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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ncept Analysis of Compliance in Kidney Transplant Recipient Including Compliance with
Immunosuppressive Med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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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urpose: Compliance in kidney transplant recipients is critical for a positive prognosis. Especially compliance with medications after
kidney transplantation is a major health care issue with implications for graft rejection and graft loss. But the definition of compliance
in transplantation varies among center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larify the concept of compliance in kidney transplant recipients. Methods: A literature search was conducted using RISS, MEDLINE, CINAHL. The concept analysis was guided by the methodology posited by Walker and Avant. Results: In this study, we found the attributes of the concept: ‘compliance with immunosuppressive medication’, ‘compliance with follow-up’, ‘compliance with early detection of graft rejection and complication’, and ‘compliance with prevention of complication’. The antecedents of ‘compliance in kidney transplant recipients’ included ‘having a kidney
transplant surgery’ and ‘normal function of transplanted kidney’. The consequences of ‘compliance in kidney transplant recipients’ included ‘affecting the function of the transplanted kidney’ and ‘affecting the health of kidney transplant recipients. Conclusion: This
study may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ools for measuring compliance in kidney transplant recipients, as well as benefit nursing interventions research to increase compliance in kidney transplant recipients.
Key Words: Analysis; Kidney transplantation; Patient compliance
국문주요어: 개념분석, 신장이식, 이행

장손상이 발생하거나 사구체여과율이 60 mL/min 이하로 3개월 또

서 론

는 그 이상 지속되는 상태이다[1]. 만성신질환의 치료는 신기능의 악
화 인자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의 적극적인 조절과 더불어 저단

1. 연구의 필요성

만성신질환은 네프론의 지속적이며 비가역적인 파괴로 인해 신

백식이를 통해 만성신질환의 진행을 지연시키는 보존적 요법을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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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하지만 악화인자의 교정만으로 치료에 실

황영희· 박선정

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패할 경우 투석과 신장이식을 통한 신대체요법을 시행한다[1]. 신장

Walker와 Avant [6]의 개념분석은 순차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반복

이식은 투석과 비교하여 장기 생존율이 우수하고 삶의 질 향상과 치

적인 순환과정을 통해 개념분석을 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할 수 있

료비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이상적인 신대체 요법이다[1,2]. 신장

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Walker와 Avant [6]의 틀에 근거하여 신장이

이식 후 환자들은 사회로 복귀하여 모든 활동을 수행할 수 있으며

식환자의 치료지시 이행을 이론적으로 정의하고 그 결정적 속성을

[A30], 신장이식은 혈액투석 환자들보다 삶의 질이 높다고 하였다[3].

확인하여 관련 분야의 간호 실무와 연구 수행에 이론적 근거를 제

우리나라의 경우, 신장이식은 1969년 처음 시행된 이후 의학 기

시하고자 한다.

술의 발전과 새로운 면역억제제의 개발로 인해 2019년 기준 신장이
식 수술은 20,119건이 이루어졌다[4]. 이는 2007년에 조사된 수술
924건보다 각각 2.3배, 3.3배 증가한 수치로 앞으로도 신장이식은 계
속 증가할 전망이다[1,4].
신장이식환자는 이식 신장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평생 면역
억제제를 복용해야하지만, 이로 인하여 감염, 심혈관계 질환, 간기
능 부전 등이 발생할 수 있다[1]. 면역억제제를 필요 이상으로 사용
할 경우 기회감염을 일으켜 환자를 사망하게 할 수 있고, 면역억제
제를 적게 사용할 경우 거부반응을 일으킨다. 또한, 면역억제제의
지속적인 투여로 근력이 감소하고, 감염, 악성 종양의 발생이 증가하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Walker와 Avant [6]의 개념분석 방법에 따라 신
장이식환자의 치료지시 이행의 속성을 규명하고, 의미를 조직화하
여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는데 있다.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선행연구와 문헌을 조사하여 신장이식환자의 치료지시 이행
의 활용을 파악한다.
2) 신장이식환자의 치료지시 이행의 핵심 속성을 찾고, 그에 따른
모델사례를 기술한다.

고,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심혈관계 질환 및 골다공증 등의 질병

3) 신장이식환자의 치료지시 이행의 선행요인과 결과를 규명한다.

에 이환될 가능성이 높으므로[1], 정확하게 면역억제제를 복용하는

4) 다른 건강문제의 치료지시 이행과 신장이식환자의 치료지시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신장이식환자는 이식 후 의료

이행의 특성을 비교한다

인이 지시한 일상생활 관리, 면역억제제 복용, 식이 관리를 따르는
치료지시 이행이 필요하다.

연구 방법

치료지시 이행이란 환자가 만성병으로 진단받은 후 건강전문가의
치료지시에 따르는 행위로 정기적인 병원 방문, 약물요법, 식이요법, 운

1. 연구 설계

동요법 등의 처방을 실천하는 일과, 개인의 행동을 억제 또는 변경하

본 연구는 ‘신장이식환자의 치료지시 이행’ 개념을 Walker와

는 행동들을 포함할 수 있다[5]. 신장이식환자의 적극적인 치료지시 이

Avant [6]의 개념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선행연구와 문헌을 조사하

행은 치료효과와 삶에 크게 영향을 미치므로 매우 중요하다[A30].

고, 분석하였다.

개념분석은 간호 실무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남용되거나 애매
하고 모호한 개념을 명확하게 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6]. 신장이식

2. 연구 대상

환자의 치료지시 이행을 높이기 위해서는 치료지시 이행의 현상을

본 연구에서 국내 문헌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www.riss4u.net)에

확인하고 그 본질과 속성을 밝혀 그 개념을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

서 ‘신장이식’, ‘치료지시 이행’, ‘이행’으로 검색된 국내 학술지 및 학

하나, 치료지시 이행의 개념이 매우 복잡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를

위논문을 이용하였고, 국외 문헌은 MEDLINE (Pubmed)과 CI-

명확하게 규명하기는 어렵다[A24]. 국내외에서 이루어지는 신장이

NAHL (EBSCO)에서 ‘kidney transplantation’, ‘patient’s compliance’로

식환자의 치료지시 이행과 관련된 연구는 신장이식환자의 치료지

검색된 문헌을 이용하였다. 중복되어 논문이 검색되는 경우가 있어

시 이행을 약물 이행으로 한정하여 측정하거나, 자가간호와 혼용하

국내외 대표 검색 사이트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www.riss4u.net),

여 이루어지고 있다[7,A15]. 또한, 국내에서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는

MEDLINE (Pubmed) 그리고 CINAHL (EBSCO)을 이용하였다.

신장이식환자의 치료지시 이행 측정도구 중 치료지시 이행의 개념

본 연구의 문헌선정 기준은 1998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출

적 속성을 규명하고, 타당도를 검증하여 개발된 도구는 없다. 치료

판된 원문 접근이 가능한 국문 또는 영문으로 된 문헌이며, 기사는

지시이행의 개념적 속성이 명확하게 규명되어야, 이를 측정할 수 있

제외하였다. 치료지시이행에 대한 연구는 국외에서 1980년대부터

는 도구의 개발과 이를 높일 수 있는 중재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시작되었으나, 1990년부터 근거기반실무를

www.bionursingjourna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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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earching Strategies Applied to Internet Database			
Database

Search engine

Number of items

RISS
MEDLINE

RISS
Pubmed

6
16

CINAHL

EBSCO

14

Entry terms
(신장이식) AND (치료지시이행)
("kidney transplantation"[MeSH Terms] OR kidney transplantation[Title/Abstract]) AND
("patient compliance"[MeSH Terms] OR patient compliance[Title/Abstract])
(MH kidney transplantation OR AB kidney transplantation) AND (MH patient compliance
OR AB paticompliance)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8] 연구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

방법으로 개념의 사용범위 확인 → 개념의 속성 결정 -> 모델 사례

어, 1988년부터 최근 20년간 수행된 연구를 분석하였다.1998년 1월

제시 -> 유사, 관련, 반대 사례제시-> 개념의 선행요인과 결과 확인

부터 2018년 12월까지 발표된 문헌은 총 636건으로 한국교육학술정

-> 개념의 경험적 준거를 정의하였다[9].

보원에서 58건, Pubmed에서 480건, CINAHL에서 98건의 문헌이 검
색되었고, 원문에 접근할 수 없는 문헌 91건은 제외시켜 545건을 일
차적으로 분류하였다.
이차적으로 한국어와 영어 이외의 다른 언어로 기술된 문헌 20

4. 윤리적 고려

본 연구를 위해 A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면제요청서 승
인을 받았다(IRB 2019R0009-001).

건을 제외하여 525건이 분류되었고, 치료지시 이행 개념이 포함되
지 않고, 중복되어 검색된 자료 433건은 제외하였다. 이렇게 분류된

연구 결과

92건 중 본문 전체를 읽는 과정에서 연구 주제와의 관련성이 지나
치게 낮거나, 속성, 선행요인, 결과에서 신장이식환자의 치료지시

본 연구는 Walker와 Avant [6]의 개념분석에 따라 신장이식환자

이행 개념을 도출할 수 없는 55건을 제외한 36건 자료(Appendix)를

의 치료지시 이행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파악하였고 그 결과는

신장이식환자의 치료지시 이행 개념분석에 이용하였다(Figure 1).

다음과 같다.

인터넷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문헌 검색 시 사용된 주제어는 Table 1과 같다.

1. 개념의 사용
1) 사전적 정의

3.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신장이식’은 콩팥의 기능이 약한 사람에게 건강한 사람의 콩팥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신장이식환자의 치료지시 이행의 전반적

을 이식하는 수술이며[9], 영어로는 ‘kidney transplant’란 용어로 사

인 개념과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신장이식’ ‘치료지시 이행’, ‘이

용된다. ‘kidney transplant’는 영영사전에서 정의되어 있지 않고,

행’, ‘kidney transplantation’, ‘patient’s compliance’의 검색어를 사용하

‘transplantation’은 ‘taking body tissues from one body and placing them

여 국내·외 문헌을 검색한 후 선정된 문헌 내에서 신장이식환자의

in another body or in another part of the same body’이다[10]. ‘치료지시

치료지시 이행 개념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였다. 연구의 신

이행’ 또는 ’치료지시’라는 개념은 국어사전에는 없는 표현이어서,

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개념의 활용, 개념의 속성, 개념

치료지시 이행의 개념을 분석하기 위해서 먼저 ‘이행’의 사전적 정

의 선행요인과 결과를 2인의 연구자가 독립적으로 작성 후에 논의

의를 살펴보았다. ‘이행’이란 ‘약속이나 계약 등을 실제로 행함’을 의

와 합의를 거쳐 연구결과를 확보하였다. 2인의 연구원이 완전한 합

미하는 용어이고[11], 영어로는 ‘compliance’ 또는 ‘adherence’란 용어

의에 도달할 때까지 이 과정은 두 차례 반복되었다. 작성된 자료의

로 사용되고 있다. 영영사전에서 ‘compliance’는 ‘the act of obeying an

결과는 최종적 판단근거가 아니라 문헌을 일차적으로 고찰하는 과

order, rule, or request’이고[12], ‘adherence’는 ‘the fact of someone be-

정에서 포괄적 검토를 수행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having exactly according to rules, beliefs, etc’ 또는 ‘the obeying of a rule

자료들을 재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개념분석의 각 절차를 반복하며

or law’이다[13]. ‘이행’은 약속, 계약, 규칙 또는 요청을 실제로 행하거

순환하기도 하였고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한 최종 선정과 분석 그리

나 복종하는 행동이라는 특성을 기술하고 있다.

고 개념의 의미와 속성을 찾아내었다. 개념분석 시 Walker와 Avant
[6]의 방법을 이용하였고,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분석 대상
이 될 개념 선정 → 분석의 목적이나 목표 결정 → 찾을 수 있는 모든
www.bionursingjournal.or.kr

2) 건강 관련 연구에서 개념 사용

치료지시 이행은 매우 복잡하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다양한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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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사용될 수 있다. 이행이란 개인이 임상적 처방과 일치하는 행동을

하와 연결되므로 외래 방문에 대한 이행 역시 중요하다 [A33].

취하고 있는 정도[14], 치료지시 이행은 진찰, 처방의 순응, 지속적인

신장이식환자에게 권고되는 생활양식에 대한 이행 역시 이식 신

치료, 생활습관 수정의 4가지 범주에 잘 순응하는 것을 의미한다[15].

장을 장기적으로 사용하고, 환자의 생존율을 올리는 데 매우 중요

즉, 치료지시 이행은 환자가 의료인 및 의료기관과 의료인이 지시하

하다. 권고되는 생활양식은 가정에서 체온, 체질량지수, 혈압과 소변

는 임상적 처방을 잘 순응하는 것으로서 증상이 있을 때 진찰을 받

량을 스스로 감시하는 것으로 이것은 이식 후 이식거부반응, 면역억

는 것, 치료를 꾸준히 계속하는 것, 위험을 줄이기 위해 생활습관을

제제 부작용과 감염 등을 조기에 발견하여 조기 치료가 가능하게

바꾸는 것 등을 의미한다. Lee [16]는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인의

할 수 있다[A33]. 구토, 설사 등의 이상 증상이 있으면 이식센터에 연

지시에 대하여 환자가 스스로 따르는 자발적인 행동을 의미한다고

락하거나 병원을 방문하여 조기에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이행

하여 자발성을 강조하기도 하였으나, 일반적으로는 환자의 행위가 처

도 필요하다[A10]. 또한, 신장이식환자는 암 발생의 위험성이 높으므

방된 치료 계획과 일치하는 정도 즉, 환자의 건강 유지와 치료를 위해

로 정기적인 암 검진에 대한 이행을 통해서 조기에 암을 진단받을

의료인이 지시하는 행위를 이행하는 것으로 정의한다[17]. 치료지시

수 있도록 해야 한다[A13]. 즉, 이식거부반응과 감염, 암 등의 이식 후

이행은 자신의 생명과 건강, 안녕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이고 자

합병증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자가 검진과 정규 검진 그리고 이

발적으로 행하는 목표지향적인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18].

상 증상이 있을 때 즉시 병원을 방문하는 등의 이행이 필요하다.
권고되는 생활양식 중에는 이식 후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한 이
행이 있다. 신장이식환자는 이식 후 감염, 심혈관계 질환과 암 등의

3) 신장이식 연구에서 개념 사용

신장이식환자에서 치료지시 이행은 생활양식의 변화에서 정기

합병증 발생 위험성이 높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권고되는 생

적인 외래 방문까지 포함할 수 있는 역동적인 개념이다[A24]. 따라

활양식이 있다. 이 중의 하나로 양질의 영양공급을 위한 식이 관리

서, 치료지시 이행의 정의와 범위는 연구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었

는 감염의 위험을 줄이고, 수술 후 회복을 도와주며, 영양소 불균형

다. 먼저, 치료지시 이행을 이식 후 ‘면역억제제 복용 이행’ 즉 ‘medi-

과 관련된 면역억제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A13].

cation adherence ‘, ‘adherence to immunosuppressant medication’ 또는

또한, 비만은 혈압을 높이고, 당뇨, 고지혈증,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

‘compliance with immunosuppressive medication’으로 사용할 수 있

키므로 신장이식환자에게 식이 관리에 대한 이행은 꼭 필요하다

다. 치료지시 이행을 면역억제제 복용 이행으로 사용하면 의료인의

[A10]. 면역억제제 사용으로 인하여 감염의 위험성이 증가하므로

처방대로 면역억제제를 복용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정의할 수 있

손 씻기와 예방접종 등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적 활동에 대

다[A23]. 면역억제제 복용 이행은 이식 장기의 생존율과 연결되어

한 이행도 필요하다[19]. 흡연과 과음을 피하는 것도 예방적 행위 중

있어[A1], 신장이식환자의 가장 중요한 치료지시 이행이다. 면역억

의 하나이다. 흡연은 신장 혈관의 허혈과 섬유화를 일으킬 수 있고,

제제 복용 이행은 처방된 면역억제제를 시간과 용량을 지켜서 복용

과량의 알코올은 면역억제제와 상호작용을 일으키거나, 당뇨가 있

하는 것과 약물복용의 지속성을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A24].

는 신장이식환자에서 저혈당 또는 고혈당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신장이식환자는 병원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면역억제제를 처

금연과 과음을 피하는 이행도 필요하다 [A13]. 또한, 신장이식환자

방받고, 건강 상태를 점검하며, 면역억제제 최저 혈중 농도 검사 등

의 경우 자외선 차단을 하지 않는 경우 피부암 발생이 증가할 수 있

처방한 검사를 실시하는 외래 방문과 검사에 대한 이행도 필요하

으므로 썬그림을 바르는 등 자외선 차단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것도

다[A33]. 정기적인 외래 방문에 대한 불이행은 이식 신장의 기능 저

치료지시 이행이라고 하였다[A6](Table 2,3).

Table 2. Meaning of Defining Attributes of Compliance in Kidney Transplant Recipients			
Defining Attributes
Compliance with Immunosuppressive
medication
Compliance with Follow-up
Compliance with Early Detection of Graft
Rejection and Complication
Compliance with Prevention of Complication

www.bionursingjournal.or.kr

Meaning
Taking the Prescribed Immunosuppressive Drugs at Time and Dose and Ensuring Continued
Immunosuppressive Drug Use
Regular Visits to the Hospital
Self-Examination and Regular Screening Test to Detect Early Transplant Complications Such as Graft Rejection,
Infection and Cancer and Immediate Visit to the Hospital When there are Any Signs and Symptoms Relate to
Transplant Complication
Maintaining a Recommended Lifestyle to Prevent such Complications such as Infections, Cardiovascular
Disease and Cancer (Diet Management, Exercise, Smoking Cessation,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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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ble Adult Kidney Recipients

Post-Transplant

Post-Transplant
Taking Tacrolimus or Cyclosporine
Organ Transplantation
Renal Transplant

Kidney Transplant

Kidney Transplant

Kidney Transplant

Kidney Transplant
Kidney Transplant

Browing et al. (2016)

Calia et al. (2015)

Chisholm-Burns et al. (2013)

Gaynor et al. (2014)

Gheih et al. (2008)

Hwang et al. (2011)

Jindal et al. (2003)
Kim (2015)

Kidney Transplant

Kidney Transplant
Kidney Transplant

Kobus et al. (2011)

Leinweber et al. (2016)
Lin et al. (2011)

Donovan et al. (2006)
Garcia et al. (2015)

Kidney Transplant
Post-renal Transplant

Antecedent

Almardini et al. (2017)
Bell et al. (2000)

First Author (year)

Taking Prescribed Medications
Keeping Clinic Appointments for Regular Blood Work Recognizing the Early Signs of Rejection.
Medication Adherence
Behavoir for Preventing Infection, Cancer and Cardiovascular disease
Diet management
Exercise
Emotional Control
Self-Examination
Compliance with Medications
Medication Adherence
Behavoir for Preventing Infection, Cancer and Cardiovascular Disease
Diet Management
Exercise
Emotional Control
Self-Examination
Taking the Immunosuppressants
Self-Check
Frequency of Outpatient Visits
Self-Control
Diet
Physical Activity
Compliance with the Swiss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for Skin Cancer
Medication Adherence
Monitoring and Management for Rejection and Infection
Infection Prevention
Exercise

Compliant in Taking their Immunosuppressive Medications

Sun Protection Compliance
Treatment Adherence(Taking Immunosuppressive Drugs)

Immunosuppressant Therapy Adherence

Compliance to Immunosuppressive Treatment

Medication Adherence

Compliance to Immunosuppressant
Compliance with Immunosuppressive Medication

Attributes

Table 3. Antecedent, Attributes and Consequences of Compliance in Kidney Transplant Recipients			

https://doi.org/10.7586/jkbns.2020.22.1.23

(Continued to the next page)

Skin Cancer Occurrence
Graft Loss

Long-term Graft Survival
Patient Survival

Kidney Function
Clinical Outcomes
Kidney Function

Clinical Outcomes
Kidney Function

Kidney Function
Function of the Transplanted Kidney
Episodes of Rejection
Repeated Hospitalisation
the Loss of the Kidney
Enhanced Quality of Life
Improved Life Expectancy
Positive Health Outcomes
Quality of Life
Renal Function
Healthcare Outcomes
Costs
The Risk for Skin Cancer
Renal Function
Rejection Rates
Long-Term Kidney Graft
Survival
Long-Term Post-Transplant Health

Consequences

신장이식수혜자의 이행 개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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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dney Transplant
Kidney Transplant
Before and After Kidney Transplant
Renal Transplantation

Kidney Transplant

Renal Transplant
Renal Transplant

Marsicano et al. (2013)
Massey et al. (2015)
Moloney et al. (2005)
Murphy et al. (2011)

Nevins et al. (2017)

Ortega al. (2011)
Rose et al. (2017)

Kidney transplant
Kidney transplant

Kidney Transplant

Markell et al. (2018)

Saunders-Pinheiro et al (2018)
Silva et al. (2016)

Kidney Transplant

Lorenz et al. (2015)

Kidney Transplant

Kidney Transplant

Lee et al. (2019)

Ryu et al. (2003)

Antecedent
Kidney Transplant

First Author (year)
Lee et al. (2015)

Table 3. Continued

Adherence to Immunosuppressive Medications
Immunosuppressive Medication Adherence
Compliance with Sunscreen Use
Adherence to Medication
Behaviors for Preventing Infection and Cardiovascular Disease
Adherence to a Healthy Lifestyle
Screening for Cancer
Self-Examination
Medication Adherence
Behaviors for Lifestyle Changes
Regular Attendance at Clinic and Laboratory Visits
Adherence to Immunosuppressive Medication
Taking Care of Themselves
Taking Immunosuppressive drugs
Avoiding Rejection
Adherence to the Treatment Specified for Chronic Diseases
Having Control over the Risk of Infections
Medication Adherence
Behaviors for Preventing Infection, Cancer and Cardiovascular Disease
Diet Management
Exercise
Emotional Control
Self-Examination
Non-Adherence to Immunosuppressive Therapy
Adherence to Immunosuppressive Medications

Adherence to Medical Therapy

Attributes
Medication Adherence
Behavoir for Preventing Infection, Cancer and Cardiovascular Disease
Diet Management
Exercise
Emotional Control
Self-Examination
Medication Adherence
Behavoir for Preventing Infection, Cancer and Cardiovascular Disease
Diet Management
Exercise
Emotional Control
Self-Examination
Adherence to a Physical Activity

(Continued to the next page)



Long-Term Graft Survival
Kidney Transplant Outcomes

Clinical Outcomes
Kidney Function

Patient Outcome
Patient Outcome

The Success of the Transplant

Complication
Mortality
Health Beliefs
Satisfaction with the Transplant
Clinical Outcomes
Clinical Outcomes
Skin Cancer Prevention
Patients Outcome

Clinical Outcomes

Consequences
Clinical Outcomes
Kidney Function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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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념의 결정적 속성

심 속성은 (1) 면역억제제 복용이행, (2) 병원 방문 이행, (3) 이식거부
Patient Outcomes
Graft Outcomes
Graft Function
Patient Outcomes
Quality of Life

Patient Outcomes

반응, 합병증 조기발견과 관련된 이행, (4) 합병증 예방과 관련된 이

Attributes
Medication Adherence
Behaviors for Preventing Infection, Cancer and Cardiovascular Disease
Diet Management
Exercise
Emotional Control
Self-Examination
Medication Adherence
Adherence to Healthcare Tasks Including Scheduling and Attending Clinic Appointments, Getting
the Necessary Blood Work, Returning Provider Phone Calls
Maintaining Proper Diet and Exercise
Avoiding Alcohol and Drug Use
Globally Following the Treatment Regimen
Adherence to Immunosuppressant
Health Care Appointment
Compliance with Regard to Diet, Medications and Routine Physician Visits
Medication Adherence
Adheres to Medical Recommendations
Attending Regular Outpatient Follow-Up Examinations Changing their Lifestyle
Adjusting their Daily Routine
Engaging in Physical Exercise

Consequences
Graft Function
Quality of Life

문헌고찰을 토대로 확인된 ‘신장이식환자의 치료지시 이행’의 핵

행이다. 결정적 속성이 제시된 문헌은 Table 2와 같다.
3. 개념의 사례 개발
1) 모델 사례

모델 사례는 ‘신장이식환자의 치료지시 이행’의 모든 속성을 포함
한다. 또한, 다른 개념의 속성은 포함하지 않아, 개념이 무엇인지 보
여주는 사례이다[6].
신장이식환자 A는 2년 전 신장이식 수술을 받고, 정기적으로 외
래를 방문하며(병원 방문 이행), 의사의 처방대로 면역억제제를 복
용하고 있다(면역억제제 복용 이행). 퇴원 시 ‘허약감, 발열, 체중 중
가, 소변 감소 등’의 이식거부반응의 증상이 나타나는지 조기 발견
하기 위하여 집에서 체중, 체온 그리고 소변량을 규칙적으로 측정
하도록 교육을 받았고, 퇴원 후 체중, 체온 그리고 소변량을 규칙적
으로 측정하고, 몸의 변화가 나타나는지 주의 깊게 관찰하였다(이
식거부반응, 합병증 조기발견과 관련된 이행). 또한, 금주와 금연, 식
이 관리와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합병증 예방과 관련된 이행).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으며, 유방 자가 검진도 매월 1
회 시행하고 있다(이식거부반응, 합병증 조기발견과 관련된 이행).
현재 신장기능 수치는 정상이고, 일상생활을 잘 유지하고 있다.
2) 반대 사례

반대 사례는 ‘신장이식환자의 치료지시 이행’의 속성이 들어있지

Lung, kidney, and liver transplant
Kidney transplant
Renal transplant
Kidney or liver transplant
Kidney transplant

Kidney transplant

Antecedent
Kidney transplant

않는 사례이다. 즉, ‘신장이식환자의 치료지시 이행’의 속성을 전혀
포함하지 않는 사례이다[6].
신장이식환자 B는 신장이식 수술을 2년 전에 받았고, 면역억제
제를 처방받아 복용 중이다. 회사 스케줄과 병원 외래 날짜가 겹치
거나 외래 가는 날짜를 잊어서 외래를 가지 않는 경우가 있어, 면역
억제제가 부족한 적이 가끔 있지만 아직까지 신장기능에 문제가 없
어 크게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병원 방문 불이행,
면역억제제 복용 불이행). 가끔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담배를 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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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 et al. (2013)
Taber et al. (2010)
Yavuz et al. (2004)
Zanetti-Yabur et al. (2017)
Zhao et al. (2018)

Steinberg et al. (2018)

First Author (year)
Son et al. (2008)

Table 3. Continued

고, 운동은 귀찮아서 하지 못하고 있으며(합병증 예방과 관련된 활
동에 대한 불이행), 집에서 혈압, 체중, 체온 등을 측정한 적은 없다
(이식거부반응, 합병증 조기발견과 관련된 활동의 불이행).
3) 유사 사례

유사 사례는 ‘신장이식환자의 치료지시 이행’의 중요한 속성 중
https://doi.org/10.7586/jkbns.2020.2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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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만을 포함한다. 즉, ‘신장이식환자의 치료지시 이행’의 속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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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 up a research purpose

대부분 포함되어 있으나 모두 포함되어 있지 않다[6].
신장이식환자 C는 신장이식수술을 10년 전에 받았고, 면역억제
제를 처방받아 복용 중이며 정기적으로 외래를 방문하고 있다(병원

Determine the scope of
data collection

Search & Selection:
1. Search Keyword: ‘kidney transplantation’,
‘patient’s compliance’ articles were
selected:
MEDLINE (PubMed): (480) studies
CINAHL (EBSCO): (98) studies

방문 이행). 면역억제제를 복용하는 것은 이식거부반응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일이므로 이제까지 면역억제제 복용 이행을 잊어
본 적은 없다(면역억제제 복용 이행). 감염, 발열 등의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먼저 동네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 후 이식병원을 방문할 것

2. Search Keyword: ‘신장이식’, ‘치료지시
이행’, ‘이행’ articles were selected:
RISS: (58) studies

인지 결정한다(이식거부반응, 합병증 조기발견과 관련된 이행). 이식
초기에는 체중, 체온 등을 측정하고 식이 관리과 운동을 꾸준히 하
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현재는 별도의 자가 검진이나 식이 관리 그
리고 운동은 하지 않고 있다(이식거부반응, 합병증 조기발견과 관련

(636) studies were
examined
Examination & Exclusion:
Total (36) irrelevant articles were excluded:
Not full-text: (91) studies
Not English or Korean: (20) studies
N
 ot having ‘concept of compliance’ or
duplicates: (433) studies
Not related to compliance: (55) studies

된 활동에 대한 불이행, 합병증 예방과 관련된 활동의 불이행).
4) 관련 사례

관련 사례는 ‘신장이식환자의 치료지시 이행’과 관련은 있으나 중
요한 속성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즉, ‘신장이식환자의 치료지시 이
행’과 비슷하며, 어떤 의미에서는 연결되어 있지만, 속성을 모두 포
함하고 있지 않다[6].

Finally, 36 articles
were included and analyzed

Figure 1. Flowchart of included studies through database search.

D씨는 신장이식환자로 신장이식수술을 받고 면역억제제 처방

을 위한 활동을 이행할 수 있도록 퇴원 시 면역억제제 복용, 식이 관

을 받아 복용하고 있다. 부인이 병원 방문 날짜와 면역억제제 복용

리와 운동, 이식거부반응 등의 이상 증상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을 잘 챙기고 있고, 병원 방문 시에도 늘 동행한다. D씨는 이식 전부

내용의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터 술을 좋아했지만, 이식 후에는 부인의 잔소리 때문에 술을 조금
밖에 먹지 못해서 속상하다. 부인은 신장이식 후 건강관리를 스스

논 의

로 하지 않는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부인은 남편이 약
을 꼭 챙겨주어야 먹고, 남편의 식단 관리까지 하려니 너무 힘들다
고 한다.

본 연구는 신장이식환자의 생존율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치료지시 이행에 대한 개념을 구체화하기 위해 Walker와 Avant [6]
가 제시한 8단계에 따라 치료지시 이행에 대한 개념을 분석하였다.

4. 개념의 선행요인과 결과 확인

간호학 분야에서 수행된 신장이식환자의 치료지시이행 개념분석

선행요인이란 개념 발생 이전에 일어나는 사건을 의미하고, 결과

연구는 현재까지 이루어진 것이 없었으며 자가간호의 개념과 중복

는 개념 발생 이후에 발생하는 사건을 의미한다[6]. 신장이식환자가

사용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신장이식환자에서의 치료지시 이행

치료지시 이행을 하기 위해서는 신장이식을 받아야 하고, 이식한

에 초점을 두고 개념분석을 수행하여 그 의미와 특성을 명확히 확

신장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여야 한다. 치료지시 이행의 결과로는

인하고자 하였다.

이식 신장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고, 감염병, 심혈관계 질환
과 암 등 이식 후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가 된다(Figure 2).

신장이식환자의 치료지시 이행 개념분석 결과, 핵심 특성은 ‘면역
억제제 복용 이행’, ‘병원 방문 이행’, ‘이식거부반응, 합병증 조기발견
과 관련된 이행’, ‘합병증 예방과 관련된 이행’으로 확인되었다. Kasl

5. 개념의 경험적 준거 결정

[15]과 Connelly [17]는 치료지시이행을 ‘진찰, 처방의 순응, 지속적인

개념의 경험적 준거는 개념의 속성이 실제 임상에 존재하는 것을

치료, 생활습관의 수정의 4가지 범주에 잘 순응하는 것’ 그리고 ‘환

보여주는 것으로 현재 신장이식환자가 면역억제제 복용, 병원 방문,

자의 건강 유지와 치료를 위해 의료인이 지시하는 행위를 이행하는

이식거부반응과 합병증 조기발견을 위한 활동, 그리고 합병증 예방

것’으로 정의하였는데, 본 연구의 개념분석 결과에서 도출된 ‘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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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이식수혜자의 이행 개념분석

Figure 2. Antecedent, attributes and consequences of compliance in kidney transplant recipient

억제제 복용’, ‘병원 방문 이행’, ‘이식거부반응, 합병증 조기발견과 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신장이식환자가 잊지

련된 이행’ 그리고 ‘합병증 예방과 관련된 이행’은 Kasl [15]과 Con-

않고, 병원 방문을 할 수 있도록 핸드폰, 채팅앱 또는 병원앱 프로그

nelly [17]의 정의와 유사하다.

램을 활용하여 병원 방문과 관련된 문자 정보를 제공하고, 병원 방

본 연구결과 면역억제제 복용 이행이 가장 중요한 치료지시 이행
의 개념으로 도출되었고, 많은 연구가 신장이식환자의 치료지시 이

문 이행을 모니터링하는 등의 신장이식환자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
템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행을 면역억제제 복용 이행으로 측정하였다. 이는 면역억제제 복용

신장이식환자는 이식 후 이식거부반응과 감염, 암, 심혈관계 질

이행이 이식 신장의 생존율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A1], 이행 또는

환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1], 이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

불이행의 결과가 신장기능, 이식거부반응, 재입원율 또는 이식 신장

록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하므로[A33] ‘이식거부반응,

의 생존율과 같은 객관적인 수치로 측정할 수 있기 때문으로 생각

합병증 조기발견과 관련된 이행’이 치료지시 이행의 개념으로 도출

된다[20]. 면역억제제 복용 이행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면역억제

되었다. ‘이식거부반응, 합병증 조기발견과 관련된 이행’을 위해서

제 복용 불이행으로 이식거부반응 또는 이식 신장을 소실한 경우

신장이식환자는 이식거부반응과 합병증 증상을 알고, 체온, 체중,

가 계속 발생하므로[A8], 면역억제제 복용 이행을 간편하게 측정할

혈압 등을 정기적으로 측정하며, 의심 증상이 있으면 즉시 병원에

수 있는 신뢰도 높은 도구를 개발하고, 면역억제제 복용 이행을 주

올 수 있어야 한다[A33]. 하지만, 체온, 체중, 혈압 등을 집에서 정기

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면역억제제 복용 이행이 낮은 환자를 선별

적으로 측정하고, 의심 증상을 정확하게 알고 병원에 오도록 하는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면역억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의료진의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

제제 복용 이행이 낮은 원인을 분석하고, 이행을 높일 수 있는 프로

다. 이식거부반응과 합병증 관련 증상은 자주 나타나는 증상은 아

그램을 개발하는 연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니어서, ‘면역억제제 복용 이행’에 비하여 불이행을 측정하기도 어렵

병원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면역억제제

고, 불이행했을 경우 영향이 단시간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따라

를 처방받는 것은 이식 후 중요한 치료 과정이므로 ‘병원 방문 이행’

서, 일반적으로 ‘이식거부반응, 합병증 조기발견과 관련된 이행’은

이 치료지시 이행의 개념으로 도출되었다. 면역억제제를 처방받고,

‘면역억제제 복용 이행’보다 강제성을 가지고 따르도록 하지는 않았

주기적으로 건강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병원 방문 이행이 꼭

으나, ‘치료지시 이행’을 의료인의 처방과 권고에 의한 단순한 순응

필요하나, ‘병원 방문 이행’은 치료지시 이행의 속성에서 그 중요성

이라기보다는 자발성과 목표지향적 활동이라는 관점에서[7] 본다

이 많이 다루어지지 않는 속성이었다. 최근 신장이식환자의 병원 방

면 간호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행을 높여야 할 부분이라

문에 대한 불이행이 이식 신장의 기능 저하와 연결된다는 연구도

고 생각한다.

보고되어[A6], ‘병원 방문 이행’에 대한 연구는 계속 이루어져야 할

‘합병증 예방을 위한 이행’도 ‘이식거부반응, 합병증 조기발견과

것이다. 신장이식환자에게 병원 방문 이행을 할 수 없는 요소가 있

관련된 이행’처럼 면역억제제 복용 이행’에 비하여 강제성을 가지고

는지 파악하고, 있다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따르도록 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식 후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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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습관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므로[A12] 치료지시 이행의 개념으

이행’, ‘병원 방문 이행’, ‘이식거부반응, 합병증 조기발견과 관련된 이

로 도출되었다. ‘합병증 예방을 위한 이행’은 독감 예방접종부터 식

행’, ‘합병증 예방을 위한 이행’은 신장이식환자의 치료지시 이행을

이 그리고 운동 조절을 통한 체중 관리까지 포함하고 있어서 신장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하고, 이를 높이기 위한 간호 중재 연구결과

이식환자들이 이행하기 어려운 행위들을 포함하고 있다[A23]. 또

의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한, ‘이식거부반응, 합병증 조기발견과 관련된 이행’처럼 불이행했

본 연구는 신장이식환자의 치료지시 이행에 대해 초점을 두어

을 경우 영향이 단시간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 환자들을 교육하

분석함에 따라 간호 중재 및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했다는

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다. 하지만, 신장이식환자가 이식 후 건강

데에 의의가 있다. 또한, 신장이식환자의 치료지시 이행을 향상시킬

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이행이므로[A23], 합병증 예

수 있는 체계적인 중재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고려해야 할 선행요인

방을 위한 이행에 대한 의료진의 관심과 이를 높이기 위한 연구들

과 결과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간호중재 프로그램 개

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발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식거부반응, 합병증 조기발견과 관련된 이행’과 ‘합병증 예방

본 연구결과를 기초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신장이식환

을 위한 이행’이 ‘면역억제제복용 이행’보다는 환자의 이행 정도가

자의 치료지시 이행을 측정할 수 있는 신뢰도 높은 도구를 개발하

낮은데[A10] 이를 위해서는 신장이식환자들에게 조기발견과 합병

기를 제언한다. 둘째, 신장이식환자의 치료지시 이행을 높일 수 있

증 예방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장이식

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할 수 있기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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