (0.45) 0.50 (0.51)a 0.71 (0.46)b 0.89 (0.31)c 12.326 (<.001)* a<b<c
Prevention of Methods of preventing  0.59 (0.49) 0.46 (0.51) 0.55 (0.50) 0.71 (0.46) 2.221 (.113)
complication cardiovascular complications

Hyperphosphatemia symptoms 0.25 (0.43) 0.21 (0.42) 0.20 (0.40) 0.34 (0.48) 1.419 (.246)
Subtotal 0.42 (0.49) 0.33 (0.48) 0.37 (0.49) 0.52 (0.50) 3.089 (.047)*
Diet Diet of CRF 0.59 (0.49) 0.38 (0.49)a 0.53 (0.5)b 0.78 (0.42)c 6.201 (.003)* a,b<c

Problems of high salt diet 0.86 (0.35) 0.79 (0.42) 0.82 (0.38) 0.95 (0.22) 2.216 (.114)
Pottasium rich diet 0.39 (0.49) 0.21 (0.42)a 0.33 (0.48) 0.56 (0.50)b 4.793 (.010)* a<b

Subtotal 0.61 (0.49) 0.46 (0.50)a 0.56 (0.50)b 0.76 (0.43)c 10.949 (<.001)* a,b<c
Medication Medication of CRF patients 0.78 (0.41) 0.75 (0.44) 0.73 (0.45) 0.88 (0.33) 1.676 (.192)
Subtotal 0.78 (0.41) 0.75 (0.44) 0.73 (0.45) 0.88 (0.33) 1.676 (.192)
Exercise and activity Daily life of CRF patients 0.76 (0.43) 0.63 (0.49) 0.76 (0.43) 0.83 (0.38) 1.741 (.180)
in daily life Activities of CRF patients 0.72 (0.45) 0.71 (0.46) 0.63 (0.49) 0.83 (0.38) 2.310 (.104)

CRF and sexual life 0.49 (0.50) 0.29 (0.46) 0.53 (0.50) 0.56 (0.50) 0.502 (.086)
Subtotal 0.66 (0.48) 0.54 (0.50)a 0.64 (0.48) 0.74 (0.44)b 4.139 (.017)* a<b
Treatment Treatment for CRF 0.66 (0.47) 0.63 (0.49) 0.51 (0.50)a 0.85 (0.36)b 6.529 (.002)* a<b

Time to start dialysis 0.38 (0.48) 0.54 (0.51)a 0.22 (0.42)b 0.49 (0.50)c 5.645 (.005)* a,c>b
Time to create vascular access 0.26 (0.44) 0.13 (0.34)a 0.14 (0.35)b 0.49 (0.50)c 9.960 (<.001)* a,b<c
Kidney transplantation 0.69 (0.48) 0.75 (0.44) 0.59 (0.54) 0.78 (0.42) 2.075 (.130)

Subtotal 0.50 (0.50) 0.51 (0.50) 0.36 (0.49)a 0.65 (0.48)b 15.994 (<.001)* a<b
Regular management Vascular management 0.29 (0.45) 0.04 (0.20)a 0.14 (0.35)b 0.63 (0.49)c 25.751 (<.001)* a,b<c
of the disease Anemia management 0.28 (0.45) 0.13 (0.34)a 0.18 (0.38)b 0.51 (0.50)c 9.281 (<.001)* a,b<c
Subtotal 0.29 (0.45) 0.08 (0.28)a 0.16 (0.37)b 0.57 (0.50)c 32.097 (<.001)* a,b<c

Table 4. Levels of Disease-related Knowledge by Stages

Subscale Items
Total Stage 3 Stage 4 Stage 5 

F (p) Scheffe

*p<.05.
Post-hoc comparison=Scheffe; CRF=Chronic renal failure.

M (SD) M (SD) M (SD) M (SD)

Table 5. Comparison of Educational Demands of Pre-dialysis Patients with Chronic Renal Failure by Stages

Total (n=116) Stage 3 (n=24) Stage 4 (n=51) Stage 5 (n=41) 
F p

*p<.05.

Educational demands 4.36 (0.40) 4.28 (0.41) 4.34 (0.36) 4.43 (0.43) 1.259 .288

M (SD) M (SD) M (SD) M (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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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투석 전 만성 신부전 환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질병

관련 지식 정도와 교육 요구도

투석전만성신부전환자의일반적특성에따른지식정도

와교육요구도는Table 7과같았다. Scheffe 사후검증을통해

분석한 결과 전체 상자의 지식 정도는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여60세이상에서가장낮았다(F=11.265, p<.001). 지식정

n=116 n=24 n=51 n=41
Characteristics Kidney function 4.20 (0.63) 4.13 (0.68) 4.12 (0.58) 4.34 (0.65) 2.428 (.093)
of the disease Causes and diagnosis of CRF 4.41 (0.60) 4.25 (0.67) 4.41 (0.61) 4.49 (0.55) 1.656 (.196)

Symptoms of CRF 4.53 (0.62) 4.50 (0.65) 4.57 (0.57) 4.51 (0.67) 0.080 (.923)
Progression ot the disease and 4.60 (0.52) 4.50 (0.51) 4.61 (0.53) 4.66 (0.53) 0.833 (.437)
treatment plan 

Subtotal 4.43 (0.62) 4.34 (0.65) 4.42 (0.60) 4.53 (0.58) 3.200 (.042)*
Risk factor  Worsening factor 4.65 (0.54) 4.58 (0.58) 4.75 (0.52) 4.61 (0.54) 0.854 (.429)

Methods of delaying the 4.73 (0.48) 4.75 (0.44) 4.76 (0.47) 4.68 (0.52) 0.182 (.834)
progression of the disease

Subtotal 4.70 (0.51) 4.67 (0.52) 4.75 (0.50) 4.66 (0.53) 0.788 (.456)
Prevention of Types, causes and prevention 4.57 (0.55) 4.63 (0.49) 4.60 (0.53) 4.50 (0.60) 0.518 (.597)
complication of complication

Subtotal 4.57 (0.55) 4.63 (0.49) 4.60 (0.53) 4.50 (0.60) 0.518 (.597)
Treatment Treatment for CRF 4.46 (0.72) 4.08 (0.88)a 4.45 (0.64) 4.68 (0.65)b 5.827 (.004)* a<b

Time to start dialysis and need 4.44 (0.66) 4.13 (0.85)a 4.41 (0.57) 4.66 (0.57)b 5.709 (.004)* a<b
for early dialysis

Change and adaptation related 4.36 (0.67) 4.13 (0.90)a 4.31 (0.58) 4.56 (0.59)b 3.807 (.025)* a<b
to dialysis

Subtotal 4.41 (0.69) 4.11 (0.86)a 4.38 (0.60)b 4.65 (0.60)c 15.231 (<.001)* a<b<c
Diet Reason for diet adjustment 4.35 (0.67) 4.42 (0.71) 4.33 (0.58) 4.34 (0.76) 0.184 (.832)

Prohibitied foods and reasons 4.47 (0.72) 4.46 (0.93) 4.45 (0.61) 4.49 (0.71) 0.165 (.848)
Most adequate cooking method 4.43 (0.64) 4.42 (0.77) 4.43 (0.57) 4.44 (0.67) 0.099 (.906)
and food limit 

Subtotal 4.41 (0.68) 4.43 (0.80) 4.39 (0.59) 4.46 (0.68) 0.316 (.729)
Medication Purpose and method for medication 4.24 (0.61) 4.38 (0.64) 4.18 (0.55) 4.24 (0.66) 1.105 (.335)

Complications and right coping 4.23 (0.61) 4.29 (0.62) 4.12 (0.51) 4.34 (0.69) 2.532 (.084)
strategy 

Intake of drugs other that prescribed 4.11 (0.75) 4.25 (0.89) 4.14 (0.63) 4.00 (0.80) 0.674 (.512)
medication

Subtotal 4.19 (0.66) 4.31 (0.72) 4.13 (0.56) 4.23 (0.72) 1.971 (.141)
Exercise and Adequate exercise, amount of  4.44 (0.57) 4.54 (0.50) 4.37 (0.56) 4.46 (0.63) 1.104 (.335)
activity in daily life exercise and exercise method 

Right lifestyle 4.48 (0.58) 4.50 (0.65) 4.49 (0.54) 4.46 (0.59) 0.017 (.983)
Changed sexual life and method of 3.77 (0.81) 3.75 (0.89) 3.63 (0.74) 3.95 (0.80) 2.501 (.087)
adaptation to it

Changed in psychological state and 3.87 (0.77) 3.75 (0.89) 3.76 (0.71) 4.07 (0.75) 2.880 (.060)
method of adaptation to it

Information of rehabilitation 4.16 (0.75) 3.96 (0.80) 4.10 (0.70) 4.34 (0.76) 2.908 (.059)
Subtotal 4.14 (0.76) 4.10 (0.83) 4.05 (0.73)a 4.29 (0.72)b 5.887 (.003)* a<b
Regular management Method of measuring weight, 4.17 (0.63) 4.00 (0.83) 4.12 (0.55) 4.34 (0.75) 3.467 (.035)*
of the disease blood pressure, pulse, 

body temperature, self-injection
Vascular management 4.25 (0.75) 3.83 (0.96)a 4.31 (0.64)b 4.41 (0.67)c 5.662 (.005)* a<b,c
Emergent symptoms and coping 4.55 (0.69) 4.25 (0.67)a 4.61 (0.53) 4.66 (0.79)b 3.598 (.031)* a<b
strategy

Reason for regular examination, 4.25 (0.57) 4.46 (0.65) 4.51 (0.51) 4.56 (0.59) 0.591 (.555)
and meaning of the result

Subtotal 4.37 (0.68) 4.14 (0.15)a 4.38 (0.60)b 4.53 (0.63)c 10.764 (<.001)* a<b,c

Table 6. Educational Demands by Stage

Subscale Items
Total Stage 3 Stage 4 Stage 5 

F (p) Scheffe

*p<.05.
Post-hoc comparison=Scheffe; CRF=Chronic renal failure.

M (SD) M (SD) M (SD) M (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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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교육정도가 높을수록(F=12.365, p<.001), 경제상태가

좋을수록(F=4.534, p=.01), 원인질환이 사구체 신염인 경우

(F=4.589, p=.005), 그리고 요독 증상이 많을수록 높았다

(F=4.908, p=.009). 또한 교육 참여 경험이 있는 경우(t=

14.277, p<.001)와 개별 교육 프로그램을 받은 경우가 지식

정도가높았다(t=8.825, p<.001). 

전체 상자의 교육 요구도는 30 에서 가장 높았고(F=

2.937, p=.02), 경제상태가좋으며(F=4.380, p=.03), 교육참

여경험이있는경우높았다(t=4.364, p=.04).

논 의

본연구에서는투석전만성신부전환자의질병관련지식

정도와교육요구도에 해조사하 다. 본연구는사구체여

과율에따라투석전만성신부전환자를단계별로분류하여,

각단계별질병관련지식정도와교육요구도의특성과차이

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조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이러한결과를토 로투석전만성신부전환자의단계별맞

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 더욱

의의가있다고하겠다. 따라서본연구결과를중심으로투석

전 만성 신부전 환자의 단계별 질병 관련 지식 정도와 교육

요구도에 해논의하고자한다. 

본연구결과 상자의평균연령은53.7세 으며, 60세이

상이37.1%로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 다. 이는2006년

한신장학회에서말기신부전투석환자중가장많은비중을

차지하는 연령 가 60 라고 보고한 것과 유사한 결과로 만

성 신부전 환자의 노령화 현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여진다.

상자의 원인 질환으로는 신장 질환 단계와 무관하게 당뇨

Variables Classification

Gender Male 0.53 (0.21) 0.257 (.613) 4.31 (0.41) 0.082 (.775)
Female 0.58 (0.22) 4.41 (0.38)

Age <40 0.63 (0.19)a 11.265 (<.001)* a,b,c>d 4.51 (0.47)a 2.937 (.02)* a>b
40-49 0.65 (0.20)b 4.44 (0.38)
50-59 0.66 (0.18)c 4.46 (0.37)
≥60 0.44 (0.18)d 4.27 (0.38)b

Occupation Yes 0.57 (0.22) 0.029 (.865) 4.39 (0.42) 0.893 (.347)
No 0.55 (0.21) 4.34 (0.38)

Level of education Elementery school 0.38 (0.15)a 12.365 (<.001)* a,b<c,d 4.34 (0.39) 2.155 (.097)
Middle school 0.39 (0.14)b 4.14 (0.41)
High school 0.59 (0.21)c 4.38 (0.41)
≥College 0.65 (0.19)d 4.44 (0.35)

Level of income High 0.71 (0.24)a 4.534 (.010)* a>b 4.72 (0.39)a 4.380 (.030)* a>b>c
Middle 0.56 (0.19) 4.32 (0.30)b

Low 0.49 (0.23)b 3.99 (0.54)c

Duration of illness <12 0.55 (0.20) 1.240 (.299) 4.28 (0.42) 0.627 (.599)
13-36 0.55 (0.21) 4.40 (0.43)
37-60 0.48 (0.27) 4.40 (0.31)
≥60 0.61 (0.18) 4.33 (0.64)

Primary disease Diabetes 0.51 (0.22)a 4.37 (0.41)
Hypertension 0.53 (0.19) 4.589 (.005)* a<b 4.30 (0.38) 1.074 (.363)
Glomerulonephritis 0.69 (0.18)b 4.47 (4.47)
Unknown 0.68 (0.21) 4.24 (0.24)

Having uremic symptoms None 0.49 (0.19)a 4.908 (.009)* a,b<c 4.36 (0.37) 0.211 (.810)
1-3 0.54 (0.23)b 4.34 (0.43)
≥4 0.69 (0.16)c 4.49 (0.47)

Experience in education Yes 0.75 (0.19)a 14.277 (<.001)* a>b 4.57 (0.52)a 4.364 (.04)* a>b
participation No 0.53 (0.20)b 4.33 (0.37)b

Participated education program Group individual 0.57 (0.16)a 8.825 (<.001)* a<b 4.32 (0.17) 2.944 (.06)
0.80 (0.18)b 4.63 (0.57)

Table 7. Levels of Disease-related Knowledge and Educational Demand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Patients 

Level of disease-related knowledge

M (SD) 
F or t
(p)

Scheffe

Educational demands

M (SD)
F or t
(p)

Scheffe

*p<.05.
Post-hoc comparison=Schef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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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고혈압, 만성 사구체 신염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 역시 만

성신부전의원인이당뇨병성신증, 고혈압성사구체경화증,

만성 사구체 신염이라고 보고한 한 신장학회의 보고와 일

치한다(The Korean Society of Nephrology, 2006). 따라서

당뇨병과 고혈압 환자들이 만성 신부전에 이환되는 것을 방

지하도록신장질환초기단계에혈당과혈압관리에 한교

육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며, 조기에 신장내과로 의뢰되어

정기적인관리가필요함을시사한다(Charlotte et al., 2002;

Susan, 2009). 

본연구결과전체 상자의질병관련지식정도는총20점

만점에11.1점으로투석전만성신부전환자를 상으로한Lim

(2005)의연구에서8.8점으로보고한것보다높게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아마도첫째, 본연구의 상자와Lim (2005)

의 연구 상자가 일반적 특성에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일 수

있다. 본 연구 상자의 평균 연령은 Lim (2005)의 연령보다

낮았고 이러한 연령의 차이가 지식 정도의 차이를 반 할 수

있다. 또, 본 연구 상자의 교육 정도가 졸이 가장 많았던

반면, Lim (2005)의 연구 상자는 고졸이 가장 많았던 것과

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에 질병에

한 지식과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므

로 본 연구 상자의 지식 정도 차이를 일부 설명할 수 있다.

둘째, 교육수준이높을수록인터넷을통해질병에관련한정

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Jeon (2006)의 연구에 참여한 상자들이 의료 정보를 획득

하는방법으로62.2%가인터넷을이용한다는결과와본연구

에 참여한 상자의 20.4%가 인터넷으로 정보를 제공받았다

고응답한결과가이를뒷받침해준다. 

본연구결과 상자의질병관련지식정도가혈액투석환

자를 상으로 한 연구(Paik, 1992; Song, 2002)보다 낮았

다. 이는 혈액투석 환자들은 주 2-3회 정기적으로 투석실에

방문하면서의료진으로부터지속적인교육을받고있으나외

래를 방문하는 투석 전 만성 신부전 환자들은 체계적이고 전

문화된 교육 프로그램이 없어 지식을 습득할 기회가 적기 때

문으로사료된다. 본연구결과교육프로그램에참여한경험

이있는 상자는12.1%에불과해이를뒷받침해주고있다. 

각 단계별 질병 관련 지식 정도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총

20점 만점에 3단계 상자가 8.96점, 4단계 상자가 9.63

점, 5단계 상자가14.2점으로단계가증가할수록질병관련

지식 정도가 높아졌다. 이는 질병의 진행 과정상 5단계 상

자들이 다른 단계 상자들에 비해 투석 시작을 앞두고 있어

질병과 관리에 한 관심이 증가할 뿐 아니라, 투석 종류 결

정을 위해 교육을 제공받을 기회가 발생하기 때문으로 사료

된다. 이는본연구에서교육에참여했던경험이있는환자들

중86%가5단계 상자 음을통해확인할수있다.

반면, 본 연구에서 3단계 상자 중 교육에 참여했던 경험

이있는 상자는없었으며, 4단계 상자중4%만이교육을

제공받은것으로확인되었다. 이는3단계, 4단계 상자가전

문화된 교육의 부재로 인해 지식을 습득할 기회조차 거의 없

었음을 시사한다. 이로 인해 본 연구 결과 3단계, 4단계 상

자의 경우 정기 관리와 같은 전문적인 지식 부분에서는 지식

수준이낮았다. 선행연구결과문제해결을위한지식의습득

을통해자가간호이행행위가증진된다(Levine, 1983)고보

고한점을감안하면신장질환초기인3단계, 4단계환자를

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

한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만성 신부전 환자의

질병 관련 지식 정도가 높을수록 자가 간호와 역할행위 수행

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여러 선행 연구 결과는 신장 질환

초기 단계에서 신장관리 교육 프로그램 제공의 중요성을 뒷

받침한다(Pagels et al., 2008; Paik, 1992; Song, 2002). 만

성 신부전 환자들이 응급하게 신 체 요법을 받아야 한다고

진단받은후에는이를준비할시간이많지않고, 환자들이쇠

약하고 피로하며 양 불량 상태로 투석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3단계, 4단계 상자의 교육과 관리는 매우 매

력적이고효과적일수있다(Lesley et al., 2006). 

본 연구 결과 상자의 질병 관련 지식 측면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으로는 첫째, 각 단계 상자가 공통적으로 고인혈증

의증상이나고칼륨음식에 한지식정도가낮다는것이다.

이는 아마도 의료진이 제공하는 식이요법과 같은 전문적인

교육의부재로기인했을수있다. 인터넷을통해얻는정보는

그 내용이 전문화되어 있지 않으며 환자들끼리 부정확한 정

보를 공유하기도 한다(Kim, Kim, & Shin, 2007). 본 연구

결과 식이요법 역과 특별히 제한하는 식이와 그 이유에

한 항목의 교육 요구도가 높았는데 교육을 통해 지식을 상승

시키려는 상자의 요구가 반 된 결과라고 생각한다. 고인

혈증은신성골이형성증과혈관의석회화를일으키고(KDOQI

Guideline, 2003), 고칼륨혈증은 부정맥 및 심정지를 일으킨

다(Carlos, 2004). 또한, 이둘은중심정맥카테터를통해응

급 혈액투석을 시작하게 하는 원인 중 하나로 보고되고 있으

므로(Yoon, 2005) 계획되지않은투석을지연하고,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의료진에 의해 구성된 전문화된 교육이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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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고할수있다. 

또 다른 주목할 점은, 5단계 상자에서 투석 시작 시기와

혈관 준비 시기에 한 지식이 낮게 보고된 점이다. 본 연구

결과 5단계 상자는 다른 단계 상자보다 교육의 기회가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항목의 지식이 낮았다는 것은

투석 시작시기와 혈관 준비 시기 관련 내용이 아마도 교육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육은

투석을 앞둔 5단계 상자에게 혈액투석, 복막투석, 신장이

식에 한 방법을 소개하고 결정하도록 돕는 교육으로 투석

시작 시기나 혈관 준비 시기에 한 내용을 찾기 힘들다. 또

한, 3단계, 4단계 상자들에게는교육의기회조차적어투석

에 한고민과준비를하기에어려움이있는실정이다. 투석

시작과 동정맥루 형성의 적절한 시기에 한 결정이 이루이

지지 않으면 만성 신부전 합병증으로 인한 총 재원일수가 증

가하여 상자의 삶의 질 저하, 사망률 증가, 경제적 손실 증

가 등의 피해를 가져오게 된다(David, 2009), 또한 동정맥루

형성술이 늦어지게 되면 투석이 필요한 시점에 도달했을 때

도관을 삽입하여 응급 투석을 시작해야하므로(Schmidt et

al., 1998), 삽입한 도관과 관련한 감염으로 총 재원 일수와

사망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Victor et al., 2004).

Kim 등(1999)의연구에서동정맥루형성이늦어진이유에

해‘신 체요법에 한적극적인교육부족’, ‘환자의질병에

한인식부족’을원인으로보고했으므로, 교육을통해이들

의지식을향상시켜여러가지합병증을예방할수있도록이

부분에 한교육을강화해야할것으로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전체 상자의 교육 요구도는 5점 만

점에평균4.36점으로이결과는투석전만성신부전환자를

상으로한Lim (2005)의연구에서4.15점으로보고한것보

다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 상자 중 49.1%는 질병에

한 정보를 의사로부터, 그리고 20.4%는 인터넷으로부터

얻고 있었다. 그러나 도시 종합병원의 경우‘3시간 기 3

분진료’를하고있어(Kim, 1993) 몇분동안의외래진료시

간에 개별화된 교육과 상담이 이루어지기에는 부족함이 있

다. 또, 인터넷에서는 전문화된 지식을 습득하기에 어려움이

있고정보가부정확한경우도있을수있다(Kim et al., 2007).

본연구결과 상자의85%가투석전교육프로그램에참여

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 높은 교육 요구를 뒷받침해주고 있

다. 반면간호사로부터정보를제공받는경우는4.7%로확인

되었는데, 현재신장내과외래에는투석전만성신부전환자

를 상으로 하여 교육과 상담을 하는 간호사가 없는 실정을

반 한결과이다. 환자교육활동은환자의교육요구를충족

시켜 주는 전문직 간호사의 중요한 독자적 기능 중의 하나이

다. 이미 미국에서는 신장 전문 간호사가 투석 전 만성 신부

전 환자를 관리하고 교육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것으로보고되었다(Charlotte et al., 2002). 본연구결

과 상자의 약 91%가 2-3주 간격으로 간호사의 전화 상담

을 통한 관리를 원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우리나라에서도 이

들에 한 체계적인 교육과 관리를 위해 간호사의 역할이 증

되어야할것으로생각된다.

각 단계별 교육 요구도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3단계 상

자가 4.28점, 4단계 상자가 4.34점, 5단계 상자가 4.43

점으로 단계가 증가할수록 교육 요구도가 높아졌다. 또, 각

단계 상자에서 교육 요구도가 가장 높은 문항은 신부전의

진행 지연 방법 문항이었다. 신부전의 진행을 지연시키는 방

법은 혈당 조절, 혈압 조절, 약물 요법이다(Charlotte et al.,

2002). 본 연구 결과 5단계 상자에서 이 항목의 정답률은

78%로높았다. 그럼에도교육요구도가높은것은투석에

한불안과두려움으로인해(Gutie@rrez, 2009) 특별한다른치

료 방법이 있을 거라는 막연한 생각이 표출된 결과라고 생각

된다. 따라서 교육과 함께 상자의 불안과 두려움을 조사하

여이를완화시키는방법또한모색되어야할것이다. 

본 연구 결과 상자의 교육 측면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으

로는 첫째, 5단계 상자에서 혈액투석, 복막투석, 신장이식

이라는 만성 신부전의 치료방법에 한 교육 요구도가 가장

높았다는 점이다. 이는 질병의 경과상 5단계 상자가 가장

관심을가지고있는부분이잘나타난결과라고생각된다. 따

라서 혈액투석, 복막투석, 신장이식이라는 각각의 방법에

한 장점, 단점, 준비사항 등에 한 내용이 교육되어져야 하

며 이를 통해 투석에 한 적응의 향상을 기 할 수 있겠다

(Gerald et al., 2003).

둘째, 3단계 상자와 4단계 상자에서 신부전의 진행을

지연시키기 위한 방법과 특별히 제한하는 식이와 그 이유에

한교육요구도가가장높게나타났다는점이다. 이는지식

정도의문항에서고인혈증의증상이나고칼륨음식에 한지

식정도가낮았기때문일수있다. 또, 음식의종류가매우다

양하기 때문에 이 중 신기능과 관련하여 제한해야 하는 식품

에 한교육요구는높을수밖에없는실정이다. 투석전만성

신부전환자를 상으로한Kang (2004)의연구에서는 양

교육을 시행하지 않은 상자의 1%만이 고칼륨 식품에 한

섭취를제한하고있었으며, 약60%에서약간의 양불량이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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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고보고하 다. 양교육을통해체액의균형을유지하고

탈수와 부종을 예방하며 좋은 양 상태를 유지해 신부전의

진행을 늦출 수 있고(Gillis, 1995), 양 상태가 호전될 때 삶

의질도향상되므로(Katrina, 2008) 실생활에활용할수있는

구체적인내용으로교육자료를구성해야할것으로생각된다.

환자의 지식 정도와 교육 요구를 파악하여 제공되는 환자

교육은 환자 자신이 회복에 직접 참여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

오므로 궁극적으로 빠른 회복과 질병 재발 및 합병증 예방에

도움을 준다(Lim, 2005). Paik (1998)은 만성 신부전 환자를

상으로 하여 투석 유형별로 교육 요구도를 비교하 는데,

혈액 투석 환자는 투석 요법을 정기적으로 받으면서 약을 계

속 복용해야 하는 이유에 한 교육 요구가 가장 높았고, 복

막투석 환자들은 복막 투석 시 합병증과 그 처방안에 한

교육 요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혈액 투석, 복막 투

석 환자 모두 교육에 해서 전반적으로 높은 요구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나 투석 유형에 따라 인지하는 교육 내용의

우선 순위가 다르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각 환자군마다 교육

내용과 방법을 개별화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투석

전 만성 신부전 환자들에게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에 있어

본연구결과를근거로각단계별 상자에 한차별화된전

략이필요하겠다고사료된다.

만성 신부전 환자는 지속적인 관리와 교육이 필수적이다.

외국의 선행 연구에 따르면, 투석 전 만성 신부전 환자의 구

조화된교육과관리를통해질병관련지식(Birgitta, 1998)이

향상되었으며, 건강행위 이행을 통해 생리적 지표가 향상되

어고칼륨혈증, 고인혈증, 양결핍등의신장합병증이예방

되었고(Katrina, 2008; Meryl, 2001), 불안, 두려움, 적응이

라는정신적문제가호전되었음을확인할수있다(Gutie@rrez,

2009). 또, 동정맥루 수술이나 투석 방법 결정과 같은 투석

전 준비사항이 더 잘 마련되며(Braden et al., 2005; Meryl,

2001), 투석까지의 기간을 연장시키고, 투석 후 적응 및 생존

율에까지 향을미치는것(Gerald et al., 2003; Gerald et al.,

2005)을확인할수있다. 

그러나아직국내에서는혈액투석이나복막투석환자에비

해 투석 전 만성 신부전 환자의 교육 기회가 적으며, 투석실

교육 간호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투석 교육은 주로 5단계

상자에게 투석 종류를 선택하도록 하는 내용에 국한되어 있

는 실정이다. 교육은 상자들의 건강행위 이행에 필요한 지

식을 향상시키는 간호 중재법이므로 높은 교육 요구도를 가

지고 있는 투석 전 만성 신부전 환자에게, 각 단계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하여 상

자의 신체적, 정신적 문제 해결 및 신장 합병증 예방, 투석까

지의 기간 연장, 사망률 감소, 그리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체계화된관리가시급하다고사료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사구체 여과율에 따른 각 단계별 투석 전 만성

신부전환자의질병관련지식정도및교육요구도를파악하

여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 자료를 마련

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 상자는 서울지역에 소재한 3차

의료기관 신장내과에 등록되어 정기적인 관리를 받고 있는

투석 전 만성 신부전 환자 116명이며, 자료수집기간은 2009

년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다. 연구도구로는 Lim (1996)이

혈액투석 환자를 위해 개발하고 Lim (2005)이 투석 전 만성

신부전 환자를 위해 수정 보완한 질병 관련 지식 측정도구와

교육 요구도 측정도구를 사용하 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같다. 

질병 관련 지식 정도에서는 단계가 높을수록 지식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각 단계별로 지식 정도에 차이

가 있는 문항은 신장의 역할, 요독 증상, 포타슘 상승 시 증

상, 신부전의진행을지연하는방법, 신독성약물, 만성신부

전의식이요법, 고칼륨음식, 만성신부전의치료법, 투석시

작 시기, 혈관 준비 시기, 혈관 관리법, 빈혈 관리이었다. 심

한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는 고칼륨혈증이나 고인혈증에

한지식이각단계 상자에서공통적으로낮게나타나이항

목에 한교육이시급하다고확인되었다. 

교육 요구도는 단계가 높을수록 교육 요구도가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각 단계별로 교육 요구도

가차이가있는문항은만성신부전의치료방법, 투석시작시

기 및 조기 투석의 필요성, 투석과 관련된 생활의 변화와 적

응, 혈관관리법, 응급증상및 처법이었다. 각단계 상자

가 공통적으로 신부전의 진행 지연 방법에 안 교육 요구가

높았으며 특히, 5단계 상자의 경우 신 체 요법의 종류를

설명하는 만성 신부전의 치료 방법에 한 교육 요구가 높아

다른단계 상자와차이를보 다. 

일반적 특성별 지식 정도는 연령이 낮고, 교육 정도가 높

고, 경제상태가좋은경우지식정도가높았으며요독증상이

많이 있는 경우, 교육에 참여했던 경험이 있는 경우, 개별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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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을 받았던 경우에 질병 관련 지식 정도가 높았다. 또한, 교

육 요구도는 연령이 낮고 경제상태가 좋은 경우와 교육 참여

경험이있는경우높았다.

본 연구의 상자들은 책자를 통한 개별교육을 선호했다.

또, 주로 의사와 인터넷으로부터 질병에 관련된 정보를 얻었

으며 수집한 정보의 만족도에 해 미흡하다고 응답했다. 또

한 부분이신부전교육에참여한경험이없었고, 교육에참

여할 의사가 있는 상자가 80% 이상이었으며 특히, 4단계

상자의경우90.2%로높은교육요구를확인하 다. 

따라서투석전만성신부전환자의자가관리를돕고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일반적 특성 및 각 단계별 요구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시급

하다고사료된다.

본연구는사구체여과율에따라투석전만성신부전환자

를 단계별로 분류하여, 각 단계별 질병 관련 지식 정도와 교

육 요구도의 특성과 차이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조사했다는

점과이러한결과를토 로투석전만성신부전환자의단계

별 맞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

로다음과같이제언하고자한다. 

첫째, 투석 전 만성 신부전 환자의 단계별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맞춤형교육프로그램의개발및적용을제언한다. 

둘째, 투석전만성신부전환자의교육과관리가중요하므

로 신장 전문 간호사를 양성하고 그 역할을 확 해나갈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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