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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효능증진 운동훈련 프로그램이 신장이식 환자의 불안, 우울 

및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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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말기 신부  환자에게 가장 이상 인 치료방법인 신장

이식은 장기이식 에서도 활발히 행해지고 있는 시술로

서(진동찬 등, 1996) 성공 인 신장이식은 생존율을 증

가시키고 삶의 질을 높인다는 등의 장 이 있어(Krmar, 

Eymann, Ramirez & Ferraris, 1997; McSweeney, 

1995; Park et al., 1996)  세계 으로 더욱더 증가

하고 있다. 

한편 성공 인 신장이식후에 부작용이 발생 할 수도 

있어(Kiley, Lan & Pollock, 1993; Sara, Carol & 

Marilyn, 1996) 정상 인 신장 기능 유지를 해 끊임

없는 추후 리가 필요하다(김용순, 1997; 김 철과 박

성배, 1997; 이지수, 1997). 그러나 많은 신장이식 환

자들이 추후 리를 받는 과정에서 이식을 받음으로 인해 

모든 것이 해결되리라는 기 감이 깨어지고 거부반응에 

한 방, 감염에 한 주의 등에 한 부담으로 인해 

갈등과 좌 을 느끼게 된다. 한 신장기능 하와 합병

증 발생  평생 면역억제제와 기타 약물에 의존하여 살

아야 되는 자신의 독립심 상실로 인해 우울과 비  사

고양상이 뚜렷이 나타나 자신의 삶에 해 부정 인 반

응을 보이는 심리 인 문제가 발생하며(Juneau, 1995; 

Merz, 1998; Nina et al., 1997; Wilner & 

Gregoire, 1996) 이들 이식 환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가

장 흔한 심리  문제는 불안과 우울이다(Strouse, 

Fairbanks, Skotzko & Fawzy, 1996; Trzepacz, 

Levenson & Tringali, 1991). 

신장이식 환자를 상으로 한 국내외의 연구를 보면 

투석환자와 신장이식 환자의 불안, 우울  생활만족도

(임옥근, 1993), 스트 스 요인, 정도  처방안

(Frey, 1990), 스트 스와 삶의 질(조윤수, 1999), 삶

의 질(노유자, 1993; 박인호 등, 1994; Laupacis et 

al., 1996; Witzke et al., 1997)등 부분이 조사연

구이고 이에 한 재를 용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

으로 간호 재 개발의 시 함을 살펴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장이식 환자들에게 흔히 올 

수 있는 불안과 우울을 경감시키고 궁극 으로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한 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를 

검정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

본 연구의 목 은 신장이식 환자의 불안과 우울을 경

감시키고 그들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한 자기효능증

진 운동훈련 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를 검정하고 

이를 간호 장에 활용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그 구체 인 

목 은 다음과 같다.

1) 자기효능증진 운동훈련 로그램이 신장이식 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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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 우울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한다.

연구목 에 따른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 자기효능증진 운동훈련 로그램을 받은 운동

훈련군과 자기효능증진을 받은 자기효능군이 

아무 처치도 받지않은 조군보다 불안 정도

가 낮을 것이다.

가설 2 : 자기효능증진 운동훈련 로그램을 받은 운동

훈련군과 자기효능증진을 받은 자기효능군이 

아무 처치도 받지않은 조군보다 우울 정도

가 낮을 것이다.

가설 3 : 자기효능증진 운동훈련 로그램을 받은 운동

훈련군과 자기효능증진을 받은 자기효능군이 

아무 처치도 받지않은 조군보다 삶의 질이 

높을 것이다.

Ⅱ. 문헌 고찰

1. 신장이식과 불안, 우울  삶의 질 

신장이식 환자들은 새롭게 이식받은 신장의 기능유지

와  약물의 농도  합병증 발생시의 리 등으로 

인해 일반 인 수술로 인한 치유, 회복차원과는 다른 수

술 후의 계속 인 추후 리를 요구받게 된다(김용순, 

1997). 새로운 자가간호 기술의 습득과 이식된 신장기

능에 한 압박감 등이 생기게 되고(White, Starr & 

Lewis, 1990), 이식된 신장에 한 거부반응 방을 

해 평생 복용하게 되는 면역억제제의 사용은 감염성질환, 

악성종양, 당뇨병, 무 성골괴사 등의 합병증 발생을 증

가시킨다( 한이식학회, 1995). 한 여드름과 다모증 

등의 합병증 발생으로 인한 신체상 변화로 성격변화와 

우울을 경험하며(박혜옥, 1989), 사회생활에의 응 문

제가 발생하고 있으며(Lundin, 1993) 가족의 재정 인 

부담감과 미래에 한 두려움(Lewis, Starr, Ketefian 

& White, 1990) 등으로 인해 불안과 우울(Park et 

al., 1996; Strouse et al., 1996; Trzepacz et al., 

1991)을 경험하게 된다. White 등(1990)은 이식된 신

장의 기능과 반 인 건강상태가 신장이식 환자들에게

서 가장 요한 심사라고 지 하 으며 이로인한 많은 

불안과 우울을 경험한 환자들은 삶의 질이 낮았다고 보

고하 다. 한 Guttman(1987)도 신장이식 환자들이 

불안과 우울을 경험하게 되어 결국에는 이들의 삶의 질

이 하되고 있다고 하 다.

그러므로 신장이식 수술 이 에 비 실 으로 자신의 

상태가 호 될 것으로 기 하거나 수술 후에 경험 할 수 

있는 생활에서의 정서  문제들을 과소평가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Sayag et al., 1990).

2. 운동

인간의 생존은 활동의 연속이며 생활의 부분이 운동

이다. 운동은 조직 인 것과 여가활동으로 하는 비조직

인 것이 있는데 어떤 형태의 운동이든 운동을 규칙

으로 오래동안 꾸 히 계속하면 근육이나 신경 그리고 

순환기계 등에 정 인 많은 향을 미치며(김희자, 

1994; 이미라, 1995; 추진아, 1997; Byrne & 

Byrne, 1993) 불안, 우울과 같은 부정 인 정서상태를 

완화시킨다(김정숙, 1997; 이미라, 1995; Byrne & 

Byrne, 1993). 한 운동은 오래 부터 건강증진 행

이며 질병 방으로 이용되는 치료 인 재로 알려지

고 인식되어 왔으며(김성수, 채정용과 권양기, 1992) 삶

의 질 증진을 한 운동의 요성이 강조되어 왔다(김은

희, 1996; 오복자, 1996). Oberley(1994)는 환자들의 

처치 로그램에 운동을 포함시키는 것은 불안, 우울  

삶의 질 하를 경험하는 환자에게 신체 , 사회심리

인 효과와 함께 사회복귀를 격려할 수 있다고 하 으며 

Tsai 등(1995)은 운동이 궁극 으로는 환자의 삶의 질

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 다. 따라서 운동 로그

램이 불안과 우울을 감소시키며 나아가 삶의 질을 증진

시킴을 나타내고 있어 간호 장에서 치료  간호 근을 

용하는 간호 재로 운동 로그램이 리 용될 수 있

음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Painter(1988)는 운동 로그램에 한 환자들

의 지속 인 참여를 해서는 환자와 가족의 극 인 

참여, 의료진의 운동 로그램 수행여부의 모니터  지

지, 격려가 매우 요하다고 하여 환자의 운동지속을 

해 환자와 가족 뿐 아니라 의료진의 역할의 요성을 강

조하고 있다.

3.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이란 특정한 행 를 수행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한 신념으로 자기효능감에 한 지각이 낮으면 

자신의 성격 인 결함에 집착하고 잠재 인 어려움의 가

능성을 실제 이상으로 두려워하여 자신의 잠재력을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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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발휘할 수 없게 해되고 자기효능감에 한 지각이 

높은 경우에는 더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는 자극을 받게 

되어 그 상황에 필요한 주의력을 갖고 노력하게 된다

(Bandura, 1986).

자기효능감의 정보원(sources of self-efficacy 

information)으로는 (1) 성취경험 (2) 리경험 (3) 

언어  설득 (4) 정서  각성(emotional arousal)의 

제거 (5) 자기효능감 정보의 인지 인 조작(cognitive 

processing) 등이 있다(Bandura, 1986).

문성미(2000)는 자기효능을 증진시키는 간호 재는 

환자의 우울이나 두려움 같은 심리  문제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하 으며, 이지수(1997)는 자기효능감이 높

을수록 삶의 질도 높다고 보고하 다. 한 Amir 등

(1999)은 자기효능이 질병과 삶의 질 사이의 요한 매

개변수로서 환자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해서는 이를 

강화시키는 재를 해야 한다고 하 다.

따라서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불안과 우울이 감소되며 삶의 질이 향상되므로 신장이식 

환자의 불안과 우울을 감소시키고 나아가 삶의 질을 증

진시키기 해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는 재를 개발하

여 평가하는 것은 요하다고 생각한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신장이식 환자의 불안과 우울을 감소시키고 

그들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한 12주 과정의 자기효능

증진 운동훈련 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를 검정하기 

한 비동등성 조군 후 실험 설계(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posttest design)이다<그림 1>.

 

그  룹 ＼ 주 0     8         12

운동훈련군 

자기효능군

조군 

: 자기효능증진 + 운동훈련 로그램

: 자기효능증진

: 처치 무

<그림 1> 연구설계

2. 연구 상  기간

연구 상자는 서울시내 3개 3차 진료기 에서 신장 

이식 후 추후 리를 받고 있는 환자로써 신장이식을 받

은지 1개월～1년 미만된 자, 규칙 인 운동을 실시하고 

있지 않은 자  무작  추출법에 따라 선정된 환자들에

게 본 연구의 취지를 설명한 후 연구에의 참여를 동의한 

90명을 상으로 하 다. 한편 조군 선정시에는 3차례

의 설문조사가 요구됨을 설명드린 후 연구에의 참여를 

동의받았으며 설문지 작성에 감사드리며 작은 선물을 

달하 다. 그러나 연구진행 도  합병증으로 인한 입원, 

지방에 거주하는 환자들의 지리  문제  개인사정 등

으로 탈락하여 최종 연구 상자는 총 56명이었다. 그 

 운동훈련군은 16명, 자기효능군은 18명, 조군은 

22명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효능증진과 운동훈련의 

효과를 보기 한 재군을 운동훈련군으로, 자기효능증

진의 효과만을 보기 한 재군은 자기효능군으로, 아

무 처치도 제공받지 않은 군을 조군으로 편의상 명명

하 다. 자료수집 기간은 1999년 11월 8일부터 2000

년 3월 14일까지 이었다.

3. 실험처치 : 자기효능증진 운동훈련 로그램

자기효능증진 운동훈련 로그램은 Bandura(1986)

가 주장한 자기효능이론을 근거로 본 연구자가 개발한 

운동이 포함된 환자교육 로그램이다<그림 2>. 자기효

능증진은 1회의 병원별 집단교육과 4회의 집단모임 그리

고 11회의 화를 통한 개별교육과 상담을 실시하 고, 

이 때 성취경험, 리경험(슬라이드상 )  언어  설

득법을 이용하 다. 1, 2, 3, 8주에는 주 1회의 집단모

임을 통해 각 환자의 경험을 공유하고, 4～7주 시기에는 

주 2회, 9～11주 시기에는 주 1회의 화방문을 하는 

것이다. 운동은 운동처방 문가, 신장이식 문의  간

호학 교수 각각 1명의 자문을 받아 로그램을 개발하

다. 이는 비운동(warming-up), 근력증진운동, 근지

구력증진운동, 정리운동(cooling-down)으로 구성된 약 

15～20분이 소요되는 교육으로서 비운동과 정리운동

은 어깨, 허리, 다리부 에 각각 1종목의 운동으로 구성

되었으며, 근력증진운동은 어깨, 허리, 다리 부 에 각각 

2종목의 운동으로 구성되었고, 근지구력운동은 어깨, 다

리부 에 각각 2종목의 운동으로 구성되었다. 운동을 

한 유인물에 운동 지속시간과 운동 회수를 기록하여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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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3 4～7 8 9～11 12 주

사

조사

   

집단모임: 

1회/주

A

화방문: 

2회/주

B

집단모임:

1회/주  

A

화방문:

1회/주

B

A : 환자경험 공유 + 자기효능증진

B : 자기효능증진

<그림 2> 실험처치  연구진행 차

었으며 운동 후에 운동지속 시간과 회수를 운동일지에 

기록하도록 하고 집단모임과 화통화시 확인하 으며 

성취경험, 리경험  언어  설득의 자기효능증진으로 

운동을 계속 이행하도록 격려하 다. 상자의 용이한 

응을 해 운동회수를 진 으로 증가시켜 기 1주

시에는 운동을 7～10분 동안 실시하다가 2주부터는 운

동의 회수를 증가시켜 10～15분 동안 실시하고, 3주부

터는 운동의 회수를 더욱 증가시켜 15～20분 동안 실시

하도록 하 다. 

4. 자료수집방법  차

연구진행 차는 다음과 같다<그림 2>. 사 조사로 운

동훈련군과 자기효능군, 조군의 불안, 우울  삶의 질 

검사를 실시하 으며, 그 후 운동훈련군에게는 자기효능

증진 운동훈련 로그램을 12주간 실시하 고 자기효능

군에게는 운동을 제외한 자기효능증진만을 실시하 으며 

조군에게는 아무런 처치도 실시하지 않았다. 본 로

그램을 12주간 실시한 근거는 운동의 효과가 일반 으로

는 운동실시 6～8주 후부터 나타나는데 본 연구에서는 

운동의 강도가 낮기 때문에 운동의 강도를 고려하여 12

주로 설정한 것이다. 그러나 운동실시 8주 후에도 효과

를 보일 수 있어 로그램 실시 8주와 12주에 사 조사

와 동일한 조사를 실시하 다.

5. 연구도구

(1) 불안(Anxiety) : Spielberger(1972)에 의해 개발

된 STAI(State-Trait Anxiety Inventory)를 김

정택과 신동균(1978)이 한국어로 번역하여 사용한 

도구로 측정하 다. 정  문항 10문항과 부정  

문항 10문항 총 20문항 4  척도로 구성되었다. 최

소 20 ～최고 80 으로 수가 높을수록 불안 정

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김정택과 신동균(1978)의 

연구에서 Cronbach's α=.92를 나타내었고 본 연

구에서는 사  검사시 α=.91, 8주시 α=.90, 12

주시 α=. 90이었다.

(2) 우울(Depression) : Zung(1965)의 자기보고형 

우울측정도구를 신석철(1977)이 한국말로 번역하

여 사용한 우울측정도구로 측정하 다. 정  문

항 10문항과 부정  문항 10문항 총 20문항 4  

척도로 구성되었다. 최소 20 ～최고 80 으로 

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신석

철(1977)의 연구에서 Cronbach's α=.77을 나

타내었고 본 연구에서는 사  검사시 α=.88, 8주

시 α=.87, 12주시 α=. 87이었다.

(3) 삶의 질(Quality of Life) : 방활란(1991)이 개발

한 삶의 질 측정도구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보완하

여 내용타당도 검증을 거친 것으로 정서상태 역 

12문항, 사회  활동 역 8문항, 신체  증상 역 

4문항, 가족의 지지  경제 상태 역 5문항, 삶에 

한 태도 역 5문항, 건강에 한 인식 역 6문항 

총 40 문항 5  척도로 구성되었다. 최소 40 ～최

 200 까지의 범 로 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음을 의미한다. 방활란(1991)의 연구에서 

Cronbach's α=.94를 나타내었고, 본 연구에서는 

사후

조사 1

자기효능증진 

운동훈련

로그램

사후

조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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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일반  특성 

                   그 룹  

 특 성

운동훈련군 자기효능군 조군 χ2

or F
p

N(%) N(%) N(%)

 성 별        남자

              여자

 6(37.5)

10(62.5)

13(72.2)

 5(27.8)

17(77.3)

 5(22.7)
 7.1 .0290

 연 령 37.9±11.7* 36.1±8.9* 40.0±10.5*  6.2 .4360

 교육수      졸이하

              고졸 

              졸이상

 1( 6.3)

 9(56.3)

 6(37.5)

 2(11.2)

 9(50.0)

 7(38.9)

 3(13.6)

12(54.5)

 7(31.8)

  0.7 .9610

 투석기간(개월) 17.9±18.8* 36.2±46.5* 20.0±18.0*   2.0 .1510

 이식후 경과기간(개월) 6.6±2.5* 5.9±3.1* 7.5±2.7*   1.6 .2120

 신장제공자   뇌사자

              생체연 자

              생체무연 자

11(68.8)

 3(18.8)

 2(12.6)

 -(-)

 8(44.5)

10(55.5)

 9(40.9)

 6(27.2)

 7(31.9)

18.1 .0010

* : 평균±표 편차

<표 2> 불안, 우울  삶의 질 동질성 검사

        그 룹

변 수
운동훈련군 자기효능군 조군 

동질성 검사

F  p

불 안( 수) 56.2±1.1 55.9±2.0 55.1±1.9 4.3 .7813

우 울( 수) 53.5±1.8 54.1±1.9 53.9±1.5 5.0 .0659

삶의 질( 수) 136.3±21.7 149.9±18.8 156.6±18.4 5.2 .0098

사 검사시 α=.92, 8주시 α=.91, 12주시 α

=.93 이었다.

6. 자료분석

일반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을, 불안, 우울  삶의 

질에 한 동질성 분석은 ANOVA와 Chi-square test

로 알아보았고, 운동훈련군, 자기효능군과 조군에서 이

들 종속변수의 8주와 12주 후 변화량은 ANOVA로 분석

하 으며 유의한 경우에는 Scheffé 다 비교를 하 다.

Ⅳ. 연구 결과

1. 인구사회학  특성

상자의 일반  특성은 남자 36명(64.3%), 여자 

20명(35.7%)이었고, 연령분포는 20～62세이었다. 교

육수 은 고졸이 제일 많았고, 이식  투석 치료기간은 

평균 24.6개월이었으며, 이식 후 경과기간은 6.7개월이

었다. 한 신장 제공자에서는 뇌사자가 20명(35.7%), 

생체연 자가 17명(30.4%), 생체무연 자가 19명

(33.9%)이었다<표 1>.

한편, 운동훈련군과 자기효능군, 조군간의 불안, 우

울, 삶의 질에 한 동질성 검정에서는 삶의 질을 제외

하고는 유의한 차이가 없어 3군간의 동질성이 확인되었

다<표 2>.

2. 가설검증

가설 1 : 자기효능증진 운동훈련 로그램을 받은 운동

훈련군과 자기효능증진을 받은 자기효능군이 

아무 처치도 받지않은 조군보다 불안 정도

가 낮을 것이다.

실험 후의 불안 수의 평균차이는 운동훈련군 

-10.8, 자기효능군 -7.0, 조군 5.4로 운동훈련군과 

자기효능군은 유의하게 감소한 반면 조군은 오히려 증

가하여(p=.0003) 운동훈련군과 자기효능군이 조군보

다 불안정도가 낮았으므로(p=.05) 본 가설 1은 지지되

었다<표 3>.

가설 2 : 자기효능증진 운동훈련 로그램을 받은 운동

훈련군과 자기효능증진을 받은 자기효능군이 

아무 처치도 받지않은 조군보다 우울 정도

가 낮을 것이다.

실험 후의 우울 수의 평균차이는 운동훈련군 

-8.2, 자기효능군 -5.4, 조군 4.3으로 운동훈련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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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불안, 우울, 삶의 질 변화

변   수 그   룹 0 주 8 주 12 주 p+

불   안 운동훈련군

자기효능군

조군

 56.2± 1.1  

 55.9± 2.0

 55.1± 1.9

 49.6± 2.1

 52.4± 1.5

 58.2± 1.2 

 45.4± 1.7  

 48.9± 1.3  

 60.5±  2.1

.0003a,b

우   울

운동훈련군

자기효능군

조군

 53.3± 1.8

 54.1± 1.9

 53.9± 1.5

 48.8± 2.2

 51.0± 1.7

 56.4± 1.8

 45.1± 1.6

 48.7± 2.2

 58.2± 1.9

.0005a,b

삶의 질

운동훈련군

자기효능군

조군

136.3±21.7

149.9±18.8

156.6±18.4

146.0±17.8

156.2±19.7

146.7±19.7

153.8±15.0

162.7±21.3

139.1±20.2

.0001a,b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 by ANOVA.

a Exercise training group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control group(Scheffé test, p< .05).

b Self efficacy group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control group(Scheffé test, p<.05).

자기효능군은 유의하게 감소한 반면 조군은 오히려 증

가하여(p=.0005) 운동훈련군과 자기효능군이 조군보

다 우울정도가 낮아졌으므로(p=.05) 본 가설 2는 지지

되었다<표 3>.

가설 3 : 자기효능증진 운동훈련 로그램을 받은 운동

훈련군과 자기효능증진을 받은 자기효능군이 

아무 처치도 받지않은 조군보다 삶의 질이 

높을 것이다. 

실험 후의 삶의 질 수의 평균차이는 운동훈련군 

17.5, 자기효능군 12.8, 조군 -17.5로 운동훈련군과 

자기효능군은 유의하게 증가한 반면 조군은 오히려 감

소하여(p=.0001) 운동훈련군과 자기효능군이 조군보

다 삶의 질이 높았으므로(p=.05) 본 가설 3은 지지되

었다<표 3>.

한편, 불안, 우울  삶의 질은 각 군과 실험 후 시

간의 교호작용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p= 

.0001), 재기간이 짧아질 수 있는 가능성을 알아보기 

해 종속변수를 8주에도 측정하 으며 8주의 변화량을 

분석한 결과 모든 종속변수들이 실험 에 비해 실험 8

주 후에도 역시 유의한 차이를 보 다(모든 p=.01).

Ⅴ. 논    의

성공 인 신장이식은 이식의 수가 차 증가하고 있으

나 신장이식으로 모든 문제가 완 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어(Park et al., 1996), 평생 받아야 하는 추후 리 

과정에서 심리  문제인 불안과 우울이 제일 많이 발생

하고 있어 이들의 삶의 질을 하시키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기효능증진 운동훈련 로그램을 

개발하여 신장이식 환자에게 간호 재로 용하여 그들

이 흔히 겪게되는 불안과 우울을 감소시키고 궁극 으로

는 그들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자 하 다.

본 연구에서 불안과 우울의 변화는 실험 에 비해 실

험 종료 후 운동훈련군과 자기효능군에서 유의하게 감소

하 는데 이는 성취경험, 리경험(슬라이드 상 )과 언

어  설득법을 통한 자기효능증진과 집단모임  화방

문을 통한 자기효능증진으로 자신의 상황에 한 올바른 

인식과 그로 인한 변화에의 응에 나름 로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한 불안과 우울이 자기효

능군에서 보다 운동훈련군에서 더 많이 감소하 는데 이

는 불안과 우울같은 부정  정서가 운동을 통해 감소하

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이는 운동을 재로 용한 선

행 연구결과(Carney et al., 1993; Everett et al., 

1993; Oberley, 1994; Painter et al., 1986; Tsai 

et al., 1995)들과도 부합하고 있다. 

한 본 연구에서 삶의 질 변화는 운동훈련군과 자기

효능군이 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한 반면 조군은 

오히려 감소하 다. 특히 운동훈련군의 삶의 질이 실험 

 가장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실험 종료 후 가장 높은 

증진 효과를 나타낸 것은 자기효능증진 운동훈련 로그

램을 통해 불안, 우울과 같은 부정  정서가 감소되며 

신체상태의 향상으로 더 큰 독립감을 느끼고 제한과 한

계가 게 되어 그들이 인지하는 삶의 질이 증진된 결과

라 생각된다. 그러나 투석환자, 이식환자  건강인들을 

상으로 한 비교연구(유지연, 1999; Laupacis et al., 

1996; Park et al., 1996)에서 이식 환자의 삶의 질이 

투석 환자보다는 높았으나 건강인들 보다는 낮아 이식 



성인간호학회지 제13권 제2호, 2001

- 229 -

환자들의 삶의 질 증진을 한 재의 필요성을 암시하

고 있다.

사체이식을 받은 경우보다 생체이식을 받은 경우에서 

후가 더 좋음에도 불구하고(UNOS, 1999) 본 연구에

서 생체이식이 주를 이루는 자기효능군과 조군보다 사

체이식이 주를 이루는 운동훈련군에서 더 호 된 결과가 

있었음을 볼 수 있어 본 자기효능증진 운동훈련 로그

램의 효과를 유추해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자기효능증진 운동훈련 로그램

의 진행 기간을 12주로 설정하 으나 불안, 우울  삶

의 질 모든 변수들이 특히 운동훈련군에서 8주째에도 실

험 에 비해 유의한 개선의 변화를 보 으므로 로그

램을 8주간으로 단축하여 진행하여도 무리가 없을 것으

로 사려된다.

한편, 미국 스포츠의학회의 보고에 의하면 운동을 규칙

으로 하는 인구는 약 20%이고, 불규칙 으로 운동을 

하는 인구는 약 40% 정도로서 약 60% 정도가 운동을 

한다. 하지만 신질환자의 경우 규칙 으로 운동을 하는 경

우는 약 8%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므로(김명화, 1996) 

특별히 신장이식 환자들에게 운동의 요성과 효과에 한 

정보를 체계 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Painter(1988)는 운동 로그램에 환자들의 지속 인 

참여를 해서는 운동 로그램 수행여부의 모니터  지

지, 격려를 의료진이 해 주어야 한다고 하 으므로 신장

이식 환자들을 간호하는 간호사와 추후 리 과정에서 이

들을 하게 되는 장기이식 코디네이터가 신장이식 환자

들에게 운동 로그램에 참여하도록 동기를 제공해 주어

야 하겠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신장이식 환자에게 

실시한 자기효능증진 운동훈련 로그램은 매우 정

인 결과가 나타났으므로 장기이식 시 의 장이 열린 이 

시 에서 이들 환자들의 불안과 우울 감소  삶의 질 

증진을 한 용 가능한 효과 인 간호 재의 한 방법

이라고 생각된다.

Ⅵ. 결론  제언

본 연구는 신장이식 환자들에게 흔히 올 수 있는 불안

과 우울을 경감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한 자기

효능증진 운동훈련 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를 검정

하기 한 연구이다. 

연구 상자는 서울시내 3개 3차 진료기 에서 신장이

식 후 추후 리를 받고 있는 환자로써 신장이식을 받은

지 1개월～1년 미만된 자, 규칙 인 운동을 실시하고 있

지 않은 자  무작  추출법에 따라 선정된 환자들  

연구에의 참여를 동의한 90명을 상으로 하 으나 12

주 연구진행 후 최종 연구 상자는 총 56명 이었다. 그

 운동훈련군은 16명, 자기효능군은 18명, 조군은 

22명 이었다. 자료수집기간은 1999년 11월 8일부터 

2000년 3월 14일까지 이었다.

자기효능증진 운동훈련 로그램은 Bandura(1986)

가 주장한 자기효능이론을 근거로 본 연구자가 개발한 

운동이 포함된 12주 환자 교육 로그램이다.

본 연구에서 불안은 Spielberger(1972)에 의해 개발

된 STAI를 김정택과 신동균(1978)이 한국어로 번역하

여 사용한 20문항 도구로 측정하 으며, 우울은 Zung 

(1965)의 자기 보고형 우울측정도구를 신석철(1977)이 

한국어로 번역하여 사용한 20문항 우울측정도구로 측정

하 다. 삶의 질은 방활란(1991)이 개발한 삶의 질 측

정도구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내용타당도 검증

을 거친 40문항 도구로 측정하 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실수와 백분율, ANOVA, 

Chi-square test, Scheffé test로 분석하 다.

연구결과는 12주 실험종료 후 자기효능증진 운동훈련 

로그램을 받은 운동훈련군과 자기효능증진을 받은 자

기효능군이 아무 처치도 받지않은 조군보다 불안과 우

울 정도가 낮았으며 삶의 질이 높아져 본 연구의 가설 

1, 2, 3 모두가 지지되었다. 한 8주의 변화량을 분석

한 결과 모든 종속변수들이 실험 에 비해 실험 8주 후

에도 역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신장이식 환자에게 실시한 

자기효능증진 운동훈련 로그램은 이들의 불안과 우울

을 감소시키고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데 효과 인 간호

재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운동의 종류와 강도를 획일 으로 실

시하 으므로 향후 이식환자들의 성별, 연령별, 이식 기

간별과 가족의 요구를 고려한 개별화된 교육 로그램의 

개발을 제언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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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Key concept : Kidney Transplant, Self Efficacy, 

Exercise Training Program

The Effects of the Self Efficacy 

Promotion and Exercise Training 

Program on Anxiety, Depression 

and Quality of Life of Kidney 

Transplant Recipients

Ahn, Jae-Hyu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nd 

evaluate the Self Efficacy Promotion and 

Exercise Training Program to decrease anxiety 

and depression and to increase the quality of 

life for kidney transplant recipients.

The subjects were selected randomly among 

the patients who underwent renal transplant at 

three major transplantation hospitals in Seoul, 

Korea. The observed subjects in this study 

consisted of 56 patients who had renal 

transplantations between one to twelve months 

prior to this study. The patients did not take 

any regular physical exercise. This study was 

carried out between November, 1999 and March, 

2000.

The study groups were divided into 3 groups; 

exercise training group (n=16), self efficacy 

group (n=18) and control group (n=22). The 

exercise training group received  self efficacy 

promotion and exercise training program for 12 

weeks. The self efficacy group received self 

efficacy promotion education, but no exercise 

training was given. The control group was not 

offered any education.

The anxiety, depression and quality of life 

were evaluated 3 times, before the experiment, 

after 8 weeks and after 12 weeks.

The data were analyzed with mean, standard 

deviation, Chi-square test, ANOVA and Scheffé 

test.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After the experiment, anxiety and depression 

scores of the exercise training group and self 

efficacy group were more significantly 

decreased than those of the control group 

(p=.05).

2. After the experiment, the quality of life score 

of the exercise training group and self     

efficacy group were more significantly 

increased than those of the control group 

(p=.05).

This study showed that the Self Efficacy and 

Exercise Training Programs were effective.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the Self Efficacy 

Promotion and Exercise Training Program could 

be widely applied as an effective independent 

nursing intervention to decrease anxiety and 

depression and to increase quality of life for 

kidney transplant recipien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