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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만성 신부전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신대체요법의 하나인 혈액투석을 받는 장

기 생존자 또한 증가하고 있다. 혈액투석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변화된 삶

에 잘 적응하고 대처해가는 지속적인 자기관리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자기관리를 지

원하기 위해서는 행동 변화 이상의 역동적이고 포괄적인 자기관리과정과 관련요인에 

대한 규명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Leventhal의 자기조절모형을 기반으로 

혈액투석환자의 자기관리과정과 관련된 요인들이 포함된 가설적 삶의 질 모형을 구

축하고 변수들 간의 경로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문헌고찰을 근거로 선정된 혈액투석환자의 자기관리과정과 관련된 변수는 다음과 

같았다. 외생변수에는 자원에 해당되는 자기체계와 사회적 맥락이 포함되었고, 내생

변수는 질병에 대한 인지적 표상, 정서적 표상, 대처전략, 그리고 질병결과로 구성되

었다. 자기체계와 사회적 맥락, 인지적 표상, 정서적 표상, 대처전략이 직·간접적으

로 질병결과인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잠재변수에 대

한 관측변수로 자기체계는 자기효능감, 희망, 사회적 맥락은 사회적 지지, 인지적 표

상은 질병인식, 정서적 표상은 우울, 대처전략은 이행, 인지적 재평가, 그리고 질병결

과는 건강관련 삶의 질로 측정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2013년 12월 20일부터 2014년 1월 25일까지 서울지역 투석의원 27

곳과 일개 온라인 신장병 환우회 회원 중 참여를 허락한 현재 혈액투석 중인 18세 

이상 65세 이하 성인 250명이었다. 구조화된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사용하였고, 구조

방정식모형을 이용하여 SPSS WIN 19.0과 AMOS 19.0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설적 모형의 적합도는 적합지수(Goodness of Fit Index) .934로 권장수준(>.90)

을 만족하였고 9개의 경로 중 3개의 경로를 제외한 6개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지지되었다. 모형에서 자기관리의 최종목표인 건강관련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기체계와 사회적 맥락, 질병인식과 우울이었으며, 자기효능감,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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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지지로 구성된 자기체계와 사회적 맥락은 질병인식과 우울을 매개로 간접적

인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대처전략은 건강관련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체계와 사회적 맥락, 질병인식, 우울은 건강관련 삶의 질을 

63.0%설명하였다. 자기체계와 사회적 맥락은 질병인식과 우울, 대처전략에도 모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각각 32.6%, 46.3%, 45.6%를 설명하였다.

본 연구결과 혈액투석환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기관리과정은 질병

인식과 정서가 매개하며, 두 요인은 개인적, 사회적 자원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음

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 연구는 자기관리과정의 총체적인 범위를 보다 구체화하였

다. 결론적으로 건강돌봄제공자들은 환자의 강점과 긍정적인 협동적 관계를 활성화

하고, 대상자의 질병에 대한 사고와 감정을 이해함으로써 최적의 자기관리를 가능하

게 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건강결과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혈액투석, 자기관리, 자기조절모형, 삶의 질, 모형구축 

학번: 201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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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013년 신대체요법 중인 국내 환자는 75,042명으로 이 가운데 혈액투석환자가 

69.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대한신장학회 등록위원회, 2014), 투석요법과 관련

된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 장기 생존자도 증가하였다. 2001년 5년 이상 혈액투석환

자가 30%였던 것과 비교했을 때 2013년에는 46%로 나타났고, 이 중 10년 이상 투석 

중인 경우가 20%를 차지하였다. 말기신부전과 같이 완치가 어려운 만성질환자들을 

대상으로 질병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자기관리 역량을 높이는 것은 

중요한 간호목표이다(Curtin, Mapes, Schatell, & Burrows-Hudson, 2005; 

Whittemore & Dixon, 2008). 특히, 만성질환자들이 적극적인 건강 책임자로 자신을 

인식하고 자기관리의 주체가 되는 것은 건강결과의 향상을 가져왔다(Bodenheimer, 

Lorig, Holman, & Grumbach, 2002). 

자기관리는 만성질환을 다루기 위해 개인이 취하는 역동적이고 상호작용적인 일상

의 과정으로(Lorig & Holman, 2003) 가족, 지역사회, 건강전문가와 함께 증상과 치

료, 생활방식의 변화 및 질병의 심리사회적 결과 등을 관리하는 개인의 능력을 말한

다(Richard & Shea, 2011). 최적의 자기관리를 위해서는 질병을 모니터하고 만족스

런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전략을 발전시키는 능력이 요구

된다(Barlow, Wright, Sheasby, Turner, & Hainsworth, 2002). 즉, 자기관리에서는 

변화하는 환경에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신의 사고, 정서, 행동을 조절하는 의식

적인 노력인 자기조절과정이 확립되어야 한다(Barlow et al., 2002; Boekaerts, 

Pintrich, & Zeidner, 2005). 이를 뒷받침하듯 장기투석 생존자들의 성공적인 자기관

리에서도 ‘자율성과 조절’이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되었다(Curtin, Mapes, Petill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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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erley, 2002).

오늘날 만성질환자 자기관리는 건강영역에서 중요한 분야로 여러 만성질환에서 효

과적인 지원 전략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Dowrick, Dixon-Woods, Holman, 

& Weinman, 2005), 아직까지 자기관리과정이나 관련 영역에 대한 적절한 정의가 이

루어지지 않았고 자기관리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모형도 제한적이다

(Schulman-Green et al., 2012). 최근 발표된 Schulman-Green 등(2012)의 메타합성 

결과에 따르면 자기관리과정은 크게 3가지 범주로, 신체 및 특정 질병을 돌보기 위

해 필요한 기술을 배우고 건강행위를 실천하는 질병 요구에 초점 맞추기, 가족, 의료

진과의 관계형성 및 사회적 지지, 개인의 심리적 자원 등을 활용하는 자원 활성화하

기, 마지막으로 정서를 다루고, 변화된 자신과 삶에 대처하고 적응하는 질병과 함께 

살아가기가 포함되었다. 이와 같이 자기관리과정에는 자기관리의 행동적 측면인 이

행, 건강행위뿐만 아니라 환경적, 심리사회적 측면을 포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

한 맥락에서 혈액투석환자의 자기관리과정 역시 기존의 개별적인 자기관리 행위(민

혜숙, 이은주, 2006; 조미경, 최명애, 2007)나 심리적 적응(윤숙희, 김송순, 2012)에 

초점을 둔 연구에서 나아가 최종 목표인 삶의 질과 함께 내·외적 자원의 활용 및 

대처전략이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 

자기조절모형은 기존의 건강행위이론에서 다루지 않는 만성질환에 대한 환자의 인

지적, 정서적, 행동적 반응이 포함되어 있다(Leventhal, Nerenz, & Steele, 1984). 인

지적 측면인 질병표상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믿음과 기대로, 정서와 함께 자기조절체

계를 이룬다. 이 모형에서 인간은 적극적인 문제해결자로서, 질병에 대한 다면적인 

표상과 정서가 건강행위와 같은 대처전략을 결정하고 최종적으로 질병결과에 영향을 

준다고 가정한다(Leventhal, Diefenbach, & Leventhal, 1992). 자기조절모형은 건강이

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질병에 대한 사고와 정서, 행동을 조절하여 변화하는 환경에 

대처해가는 전체적인 틀을 제공하여 만성질환자의 자기관리과정을 설명하는 데 유용

하다(Newman, Steed, & Mulligan, 2009). 

특히, 이 모형은 자기관리과정에서 중요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의 건강

행위이론들에서 간과되었던 정서적 반응을 포함하고 있어, 혈액투석환자의 적응과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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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질에 결정요인이었던 우울과 대처전략, 건강결과와의 관련성을 설명할 수 있다

(Chan, Steel, et al., 2011; Sharpe & Curran, 2006). 덧붙여 자기조절모형에서 주목

할 부분은 표상과 대처과정이 개인의 희망, 자기효능감과 같은 자기체계와 사회문화

적 맥락에 따라 역동적으로 변화한다는 것이다(Leventhal, Leventhal, & Contrada, 

1998; Leventhal et al., 1984). 이들 개인적 특성과 환경적 요인은 자기관리의 자원

으로 협동적 돌봄과 대상자의 능력을 믿는 강점관점에서 간호중재의 초점이 될 것으

로 기대된다(Baines & Jindal, 2000; Corbett, 2006).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기조절모형에 기반하여 자기관리과정을 구체화하는 

것은 중재 개발과 임상적 사정의 지침이 될 수 있고, 자기관리의 최종 목표인 건강결

과를 설명하는 관련 요인들을 밝혀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다. 혈액투

석환자는 다양한 증상과 합병증, 복잡한 치료이행 등의 책임으로 인해 삶에 대한 제

약이 크고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적은 편이지만, 자기관리과정에서 변화 가능한 부

분을 규명하여 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Kaptein et al., 2010; Livneh, 

2001). 무엇보다 간호대상자에게 진정한 관심을 갖고 내·외적 자원 및 자기조절과 

같은 강점을 발견하여 자기관리를 북돋우는 것이 간호의 역할이며(Kammerer, Garry, 

Hartigan, Carter, & Erlich, 2007; McCarley, 2009), 환자 중심의 질병관리를 이루는 

바탕이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자기조절모형을 혈액투석환자에 적용하여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자기관리과정에서 중재 가능한 환경적,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요

인 간의 관계를 검증하여 자기관리 지원을 위한 실증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Leventhal 등(1984)의 자기조절모형을 기반으로 혈액투석환자의 

자기관리과정에 초점을 맞춘 삶의 질 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검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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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 정의

1) 자기관리과정

자기관리는 만성질환을 다루기 위해 개인이 취하는 역동적이고 상호작용적인 일상

의 과정으로(Lorig & Holman, 2003), 질병으로 인한 증상과 치료, 생활방식의 변화 

및 심리사회적 결과 등을 조절하는 개인의 능력을 말한다(Barlow et al., 2002). 자기

관리과정에는 질병 요구에 초점 맞추기, 자원 활성화하기, 만성질환과 함께 살아가기

가 포함되며(Schulman-Green et al., 2012), 본 연구에서 자기관리과정은 자기관리의 

최종목표인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체계와 사회적 맥락, 표상과 대처전략의 과

정을 의미한다. 

2) 자기체계

자기체계는 개인의 생물학적 특성과 함께 심리적 기질과 방어기제로 성격, 태도, 

믿음, 동기 등을 의미하며(Leventhal et al., 1992),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 자기효능감

과 희망으로 정의하였다. 

자기효능감은 자신이 계획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과정을 조직하고 

실행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Bandura, 1997)으로, 본 연구에서는 Sherer 등

(1982)이 개발한 도구를 김주현(1995)이 번역한 일반적 자기효능감 도구 7문항을 사

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희망은 자신을 위한 목표나 요구가 달성될 수 있으며 현재의 상태나 상황이 일시

적이라는 행위지향적인 긍정적인 기대로(Herth, 1992), 본 연구에서는 Herth(1992)의 

Herth Hope Index(HHI)를 윤수정(2006)이 번안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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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적 맥락

사회적 맥락은 중요한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정보와 경험 등을 의미하며

(Leventhal et al., 1992),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로 정의하였다.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가족, 친구, 주요 타인 등과의 상호작용으로부터 얻게 되는 

도구적, 물질적, 정보적, 정서적 지지 등의 긍정적 자원을 의미한다(Cohen & Wills, 

1985). 본 연구에서는 Zimet, Dahlem, Zimet와 Farley(1988)가 개발하고 신준섭과 

이영분(1999)이 번안한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MSPSS) 

12문항을 가족, 의료진, 친구 및 환우로 구분하여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4) 질병인식

질병인식은 질병표상과 같은 의미로, 질병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의미한다

(Leventhal et al., 1992). 본 연구에서는 Revised Illness Perception 

Questionnaire(IPQ-R) (Moss-Morris et al., 2002) 중 질병결과(consequences) 6문항

과 단축형 질병인식 측정도구(Brief Illness Perception Scales, Brief IPQ)(Broadbent, 

Petrie, Main, & Weinman, 2006) 중 증상(identity) 문항 1개를 합쳐 총 7개를 이용

하여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5) 우울

자기조절모형의 정서적 표상에는 질병에 대한 걱정, 불안, 분노, 두려움, 우울 등이 

포함되며, 본 연구에서는 혈액투석환자의 대표적인 정서적 반응인 우울로 정의하였

다. 우울은 최소 2주 이상 우울한 감정이 있거나 거의 모든 활동에 대하여 관심이나 

즐거움을 잃은 상태를 의미하며(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00), 본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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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Zigmond와 Snaith(1983)가 개발한 병원불안우울척도(Hospital Anxiety 

Depression Scales) 한국어판 중 우울에 관한 7문항으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6) 대처

대처는 개인이 가진 자원에 비해 벅차다고 평가되는 내·외적 요구를 다루기 위한 

인지적, 행동적 노력을 의미하며(Lazarus & Folkman, 1984), 본 연구에서는 문제중

심 행동적 대처로 치료와 관련된 행위인 이행, 인지적 대처로 인지적 재평가를 의미

한다.

이행(adherence)이란 의료인의 권고사항과 일치하는 행위들로, 치료계획에 대한 환

자의 동의를 포함한다(Sabaté, 2003). 본 연구에서는 최영순(2008)이 개발한 환자역

할행위 이행 도구 15문항으로 측정한 점수와 혈액투석환자 이행의 생리적 지표로 널

리 사용되는 투석 간 체중증가량을 의미한다.

인지적 재평가는 상황에 대한 의미를 변화시키는 대처전략을 의미한다(Gross, 

2003). 본 연구에서는 인지적 정서조절 도구(Cognitive Emotion Regulation 

Questionnaire-CERQ)(Garnefski & Kraaij, 2006) 중 인지적 재평가에 해당되는 긍정

적 재평가(positive reappraisal)와 조망확대(putting into perspective) 총 4문항으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7) 건강관련 삶의 질

건강관련 삶의 질이란 전반적인 건강과 관련된 기능 상태에 대해 각 개인이 지각

하는 주관적인 안녕을 의미한다(Ware, Kosinski, & Keller, 1996). 본 연구에서는 

Ware 등(1996)이 개발한 Medical Outcomes Study Short-Form 12(MOS SF-12) 12문

항을 이용하여 측정한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점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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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본 연구는 혈액투석환자의 자기관리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관련 요인들 간의 관계

를 통합적인 가설적 모형으로 구성한 후 자료를 수집하여 모형을 검증하는 연구이

다. 문헌고찰은 세 부분으로, 첫 번째로 만성질환 자기관리와 함께 혈액투석환자의 

자기관리 특성과 중요성을 살펴보았고, 두 번째는 건강행위이론 중 자기관리과정을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자기조절모형에 관해 서술하였다. 세 번째는 자기조절모형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념들을 중심으로 혈액투석환자의 자기관리과정과 관련된 6가지 요

인에 대해 고찰하였다. 

1. 혈액투석환자의 자기관리 

자기관리는 환자 자신이 만족스런 삶의 질과 자신의 질병에 대한 통제감을 얻기 

위한 의식적인 시도들로(Thorne, Peterson, & Russell, 2003), 문제해결, 의사결정, 자

원활용, 행동 취하기, 자기효능감 향상과 같은 기술들을 익히는 과정이 요구된다

(Lorig & Holman, 2003). Schulman-Green 등(2012)은 성인 만성질환자의 자기관리

에 관한 총 101편의 연구를 메타합성한 결과에서 총 3가지 범주로 자기관리과정을 

구분할 수 있었는데, 먼저 ‘질병요구에 초점 맞추기’는 신체 및 특정 질병을 돌보기 

위해 필요한 과업, 기술로서 질병에 대해 배우고 신체반응을 알아차리고 건강행위를 

실천하는 것이 포함되었다. 다음으로 ‘자원 활성화하기’는 가족, 의료진과의 관계형성 

및 사회적 지지, 개인의 심리적 자원 등을 활용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질병과 함께 

살아가기’는 정서를 다루고, 변화된 자신과 삶에 적응하며 의미를 찾는 것이 포함되

었다. 이러한 결과는 Richard와 Shea(2011)가 자기관리에 대해 정의한 바와 같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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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리가 단순히 치료이행뿐만 아니라 가족, 지역사회, 건강전문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질병으로 인한 생활방식의 변화 및 심리사회적, 정신적 결과 등을 관리하는 것

임을 보여준다.

혈액투석환자들은 일주일에 2~3회 매번 3-4시간의 장시간 투석과 함께 수분제한, 

식이조절, 약물 복용과 같은 복잡한 치료 및 잠재적인 합병증 관리를 해야만 한다

(Morgan, 2000). 고혈압, 당뇨와 같은 다른 만성질환과 달리 혈액투석은 투석과정에

서 생길 수 있는 전해질 불균형, 울혈성 심부전, 부정맥과 같은 위험들로 인해 주의

깊은 치료와 모니터링이 요구되므로, 만성적이면서 급성적인 질환의 특성을 모두 지

닌다(Curtin & Mapes, 2001). 이로 인해 의료진들은 환자의 자기관리보다는 치료지

시에 그대로 따르는 이행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고, 자신의 질환을 스스로 관리하려

는 시도들을 위험하다고 여겼다. 건강돌봄 제공자의 이러한 태도는 투석환자들의 능

동적인 자기관리를 어렵게 하였다. 또한 기계에 의존해서 수동적으로 이루어지는 투

석치료의 방식과 투석실 환경의 의존적, 비활동적, 복종적인 분위기 때문에 자기관리

의 중요성이 간과되었다. 하지만 환자가 자신의 질병과 치료에 적극적으로 관여할수

록 건강결과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Lorig, 2002; McCarley, 2009). 

만성질환자의 자기관리가 강조되면서 2000년대 이후 만성신부전 및 혈액투석환자

에 대해서도 관련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혈액투석환자의 경우 역시 다른 만성질환자

의 자기관리처럼 자기효능감과 같은 믿음과 지식을 고취하고 문제해결, 자기모니터, 

행동 및 정서를 조절하는 기술과 능력, 협동과 지지와 같은 사회적인 활성과정이 필

요하였다(Ryan & Sawin, 2009). Curtin과 Mapes(2001)는 혈액투석환자의 자기관리에 

대해 “건강을 최적화하고, 합병증을 예방하며, 증상조절과 의료자원 이용 및 일상생

활에서 질병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신의 돌봄에 참여하는 긍정적인 노력”이라

고 정의하였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15년 이상 장기투석 생존자 18명의 경험에서 생

활환경, 능력, 자원은 모두 달랐지만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자기관리를 통해 성공적인 

적응, 변혁(transformation)이 이루어졌음을 설명하며, 자기관리를 위해서는 ‘자율성과 

조절, 통제, 책임감’과 같은 인지적, 정서적 측면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Curtin, 

Mapes, Petillo, & Oberley,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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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mas-Hawkins와 Zazworsky(2005) 역시 만성신부전증의 자기관리에 관한 고찰

에서 행위변화를 위해서는 질병에 대한 믿음이 자기관리에 강한 영향을 주므로, 지지

적 관계를 통해 환자의 질병인식을 사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그들에 따르

면 질병의 특성상 심혈관질환의 위험과 당뇨와 같은 동반질환에 대한 관리와 증상을 

적절히 해석하고 보고하는 것도 자기관리에서 중요한 요소였다. 이 밖에 정서관리, 

자원이용, 의료진과의 파트너쉽 형성이 제시되었다. Curtin 등(2005)도 말기신부전에

서 자기관리를 건강영역과 일상생활 영역으로 구분하여, 건강영역에 의사소통, 이행, 

의료진과의 파트너쉽, 자가간호 행위, 자가간호 효능감을 포함하였고 일상생활 영역

에는 역할과 기능에서의 ‘정상성’ 유지하기로 설명하였다. 

지금까지 혈액투석환자의 자기관리와 관련된 국내연구는 주로 이행과 같은 자기관

리 행위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지식,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와 같은 몇 가

지 변인과 행동과의 관련성을 규명하는 조사연구가 대부분으로(손영희, 2001; 전진

호, 강혜경, 1999; 조영문, 최명심, 성기월, 2011; 한경혜, 김명희, 2001), 최근 강조되

는 환경적,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측면이 모두 포함된 포괄적인 자기관리의 개념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역동적인 자기관리과정에는 질병, 치료와 관련된 행위뿐만 아니

라 가족, 의료인, 지역사회에서의 관계형성과 함께 내·외적 자원을 활용하여 변화된 

삶에 적응하고 대처하는 내용들이 고려되어야 한다(Schulman-Green et al., 2012). 

이상과 같이 혈액투석환자들의 자기관리는 질병과 관련된 행위수행과 함께 자원을 

활용하며 질병과 함께 살아가는 지속적인 변화과정으로 건강과 안녕을 위해 필수적

이다. 자기관리 지원 전략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자기관리과정을 바탕으로 혈액투

석환자에서 중요한 관련 요인들을 규명하고 이들 요인들과 질병결과와의 관련성을 

밝히는 연구가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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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eventhal의 자기조절모형

인간은 자신의 내적 상태와 반응을 통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이다. 

자기조절은 지향하는 목표나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 자신의 생각, 감정, 충동, 행동을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권석만, 2008). 자기조절은 인간의 긍정적 

강점 중 절제력의 가장 일반적인 명칭이며, 극단에 빠지지 않게 함으로써 우리를 보

호하는 기능을 한다(Peterson & Seligman, 2004). 자기조절노력은 인간의 주요한 두 

가지 영역인 사고와 정서에 대한 통제를 획득하고 유지하는 것으로 연구되어 왔다. 

만성질환자들은 자신의 질병을 관리하고 건강유지 및 향상이라는 목표를 위해 인지

적, 정서적, 행동적인 노력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자기조절은 건강과 질병과정을 설명

하는데 적절한 개념이며, 이러한 맥락에서 Barlow 등(2002)도 자기관리에 대한 정의

에서 역동적이고 지속적인 자기조절과정이 성립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자기조절모형(Self-regulation model)은 건강과 질병과정에서의 자기조절을 이해하

는데 중심이 되는 Leventhal 등(1984)의 이론이다. 일반상식모형(common sense 

model, CSM)이라고도 불리며 개인이 어떻게 질병을 이해하고, 질병을 관리하는 대

처전략을 발전시키는지를 설명한다. 질병인식 또는 질병표상이라고 불리는 환자의 

질병에 대한 믿음과 기대가 자기조절모형에서 중심개념이다. 이 이론에서는 개인을 

질병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기화된 적극적인 문제해결자로 보고, 건강행

위를 포함한 여러 가지 대처전략에 영향을 주는 인지적, 정서적 과정을 강조한다

(Leventhal et al., 1992). 자기조절체계(self-regulative system)는 인지적, 정서적 과정 

두 가지를 의미하며, 특히 이 이론은 기존의 건강신념모형, 계획된 행위이론과 같은 

건강행위이론에서 간과되었던 질병에 대한 인간의 정서적 반응을 함께 다루고 있어 

최근 주목을 받고 있다(Cameron & Leventhal, 2003).

자기조절과정은 표상, 대처, 평가의 세 단계로 구체화되는데, 첫 번째 단계에서 개

인은 상황적 자극 또는 질병 자극으로 불리는 내·외적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서 질

병에 대한 정신적 표상을 발전시킨다. 상황적 자극에는 이전의 사회적 경험과 문화

적 지식에서 체득한 질병에 관한 정보와 의사나 주변인으로부터의 정보가 포함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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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과 같은 신체적 감각 또한 인지적, 정서적 표상을 활성화시켜 질병에 대한 다차

원적인 표상과 정서를 만들어낸다(Cameron & Moss-Morris, 2004). 불안, 걱정과 같

은 질병에 대한 주관적인 정서적 표상과 함께 질병인식이라고 불리는 객관적인 인지

적 표상은 이론의 초기단계에서 다음과 같이 5가지로 구성되었다. 바로 질병에서 비

롯된 증상에 대한 지각(identity), 기대되는 질병 과정(timeline), 질병의 심각성과 삶

에 미치는 결과(consequences), 질병에 대한 통제감 및 치료에 대한 믿음

(control/cure) 그리고 질병의 원인에 대한 믿음(causes)이다(Weinman, Petrie, 

Moss-Morris, & Horne, 1996).

다음 단계에서 질병표상은 대처과정, 즉 건강을 향상시키고 질병을 예방, 치료하거

나 조절, 재활을 위해 개인이 취하는 인지적, 행동적 행위(Leventhal et al., 1998)와 

정서를 다루는 전략에 영향을 주며, 선택된 대처전략은 질병결과인 질병상태, 사회적 

기능, 역할기능 및 정신적 결과 등에 영향을 준다. 마지막 평가단계에서 개인은 대처

전략을 평가하고, 지속할지 아니면 또 다른 전략을 시도할지를 결정한다. 이 모형의 

중요한 특징은 질병에 대한 두 가지의 인지적, 정서적 반응을 평행(parallel) 과정으

로 가정하고, 개인이 대처전략을 선택하고 과정을 평가하여 그에 따라 전략을 수정하

는 역동적인 자기조절과정의 회환(feedback) 고리가 존재한다는 점이다(Newman et 

al., 2009)(Figure 1). 

자기조절모형에서 주목할 부분은 표상, 대처, 평가과정이 사회문화적 맥락과 자기

체계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Leventhal et al., 1984, 1998). 사회문화적 맥락은 집

단, 역할, 기관 등을 의미하며 가족, 의료진, 친구와 같이 중요한 사람들과의 관계 및 

상호작용으로 사회적 지지가 대표적이다. 개인의 성격, 태도, 믿음, 동기와 같은 심리

적 특성과 생물학적 특징을 의미하는 자기체계는 질병에 대한 위험을 정의하고 자기

조절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수준의 맥락적 요인으로 다루어져왔다(Leventhal, 

Weinman, Leventhal, & Phillips, 2008). 따라서 이 모형은 개인적 요소와 사회환경

적 요소를 통합하는 이론적 틀도 될 수 있다. 

자기조절모형은 만성질환자의 자기관리과정에 관한 이해를 돕는 광범위하면서 복

잡한 이론으로(Newman et al., 2009), 실무에서 연구자들은 자기관리 행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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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처반응을 예측하기 위해 보다 단순화한 모델을 사용하였고, 측정도구는 앞서 언급

한 5가지 표상에 관한 The Illness Perception Questionnaire(IPQ) (Weinman et al., 

1996)를 사용하였다. 이후 Revised Illness Perception Questionnaire(IPQ-R) 

(Moss-Morris et al., 2002)이 개발되면서 질병에 대한 이해(coherence), 증상변화에 

대한 지각(cyclical timeline)과 질병에 대한 정서적 표상(emotional representations)

이 추가되었고, 기존의 control/cure는 치료에 대한 믿음(treatment belief)과 질병에 

대한 통제감(personal control)으로 구분되었다. 최근에는 임상에서 활용가능성을 높

인 단축형 질병인식 측정도구도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Broadbent et al., 2006).

여러 만성질환에서 질병표상과 건강행위, 건강결과와의 관련성이 보고되면서 질병

인식의 역할과 중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Petrie, Jago, & Devcich, 2007; 

Petrie & Weinman, 2006, 2012), 국내에서도 관상동맥질환자와 폐결핵 환자를 대상

으로 연구가 실시되었다. 관상동맥질환자 228명을 대상으로 건강행위 모형을 제시한 

최은하(2011)의 연구에서 질병인식은 일반적 영향요인, 접근적 대처반응과 함께 건강

행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었고, 질병인식은 자기효능감, 내적건강통제위, 질병요인, 

사회적 지지에 의해 12.4%가 설명되었다. 폐결핵 환자를 대상으로 한 성연실과 이영

휘(2011)의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과 함께 질병인식이 자가관리 행위의 54.2%를 설

명하여 질병인식이 건강행위에 영향을 주는 변인임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두 연구에

서는 자기조절모형의 특징인 건강행위 및 대처전략에 영향을 주는 질병에 대한 정서

적 표상은 제외되었고, 단축형 질병인식 도구를 사용함으로써 질병인식의 하위요소를 

개별적으로 고려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었다. 

요컨대, 자기조절모형은 질병에 대한 인식과 정서적 반응이라는 두 가지의 자기조

절체계를 포함하고 있다. 이 모형은 특정한 건강관련 위협에 대한 개인의 인지적, 정

서적 반응에 기반하여 질병위협을 통제하고자 취해지는 행동을 설명함으로써 궁극적

으로 건강결과에 영향을 주는 역동적 모델을 제시한다. 사회문화적 맥락, 자기체계와 

함께 질병인식과 정서적 반응은 질병 과정에서 변화할 수 있으며 건강행위와 같은 

대처전략을 선택하고 질병결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간호중재 개발에서 주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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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Figure 1. Schematic Representation of Self-Regulation Model(Adapted from Hagger & 

Orbell, 2003; Leventhal et al., 1992) 

3. 혈액투석환자의 자기관리과정 관련요인

Leventhal 등(1984)의 자기조절모형과 선행연구에 기반하여 혈액투석환자의 자기관

리과정과 관련된 요인으로 자원,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요인, 질병결과에 각각 자기

체계와 사회적 맥락, 질병인식, 우울, 대처, 건강관련 삶의 질을 살펴보았다. 

1) 자기체계

자기체계에는 개인의 성격, 동기, 태도 등이 포함되며 만성질환자의 자기관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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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개인의 내적 자원인 자원을 활성화하는 것은 필수적이다(Schulman-Green et 

al., 2012). 본 연구에서는 혈액투석환자의 자기관리에서 주요 변수로 다루어졌던 자

기효능감과 희망에 대해 고찰하였다. 

① 자기효능감

자기조절모형과 함께 만성질환 자기관리에 적용되는 가장 영향력 있는 모형은 

Bandura(1997)의 사회인지이론이다(Serlachius & Sutton, 2009). Bandura(1977)는 인

간의 특정 행동은 외적 자극에 의해 수동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효능 기대의 

매개역할을 통해 발생한다고 보았다. 사회인지이론에 따르면 행동은 목표와 자기효

능기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자기효능감, 결과기대, 사회구조적 요인에 의해 간

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행동에 대해 직접, 간접효과를 모두 보이는 자기효능감은 특

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행위를 수행하기 위한 능력에 대한 개인의 믿음을 의미한다

(Bandura, 1997). 자기효능감은 계획된 행위이론, 건강신념모형에서도 다루어지며, 

자기관리 지원에서도 중요한 요소로 강조된다(Bodenheimer et al., 2002; Lorig & 

Holman, 2003). 

자기효능감은 행위변화를 위한 중재의 기반으로 주로 사용되었다. Bandura(1997)

는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방법으로 성취경험, 대리경험, 언어적 설득 등을 예로 들었

고, 자기효능에 대한 믿음이 또 다른 인지, 정서,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스트레

스 상황을 다루는데 도움을 준다고 보았다. 즉 지각된 자기효능감은 어려움에 저항

하고,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및 특정 상황에서 요구되는 자원들을 활용하는 능력에 

대한 자신감으로서, 일단 행동을 취하게 되면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은 낮은 사람

보다 많은 노력을 지속하게 된다. 그들은 수동적이고 부정적 정서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적극적인 대처전략을 사용하게 된다.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이 장애

물을 극복할 수 있고 기회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고 인식하게 되므로 효과적인 문제

해결을 유도한다.

자기효능감은 대부분 특정한 상황에서의 효능감을 측정하였으나, 일부 연구자들에 

의해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들을 효과적으로 다루는 개인의 포괄적이고 안정된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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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의미하는 일반적 자기효능감으로도 개념화되었다(Schwarzer & Jerusalem, 1995; 

Sherer et al., 1982). 또한 전반적인 행동을 예측하는 데 있어 보다 광범위하고 일반

적인 기질적 측정도구가 적절하다는 것에 대한 상당한 동의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Fishbein & Ajzen, 1974; Wallston, 1989). 일반적 자기효능감 도구는 다양한 영역에

서 인간의 행위와 대처결과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행동을 동시에 다루거나

(Luszczynska, Scholz, & Schwarzer, 2005) 질병으로 인한 다양한 요구에 적응하며 

살아야하는 만성질환자들의 행동과 안녕을 측정하는 연구에 보다 효과적이다.

지금까지 혈액투석환자의 자기효능감은 주로 투석 및 질병관련 효능감을 측정한 

연구가 대부분 이루어졌다. 역할행위이행의 예측요인으로 지식, 사회적 지지 등과 함

께 조사한 결과 자기효능감이 30%, 지식과 일반적 요인이 각각 3%로 나타나 가장 

높은 설명력을 보였다(조영문, 최명심, 성기월, 2011). 김명자, 김남초, 송효정, 오정

아와 김태양(2003)의 연구에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자기효능감, 피로, 

스트레스, 일반적 특성을 조사한 결과 자기효능감은 삶의 질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

으나 회귀분석에서는 스트레스와 피로만이 유의한 변인이었다. 손영희(2001)의 건강

증진행위 예측모형에서 자기효능은 건강상태와 함께 건강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치는 예측변수였다. 이와 같이 개인의 특성이자 자기관리의 자원으로 강조되는 자기

효능감은 건강행위, 이행에 있어서는 강력한 예측변수였으나 삶의 질에서는 결과가 

일관적이지 않았다.

② 희망 

희망은 자기관리과정에서 개인의 심리적, 영적 자원으로 제시되었고(Schulman- 

Green et al., 2012), 간호에서도 중요한 개념으로 다루어져 왔다(Herth, 1992; Weil, 

2000). 희망은 미래를 향한 인지, 정서, 동기로,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반영한다(권석만, 2008). 희망은 힘든 시기를 견딜 수 있게 해주며, 불확실성을 관리

하고 변화한 현실에 대처할 수 있게 한다(Folkman, 2013). 희망이 높을수록 신체적 

고통을 잘 인내하고, 스트레스 반응에 대해 더 빠른 회복을 보였으며(Ong, Edward, 

& Bergeman, 2006), 장애 후 대처과정에서 가장 근본적인 요인 역시 희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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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rsett, 2010). 암환자를 대상으로 Hybrid model을 이용한 개념분석에서도 희망의 

결과는 현재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감, 안정감, 평화, 새로운 전략의 개발, 삶의 

질 고양, 질병 회복, 자기초월 등이었다(송미순 등, 2000). 

103명의 투석환자를 대상으로 한 Billington, Simpson, Unwin, Bray와 Giles(2008)

의 연구에서 희망은 불안, 우울, 증상부담감, 정신적 삶의 질에 유의한 예측요인으로 

심리적인 보호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혈액투석환자의 희망은 사회적 지지, 통원방

법, 삶의 질이 45%를 설명하여 사회적 지지와 접한 관련이 있었고(박호란, 박선남, 

이종은, 2001), 희망이 높을수록 자살사고가 낮아 정신건강에서 중요한 요인이었다

(윤숙희, 김송순, 2012). 한편, 심리적 건강과 사망률에 관한 전향적 연구들을 체계적 

고찰한 결과, 신부전 환자에서 희망과 같은 긍정적 심리상태가 높을수록 사망률이 감

소하여 건강과의 관련성을 시사하였다(Chida & Steptoe, 2008). 

희망은 질병을 가진 대상자들의 건강행위 수행과 관련해서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희망이 높은 사람은 질병과 같은 위기상황을 극복할 많은 대처전략을 생성해내고 그

러한 전략이 성공적으로 추구되도록 동기화하고, 장애에 부딪치면 유연하게 대안 목

표를 찾는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Synder, 2000). 즉, 희망은 Lorig와 

Holman(2003)이 제시한 만성질환자의 주요 자기관리 기술 중 하나인 문제해결을 돕

는 역할을 한다. 실제로 혈액투석환자의 희망이 높을수록 식이조절, 투약이행, 합병

증 관리 등의 자가간호 역량이 높았다(한경혜, 김명희, 2001). 이상과 같이 투석환자

에게 희망은 긍정적인 내적 자원이자 특성으로 증상, 사회적 지지, 건강행위 및 삶의 

질과 관련성이 있었다. 특히, 혈액투석환자와 같이 지속적인 자기조절이 요구되는 경

우 이 과정에서 개인적 자원을 보충하는 것이 중요하므로(Baumeister, Bratslavsky, 

Muraven, & Tice, 1998), 희망, 자기효능감과 같은 자원을 규명하는 연구가 요구되었

다.

2) 사회적 맥락

사회적 맥락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으로 자기관리과정에서 외적 자원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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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조절모형에서 사회적 맥락은 자기체계와 함께 표상, 대처, 평가의 전 과정에 영

향을 주는 요인으로 제시된다. 본 연구에서는 혈액투석환자의 사회적 지지 중 가족, 

의료진, 친구와 환우의 지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① 사회적 지지

Holman과 Lorig(2003)는 만성질환자의 자기관리를 위해 가족, 의료진을 비롯하여 

동료환자와의 긍정적 관계형성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만성질환모델(Chronic Care 

Model)에 따르면 의료제공자의 지시에 따르는 급성질환과 달리 만성질환은 의료인, 

환자, 가족이 질병을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한 공동의 지식을 공유하는 것, 협동적 돌

봄이 요구된다(Bodenheimer et al., 2002). 즉, 대상자의 자기조절뿐만 아니라 가족, 

의료진 등이 함께 건강을 만들어가는 공동조절(co-regulation)도 필수적으로 고려되어

야 한다. 

사회적 지지는 대인관계에서 상호작용을 통해 타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모든 형

태의 긍정적 자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도구적, 정보적, 정서적 지지 등으로 나눌 수 

있다(Cohen & Wills, 1985). 혈액투석환자의 임파워먼트 경험에서 위기상황에서 대

처능력을 촉진, 억제하는 중재적 상황으로 지지체계가 제시되었고(김효빈, 2001), 혈

액투석환자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체계적 고찰에서 사회적 지지는 심혈관계, 내분비

계, 면역체계의 변화를 통해 사망률을 감소시키고 건강증진행위를 촉진시키는 역할

과, 스트레스 발생을 예방하거나 경감하여 개인의 심리적 적응을 돕고 좌절을 극복하

게 하는 보호요인으로 강조되어 왔다(Cohen et al., 2007: Patel, Peterson, & 

Kimmel, 2005). 

혈액투석환자의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자살생각이 낮고(윤숙희, 김송순, 2012), 

안녕감이 높았으며 불확실성을 감소시켜 안녕감에 간접적인 효과를 보이기도 하였다

(김연진, 최희정, 2012). 295명의 혈액투석환자를 대상으로 한 코호트 연구에서도 사

회적 지지는 우울감과 질병으로 인한 부담을 낮추고 삶의 만족을 높여 그 심리적인 

효과가 검증되었다(Kimmel et al., 1998). 사회적 지지는 치료 이행 및 건강행위에도 

영향을 주었다. 식이요법 이행에 있어 사회적 지지와 식이관련 자기효능감이 유의한 



- 18 -

설명변수였고(이진영, 2007), 사회적 지지는 자기효능과 자아존중감을 통해 건강증진

행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질병과정에서 주요한 변인이었다(손영희, 2001). 

류행림과 김영랑(2005)이 가족지지와 의료인지지로 구분하여 삶의 질과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가족지지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고, 의료인지지는 

Kammerer 등(2007)의 연구에서 자기관리 행위이행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유럽, 일본, 미국에서 16,720명의 혈액투석환자를 5년 동안 추적 관찰한 연구에 따르

면 숙련된 직원의 비율이 높고 이들의 근무시간이 길 때 환자의 이행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Saran et al., 2003). 한편, 의료진과 함께 투석환우 역시 제 2의 

가족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중요한 존재로 묘사되기도 하였다(Jablonski, 

2004). 이처럼 가족, 의료진, 친구나 환우로부터의 사회적 지지는 자기관리과정에서 

중요한 외적 자원으로 질병인식, 정서적 반응, 건강행위 및 질병결과의 주요 결정요

인이었다. 

3) 질병인식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혈액투석환자의 질병에 대한 인지적 표상, 즉 질병인식에 관

한 연구가 없으나, 국외에서는 2000년대 중반 이후 본격적으로 투석환자를 대상으로 

질병인식과 우울(Chilcot, Wellsted, & Farrington, 2008; Griva, Davenport, Harrison, 

& Newman, 2010), 불이행(Chilcot, Wellsted, & Farrington, 2010), 대처전략과 자가

간호 행위(O’Connor, Jardine, & Millar, 2008), 건강관련 삶의 질(Fowler & Baas, 

2006; Griva, Jayasena, Davenport, Harrison, & Newman, 2009; Timmers et al., 

2008), 생존률과 사망률(Chilcot, Wellsted, & Farrington, 2011; van Dijk et al., 

2009) 등 자기조절모형 전체를 검증하는 연구보다는 질병인식을 중심으로 몇몇 변인

과의 관련성을 보는 연구가 주로 시도되었다. 공통적으로 치료에 대한 믿음, 질병에 

대한 통제감에 대해 긍정적 믿음을 가질수록 심리적 적응, 치료이행 및 건강결과가 

좋았고, 질병결과, 증상, 시간성에 대한 인식도 심리적 디스트레스, 신체적 기능, 역

할기능, 사회적 기능, 활력과 일부 관련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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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마다 중요한 인지적 표상의 하위유형에는 차이가 있고, 대처반응과 건강결과

에 영향을 주는 질병인식의 구성요인이 다를 수 있으므로 질병인식의 하위변인을 적

절히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였다(Heijmans & de Ridder, 1998; Leventhal et al., 

1992). 말기 신장질환자의 경우 대부분 시간성에 있어 만성적인 것으로 인식하며, 당

뇨나 천식과 같은 다른 질병에 비해 특히 질병에 대한 통제감이 낮은 편이었다

(Broadbent et al., 2006). 투석과 투약이 치료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특히 혈액투석

시 장시간 의료진과 투석기계에 의존해야하므로 복막투석환자들에 비해 통제감이 낮

았다(Timmers et al., 2008). 투석치료 외에 식이와 수분조절, 운동 등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는 질병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법이기 보다는 보완적인 방

법이다. 질병에 대한 이해의 경우 대부분의 혈액투석환자들은 만성적인 과정을 거치

면서 자신의 질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편이었다(Covic, Seica, Gusbeth-Tatomir, 

Gavrillovici, & Goldsmith, 2004).

한편,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투석환자들은 질병이 신체적, 심리사회적, 경제적인 삶

에 막대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믿었다(Jansen, Rijken, Heijmans, & Boeschoten, 

2010). 일주일에 2-3회씩 매번 4시간의 투석치료가 필요한 혈액투석환자들은 다양한 

신체적 증상, 역할변화 및 적응과업으로 인한 부담과 함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가

족에 대한 미안함과 같은 삶의 전반에 걸쳐 다양한 문제들에 대면한다(김효빈, 2001; 

Yeh & Chou, 2007). Jablonski(2004) 역시 말기 신부전환자들의 질병궤도(trajectory)

를 다루면서 신체기능, 심리영적, 사회경제, 가족과 같은 삶의 다양한 차원을 고려해

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성인대상자는 투석치료로 인해 직업과 사회적 활동의 

제약, 경제적 부담 등의 문제들에 당면하며 가정생활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질병으로 인한 결과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질병인식 중 증상의 경우 말기 신부전은 심혈관계, 소화기계, 신경계, 내분비계 등 

전신의 모든 장기에 영향을 미쳐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고, 투석이 적절히 이루어지더

라도 피로, 가려움증, 식욕부진, 불면 등의 불편한 증상을 경험할 수 있다(차지은, 이

명선, 2014). Jablonski(2007)는 혈액투석환자의 신체증상을 평균 5.67개로 보고하였

고, Davison, Jhangri과 Johnson(2006)은 7.5개로 보고하여, 여러 개의 증상들이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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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흔함을 알 수 있다. Murtagh, Addington-Hall과 

Higginson(2007)이 말기 신부전환자의 증상을 체계적 고찰한 바에 따르면 암환자와 

비교했을 때 통증을 제외한 증상을 더 많이 경험하고 신장질환과 관련된 가려움증, 

하지불안증도 나타나므로, 증상 관리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증상관리이론들에 따르면 증상은 전반적인 건강에 대한 인식과 기능 상태에 영향

을 미치고 삶의 질과도 관련이 있다(Dodd et al., 2001; Larson et al., 1999). 

Edmonton Symptom Assessment System과 KDQOL-SF를 사용하여 591명의 혈액투

석환자를 대상으로 증상부담감과 건강관련 삶의 질의 관계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인

구학적, 투석관련 요인과 삶의 질, 증상 부담감은 관련이 없었지만 통증, 피로와 같

은 증상에 대한 부담감이 신체적, 정신적 삶의 질을 40~50% 가까이 설명하며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Davison & Jhangri, 2010). 이와 같이 지속적으

로 삶에 영향을 주는 만성질환의 경우 자기관리과정에서 증상조절과 같은 질병의 치

료적 측면과 함께 질병으로 인한 역할변화, 사회경제적 측면의 결과들을 고려하는 것

이 필요하였다.

4) 우울

질병에 대한 정서적 반응에는 불안, 우울, 분노, 걱정, 두려움 등이 있으며 이 가운

데 우울은 투석환자들이 겪는 가장 흔한 정서반응이다. 병원불안우울척도를 사용하

여 대학병원에서 혈액투석 중인 환자를 조사했을 때 58.7%에서 경증 이상의 우울로 

진단되었고(김성록, 2010), 지역 의원에서 같은 도구로 측정했을 때는 40.1%로 나타

났다(차지은, 이명선, 2013). 대체로 투석 중인 환자의 20-30%에서 주요우울증이 나

타나는데 이는 일반 인구의 10-15%정도 평생 유병률에 비해 높다(김성윤, 2008; 

Finkelstein, Wuerth, Troidle, & Finkelstein, 2008). 특히 혈액투석의 경우 신체적 요

인보다 심리적 요인이 건강상태를 더 좌우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서적 측면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이다(Kimmel, Cohen, & Weisbord, 2008; Kring & Crane, 2009). 

우울은 통제력의 상실, 역할 감소, 사회적 지지 부족 등 심리사회적 요인과 생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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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여(김선영, 김재민, 윤진상, 2008; Cukor, Cohen, Peterson, & 

Kimmel, 2007) 투석을 중단하게 하는 요인 중 하나였다(McDade-Montez, 

Christensen, Cvengros, & Lawton, 2006). 혈액투석환자 200명을 대상으로 4년 동안 

추적한 결과 18%가 투석을 그만 두었고, 연령과 질병관련 변인을 통제하였을 때 우

울 수준이 유일하게 유의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 우울과 이행에 관한 12편의 연

구를 메타분석한 결과 우울집단이 비우울집단에 비해 3배 이상 불이행률이 높았고, 

암, 류머티스 관절염 등 다른 질환에 비해 ESRD환자들의 불이행률이 더 높았다

(DiMatteo, Lepper, & Croghan, 2000). 

우울은 생물학적, 행동적 경로를 통해 신체적 건강과 삶의 질, 치료이행에 영향을 

미치므로 정확한 사정 및 관련요인 규명이 요구된다(Khalil, Lennie, & Frazier. 

2010). 생물학적 경로에서 우울은 면역과 염증반응에 영향을 주고, 영양부족, 죽상경

화, 심뇌혈관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행동적 경로의 경우 우울증상은 식이, 투석치

료, 약물 등에서 불이행으로 인해 과다수분, 전해질 불균형 등을 초래하여 결국 건강

결과에 영향을 준다. 실제로 우울은 사망률과 입원율의 예측인자였고(Lopes et al., 

2002), 16개월 추적 조사에서 우울 수준이 높은 대상자들이 삶의 질과 건강상태가 

감소하였다(Cukor, Coplan, Brown, Peterson, & Kimmel, 2008). 하지만 말기 신장

질환에서 나타나는 요독 증상인 식욕부진, 피로, 수면장애 등이 우울 증상과 중첩되

어 감별이 어렵고, 낙인에 대한 우려로 인해 정신과적 문제가 있는 환자의 5% 정도

만이 치료를 받고 있다(김성록, 2010; Chilcot et al., 2008). 국외에서는 적극적인 개

입을 위해 정신신장학(psychonephrology) 분야에서 다학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지

만 아직 국내에서는 미약한 편이다. 

우울 관련 요인으로 인구학적, 질병특성에 직업, 연령, 교육수준, 동반질환, 피로와 

신체증상(차지은, 이명선, 2013; 최은영, 2005)과 함께 가족기능과 가족 지지(양종철, 

임소연, 최기철, 2004), 개인적 특성으로 자아개념, 성격, 스트레스 및 대처과정에 관

한 연구들이 있었다(Chan, Steel et al., 2011). 선행 연구를 종합해보면 우울은 생리

적 지표보다는 인구학적 변인, 스트레스, 증상, 사회적 지지와 같은 신체적, 심리사회

적 변인에 의해 더 잘 설명되었고 치료이행,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므로, 혈액투석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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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자기관리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하며 정확한 사정과 함께 관련요인에 대한 개입

이 요구되었다. 

5) 대처

자기조절모형에서는 질병인식과 정서적 반응에 따라 대처과정이 이루어지며 이는 

자기관리과정에서 행동적 부분에 속한다. 대처전략은 크게 회피/부정, 인지적 재평

가, 정서 표현하기, 일반적인 문제 중심적 대처, 사회적 지지추구와 함께 특정 질병

에서 복약이행, 자기관리 행위와 같은 구체적인 문제 중심적 대처 총 6가지로 구분

할 수 있다(Hagger & Orbell, 2003). 여기서는 질병인식, 정서적 반응과 모두 관련성

이 있었던 적응적 대처전략으로 구체적인 문제 중심적 대처인 이행과 인지적 재평가

에 대해 살펴보았다. 

① 이행(adherence)

질병과 치료에 대한 요구를 다루기 위한 행위는 환자역할행위, 자가간호 행위, 치

료지시 이행, 건강증진행위 등의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여기에는 투석, 식이, 약물복

용, 혈압과 체중관리, 혈관관리, 운동과 수면이 기본적으로 포함되며 사회생활, 스트

레스 관리 등을 다루기도 한다. 혈액투석환자들은 투석요법 외에 이와 같은 자기관

리 수행이 없으면 치료가 어렵다. 혈액투석환자 중 치료 불이행 환자는 치료이행 환

자보다 사망률이 25~35% 높지만, 잘 이행하였을 때에는 부작용과 합병증이 감소되어 

기대여명이 20년 이상 증가된다(Baines & Jindal, 2000). 하지만, 혈액투석환자의 이

행은 50% 정도로 낮은 편인데, 이는 평상시 생활습관과 행동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하는 부담감, 삶에 대한 통제감 상실, 우울, 사회적 지지 부족과 같은 심리사회적 요

인과 관련이 있었다(Kutner, Zhang, McClellan, & Cole, 2002).

혈액투석환자의 치료지시 이행은 영역별로 차이가 있었으며(민혜숙, 이은주, 2006; 

전진호, 강혜경, 1999; 조미경, 최명애, 2007), ‘병원에 오는 날짜와 시간을 잘 지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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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처방된 약을 시간에 맞춰 복용한다’, ’혈류상태를 매일 확인한다’ 등과 같은 병원

방문, 약물요법, 동정맥루 관리 등에서 이행정도가 높았던 반면 ‘짜게 먹지 않는다’, 

‘생야채나 과일은 가능한 먹지 않는다’와 같은 식이영역의 치료지시 이행 정도는 상

대적으로 낮았다. 정해진 방법에 따르는 투석치료 및 복약에 비해 단백질, 나트륨, 

칼륨, 인이 높은 음식과 수분을 스스로 조절하는 것은 어려운 편이었다. 

전진호와 강혜경(1999)이 자기관리 수행도와 함께 혈액투석에 관한 지식, 건강신

념, 가족의 지지, 스트레스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건강신념, 가족의 지지와 자기관리 

수행이 유의한 정적 관계를 보였고, 회귀분석결과 가족의 지지가 높고 질병교육을 받

은 경우, 주치의가 자상할수록 자기관리 수행이 높았다. 그러나 자기관리 수행도의 

설명력이 34% 정도로 낮아 행위를 결정하는 다른 요인들에 대한 규명이 요구되었고, 

수행도와 지식수준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실천을 높이는 방안과 함께 가족, 의

료진의 지지 강화가 요구되었다. 조영문 등(2011)의 연구에서는 환자역할행위가 자기

효능감, 사회적 지지, 혈액투석 관련 지식과 모두 관련이 있었고, 이 중 자기효능감

과 지식이 유의한 설명변인이었다.

투석환자의 이행을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한 체계적 고찰에 따르면 행동과 교육중

재의 효과는 일관적이지 않고 지식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았다(Morgan, 2000). 연

구자는 행위 유지와 변화를 위해서 자원과 동기를 근본적인 요소로 제시하였고 의료

진과의 치료적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중재를 강조하였다. Baines과 Jindal(2000) 역시 

혈액투석환자의 불이행에 관한 체계적 고찰에서 인구사회적 요인, 치료에 대한 부정

적 인식과 같은 인지적 요인, 정서적 요인으로 우울, 사회적 요인으로 사회적 지지, 

피로와 같은 생리적 변인들과의 관련성을 제시하며, 이행 향상을 위해 다학제 접근과 

심리사회적 요인에 대한 고려가 보다 필요하다고 보았다. 

한편 생리적 측정치인 혈중 인과 칼륨 그리고 투석 간 체중증가는 식이요법 및 수

분섭취 양상과 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러한 지표들은 혈액투석환자들이 일상생활에

서 얼마나 치료이행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는지를 반영할 수 있다(Kara, Caglar, 

& Kilic, 2007). 자가간호행위 수행이 잘 될수록 생리적 지표가 개선된 연구결과들도 

보고되었으며(송미령, 1999; 이수진 등, 2009), 특히 투석 간 체중증가는 이행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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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지표로 사용되어왔다. 민혜숙과 이은주(2006)가 혈액투석환자의 치료지시 이행

정도와 생리적 지표를 분석한 결과, 치료이행은 투석 간 체중증가, 인과 유의한 상관

관계가 있었으며, 조미경과 최명애(2007)의 연구에서도 투석 간 체중증가량이 클수록 

자가간호행위를 잘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혈액투석환자의 이행

은 자기관리과정에서 질병 요구에 초점을 맞추는 영역으로 이를 증진시키기 위한 관

련요인의 규명이 중요하였다.

② 인지적 재평가

대처전략 중 인지적 재평가는 상황에 대한 사고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인지적 재구

조화’와 같은 의미이며, Folkman과 Moskowitz(2000)는 스트레스 사건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도록 하는 의미기반 대처의 중요한 요소라고 보았다. 예를 들면 심근경색증 

환자가 질병 사건을 계기로 식이와 운동 등 생활습관을 변화시키는 계기로 삼으며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Calhoun & Tedeschi, 2001). 혈액투석환자

처럼 치료과정에서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인 경우 문제 중심의 대처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 즉 인지적 재평가를 통해 상황의 긍정적 측면을 보는 것

이 효과적일 수 있다(Gross, 2003). 이러한 측면에서 통제감이 낮고 문제 중심 대처

를 사용하는 것이 어려운 환자들에게 인지적 재평가를 격려하는 것이 추천되었다

(Hagger & Orbell, 2003). 

긍정적 재평가는 긍정적 측면에서 상황을 보기 위해 재구성하는 인지적 전략을 말

한다. 이것은 이점발견(benefit finding)(Affleck & Tennen, 1996)과 사회적 하향 비

교(downward social comparison), 조망확대와 비슷한 개념으로 모두 어려운 상황을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인지적 대처전략이다(Folkman & Moskowitz, 2000). 긍정

적 재평가는 인지행동치료에서도 종종 사용되며, The COPE inventory, The Way of 

Coping Checklist와 같은 여러 대처도구에도 포함되어 있고 인지적 대처전략만을 측

정하는 도구도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Garnefski, Kraaij, & Spinhoven, 2001). 

혈액투석환자와 가족들의 재평가 전략은 긍정 정서의 경험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

계가 있었고(Gillanders, Wild, Deighan, & Gillanders, 2008), 차지은과 이명선(2013)



- 25 -

의 연구에서도 투석치료 동안 경험하는 스트레스원에 대해 긍정적 측면을 찾고 그 

사건으로 인해 자신이 더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 재평가를 내릴수

록 희망과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우울은 낮아 적응적인 대처전략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통 속에서 긍정적 의미를 찾는 것은 신체적 건강의 향상과 함께 정신적인 

성장과도 관련이 있었다. Sears, Stanton과 Danoff-Burg(2003)가 유방암 환자의 긍정

적 재평가와 긍정정서, 지각된 건강상태, 외상 후 성장에 대해 연구한 결과, 긍정적 

재평가는 3개월과 12개월 이후의 긍정적 정서와 건강 향상 및 외상 후 성장을 예측

하였다. 이는 인생의 위기 상황을 겪으면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고 재평가하는 인

지 과정이 개인의 성장과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며, 지속적인 스

트레스원에 대해 보호요인으로 작용함을 보여준 결과이다. 이상과 같이 이행과 같은 

문제 중심 대처와 인지적 재평가는 혈액투석환자의 건강과 관련된 주요 대처전략이

라고 할 수 있었다.

6) 건강관련 삶의 질

자기조절모형에서 질병결과는 질병상태, 신체적 기능, 심리적 디스트레스, 심리적 

안녕, 역할기능, 사회적 기능, 활력 등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으며, 대다수 연구에서 

이러한 요소들을 포괄하는 SF-36, SF-20, WHOQOL와 같은 건강관련 삶의 질 도구를 

사용하였고 질병심각도, 장애정도, 사망률과 생존률 등을 다루기도 하였다(Hagger & 

Orbell, 2003). 자기관리의 최종 목표는 삶의 질 향상이며, 완치가 불가능한 만성신장

질환자의 치료 목표 역시 가능한 한 최적의 기능수준과 안녕을 유지하는 것이므로

(Barlow et al., 2002; Curtin, Klag, Bultman, & Schatell, 2002) 여기서는 혈액투석환

자들의 건강관련 삶의 질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의료분야에서 건강관련 삶의 질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측면의 건강수준이 합쳐

져서 판단되는 종합적인 개념으로 삶의 질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며, 혈액투석환자에

서도 의료의 질을 평가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Kimmel & 

Patel, 2006). 측정도구는 일반적 건강관련 삶의 질 측정과 질병 특이적 건강관련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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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질 측정으로 나눌 수 있다. 질병 특이적 도구와 비교해 볼 때 일반적 삶의 질 측

정도구는 모든 환자에게 적용되며, 상태가 동일하지 않은 환자들 간의 건강상태를 비

교하는데 유용하다. 대표적으로 SF-36, SF-12는 Ware가 개발한 이래 임상 연구와 보

건 정책 등에서 일반인과 환자를 대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Lacson et al., 

2010), 투석환자의 경우 SF-36의 점수가 1점 높아질수록 사망률이 2% 감소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Covic, Seica, Mardare, & Gusbeth-Tatomir, 2006).

‘Survival is not enough!’라는 Kimmel 등(2008)의 표현처럼 이제는 투석환자의 단

순한 생명유지를 넘어서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것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혈액투석

환자들은 투석기술과 조혈제와 같은 약물의 발달로 증상조절의 향상을 경험하였지만 

기계에 의존하여 살아야 하고 일상생활에서 많은 제약을 받으므로 다른 만성질환자

에 비해 전반적으로 삶의 질이 낮은 편이다(Sprangers et al., 2000). 기존 연구들에

서 헤모글로빈, 알부민, 사구체여과율과 같은 임상적 수치만으로는 삶의 질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반면,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요인들과 관련성이 높아 이에 대한 연

구들이 증가하고 있다(Cukor et al., 2007). 

국내 혈액투석환자의 삶의 질 연구는 피로, 건강상태,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자존

감, 사회적 지지, 우울, 무력감 등 신체적, 심리사회적 변수와의 상관관계 연구들이 

대부분이었으며(김명자 등, 2003; 김은영, 김진선, 2004; 이명화, 송명숙, 우경미, 

2002; 조계화, 성기월, 2000), 통합적으로 모형을 구축하여 관련요인들을 검증한 연구

는 미비하였다. 김주현, 최희정과 김정순(1996)이 107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힘의 증

진모형을 이용하여 삶의 질 영향요인을 검증한 결과 유의한 요인은 자기효능감, 건강

상태, 자존감, 사회적 지지였다. 연구자들은 만성화되고 과중한 지각된 스트레스나 

지각된 피로감을 낮추기보다는 자원인 자존감과 사회적 지지를 강화하는 간호중재로 

지각된 건강상태와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면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행, 대처전략과 같은 행동적 측면을 포함한 자기관리과정과 삶의 질의 관련

성은 규명되지 않은 상황이다. 

국외에서는 Kring과 Crane(2009)이 Wilson과 Cleary의 삶의 질 모형을 기반으로 

73명의 혈액투석환자를 대상으로 생리적 기능, 증상, 기능상태, 일반적 건강지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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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학적 특성, 환경적 특성과 SF-36을 이용하여 건강관련 삶의 질을 조사하였고 불

안, 우울과 함께 전반적 건강지각이 유의한 예측요인으로 삶의 질의 61%를 설명하였

다. 연구자들은 투석환자들이 만성적인 신체 증상에 익숙해진 결과, 신체적 요인보다

는 심리적 요인이 건강상태와 더욱 관련있었다고 해석하고 심리적 지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22개월 이상의 장기 투석환자를 대상으로 한 Chan, Brooks 등(2011)연

구에서는 proximal-distal model을 이용하여 동반질환, 증상, 신체적 기능, 우울, 긍정

정서, 자기효능감, 상실, 질병수용, 사회적 지지, 헤모글로빈, 투석부담감 총 11개 변

인과 건강관련 삶의 질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헤모글로빈, 긍정정서, 사회적 지지로, 신체·심리·사회적 요인이 모두 

건강상태와 관련이 있었다. 하지만 이상의 연구에서도 자기관리과정에서 필수적인 

질병 및 치료와 관련된 행위와 삶의 질과의 관계는 고려되지 않아 이에 대한 검증이 

요구되었다.

이상과 같이 만성질환자들이 질병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한 신체적 기능과 정서적 

안녕, 심리사회적 역할수행을 유지하여 건강관련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중요하

다. 최적의 삶의 질은 자기관리의 최종 목표로서, 질병을 적절히 다루기 위한 인지

적, 정서적, 행동적 전략들을 발전시켜 나갈 때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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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이론적 기틀 및 가설

1. 연구의 이론적 기틀

본 연구에서는 혈액투석환자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Leventhal 등(1984)의 

자기조절모형을 기반으로 자기관리과정과 관련된 요인을 종합하여 연구의 틀로 재구

성하였다. 

자기조절모형은 표상, 대처, 평가와 회환으로 구성되며, 전반적인 과정은 자기체계

와 사회문화적 맥락의 영향을 받는다. 자기관리과정에서 중요한 문제해결과 관련된 

두 가지 자기체계로는 자기효능감과 낙관성 즉, 희망이 대표적이다(Scheier & 

Carver, 2008; Leventhal et al., 2008). 가족, 의료진 및 친구 등 의미있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인 사회문화적 맥락은 만성질환자의 자기관리에서 협동적 돌봄의 요소로 고

려되어야 할 부분이다(Bodenheimer et al., 2002). 본 연구에서는 자기체계와 사회적 

맥락을 자기관리과정에서 내·외적 자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일반적 자기효능감, 희망 

및 사회적 지지로 개념화하였다.

질병에 대한 인지적 표상인 질병인식은 원인, 결과, 증상, 시간성, 치료 믿음, 질병 

통제감, 이해와 같은 하위요인으로 구성된다. Leventhal 등(1992)은 질병의 특성에 

따라 질병인식의 구성개념과 조작적 정의를 달리할 수 있다고 보았으므로, 본 연구에

서는 혈액투석환자의 선행연구에서 자기관리과정의 주요 요인이었던 결과와 증상에 

대한 믿음 두 가지를 질병인식으로 측정하였다.

질병에 대한 정서적 표상은 다른 건강행위이론과 자기조절모형의 차이점으로, 건

강위협에 대한 대상자의 반응을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하다. 여기에는 불안, 우울, 분

노, 걱정, 두려움 등이 있으며, 특히 혈액투석환자의 30-40% 정도에서 나타나는 우울

은 치료이행과 같은 대처와 질병결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Khalil,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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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울을 정서적 표상으로 개념화하였다.

질병에 대한 표상이 이루어진 다음 단계에서 자기관리과정의 행위적 측면인 대처

전략을 형성하게 되며, 여기에는 질병과 관련된 대처전략과 함께 정서를 조절하기 위

한 대처전략이 포함된다. 질병상황에서 대처전략을 측정하는 도구가 아직 개발되지 

않았고(Hagger & Orbell, 2003), 일반적 대처도구를 사용할 경우의 문제점으로 질병

관련 상황에 따라 적응적인 대처전략이 달라진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O’Connor et 

al., 2008).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선행연구들에서 치료이행, 자기관리 행위

를 구체적 문제 중심 대처로 사용하였고(Griva, Myers, & Newman, 2000; Horne & 

Weinman, 2002) 인지적 재평가도 유의한 적응적 전략으로 보고되었다(Hagger & 

Orbell, 2003; Leventhal et al., 1992; Newman et al., 2009).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혈

액투석환자의 이행, 인지적 재평가를 대처로 개념화하였으며, 이행의 객관적인 생리

적 지표인 투석 간 체중증가 항목도 함께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질병표상과 대처전략은 질병결과에 영향을 미치며, 여기에는 질병상태, 

신체적 기능, 심리적 안녕, 역할기능, 사회적 기능, 활력과 함께 정서적 결과인 정서

적 디스트레스가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인을 모두 포함한 개념이면서 

자기관리의 최종목표인 건강관련 삶의 질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는 횡단적 설계로 인해 자기조절모형의 평가와 회환과정을 포함하지 못하

였으나, 자기조절모형을 기반으로 개인적, 사회적 요인을 통합하는 자기관리과정을 

설명하는 모형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위의 내용을 종합한 본 연구의 이론적 틀은 

Figure 2와 같으며, 각 개념의 측정변수와 측정도구는 Figure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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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Theoretical Framework of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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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설적 모형

본 연구에서는 Leventhal 등(1984)의 자기조절모형을 기반으로 혈액투석환자의 자

기관리과정과 관련된 요인들을 문헌고찰하여 가설적 모형을 설정하였다(Figure 4). 

외생변수는 자기체계와 사회적 맥락이며 내생변수는 인지적 표상, 정서적 표상, 대처

전략 및 질병결과이다. 자기체계는 일반적 자기효능감, 희망, 사회적 맥락은 사회적 

지지(가족, 의료진, 친구 및 환우)를 측정변수로 하였고, 인지적 표상은 질병결과와 

증상에 대한 믿음, 정서적 표상은 우울을 측정변수로 하였다. 대처전략은 구체적인 

문제 중심 대처인 이행과 인지적 대처로 인지적 재평가 두 가지를 개념화하였다. 혈

액투석환자에서 이행의 생리적 지표로 널리 사용되는 투석 간 체중증가를 포함하였

고, 질병결과이자 자기관리의 최종목표는 건강관련 삶의 질로 측정하였다. 

가설적 모형에서 자기체계와 사회적 맥락은 인지적 표상과 정서적 표상, 대처전략, 

질병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인지적 표상과 정서적 표상은 대처전략을 거쳐 질병결과

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질병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대처전략

은 질병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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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Hypothetical Model

x1 general self-efficacy y1 illness consequence

x2 hope y2 symptom

x3 family support y3 depressive mood

x4 medical support y4 adherence including IDWG

x5 friend support y5 cognitive reappraisal

y6 physical health

y7 mental health

IDWG = interdialytic weight 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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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가설

자기조절모형을 기반으로 한 Figure 4에서 도출된 가설은 다음과 같다. 

인지적 표상을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 1. 자기체계와 사회적 맥락은 인지적 표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γ11).

정서적 표상을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 2. 자기체계와 사회적 맥락은 정서적 표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γ21).

대처전략을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 3. 자기체계와 사회적 맥락은 대처전략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γ31).

가설 4. 인지적 표상은 대처전략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β31).

가설 5. 정서적 표상은 대처전략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β32).

질병결과를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 6. 자기체계와 사회적 맥락은 질병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γ41).

가설 7. 인지적 표상은 질병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β41).

가설 8. 정서적 표상은 질병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β42).

가설 9. 대처전략은 질병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β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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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Leventhal 등(1984)의 질병과 건강에서의 자기조절모형을 기반으로 혈액

투석환자의 자기관리과정을 중심으로 한 건강관련 삶의 질 모형을 구축한 후, 혈액투

석환자를 대상으로 횡단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모형의 적합성과 모형에서 제시된 

가설을 검증하는 모형구축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며 정기적으로 병원 투석실을 방문하여 주 

2-3회 혈액투석을 받고 있는 만 18세 이상 65세 이하의 남녀 성인으로 설문지의 내

용을 이해할 수 있는 자이다. 그리고 투석으로 인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변화에 대한 

적응과 함께 자기관리가 가능해지는 투석 후 6개월 시점이 경과한 자를 대상으로 하

였다(The Life Options Rehabilitation Advisory Council, 1997). 자료 수집은 서울지

역 투석의원 27곳과 일개 신장병 환자 온라인 환우회(다음까페, 신환모)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자가보고식 설문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환우회 참여자들의 경우 이메일과 

우편을 통해 설문지를 주고 받았다.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표본크기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없지만, 측정하려는 관측변

수의 15배가 최소 권장수준이고, 이상적인 권장크기는 200이상이다(우종필, 2012; 

Stevens, 1996). 표본 크기가 커지면(400-500사이) 민감성이 증가하여 아주 미세한 

차이에도 적합도가 권장수준을 벗어나므로, 구조모형 분석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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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0정도의 표본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측변수에 대한 최소 권

장수준을 만족하면서, 이상적인 표본크기와 탈락률을 고려하여 250명을 목표로 하였

다. 총 262부를 수집하였으며 이중 미완성, 불성실 답변, 나이나 조건에 해당되지 않

는 12명을 제외하고 총 250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직접 면접이나 자가보고 등으로 

연구자가 현장에서 수집한 자료가 230부, 이메일과 우편으로 수집된 자료가 20부였

다.

3.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는 국내 혹은 국외 원저자에게 허락을 받은 후 사용하였

다. 한국에서 이미 번역된 도구의 경우 원저자와 번역자 모두의 허락을 받았다. 질병

인식 측정도구 중 Revised Illness Perception Questionnaire(IPQ-R)(Moss-Morris et 

al., 2002)은 한국에서 사용한 선행연구가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자와 전문 번역가가 

한국어로 번역한 것을 또 다른 전문 번역가가 영어로 역번역한 다음, 원저자에게 내

용을 확인 받은 후 사용하였다.

1) 자기체계

자기체계는 일반적 자기효능감, 희망을 측정하였다. 

① 일반적 자기효능감

본 연구에서 일반적 자기효능감 측정을 위해 Sherer 등(1982)이 개발한 도구를 김

주현(1995)이 번역하여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특정 상황에 국한되지 

않는 일반적 상황에서의 자기효능을 측정하고자 개발된 것으로, ‘거의 그렇지 않다’ 

부터 ‘매우 그렇다’ 까지 0, 1, 2, 3점의 4점 척도로 구분되었고, 총 7개 문항으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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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분포는 0점에서 21점 사이에 분포한다. 점수가 높으면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김주현(1995)의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88 이었다. 본 연구에서 확인

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부하량이 .47이었던 7번을 문항을 제외하고 6개 문항을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Cronbach’s ⍺=.81이었다. 

② 희망

희망은 Herth(1992)의 Herth Hope Index(HHI)를 윤수정(2006)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희망의 다차원성을 고려하여 3가지 요인(일시성과 미래에 대

한 내적 의미, 긍정적인 준비성과 기대, 자신과 다른 사람과의 상호연관성)으로 구성

되었으며, 문항의 복잡성을 줄여 임상적 유용성을 높인 도구이다. 4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 2점, ‘대체로 그렇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

으로 측정한다. 의미가 반대되는 문항은 역으로 환산하고 총 점수가 높을수록 희망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총 12문항 중 차지은과 이명선(2013)의 연구에서 확인적 

요인분석결과 요인부하량이 .70이하였던 3, 5, 6, 7, 10번 항목을 제외하고 7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부하량은 .66∼.87로 7개 항목을 

모두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Cronbach’s ⍺=.93이었다.

2) 사회적 맥락

사회적 맥락으로는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였다. 

①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는 Zimet 등(1988)이 개발하고 신준섭과 이영분(1999)이 번안한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MSPSS)척도를 사용하였다. 

MSPSS척도는 총 12문항으로 가족지지, 친구지지, 특별지지의 세 하위척도로 구성되

어 있다. 특별지지는 의미 있는 타인에 의한 지지를 의미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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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에 의한 지지를 의미한다. 본래 7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나 신준섭과 이영

분(1999)의 연구에서 활용된 것처럼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

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도구의 개발 당시 신뢰도는 총 사회적 지지 

Cronbach’s ⍺=.85, 하부영역에서 가족지지 .85, 친구지지 .75, 의료인지지 .72였다. 

본 연구에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모든 항목의 요인부하량이 .70이상이었으며 가족

지지 Cronbach’s ⍺=.92. 친구지지 Cronbach’s ⍺=.86, 의료진지지 Cronbach’s ⍺
=.88이었다.

3) 질병인식

질병인식은 Revised Illness Perception Questionnaire(IPQ-R) (Moss-Morris et al., 

2002) 중 질병결과에 대한 믿음 6문항과 단축형 질병인식 측정도구(Brief Illness 

Perception Scales, Brief IPQ)(Broadbent et al., 2006) 중 증상에 관한 문항 1개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IPQ-R의 반응척도는 5점 Likert 척도이며 해당 문항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중간이다’,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로 

응답할 수 있다. 질병결과에 대한 믿음은 점수가 높을수록 질병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Brief IPQ는 각 문항에 대해 0-10점으로 측정하며 증

상점수가 높을수록 경험하는 증상이 많음을 의미한다. 

IPQ-R 도구는 17개 언어로 번역되어 당뇨, 천식, 고혈압 등 여러 질환에서 사용되

고 있으며 혈액투석환자를 대상으로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받았다(Chilcot, Norton, 

Wellsted, & Farrington, 2012). Brief-IPQ는 최은하(2011)가 관상동맥 질환자를 대상

으로 사용하였고 Cronbach’s ⍺= .72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질병 결과에 대한 

믿음 1, 4번 문항은 요인부하량이 .50미만으로 낮아 제외되었고 최종 분석에 사용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7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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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울

우울은 Zigmond와 Snaith(1983)의 병원불안우울척도 Hospital Anxiety and 

Depression Scale(HADS) 한국어판 중에서 우울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4개의 문항 

중 짝수 문항 7개가 우울에 관한 척도이며, 각각의 문항은 0(없음)∼3(심함)까지 4점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총점이 0∼7점은 우울이 없는 상태, 8∼10점은 경증의 

우울, 11∼21점은 중등도 이상의 우울을 뜻한다. 8점 이상이면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

는 우울이다. 혈액투석환자를 대상으로 한 차지은과 이명선(2013)의 연구에서 

Cronbach’s ⍺= .8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부하량이 .43이

었던 7번 문항을 제외하고 최종 분석에 사용된 6개 항목의 Cronbach’s ⍺=.81이었

다.

5) 대처

대처는 구체적 문제 중심적 대처로 이행, 인지적 대처로 인지적 재평가를 측정하였

다. 

① 이행 

이행은 최영순(2008)의 환자역할 행위이행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이 도구는 혈액투

석환자의 일상생활, 식이요법, 약물요법, 운동 및 휴식, 혈관관리 등과 관련된 1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4점 척도로 ‘항상 지키고 있다’ 4점, ‘자주 지키고 있다’ 3점, 

‘가끔 지키고 있다’ 2점, ‘전혀 지키지 않는다’ 1점으로 최저 15점에서 최소 60점으로 

점수화하며, 최영순(2008)의 연구에서 Cronbach’s ⍺=.80이었다. 도구의 타당도 검증

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요인부하량이 .50 미만인 6개 문항(7, 8, 10, 

11, 12, 15번)을 제외한 9개를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으며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8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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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보고식 방식의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해 혈액투석환자 이행의 객관적인 생리적 

지표로 널리 사용되는 투석 간 체중증가량을 이용하였다(민혜숙, 이은주, 2006; 조미

경, 최명애, 2007; Kara et al., 2007). 투석 간 체중증가는 투석직후 측정한 체중과 

다음 투석 직전에 측정한 체중의 차이값으로 설문시점 직전 5회의 투석 간 체중증가

량의 평균값으로 하였다. 투석 간 체중증가량이 2~3kg인 경우 4점, 3~3.5kg 3점, 

3.5~4kg 2점, 4kg 이상은 1점으로 척도화하여 이행점수에 포함하였다. 

② 인지적 재평가

인지적 재평가는 Garnefski와 Kraaij(2006)가 개발한 인지적 정서조절 도구 단축형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Questionnaire-CERQ short) 18문항 중 긍정적 재평

가와 조망확대 총 4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인지적 대처전략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긍정적 재평가는 자신이 겪은 상황으로부터 긍정적 측면이나 의미를 

찾아내고 개인적인 성장의 의미를 사건에 부여하는 전략이다. 조망확대는 다른 사건

과 비교해서 상대성을 강조하거나 현재 사건의 심각성을 덜도록 관점 전환을 돕는 

방법이다(안현의, 이나빈, 주혜선, 2013). 본 연구에서는 투석 및 질병과 관련된 문항

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5점 척도로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

으로 구성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질병에 대해 인지적 재평가를 많이 한다는 것을 의

미한다. 국내에서는 김소희(2004)가 번안하여 사용하였으며 차지은과 이명선(2013)이 

혈액투석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Cronbach’s α는 .71이었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4개 항목의 요인부하량이 모두 .50이상이었으며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74였다.

6) 건강관련 삶의 질

질병결과를 측정하기 위해 건강관련 삶의 질 측정도구인 MOS SF-12(Medical 

Outcomes Study Short Form-12)를 사용하였으며, MOS SF-12는 신체적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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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sical Function, PF), 신체적 역할제한(Role-Physical, RP), 통증(Body Pain, BP), 

일반건강(General Health, GH), 활력(Vitality, VT), 사회적 기능(Social Function, SF), 

감정적 역할제한(Role-Emotion, RE) 및 정신건강(Mental Health, MH) 등 8개 영역으

로 구성된다. 36문항으로 구성된 SF-36과 비교했을 때에도 90%이상의 일치성을 보였

고 특히 2분 정도에 작성할 수 있다(Ware et al., 1996). SF-12의 8개 영역은 4개씩 

묶어서 신체건강(physical component summary, PCS)과 정신건강(mental 

component summary, MCS)으로 분류된다.

본 도구는 총 12문항으로 각 문항에 따라 반응척도는 3개∼5개로 다양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관련 삶의 질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지역사회 노인을 대상으로 실

시한 이승희와 양순옥(2010)의 연구에서 Cronbach’s ⍺=.85였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는 .82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는 모두 .70이상이었으며, 

내용은 Table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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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eliability of Measurement Tools

Concepts Variables
Number of

items
Cronbach’s

α

Self system
General self-efficacy 7 .81

Hope 7 .93

Social context

Family support 4 .92

Medical support 4 .88

Friend support 4 .86

Cognitive representation
Illness consequence 6 .79

Illness symptom 1 -

Emotional representation Depressive mood 7 .81

Coping 
strategies

Problem-focused 

coping

Adherence

IDWG

15

1

.85

-

Cognitive coping Cognitive reappraisal 4 .74

Illness outcome
HRQOL-Physical health 6 .82

HRQOL-Mental health 6 .81

Total 72

* IDWG = interdialytic weight gain; HRQOL =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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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 수집 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연구 대상자 보호를 위하여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연구 대상자 보호 심

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인을 받았다(승인번호 2013-96). 자료수집 

전에 혈액투석환자 6명에게 설문지를 이용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내용 이해에 어

려움이 없는지 확인하였다. IRB 승인 후 2013년 12월 20일부터 2014년 1월 25일까

지 연구자 1인이 직접 투석의원을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지역의원인 경우 

관련기관의 장에게 자료수집에 대한 동의를 얻은 후 자료를 수집하였다. 환우회의 

경우 온라인 환우회 사이트에 연구 공고를 낸 후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로 동의한 자

들을 대상으로 이메일과 우편을 통해 설문지와 참여 동의서를 보낸 후 회수하였다.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자료의 비 보장 및 연구자료 관리에 대한 설명을 충분

히 제공한 후 대상자가 참여에 동의한 경우 서면으로 동의서를 받고 설문지를 제공

하여 스스로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생리적 측정치인 투석 간 체중증가 항목은 의무기

록을 참고하여 현장조사인 경우 연구자가 기록하였다.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연구자가 

직접 면담을 통해 설문지를 작성하였으며 설문지는 현장에서 작성한 직후 봉투에 넣

어 회수하고 5000원 상당의 사례품을 제공하였다. 설문조사 후 통계 분석은 연구자 

1인이 담당하였고 자료는 잠금장치가 있는 곳에 보관하고, 연구 논문이 발표된 후에

는 폐기할 예정이다.

5. 자료 분석 방법

자료분석은 SPSS version 19.0과 AMOS 19.0을 이용하였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측정 변수들에 대하여 서술적 통계를 이용하였다.

2) 각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를 구하였으며, 타당도를 위해 문항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3) 측정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은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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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표본의 정규성은 AMOS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평균, 편차, 왜도, 첨도를 검증하였

다.

5)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위한 모수추정법으로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였다.

6) 가설적 모형이 자료에 적합한지를 평가하기 위한 적합도 검정은 표본크기에 민

감하지 않은 적합지수(Goodness of Fit Index, GFI)와 함께 명확한 해석기준이 

존재하고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한 적합도 지수인 근사오차평균제곱의 이중근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SEA), 비교적합지수

(Comparative Fit index, CFI), TLI(Tucker- Lewis index)를 이용하였다. 

7)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에서 추정계수의 유의성을 검토하기 위해 표준화회귀계

수(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 SRW), 고정지수(Critical Ration, CR), p 값

을 이용하였고, 내생변수에 대한 설명력은 다중상관자승(Squared Multiple 

Correlations, SMC)을 이용하였다.

8) 본 연구 모형의 간접효과와 총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AMOS

프로그램의 Bootstrapping방법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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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Table 2와 같다. 평균 연령은 47.6세(최소 

20세, 최대 65세)로 40∼49세가 96명(38.4%), 50∼59세가 84명(33.6%)으로 가장 많

았다. 성별은 남성이 178명(71.2%)이었고, 기혼자가 137명(54.8%)을 차지하였다. 학

력은 고졸이 123명(49.2%)으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고, 대졸 이상은 107명

(42.8%)이었다. 가정의 월수입은 200만원 미만이 119명(47.9%), 직업이 있는 대상자

는 126명(50.4%)이었다.

질병관련 특성의 경우, 질병원인은 사구체질환이 77명(30.8%), 고혈압 71명

(28.4%), 당뇨 43명(17.2%) 순이었다. 기타 질환에는 다낭신(polycystic kidney 

disease) 4명, 루프스(systemic lupus erythematosus) 4명, 신장암, 임신관련(임신중

독, 유산), 요관역류, 사고 등이 있었다. 투석기간은 평균 8.52년(최소 0.5년, 최대 30

년)으로 5년 미만이 91명(36.4%), 5∼10년이 66명(26.4%), 10년 이상 93명(37.2%)이

었다. 주당 투석횟수가 3회인 대상자가 237명(94.8%)이었고, 현재 신장이식을 대기 

중인 대상자는 116명(46.4%), 과거 이식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35명(14.0%)를 차지

하였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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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Category n (%)

Age ≤ 39 46 (18.4)

(years) 40∼49 96 (38.4)

50∼59 84 (33.6)

60∼65 24 (9.6)

Mean ± SD 47.6±9.3

Gender Male 178 (71.2)

Female 72 (28.8)

Marital status Married 137 (54.8)

Single 75 (30.0)

Divorced or separated 30 (12.0)

Bereaved 8 (3.2)

Education ≤ Middle school 15 (6.0)

High school 123 (49.2)

≥ College 107 (42.8)

Missing  5 (2.0)

Monthly family income ≤ 199 119 (47.6)

(10,000 won) 200∼399 80 (32.0) 

≥ 400 46 (18.4)

Missing 5 (2.0)

Current job Yes 126 (50.4)

No 124 (49.6)

Table 2.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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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isease-related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250)

Variable Category n (%)

Primary disease Diabetes 43 (17.2)

Hypertension 71 (28.4)

Glomerulonephritis 77 (30.8)

Others 59 (23.6)

HD period < 4.9 91 (36.4)

(years) 5∼9.9 66 (26.4)

≥ 10 93 (37.2)

Mean ± SD 8.52±6.8

HD frequency 3 237 (94.8)

(per week) 2 13 (5.2)

KTPL waiting Yes 116 (46.4)

No 134 (53.6)

KTPL history Yes 35 (14.0)

No 215 (86.0)

HD=hemodialysis, KTPL=kidney transpla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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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변수의 서술적 통계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에 사용된 측정변수들의 서술적 통계값은 Table 4와 같다. 

일변량 정규성 검증에서 왜도는 절대값 3, 첨도는 절대값 10을 넘지 않아야 한다(문

수백, 2009). 본 연구의 측정변수들은 일변량 왜도와 첨도 기준을 만족하여 구조방정

식 모형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정규분포를 이룬다는 전제 하에 구조모형 분석을 실시

하였다.

Table 4. Descriptive Statistics of the Observed Variables (N=250)

Variable Mean SD Range Skewness Kurtosis

General self-efficacy 12.28 3.42 1∼18 -.52 .37

Hope 20.50 4.63 7∼28 -.37 .01

Family support 15.74 3.93 4∼20 -1.06 .62

Medical support 12.94 3.59 4∼20 -.46 -.19

Friend support 13.55 3.52 4∼20 -.45 -.11

Illness consequence 15.50 3.24 4∼20 -.73 .66

Illness symptom 6.20 2.61 0∼10 -.13 -.67

Depressive mood 6.81 3.86 0∼18 .20 -.39

Adherence including 
IDWG 

28.88 5.88 13∼40 -.14 -.50

Cognitive reappraisal 14.01 3.40 5∼20 -.25 -.33

Physical health 290.60 127.34 0∼600 .15 -.24

Mental health 288.60 211.08 0∼500 -.04 -.25

IDWG = interdialytic weight 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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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측정변수간의 상관관계

측정변수간의 상관관계는 Table 5와 같다. 측정변수간의 상관관계 절대값(r)이 .90

이상이면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야기된다(이은옥 등, 2007). 본 연구의 측정변수들은 

상관계수의 절대값이 .70이하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Correlations between the Observed Variables (N=250)

x1 x2 x3 x4 x5 y1 y2 y3 y4 y5 y6 y7

x1 1

x2 .38** 1

x3 .34** .35** 1

x4 .22** .21** .32** 1

x5 .22** .32** .41** .34** 1

y1 -.03 -.35** .04 .02 -.10 1

y2 -.02* -.25** -.01 -.07 -.15* .35** 1

y3 -.19** -.63** -.22** -.15* -.21** .40** .24** 1

y4 .22** .16** .33** .26** .09 -.09 .09 -.14* 1

y5 .29** .56** .31** .25** .30** -.29** -.14* -.52** .36** 1

y6 .22** .38** .12 .03 .16* -.37** -.46** -.47** .05 .22** 1

y7 .28** .53** .22** .06 .19** -.38** -.39** -.59** .11 .36** .70** 1

**p<.01, *p<.05

x1 General self-efficacy y1 Illness consequence

x2 Hope y2 Symptom

x3 Family support y3 Depressive mood

x4 Medical support y4 Adherence including IDWG

x5 Friend support y5 Cognitive reappraisal

y6 Physical health

y7 Mental health

IDWG = interdialytic weight 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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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설적 모형 검정

1) 가설적 모형 적합도 평가

수집한 자료가 가설적 모형을 잘 설명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모형의 적합도

를 평가하였다. Χ2 통계량은 모형 적합도 평가에 이용되는 지수 중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할 수 있는 측정치로 본 연구 모형의 적합도를 Χ2 통계량으로 평가하였다. 본 

연구모형의 Χ2 통계량은 102.77, 자유도는 44, 유의확률이 .001미만으로 가설적 모

형이 자료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Χ2 통계량은 표본의 크기에 매우 민감하여 표본 크기가 200이 넘는 경우 

Χ2 값은 제안모형이 현실과 큰 차이가 없는데도 마치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결과를 

제시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표본크기에 영향을 별로 받지 않으면서 제안 모형의 

적합도를 잘 설명해주는 적합지수(Goodness of fit index, GFI)를 평가하였다(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문수백, 2009). 적합지수에서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수용수준은 

.90이상이며, 표본크기가 200이상이면 제안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는데 무리가 없다

(우종필, 2012).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의 GFI는 .934, RMSEA는 .073로 양호했으며 

CFI, TLI 역시 각각 .935, .908로 일반적 기준인 .90이상을 만족시켜 수정모형 없이 

분석을 진행하였다.

2) 가설적 모형의 분석

가설적 모형에서의 표준화 회귀계수(Standardized regression estimates, SRE), t 값, 

다중상관자승(Squared multiple correlation, SMC)은 Table 6과 같다. 가설적 모형에

서 설정한 9개의 경로 중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로는 6개로 나타났다. 

자기체계와 사회적 맥락은 질병에 대한 인지적 표상(β=.57, t=5.44)과의 경로가 유

의하였으며 설명력은 32.6%였다. 이는 개인의 내적, 외적 자원인 희망, 자기효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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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질병으로 인해 초래되는 부정적 결과와 증상정도를 적게 인

식함을 의미한다. 자기체계와 사회적 맥락은 질병으로 인한 정서적 표상(β=.68, 

t=8.80)과의 경로도 유의하였으며 설명력은 46.3%였다. 질병에 대한 인지적 표상과 

같이 희망, 자기효능감과 같은 개인적 자원 및 가족, 친구와 환우, 의료진으로부터의 

지지가 높을수록 우울정도가 낮음을 의미한다.

대처전략은 자기체계, 사회적 맥락과의 경로(β=.58, t=3.60)는 유의하였으나 질병

에 대한 인지적, 정서적 표상과의 경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처전략

은 자기체계와 사회적 맥락에 의해서만 45.6%가 설명되었다. 이는 희망, 자기효능감 

및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혈액투석환자에서 문제 중심적 대처인 치료이행 및 인지

적 재평가를 보다 많이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질병으로 인한 결과와 증상정

도에 대한 인식과 우울정도는 치료이행과 인지적 재평가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질병결과는 자기체계와 사회적 맥락(β=.26, t=2.05), 인지적 표상(β=.50, t=3.38), 

정서적 표상(β=.23, t=2.43)과의 경로가 모두 유의하였고 이들 변수들에 의해 63.0%

가 설명되었다. 하지만 질병결과와 대처전략과의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희망, 자

기효능감,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건강관련 삶의 질이 좋았으며, 질병으로 인한 부

정적 결과와 증상경험에 대한 인식과 우울감이 낮을수록 건강관련 삶의 질이 좋았

다. 반면 혈액투석환자들의 치료이행 정도와 인지적 재평가가 건강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 대한 가설적 모형의 경로는 Figure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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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ogenous
variables

Exogenous
variables

Standardized
estimates(β)

C.R
(t-value)

SMC

Cognitive 
representation

Self system & Social context .57 5.44** .326

Emotional 
representation

Self system & Social context .68 8.80** .463

Coping
strategies

Self system & Social context .58 3.60**

.456Cognitive representation -.01 -.11

Emotional representation .15 1.51

Illness outcome

Self system & Social context .26 2.05*

.630

Cognitive representation .50 3.38**

Emotional representation .23 2.43*

Coping strategies -.11 -1.32

Table 6. Standardized Estimates of the Hypothetical Model

**p<.01, *p<.05

C.R=Critical Ratio, SMC=Squared Multiple Cor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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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Path Diagram of the Hypothetical Model

**p<.01, *p<.05

x1 General self-efficacy y1 Illness consequence

x2 Hope y2 Symptom

x3 Family support y3 Depressive mood

x4 Medical support y4 Adherence including IDWG

x5 Friend support y5 Cognitive reappraisal

y6 Physical health

y7 Mental health

IDWG = interdialytic weight 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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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설적 모형의 효과분석

가설적 모형의 내생변수를 중심으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총효과를 분석한 결과

는 Table 7과 같다. 

질병에 대한 인지적 표상과 정서적 표상에 대하여 자기체계와 사회적 맥락은 유의

한 직접효과가 있었다. 

대처전략에 대하여 자기체계와 사회적 맥락은 유의한 직접효과와 총효과가 있었으

나 인지적, 정서적 표상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대처전략에 대하

여 인지적 표상과 정서적 표상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없었다. 

질병결과에 대하여 자기체계와 사회적 맥락은 인지적, 정서적 표상을 매개로 한 간

접효과와 총효과가 있었다. 인지적 표상은 질병결과에 대하여 유의한 직접효과와 총

효과가 있었으나 대처전략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는 없었다. 정서적 표상도 질병결과

에 대하여 유의한 직접효과가 있었고 단측검정시 총효과가 유의하였다. 하지만 대처

전략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대처전략은 질병결과에 대하여 유의

한 효과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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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Standardized Direct, Indirect, Total Effect for the Hypothetical Model

Endogenous
variables

Exogenous
variables

Direct
effect(p)

Indirect
effect(p)

Total
effect(p)

Cognitive 
representation

Self system & Social context .57 (.006) .57 (.006)

Emotional 
representation

Self system & Social context .68 (.003) .68 (.003)

Coping
strategies

Self system & Social context .57 (.005) .10 (.298) .67 (.006)

Cognitive representation -.01 (.848) -.01 (.848)

Emotional representation .15 (.184) .15 (.184)

Illness 
outcome

Self system & Social context .26 (.129) .36 (.011) .63 (.008)

Cognitive representation .50 (.005) .001 (.623) .50 (.004)

Emotional representation .23 (.048) -.02 (.307) .21 (.059)

Coping strategies -.11 (.482) -.11 (.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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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가설의 검증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에서 설정한 9개의 연구가설 중 6개는 지지되었고 3개는 기

각되었다. 가설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인지적 표상을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 1. 자기체계와 사회적 맥락은 인지적 표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γ11).

이 가설은 직접효과(γ=.57, t=5.44)와 총효과(β=.57)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지

지되었다. 

2) 정서적 표상을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 2. 자기체계와 사회적 맥락은 정서적 반응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γ21).

이 가설은 직접효과(γ=.68, t=8.80)와 총효과(β=.68)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지

지되었다.

3) 대처전략을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 3. 자기체계와 사회적 맥락은 대처전략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γ31).

이 가설은 직접효과(γ=.58, t=3.60)는 유의하였고, 간접효과(β=.10)는 유의하지 않

았으나, 총효과(β=.67)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지지되었다.

가설 4. 인지적 표상은 대처전략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β31).

이 가설은 직접효과(γ=-.01, t=-.11)와 총효과(β=-.01)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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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5. 정서적 표상은 대처전략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β32).

이 가설은 직접효과(γ=.15, t=1.51)와 총효과(β=.15)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아 기각되었다.

4) 질병결과를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 6. 자기체계와 사회적 맥락은 질병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γ41).

이 가설은 직접효과(γ=.26, t=2.05)와 간접효과(β=.36)가 모두 유의하였고, 총효과

(β=.63)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지지되었다.

가설 7. 인지적 표상은 질병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β41).

이 가설은 직접효과(γ=.50, t=3.38)는 유의하였고, 간접효과(β=.001)는 유의하지 않

았으나, 총효과(β=.50)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지지되었다.

가설 8. 정서적 표상은 질병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β42).

이 가설은 직접효과(γ=.23, t=2.43)는 유의하였고, 간접효과(β=-.02)는 유의하지 않

았으나, 총효과(β=.21)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지지되었다.

가설 9. 대처전략은 질병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β43).

이 가설은 직접효과(γ=-.11, t=-1.32)와 총효과(β=-.11)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아 기각되었다.

위의 가설검증 결과를 종합한 본 연구의 최종모형은 다음과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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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Final Model of This Study 

 

                    originally hypothesized paths and retained

                    originally hypothesized paths but not suppor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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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논의

본 연구는 문헌 고찰과 자기조절모형을 기반으로 혈액투석환자의 자기관리과정을 

설명하는 모형을 구축한 후 구조방정식 모델링을 통해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혈액투석환자의 자기관리과정에 대한 모형의 타당성과 가설적 모형

을 검증한 결과 및 변수들간의 관련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1. 자기관리과정을 중심으로 한 혈액투석환자의 삶의 질 모형

본 연구에서는 Leventhal 등(1984)의 건강과 질병에서의 자기조절모형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혈액투석환자의 자기관리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가설적 모형을 

구축하였다. 외생변수로 자기체계와 사회적 맥락, 내생변수로 질병에 대한 인지적, 

정서적 표상, 대처전략, 질병결과를 포함하였다. 실증적 자료를 통하여 모형의 적합

도와 가설적 경로, 직·간접 경로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가설적 모형의 적합도는 

권장수준에 도달하였고, 총 9개의 경로 중 6개가 유의하였다.

지금까지 자기조절모형을 적용한 연구들은 질병인식을 중심으로 한 인지적 측면에 

주로 관심을 두었고 전체 자기조절모형을 평가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었다. 본 연구

에서는 표상-대처-질병결과에 이르는 과정을 모두 다루면서 우울을 정서적 표상으로 

구체화하였고, 자기관리의 자원에 해당되는 자기체계와 사회적 맥락까지 포함하여 모

형을 재구성하였다. 대처전략의 경우 질병과 정서에 대한 대처를 통합하였고, 최종 

질병결과 역시 건강관련 삶의 질로 단일화하였다. 본 연구는 자기조절모형을 기반으

로 하여 만성질환자의 자기관리과정에서 주요 요소인 환경적, 인지적, 정서적, 행동

적 요인 및 질병결과를 포괄하는 전체적인 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모형에서 자기체계와 사회적 맥락은 혈액투석환자의 자기관리과정에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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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주목할 변인으로 질병에 대한 인지적, 정서적 표상과 함께 자기관리의 최종 목표

인 건강관련 삶의 질을 63%설명하였으며, 인지적, 정서적 표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각각 32.6%, 46.3%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외적 자원에 해당되는 자

기체계와 사회적 맥락은 대처전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45.6%를 설명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사고, 정서, 행동에서 효과적인 자기조절을 위해서는 개인의 내·외적

인 힘이나 에너지와 같은 심리적 자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심리적 자원이 

고갈되면 자기통제가 약화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Baumeister et al., 1998; Tice, 

Baumeister, Shmueli, & Muraven, 2007), 자원은 질병으로 인한 다양한 요구를 다룰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Lorig와 Holman(2003) 역시 만성질환자의 자기관리 기술에 

문제해결, 의사결정 등과 함께 자원활용, 건강 돌봄자와 파트너쉽 형성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혈액투석환자의 경우 장기적인 치료와 투석기계에 의존한 삶으로 인해 신체

적, 심리적으로 지치며 상당 수 환자들이 피로와 소진을 호소한다(최은영, 2005). 본 

연구결과 지속적인 자기관리가 요구되는 혈액투석환자들이 개인의 강점인 희망, 자기

효능감과 같은 자기체계와 긍정적인 대인관계의 강화를 통해 자원을 활성화하는 것

은 궁극적으로 건강유지와 향상에 있어 바탕이 되었으므로 자기관리 지원시 이에 대

한 고려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인간의 주요 자기조절체계로 제시된 인지적, 정서적 표상 역시 질병결

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특히, 혈액투석환자의 질병으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지각과 경험하는 증상정도는 건강관련 삶의 질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

다. 혈액투석환자들은 이식을 받지 않는 한 평생 투석치료가 요구되고, 이로 인한 삶

의 제약이 막대하며 경제적 타격을 받기도 한다(Jablonski, 2004). 또한 혈액투석이 

과거에 비해 향상되었지만 정상 신장의 기능을 완전히 대신할 수 없어 흔히 전신에

서 여러 증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차지은, 이명선, 2014; Jablonski, 2007). 상실에 

대한 정서적 반응인 우울 역시 질병결과와 유의한 관련성을 보여 정서가 질병결과에 

영향을 준다는 자기조절모형을 뒷받침하였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신체적, 심리사회적

으로 취약성을 가진 혈액투석환자의 자기관리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건강인을 대

상으로 한 건강행위이론보다는 질병으로 인한 삶의 변화와 정서적 측면을 포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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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조절모형이 보다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반면, 혈액투석환자의 자기관리과정에서 대처전략이었던 이행, 인지적 재평가는 표

상과 질병결과간의 매개요인으로 지지되지 않았고,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질병과 치료의 특성 및 대처전략의 상대성에서 비롯된 것으

로 추측된다. 먼저 말기 신장질환에서는 생명선이라고도 불리는 투석이 치료의 대부

분을 차지하며, 일주일에 보통 3번, 한 번에 4시간이 소요되는 혈액투석을 정기적으

로 받게 된다. 하지만 투석 외에 이행 항목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식이나 수분조절의 

경우 기본적 욕구를 제한하는 비현실적인 측면 때문에 건강을 유지시키는 방법과는 

거리가 있었다. 특히 적절한 식사는 신체대사 및 활동을 위한 에너지 공급을 위해 

중요하므로(Murtagh et al., 2007), 지나친 제한보다는 환자의 개별적 상태를 고려한 

유연한 조절이 필요하였다. 상황에 대해 긍정적 의미를 부여하는 인지적 재평가 역

시 투약과 생활습관의 변화 등으로 조절이 가능한 당뇨, 고혈압 환자나 완치가 가능

한 암환자와 달리, 질병으로 인해 막대한 상실과 제약을 경험하고 평생 투석이 필요

한 혈액투석환자들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대처전략이었다. 이와 같이 

질병 상황의 특성에 따라 효율적인 대처방식은 차이가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어떤 대

처방식이 더 효율적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Brannon & 

Feist, 2010; Folkman & Moskowitz, 2004). 혈액투석환자와 같이 통제할 수 없는 상

황이 많은 경우 문제 중심 대처보다는 상황에서 벗어나 있거나 전환하는 소극적, 정

서중심적 전략이 더 효과적이었으므로(O’Connor et al., 2008; Yeh & Chou, 2007), 

자기관리과정에서 환자들의 다양한 대처전략을 존중하고 추후에는 이를 포함한 연구

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비록 본 연구에서 자기조절모형을 기반으로 한 가설적 모형은 대처전략과 질병결

과와의 관련성, 표상과 질병결과에서 대처전략의 매개효과는 지지되지 않았으나, 권

장수준의 모형 적합도를 보였고 수용 가능한 설명력을 보여 혈액투석환자의 자기관

리 과정을 설명하는데 있어 비교적 적합한 모형으로 판단된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혈액투석환자의 자기관리과정에서 이행, 인지적 재평가의 대처전략은 상대적으로 비

중이 적었던 반면, 내·외적 자원과 질병에 대한 대상자의 사고와 정서가 더 중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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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본 연구는 만성질환자들이 자신의 질병을 돌보기 위해 필요한 과업인 이행과 

같은 질병 요구의 측면, 관계형성 및 개인의 강점과 자원을 활용하는 자원 활성화, 

변화된 삶에 적응, 대처하며 정서를 다루는 질병과 함께 살아가기의 주요 자기관리과

정과 관련요인들을 최종 목표인 건강관련 삶의 질과 함께 통합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연구라는데 그 의의가 있다. 

2. 혈액투석환자의 자기관리과정 관련요인

본 연구결과 혈액투석환자의 자기관리과정에서 내·외적 자원에 해당된 자기체계

인 희망과 자기효능감, 사회적 맥락인 사회적 지지는 최종결과인 건강관련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과 함께 질병인식과 우울을 매개로 한 간접적인 영향을 주었고 특히 

질병인식, 우울, 대처전략에 모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 상황

과 같은 고통스러운 역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강점과 자원을 발견하고 활용하는 것

이 중요하며, 희망과 자기효능감, 사회적 연결성이 대표적으로 다루어져왔다(Lopez, 

2008/2011). 본 연구에서도 자기관리과정에서 약점과 취약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

서 벗어나 개인과 환경의 긍정적 특성을 포함하여 보다 균형적인 접근을 시도한 결

과, 질병으로 초래된 삶의 제약과 신체적, 심리적 어려움이 자기체계와 사회적 맥락

에 의해 변화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혈액투석환자의 자원은 희망, 가족지지, 친구와 환우의 지지, 의료진의 지지, 자기

효능감의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가장 영향력이 높았던 희망은 자신의 질병을 인정

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것이며 삶의 위기를 완충시키고 심리적 안정을 유지

시키는 보호요인으로(고문희, 2005; 송미순 등, 2000; Synder, 2000), 중재를 통해 변

화 가능하므로 건강돌봄제공자들은 이를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한편, 가족지지 

외에 친구나 환우의 지지도 중요한 자원이었으므로 자기관리 지원시 지지집단이나 

환우모임의 활용과 함께 의료진의 지지를 강화하기 위한 실무에서의 반성적 성찰이 

요구된다. 가족, 지역사회, 의료진이 함께 건강을 만들어 나가는 공동조절, 협동적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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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을 통해 궁극적으로 건강결과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긍정적 자원으로 볼 수 있는 자기체계와 사회적 맥락의 효과는 긍정

적 경험이 스트레스원에 대한 완충작용을 하여 부정적 영향을 개선한다는 긍정심리

학의 이론들을 뒷받침하였다(Fredrickson, 2001; Tugade & Fredrickson, 2004; 

Wood & Tarrier, 2010). 질병으로 인한 결과와 증상, 심리적 어려움이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긍정적인 것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이용 가능한 임상적 자

원을 파악하고 다학제간 노력과 함께 다양한 임상적 자원들을 개별화하는 것은 전인

적 돌봄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특히 간호사는 환자와의 만남, 최전선에서 대상자의 

긍정적 태도와 동기, 자원을 북돋우는 역량을 길러야 할 것이다. 

자기관리과정에서 인지적 요소였던 혈액투석환자의 질병결과와 증상에 대한 인식

은 자기관리의 최종목표인 건강관련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이 가장 큰 요인이었

다. 만성질환의 경우 결과와 증상이 고통스럽고 통제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며, 질병

결과와 증상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신체적 기능, 역할기능, 사회적 기능, 심리적 

안녕, 활력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Heijmans & de Ridder, 1998; 

Timmers et al., 2008). 질병으로 초래된 심리사회적, 경제적 변화에 해당되는 질병

결과는 혈액투석환자의 삶과 접하다. 특히, 본 연구 대상자의 72%가 40~50대 성인

으로 생산성이라는 과업을 성취해야 하는 시기에 속하였으나 절반 가까이가 직업이 

없었고, 경제활동에 대한 참여 제한으로 인해 대부분 소득이 낮아 부담을 가중시켰

다. 따라서 혈액투석환자의 자기관리 지원을 위해서는 취약층을 중심으로 역할 회복

과 제약 완화를 위한 직업재활과 복지정책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증상에 대한 지각 역시 건강결과의 많은 부분을 설명하는 요인으로(Scharloo et 

al., 1998; Kemp, Morley, & Anderson, 1999), 신장 이식을 받지 않는 한 완치가 어

려운 혈액투석환자에 대해서도 합병증 발생을 막고 증상을 조절하는 것이 강조되어 

왔다(Curtin & Mapes, 2001). 증상관리이론들에 따르면 증상은 전반적인 건강에 대

한 인식과 기능 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Dodd et al., 2001; Larson et al., 

1999) 환자가 가진 증상을 확인하고 원인을 파악하여 중재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이러한 증상관리는 간호사의 임상전문성을 결정하는 요소이므로 다양한 증상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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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혈액투석환자의 적극적인 증상관리를 돕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질병인식과 함께 혈액투석환자의 자기관리과정에서 정서적 요소인 우울 역시 건강

관련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혈액투석환자의 종단연구

에서도 우울 수준이 높은 대상자의 건강상태와 삶의 질이 유의하게 감소한 바 있다

(Cukor et al., 2008). 본 연구 대상자의 병원불안우울척도로 계산한 우울점수는 경미

한 우울인 8-10점이 67명(26.8%), 중등도 우울인 11점 이상이 53명(21.2%)을 차지하

여, 같은 도구를 사용한 연구와 비교했을 때 8점 이상인 환자의 비율이 8%정도 높은 

편이었다(차지은, 이명선, 2013). 투석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삶의 변화와 상실이 클 

수 있는 성인남성의 비율이 높았다는 점이 원인 중 하나로 추측된다. 혈액투석환자

들은 질병과 투석치료로 인한 여러 가지 상실에 대한 정상적인 심리적 반응으로 우

울감을 경험할 수 있으므로(Curtin, Bultman et al., 2002), 환자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감정을 인정해주는 지지적 간호가 요구되며, 사회적 지원의 강화와 정서조절 전략들

을 자기관리 프로그램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혈액투석환자의 자기관리과정 중 행동적 요소인 대처전략을 측정한 

이행과 인지적 재평가는 건강관련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질병인

식, 우울과도 관련이 없었다. 대처는 많은 논란이 있는 부분으로 대처전략의 다양성, 

대상자의 특성, 스트레스원과 환경적 요인 등의 맥락이 고려되어야 한다(de Ridder 

& Schreurs, 2001). 본 연구에서는 혈액투석환자에서 질병으로 인한 부담과 증상, 우

울에 대해 문제 중심적 대처, 인지적 재평가보다 효과적이었던 정서 중심적 대처, 부

정/회피 등의 전략을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이 있었다. 덧붙여 본 연구에서 대

처전략이 건강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았던 이유를 자기조절모형

의 평가와 회환과정을 통해 추측해볼 수 있다. 만성질환자들은 삶의 맥락 속에서 직

접 건강과 질병을 경험하며 자신의 질환에 대해 의료인 이상의 전문가가 된다

(Holman & Lorig, 2000). 즉, 그들은 적극적인 문제해결자로서 대처전략을 사용한 

후 평가과정을 거치면서 이후 자신의 대처전략을 수정하거나 유지하게 된다. 이 과

정에서 의료진이 강조하는 획일화된 이행이나 인지적 재평가보다는 시행착오를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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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상태에 따라 다양한 전략을 발전시키는 역동적인 회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해

석가능하다(Newman et al., 2009). 비록 본 연구에서 이러한 평가와 회환과정을 검

증하지 못하였으나, 이행과 인지적 재평가는 혈액투석환자의 건강을 유지하고 향상시

키는 방법과는 거리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 결과로 사료된다. 따라서 추후 연

구를 통해 대상자의 관점에서 효과적인 자기관리 행위 및 소극적, 정서중심 대처를 

포함한 다양한 대처전략과의 재검증이 요구되며 이러한 과정은 환자중심 간호의 바

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혈액투석환자의 자기관리과정은 질병에 대한 

사고와 정서라는 두 가지의 자기조절체계가 매개하며, 이러한 자기조절체계가 개인

적, 사회적 자원의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희망, 자기효능감과 

같은 강점의 강화와 긍정적 상호작용을 통해 질병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정서적 고

통이 완화되었으며 대처전략과 질병결과에도 영향을 주었다. 경영학에서 긍정심리자

본을 개발하여 실무에 활용하였듯이(Luthans, Avolio, Avey, & Norman, 2007) 오랜 

투석으로 자원이 고갈되기 쉬운 혈액투석환자들에게 긍정건강자원을 체계적으로 규

명하여 북돋우고, 다학제간 협력을 통해 혈액투석환자의 신체·심리·사회적 중재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존 연구들이 스트레스, 우울과 같은 부적응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최근

에는 인간의 강점과 장점을 활용하여 질병으로 인한 변화에 성공적으로 적응해 가는 

것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de Ridder, Geenen, Kuijer, & van Middendorp, 

2008; Wood & Tarrier, 2010). 이러한 흐름에서 본 연구는 자기관리과정에서 위험요

인 뿐만 아니라 보호요인으로 인간의 자기조절, 희망,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와 같

은 긍정적 특성을 포함하여, 자기조절모형을 이론적 틀로 재구성하여 검증함으로써 

간호대상자인 인간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균형적인 접근이 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표본의 대표성을 높이고자 지역의원 27곳과 온라인 환우회를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자발적으로 참여한 성인 환자들로 대부분 장기투석 중이었

으므로 초기 투석환자나 노인으로 일반화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횡단적으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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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수집하였으므로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종단적 연구

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상자의 주관적 보고 방식의 제한점을 고려하여 추후에

는 신체적, 질병관련 특성과 질병결과에서 객관적인 임상적 수치를 보다 활용한 연구

들도 필요하다.

3. 연구의 의의

본 연구의 결과와 논의를 토대로 도출한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간호이론과 연구의 측면에서 자기관리과정과 관련요인을 설명하기 위해 건강행위

이론인 Leventhal의 자기조절모형을 국내 혈액투석환자를 대상으로 새롭게 재구성하

여 검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질병인식과 정서적 반응뿐만 아니라 

자기체계, 사회적 맥락, 대처전략 및 질병결과를 모두 포함하여 간호의 주요 메타 패

러다임인 인간, 건강, 환경, 간호를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제시하

였다. 본 연구에서 검증된 모형을 토대로 질병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만성질환자들

의 자기관리과정 및 관련요인 연구에서 적용된다면 궁극적으로 보편적인 간호이론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간호실무의 측면에서 본 연구는 자기관리과정과 관련된 요인인 개인의 강점과 자

원, 환경적 요인, 질병에 대한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측면을 포괄하여 질병결과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함으로써, 임상에서 혈액투석환자의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한 효과

적인 접근 전략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였다. 혈액투석환자의 자기관리 프로그램 계획

시 치료이행 중심의 전통적 환자교육 보다는 대상자의 내·외적 자원의 활성화와 함

께 질병으로 인해 변화된 삶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증상관리 및 정서적 측면에 대한 

지원이 요구된다. 질병의 특성상 사회경제적 측면의 막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재활과 

복지 및 지역사회 서비스 등의 다학제간 노력이 시도되어야 한다.

간호교육의 경우, 본 연구를 통해 혈액투석환자들이 수동적인 치료 이행자가 아닌 

적극적인 건강 책임자로서, 긍정적 자원을 바탕으로 사고와 정서 두 가지 자기조절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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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통해 자기관리과정에서 주체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만성질환자의 

자기관리과정에서 취약성과 위험요인을 강조하기 보다는 대상자의 능력을 믿는 강점 

관점에서 변화를 촉진하는 새로운 관점이 간호교육에서 필요하며, 협동적 돌봄을 위

한 만성질환자 및 가족, 의료진과의 치료적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방안을 교육과정에 

포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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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지역의원에서 혈액투석 중인 성인 250명을 대상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

한 자기관리과정 및 관련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Leventhal의 자기조절모형을 기반

으로 모형을 구축한 후 이를 검증하였다.

GFI로 평가한 모형의 적합도는 .934로 권장수준 이상이었고, 총 9개의 경로 중 6

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자기관리과정의 최종목표인 건강관련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은 자기체계와 사회적 맥락, 인지적 표상과 정서적 

표상이었으며, 자기체계와 사회적 맥락은 인지적, 정서적 표상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

으로도 영향을 주었다. 반면 치료이행과 인지적 재평가로 측정한 대처전략은 표상과 

질병결과 사이에서 유의한 매개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건강관련 삶의 질은 자기체계

와 사회적 맥락, 질병인식 및 우울에 의해 63.0%가 설명되었으며, 이 중 자기체계와 

사회적 맥락이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 인지적 표상, 정서적 표상, 대처전략 역시 자

기체계와 사회적 맥락에 의해 각각 32.6%, 46.3%, 45.6%가 설명되었다.

본 연구결과 혈액투석환자들은 자기관리과정에서 적극적인 문제해결자로서 최적의 

안녕과 기능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강점과 내·외적 자원을 바탕으로 질병으

로 인한 다양한 삶의 변화와 정서를 다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말기신장질환

은 삶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만성질환으로, 건강돌봄제공자들은 의학적 측면과 함께 

심리사회적 적응을 돕고, 획일적인 치료이행보다는 대상자의 입장에서 효과적인 대처

전략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였다. 앞으로 혈액투석환자들의 자기관리 지원을 위해서

는 대상자의 강점과 사회적 자원의 강화에 중점을 두고 질병에 대한 사고와 정서를 

파악하는 한편 대처과정에서 환자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보다 전체적인 자기관리과정을 구체화함으로써 자기관리과정에 대한 설명을 확대시

켰고, 최종결과인 삶의 질을 중심으로 관련요인간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자기관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재개발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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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1) 자기관리 지원을 위해 대상자의 이용가능한 임상적 자원을 사정하고 간호학, 의

학, 사회복지학, 심리학 등 다학제간 적극적인 연계를 통해 다양한 임상적 자원

을 개발하여 활용한다. 

2) 환자, 가족, 건강전문가와의 지속적인 치료적 상호작용을 통해 질병에 대한 사

고와 정서를 파악하고, 대상자의 상황을 고려한 개별화된 자기관리 계획을 제공

한다. 

3) 질병결과 측정시 주관적 자기보고와 함께 객관적으로 관측 가능한 생존기간, 합

병증 발생, 직장복귀율과 같은 변수를 포함하는 것을 제언한다. 

4) 자기조절모형이 다른 만성질환자의 자기관리과정에서도 적용이 되는지 검증하

고, 종단적 방법을 통해 변인들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연구가 필요하다. 

5) 혈액투석환자를 대상으로 질병과정에서의 문제해결 및 건강향상을 위한 효과적

인 자기관리 행위와 정서조절을 위한 다양한 대처전략을 규명하는 연구가 요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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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연구대상자보호심의결과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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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연구참여 동의서

연구제목: 자기조절모형에 기반한 혈액투석인의 자기관리 모형구축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간호학 박사과정 중인 차지은 간호사입니다. 본 연구는 혈액투석

인의 자기관리 과정 및 건강 관련 요인들을 파악하여 자기관리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본 연구에는 6개월 이상 혈액투석치료 중인 성인 남녀 25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자발적으로 

참여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될 것입니다. 설문지 문항들은 정답이 없으며 여러분이 가지

고 있는 생각대로 답해주시면 됩니다. 설문지 작성에는 대략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또한 설문지

를 작성하시는 도중에라도 더 작성을 원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만두실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시는 동안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은 거의 없으며, 참여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소정의 

답례품을 드립니다.

모든 자료는 무기명으로 전체 대상자에 대한 결과로서 통계 처리되며 개별적인 정보로는 제시

되지 않으므로 비 이 보장되어 귀하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제공해

주신 정보는 본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조사

에 포함된 개인정보와 혈액검사와 같은 의료 정보는 연구자만이 알 수 있도록 처리하여 잠금 장

치가 있는 곳에 보관하고 연구 논문이 발표된 후 분쇄 폐기 될 예정입니다. 

귀하의 답해주신 내용은 혈액투석인에게 보다 나은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거 자료로 도움

이 될 것입니다. 연구와 관련하여 의문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연구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구 책임자 : 차지은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대학원)

연락처: 000-0000-0000, 이메일 : jecha527@snu.ac.kr

본인은 이 연구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었으며, 이 설문 조사에 참여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인은 자발적으로 이 연구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본인은 본인의 건강정보를 사용하고 공유하는 것을 허락하며, 동의서 사본 1부를 받게 

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날 짜  :          년     월     일            서 명  :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연구대상자 보호심사위원회 승인을 받았습니다(201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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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설문지

1. 일반적, 질병관련 특성

※ 다음은 일반적 특성에 관한 문항입니다.

1.  성별        ① 남      ② 여

2.  연령        만 ________ 세

3.  결혼 상태   ① 미혼    ② 기혼    ③ 이혼    ④ 별거    ⑤ 사별  

4.  종교   ①  불교      ② 기독교     ③ 천주교    ④ 기타     ⑤ 무교

5.  학력   ① 초졸    ② 중졸  ③ 고졸  ④  대졸이상

6.  가정의 월평균 수입은 얼마나 되십니까? 

① 100만원 미만      ② 100∼200만원 미만   ③ 200∼300만원 미만 

④ 300∼400만원 미만 ⑤ 400∼500만원 미만   ⑥ 500만원 이상

7.  의료보장형태  ① 건강보험  ② 의료급여 1종  ③ 의료급여 2종  

④ 차상위 계층  ⑤ 기타 

8. 현재 직업 상태는 어떠합니까?   ① 있다   ② 없다 

있다면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              )

9. 환우모임(온라인 모임 등)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① 네  ② 아니요

10. 거주지역(도시, 지역명)과 현재 다니는 투석병원을 적어주십시오. 

                    (          ,                )

※ 다음은 질병관련 특성에 관한 문항입니다.

1. 혈액투석을 하신지 얼마나 되십니까?   (    ) 년   (   ) 개월

2. 주당 투석 횟수는 몇 회입니까?    ① 3회     ② 2회

3. 말기 신장질환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① 당뇨   ② 고혈압   ③ 사구체질환   ④ 기타 ______________

4. 만성신부전 외에 현재 갖고 있는 질병이 있으면 표시해주십시오.

☐ 당뇨      ☐ 고혈압   ☐ 심혈관질환   

☐ 울혈성 심부전    ☐ 기타 (                    )

5. 현재 신장이식 대기자 등록을 한 상태입니까?  ① 예   ② 아니오 

6. 과거 신장이식을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②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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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순간에 느끼는 바로는
전혀 

아니다
아니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앞으로의 내 삶에 대해 긍정적으로 본다. 1 2 3 4

2. 나는 삶에 있어 목표를 가지고 있다. 1 2 3 4

3. 나는 어려움 속에서도 가능성을 볼 수 있다. 1 2 3 4

4. 나는 내 안의 내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1 2 3 4

5. 나는 살면서 다른 사람들과 사랑을 주고 받을 수 있다. 1 2 3 4

6. 나는 매일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다. 1 2 3 4

7. 나는 내 인생이 가치있고 귀하다고 느낀다. 1 2 3 4

2. 자기체계와 사회적 맥락

1) 일반적 자기효능감 측정도구

귀하는 다음의 행위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자신하십니까? 귀하의 

생각과 같은 곳에 ‘O’표시 해주십시오.

일반적으로 

거의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일단 계획을 세우면 그 일을 끝까지 해낼 수 있다.

2. 한 번에 그 일을 해낼 수 없는 경우에는 할 수 있
을 때까지 계속한다.

3.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이라도 해야할 일이라면 끝
까지 해낸다.

4. 일단 내가 어떤 일을 하기로 결정하면 그 일에 매
진한다.

5. 실패를 하면 할수록 더욱 매진한다.

6. 나는 자립적인 사람이다.

7. 나는 생활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를 잘 해결
하지 못한다. 

2) 희망 측정도구, Herth Hope Index (HHI)

각 문항을 잘 읽으시고 지금 당장의 자신을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것에 ‘O’표시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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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적지지 측정도구,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각 문항에 대해 현재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O’ 표시 해주십시오.

(의료인에는 현재 다니는 투석병원의 의사, 간호사를 포함합니다)

문항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 주위에는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줄 
의료인(의사, 간호사)이 있다.

1 2 3 4 5

2. 나에게는 나의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눌 
의료인(의사, 간호사)이 있다.

1 2 3 4 5

3. 나의 가족들은 나에게 도움을 주고자 진
정으로 노력한다.

1 2 3 4 5

4. 나는 내가 필요로 하는 정서적 도움과 지
지를 가족으로부터 얻는다.

1 2 3 4 5

5. 나에게는 나를 진정으로 위로해 줄 의료
인(의사, 간호사)이 있다.

1 2 3 4 5

6. 나의 친구들(투석환우 포함)은 나에게 도
움을 주고자 진정으로 노력한다.

1 2 3 4 5

7. 어떤 일들이 잘못되었을 때 나는 나의 친
구들(투석환우 포함)에게 의지할 수 있다.

1 2 3 4 5

8. 나는 나의 문제들에 대해 가족들과 이야
기를 나눌 수 있다.

1 2 3 4 5

9. 나는 나의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눌 친구
들(투석환우 포함)이 있다.

1 2 3 4 5

10. 내 인생에는 나의 감정을 보살펴 주는 
의료인(의사, 간호사)이 있다.

1 2 3 4 5

11. 나의 가족들은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기꺼이 도움을 주려고 한다.

1 2 3 4 5

12. 나는 나의 문제에 대하여 친구들 (투석
환우 포함)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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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기조절체계

1) 질병인식 측정도구, Revised Illness Perception Questionnaire(IPQ-R)

다음은 자신의 질병에 대한 생각을 묻는 문항들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

하는 것에 ‘O’표시 해주십시오.

질병결과에 대한 지각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반반이다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

다

1. 내 신장병은 심각한 상태이다.

2. 내 신장병은 내 삶에 막대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3. 내 신장병은 내 삶에 많은 영향을 미
치지 않는다.

4. 내 신장병은 나에 대한 남들의 시각에 
큰 영향을 미친다.

5. 내 신장병은 내게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힌다.

6. 내 신장병은 나와 가까운 사람들을 힘
들게 한다.

Brief Illness Perception Scales (Brief IPQ) : 증상 항목

1. 귀하는 신장질환으로 인한 증상을 얼마나 경험하십니까? 
(해당된 수준에 동그라미)

0 1 2 3 4 5 6 7 8 9 10

전혀 

증상이 

없다

심한 

증상이 

많다

2) 우울측정도구, Hospital Anxiety and Depression Scale - Depression (HADS-D)

다음 문항들은 여러분의 감정상태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감정과 가장 가까운 답에 ‘O’표시 해주십시오. 

응답하실 때 너무 오랫동안 생각하지 마십시오. 깊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바로 떠

오르는 답이 더 정확한 것일 수 있습니다.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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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좋아하던 것들을 여전히 즐긴다.

      ☐ 확실히 즐긴다. 

      ☐ 예전만큼 많이 즐기지는 않는다.

      ☐ 겨우 조금 즐긴다.

      ☐ 전혀 즐기지 않는다.

2. 웃을 수도 있고 어떤 일의 재미있는 면을 볼 수 있다.

      ☐ 예전만큼 그럴 수 있다.

      ☐ 예전만큼 많이 그렇지 않다.

      ☐ 확실히 예전 같지 않다.

      ☐ 전혀 그렇지 못하다.

3. 명랑한 기분이 든다.

      ☐ 전혀 들지 않는다.

      ☐ 드물게 든다.

      ☐ 가끔 든다.

      ☐ 거의 항상 든다.

4. 활기가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 거의 항상 그렇게 느껴진다. 

      ☐ 매우 자주 그렇게 느껴진다.

      ☐ 가끔 그렇게 느껴진다.

      ☐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다.

5. 나의 외모에 대한 관심이 없어졌다.

      ☐ 확실히 없어졌다.

      ☐ 신경써야 하는 만큼 자주 신경을 쓰지 않는다.

      ☐ 가끔 신경을 쓰지 않는다.

      ☐ 언제나 똑같이 신경을 쓴다.

6. 예정된 일들을 기쁘게 기다린다.

      ☐ 예전만큼 기대한다.

      ☐ 이전보다는 다소 덜하다.

      ☐ 이전보다 확실히 덜하다.

      ☐ 전혀 그렇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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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좋은 책이나 라디오,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 자주 즐긴다.

      ☐ 가끔 즐긴다.

      ☐ 드물게 즐긴다.

      ☐ 거의 즐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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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처전략

1) 이행 측정도구, 환자역할행위 이행 도구

다음은 귀하가 식이, 약물, 투석, 운동 및 동정맥루 관리 등에 대해 어느 정도 실

천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설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O’

표시 해주십시오.

전혀

지키지

않는다

가끔 

지키고 

있다

자주 

지키고 

있다

항상 

지키고 

있다

1. 매일 몸무게를 측정한다.

2. 매일 혈압을 측정한다.

3. 적절한 수분 섭취량을 미리 계산하여 먹는다.

4. 적절한 단백질 섭취가 되도록 유의한다.

5. 외식을 해야할 경우 식이제한을 충분히 고려한다.

6. 가능한 짜게 먹지 않는다.

7. 생야채나 과일은 가능한 먹지 않는다.

8. 항상 의사의 처방하에 약을 복용한다.

9. 내가 복용한 약의 종류와 양을 알고 있다.

10. 나의 상태에 맞게 권유받은 운동을 규칙적으로 한
다.

11. 하루 7-8시간 정도 수면을 취한다.

12. 병원에 연락할 방법을 갖고 있다.

13. 감기나 기타질병에 감염되지 않도록 위생적인 생
활을 한다.

14. 혈액투석을 위한 혈관부위가 조이거나 눌리지 않
도록 하며 계속 소리가 유지되는지 매일 확인한다.

15. 투석 받는 날짜와 시간을 지킨다.

2) 생리적 측정치

  - 최근 실시한 혈액투석 5회에서 투석 간 체중증가량의 평균은 얼마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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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지적 재평가 측정도구,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Questionnaire-CERQ

질병 및 투석치료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에 ‘O’표시 해주십시오. 

번
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질병을 갖고 투석을 받게 된 상황에서 배울 것
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2
살다보면 투석을 하는 것보다 더 나쁜 일도 있
다고 스스로에게 말한다.

1 2 3 4 5

3
질병을 갖고 투석을 받게 되면서 내가 더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4
다른 일(예. 말기암)에 비하면 투석하는 것이 
그리 나쁜 것도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긍정적 재평가 1, 3   조망확대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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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강관련 삶의 질 

1) Medical Outcomes Study Short-Form 12(MOS SF-12) version 2. 

다음은 귀하의 주관적인 건강상태를 묻는 질문입니다. 해당 부분에 ‘O’표시 해주십

시오.

1. 평소의 귀하의 건강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최고로 좋다 아주 좋다 좋다 조금 나쁘다 나쁘다

2. 평상시 신체활동을 할 때 다음과 같은 지장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느 정도입니까?

지장이 

전혀 없다

지장이

약간 있다

지장이 

많다

1) 다소 힘든 활동(예를 들어 탁자 옮기기, 집안 청소, 자전
거 타기 또는 배드민턴 하기)

2) 한꺼번에 두세 계단씩 올라가기

3. 지난 한 달간 당신의 신체적, 감정적인 어려움으로 일상생활이나 직장에서 다음

과 같은 제한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다 

거의 

없었다

조금 

있었다

많이 

있었다

항상 

있었다

1) 신체적인 어려움으로 원하는 만큼 일을 하지 
못했다.

2) 신체적인 어려움으로 대부분의 일을 할 때 어
려움이 있었다.

3) 감정적인 어려움으로 원하는 만큼 일을 하지 
못했다.

4) 감정적인 어려움으로 보통 때 만큼 일에 집중
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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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문항 중 해당되는 곳에 ‘O’표시 해주세요.

전혀

없었다

거의 

없었다

조금 

있었다

많이 

있었다

항상 

있었다

1) 신체적인 통증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에 어
려움이 있었다.

2) 지난 한 달간 신체적 또는 감정적인 어려움으
로 사회활동(가족간, 친구간, 이웃간)에 어려움
이 있었다.

5. 다음 질문은 지난 한달 간 당신이 어떻게 느꼈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O’표시 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았다

가끔 

그랬다

자주

그랬다

거의 

그랬다

항상 

그랬다

1) 나는 안정되고 평온했다

2) 나는 힘(활력)이 넘쳤다.

3) 나는 풀이 죽고 울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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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of Quality of Life 

Focused on the Self-management Process 

in Patients with Hemodialysis

Jieun Cha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Hemodialysis has become one of the representative renal replacement therapies 

with an increase in long-term survivors. Thus, health professionals need to pay 

attention to improve their quality of life. Self-management has been identified as  

an important element in the quality of life of patients with hemodialysis. An 

investigation on the dynamic and comprehensive self-management process and 

relevant factors should precede self-management suppor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nstruct a hypothetical model that includes factors related to the 

self-management process of patients with hemodialysis using the Self-regulation 

model of Leventhal as its theoretical framework and to verify the paths between 

the variables.

Variables relevant to the self-management process were selected based on a 

literature review. The exogenous variables were the self system and social 

context. The endogenous variables were cognitive representation, emotional 

representation, coping strategies, and illness outcome regarding the illness. The 



- 97 -

hypothetical model consisted of the self system and social context, cognitive 

representation, emotional representation, and coping strategies having an effect 

on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directly and indirectly. The observed variables 

regarding the self system were self-efficacy and hope; social context was social 

support; cognitive representation was illness perception; emotional representation 

was depressive mood; coping strategies were adherence and cognitive reappraisal; 

and illness outcome was the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The participants were 250 adults between the age of 18 and 65 years who 

were receiving hemodialysis from 27 hemodialysis clinics in Seoul and an online 

peer group from December 20, 2013 to January 25, 2014. A structured self-report 

questionnaire was used, and the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SPSS WIN 19.0 and AMOS 19.0.

The results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fitness of the hypothetical 

model satisfied the Goodness of Fit Index at .934 which is above the 

recommended level ( > .90). Among nine paths, six paths were supported with 

statistical significance excluding three paths. The factors that had a direct 

influence on the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the ultimate goal of 

self-management in the model, were self system, social context, illness perception 

and depressive mood. Self system and social context, which were composed of 

hope, self-efficacy, and social support, had an indirect influence through illness 

perception and depressive mood. However, the coping strategies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Self system, social context, 

illness perception, and depressive mood explained 63.0% of the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Self system and social context had a direct influence on the illness 

perception, depressive mood, and coping strategies, and it explained 32.6%, 

46.3%, and 45.6% of the variance, respectively.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self-management process of hemodialysis patients 



for an enhanced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is mediated by illness perception 

and emotion, and both factors are considerably affected by personal and social 

resources. This research specifies a more complete spectrum of self-management 

processes. In conclusion, healthcare providers can best facilitate self-management 

by activating patients’ strengths and positive collaborative relationships, by 

understanding the ideas and emotions about the illness that each patient has, and 

ultimately improve the health outcomes. 

Keywords : Hemodialysis, Self-management, Self-regulation model, Quality of lif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tudent Number : 201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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