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의학석사 학위논문

복합만성질환자를 위한

자기 주도적 건강경영 프로그램의 

순응도와 환자 결과의 관련성 분석

2019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과대학 의학과 의료정보학 협동과정

이  지  혜



i

요약 (국문초록)

흡연, 음주, 신체활동, 식습관을 비롯한 여러 가지 건강위험행태요인들

과 수많은 만성질환은 어느 한 요인이 특정한 질환에만 영향을 미친다고 

한정할 수 없으며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건강상태에 작용한다. 두 가

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진단받은 복합만성질환자는 단일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보다 합병증 및 사망 위험이 높고 신체적 문제 외에도 다양한 

정서적, 심리적, 사회적, 영적 문제를 동반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만

성질환을 관리하기 위한 의료비용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은 거리, 시간, 비용의 장벽을 최소화하여 전

통적인 방식의 의료제공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복합만성질환자를 위한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기반 자기 주도적 건강경영 프로그램의 

세부기능별 순응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 과정을 통해 어떤 기능의 

순응도가 질환 특이적 임상 지표 및 환자 보고형 지표의 개선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고, 나아가 더 효율적이고 완성도 높은 서비스 모델을 개

발할 수 있도록 본 연구의 결과를 후속연구 및 field test에 제안하고자 

하였다.

개발된 건강경영 프로그램의 무작위배정 pilot test는 서울대학교의과대

학/서울대학교병원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고 국제 임

상시험 프로토콜 등록 사이트(Clinicaltrials.gov)에 등록된 이후 연구대상

자 등록을 시작하였다. (No. NCT03294044) 2017년 10월부터 2018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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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약 5개월간 연구대상자를 모집하였고, 연구에 대한 설명 후 모든 

대상자에게 서면동의를 취득하였다. 연구 참여에 동의한 환자 중 고혈

압, 당뇨, 고지혈증 중 한 가지 이상의 질환을 진단받고 다음의 질환별 

선정기준을 한 가지 이상 만족하는 대상자를 임상시험에 등록하였다. 

1) 수축기 혈압 140mmHg 이상

2) 혈중 당화혈색소 7.0% 이상

3) 혈중 저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 130mg/dL 이상

총 106명의 대상자가 등록되었고, 중재군과 대조군에 각각 53명이 배

정되었다. 중재군은 자기 주도적 건강경영전략이 포함된 스마트폰 어플

리케이션을, 대조군은 건강관리 정보가 담긴 책자형 교육자료를 제공받

았고 약 12주 동안 사용 후 연구를 종료하였다. 일차 결과변수는 질환 

특이적 임상 지표로서, 고혈압 동반자의 경우 수축기/이완기 혈압, 당뇨 

동반자의 경우 당화혈색소/공복혈당 수치, 고지혈증 동반자의 경우 총 

콜레스테롤, 저밀도/고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 수치로 평가하였다. 이차 

결과변수는 검증된 도구를 이용하여 환자 보고형으로 평가하였고, 자가

관리수준이 반영되는 건강경영역량, 삶의 질과 관련된 건강기능의 문제

여부를 평가하는 건강기능수준, 그리고 기존의 연구들에서 만성질환자의 

건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12가지 건강습관으로 평가하였다. 상

기 결과변수는 연구 등록시점과 연구 종료시점에 모두 수집되었다. 

주 1회 이상의 정기적으로 체중을 측정하는 Self-Assessment가 잘 이

행된 대상자와 Self-planning의 단기 실천계획을 연구기간 동안 3회 이상

(월 1회 이상)세운 대상자 그룹에서 당뇨 관련 임상지표가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Self-Planning의 기능 중 중장기계획인 건강사명서 작

성, Self-Learning 및 Self-Monitoring의 기능에서 각 기능의 순응도가 자

기 주도성을 반영하는 건강경영역량 점수 상승과 관련 있는 것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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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Self-Monitoring 카테고리의 주간평가와 월간평가 중에서는 월간

평가의 순응도가 더 높았고, 자기관리역량과의 관련성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우울 관련 문제개선은 본 프로그램의 네 가지 카테고리

의 순응도와 모두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 진단별로는 고혈압을 동반하고 

있는 만성질환자에서 전반적인 순응도가 높았으며, 기존의 통념과 달리 

중재군의 평균 연령이 대조군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모바일 어플리케이

션의 만족도가 책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단기 실천계획은 주 1회, 자가 점검의 빈도는 월 1회로 권고하는 것이 

순응도와 효과를 적절히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본 프로그

램이 고지혈증 관련 임상 지표 및 고지혈증 환자의 순응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개선되려면, 질환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건강

습관을 실천 및 유지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

요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어 : 복합만성질환, ICT 기반, 자가관리, 건강행동, 삶의 질

학번 : 2017-2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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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 배경

만성질환이란 급성질환과 대비되어 보통 6개월 혹은 1년 이상 계속되

는 질환을 말하며, 고혈압, 당뇨병, 비만, 고지혈증, 만성폐쇄성폐질환, 

퇴행성 관절염 등 발병 후 장기간 관리가 필요한 비감염성질환을 흔히 

만성질환이라고 일컫는다. 인구 고령화와 생활습관의 변화, 진단 기술의 

보급, 환경오염 증가 등으로 만성질환 발병률과 유병률은 지속적으로 증

가하고 있고, 전 세계 인구의 60%가 만성질환으로 사망하고 있는 것으

로 추정되며,1,2 만성질환을 관리하기 위해 개인과 국가가 부담하는 의료

비용 또한 급증하고 있다.1,3

국내의 경우에도 암과 심뇌혈관 질환 등 비감염성질환으로 인한 사망

이 가장 높은 사망 원인이며,4 특히 고혈압, 당뇨병, 고콜레스테롤혈증은 

각각 29.1%, 11.3%, 19.9%의 유병률을 보이고 있다.5 국내 만성질환 진료

비는 총 21조 2994억 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36.2%를 차지하고 있고 그 

비중과 금액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6

만성질환을 두 개 이상 가지고 있는 복합만성질환자는 일반 인구에서 

약 23%, 65세 이상 고령 인구에서는 65% 이상으로 보고되었고 (미국의 

경우 각각 약 25%, 약 75%), 만성질환자 중에서는 55%가 복합만성질환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7-9 국제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에서도 복합만성질환

을 향후 수십 년간 OCED 국가들이 맞닥뜨려야 할 중대하고 새로운 과

제 중의 하나로 제시하였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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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과 만성질환에 있어 생활방식이 환경적 요인이나 의료적 요인, 유

전적 요인보다 더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라론드 보고

서를 비롯한 여러 연구를 통해 보고되고 있다.11 생활방식은 교정이 가능

한 위험요인이라는 점에서 만성질환 발병 이전에 예방함으로써 의료비 

지출 감소와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한편, 스마트폰을 이용한 mHealth 중재 프로그램은 장기간의 계획적인 

생활습관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의 평소 생활환경에서 손쉽게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장점 덕분에 거리, 시간, 비용의 장벽을 최소화하여 전

통적인 방식의 의료제공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이 된다.12 전 세

계의 스마트폰 이용자는 2015년 기준으로 15억명에 이르며, Google Play 

Store에서 이용 가능한 헬스 애플리케이션은 2017년 기준으로 약 

158,000개에 달하였다.13 이처럼 스마트폰의 보급화와 환자 중심 건강관

리로의 패러다임 변화로 인해 맞춤의료(Personalized Medicine)의 시대가 

도래하였고, 이에 발맞춘 보건의료기술과 IT 기술융합의 가속화 및 사물

인터넷 활성화로 인해 개인화된 헬스케어 서비스와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기반의 자가 건강관리 프로그램들이 최근 

수년간 대거 등장하였고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14,15

2. 문헌고찰

1) ICT 기반 건강관리 프로그램의 효과

만성질환 중에서 단일 질환으로는 제2형 당뇨병을 대상으로 한 모바일 

기반의 자기관리 프로그램의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12 이 중 

하나로 Holmen 등은 2014년 자기관리 및 생활습관 변화에 대한 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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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의 중재 효과 검증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16 이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자를 1:1:1로 무작위 배정하여, 하나의 대조군과 두 개의 중재군을 

두었고, 한 중재군에게는 모바일 프로그램만 제공하였고, 다른 중재군에

게는 모바일 프로그램과 함께 전문간호사의 건강 상담(health counseling)

을 제공하였다. 일차 결과지표인 HbA1C의 감소에는 두 중재군 모두 유

의한 효과를 보지 못하였지만, 교육 효과와 자기 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도구인 heiQ 설문지를 이용하여 측정한 self-management의 세부 항목 

중 하위항목인 ‘skill and technique acquisition’의 유의한 변화가 있었

다.17

Whitehead 등이 2005년에서 2016년 사이에 시행된 휴대폰이나 태블릿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자가관리 중재 효과검증 무작위배정 임상시험을 대

상으로 체계적 문헌고찰을 시행하여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대상자의 자가 

관리(Self-managmemt)가 증상 관리를 개선한다는 근거를 확인하였고, 향

상된 증상 관리는 잠재적으로 만성질환자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12

2014년에는 Berry 등이 암환자의 증상과 관련된 삶의 질을 개선하는 

웹기반 평가/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752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배정 

임상시험을 실시하였다. 8주간의 연구 기간이 이후 중재군에서 증상 디

스트레스가 감소된 것을 확인하였다.18

2) 복합만성질환자에 영향을 미치는 건강 습관

Katon 등은 2010년 복합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Collaborative care의 

효과에 대해 무작위배정 임상시험을 진행한 결과를 발표하였다.19 이 연

구는 당뇨나 심혈관 질환 혹은 두 가지 질환 모두를 가지고 있으면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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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증을 동반하고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1:1 무작위배정에서 

중재군에 배정된 대상자들은 매 2~3주에 한 번씩 주치의의 1차 의료 클

리닉에 방문하여 질병을 조절하면서 프로토콜에 따라 자가 관리

(self-care)와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였다. 간호사는 대상자의 우울 

증상을 체크하면서 코칭을 통해 대상자들이 스스로 그들의 자가 관리 목

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독려하였다. 이 연구에서 일차 결과변수는 연구 

등록 후 1년 시점의 수축기 혈압, 혈중 당화혈색소, 혈중 저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 수치로 평가하였다.

2011년 Miron-Shatz와 Ratzan은 광범위한 비감염성질환 환자를 대상으

로 개발한 온라인 및 모바일 기반의 Scorecard의 항목에 조금 더 손쉽게 

측정할 수 있는 직관적인 요인들을 제시하였다.20 이 연구에서 제시한 "

건강 증진을 위한 7단계"로서 1) 체질량지수(BMI), 2) 수축기/이완기 혈

압, 3) 혈중 총 콜레스테롤 수치, 4) 공복혈당, 5) 흡연 여부, 6) 운동 습

관, 7) 절주 정도를 사용자가 스스로 평가하게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복합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중재 연구의 일차 

평가 지표로서 수축기 혈압, 혈중 당화혈색소, 혈중 저밀도지단백 콜레

스테롤 수치를 평가하고, 신체적 건강을 위한 습관 위주로 평가되었던 

기존의 범위에서 확장하여 전인적 건강을 위한 12가지 건강습관을 이차 

평가 지표에 포함하고자 한다.

3) Self-management의 효과

Farmer 등이 만성폐쇄성폐질환(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COPD) 환자를 대상으로 2017년 시행한 무작위배정 임상시험

(EDGE, sElf-management anD support proGrammE)에서도 COPD 질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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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적으로 관련된 건강상태(St George’s Respiratory Questionnaire for 

COPD, SGRO-C)의 호전은 없었으나, 자가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한 중재

군에서 전반적인 건강상태(EuroQoL 5-Dimension Questionnaire)는 대조

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향상된 결과를 보였다.21

McManus가 2018년에 발표한 Telemonitoring and self-management in 

the control of hypertension trial(TASMINH4)에서는 자가 측정 혈압 모니

터링 및 SMS 및 웹 기반 원격 모니터링(Telemonitoring)이 고혈압 약물 

감량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대

규모 임상시험을 진행하였다. 12개월간의 중재가 끝난 후 원격 모니터링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가 모니터링을 시행했던 두 중재군 모두에서 대조

군보다 유의하게 낮은 혈압을 관찰함으로써 Self-management의 효과를 

확인하였다.22

상기 언급된 연구 외에도 만성질환자의 자가 건강관리의 효과에 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입증됐으나, 복합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가 

건강관리 중재 프로그램은 흔히 찾아볼 수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

기 주도적으로 건강을 경영할 수 있도록 설계된 본 프로그램이 복합만성

질환자에게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 그 요인들을 세밀히 살펴보고자 하였

다. 

4) 디지털 건강관리 프로그램의 이용 정도와 순응도

BREATH(BREAst cancer healTH)는 유방암 생존자를 대상으로 개발된 

웹 기반 자가 관리 프로그램으로, 2013년 Van den Berg 등은 이 프로그

램의 효과 검증 연구에 관한 하위집단 연구로서 프로그램의 이용 정도에 

따라 대상자를 미이용(non-users), 저이용(low users), 고이용(high us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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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으로 나누고 그룹별 인구학적 특성이나 웹사이트 방문 패턴의 차이 

등을 분석하였다.23

2014년 Waki등이 발표한 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의 스마트폰 기반 자

가관리지원 시스템인 DialBetics는 그 기능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 모듈

로 나누어 소개하고 있다: 1) data transmission module, 2) evaluation 

module, 3) communication module, 4) dietary evaluation module.24 만보

계, 혈당측정기, 혈압측정기, 체중계를 블루투스 시스템을 통해 스마트폰

과 연결하여 life-log data를 수집한 뒤,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사용

자에게 문자메세지로 피드백을 제공한다. 또한 사용자가 입력한 운동 및 

식이 데이터에 따른 전문가의 조언이 각 환자에게 다시 전송되는 시스템

이다. DialBetics 이용군에서 당화혈색소와 공복혈당 수치에 유의한 감소

를 보였고, 이후 사용자들에게 이용 정도와 순응도를 조사하여 그 결과

를 제시하였다. 이 외에도 만성폐쇄성폐질환환자의 신체활동 촉진을 위

해 개발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파일럿 연구에서도 이용도를 살펴본 

사례도 있었다.25 

2018년 Torbjørnsen 등이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개발한 모바

일 애플리케이션의 이용도가 초기 자가 관리와 관계가 있는지 분석하고

자 하였고,26 보정된 베타 추정값에서 heiQ domain 중 ‘Skill and 

technique acquisition’에서 유의한 결과를 얻으면서 Holmen의 연구와 

같은 결론을 내렸다.16

역시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2017년의 박사학위 논문에서는 

스마트폰 기반의 환자 중심 당뇨 관리 프로그램의 세부 기능별 순응도에 

따른 HbA1c의 차이를 살펴보았지만, 단일 질환을 대상으로 하여 복합만

성질환자에게 광범위하게 적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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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Target 
disease

Type of 
study Intervention Tool Endpoint Results Journal

ICT 
기반
 

건강
관리
 

프로
그램

Holmen 
et al 
(2014) 16

Type 2 
DM

RCT Mobile phone-based 
self-management sy
stem with health co
unseling by nurse

HbA1c, 
self-manage
ment, Health 
related QOL

Increase in the self-managemen
t domain of skill and technique 
acquisition in the mobile progra
m with health counseling group

JMIR 
mHealth 
and 
uHealth

Whitehe
ad 
&Seaton 
(2016) 12 

DM, 
CVD,CL
D

SR Mobile phone and t
ablet Apps

Self-manage
ment

Improvement of symptom mana
gement through self-manageme
nt interventions.

Journal of 
Medical 
Internet 
Research

Berry et 
al (2014) 
18

Cancer RCT Web-based assessm
ent/education progra
m

Symptom 
management, 
QOL

Reduced symptom distress in in
tervention group.

Journal of 
Clinical 
Oncology

복합
만성
질환
자와

건강
습관

Katon et 
al (2010) 
19

DM,HTN,
DL with 
depressi
on

RCT Collaborative care i
ncluding patient-cen
tered management i
ntervention with nu
rse

SBP, HbA1c, 
LDL, 
depression

Improvement in control of medi
cal disease depression in collab
orative care group.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Miron-S
hatz and 
Ratzan 
(2011) 20

Chronic 
disease

opinion Score card Prevent and 
control 
chronic 
disease

Development and suggestion of 
digital or electronic scorecard a
s a cost-effective self-measure
ment tool. 

Journal of 
Health 
Communic
ation

Self-
mana
geme
nt의

효과

Farmer 
et al 
(2017) 21

COPD RCT Tablet computer-bas
ed system supportin
g self-management

COPD-specifi
c health 
status and 
QOL

improvement of depression and 
reduction in hospital admissions 
and general practice visits

Journal of 
Medical 
Internet 
Research

McManu
s et al 
(2018) 22

HTN RCT Self-monitored blood 
pressure with or wit
hout telemonitoring

SBP Lower blood pressure in s elf-
monitoring with or without tele
monitoring group.

The 
Lancet

Table 1. Summary of literature review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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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Target 
disease

Type of 
study

Intervention 
Tool Results Limitations Journal

디지털 

건강
관리
 

프로그
램의
 

순응도 
평가

Van den 
Berg et 
al (2013) 
23

Breast 
cancer 
survivo

rs

Sub-
group 
analysis

Web-based 
self-manageme
nt intervention

A pilot usage evaluation should 
be a fixed step in the develop
ment process

Applied to single dis
ease, usage data wer
e not used as indepe
ndent variable.

Journal of 
Medical 
Internet 
Research

Waki et 
al (2014) 
24

Type 2 
DM

Pilot 
RCT

Smartphone-ba
sed self-manag
ement support 
system

Improvement of HbA1c Applied to single 
disease, Analyzed 
the compliance only 
descriptively 

Journal of 
diabetes 
science 
technology

Torbjør
nsen et 
al (2018) 
26

Type 2 
DM

RCT Mobile health 
application

Skill and technique acquisition, 
a domain of self-management, 
is independently associated with 
perceived benefit.

Applied to single 
disease, Compliance 
was used as only 
confounder.

JMIR 
mHealth 
and uHealth

Kim 
(2017) 27

Type 2 
DM

RCT Patient-centere
d Smartphone-
based system

Improved glucose control with a 
tolerable safety profile.

Applied to single 
disease

(Doctoral 
dissertation)

Table 2. Summary of literature review (2)

고찰한 선행 연구들에서는 디지털 건강관리 프로그램의 순응도를 독립변수로 활용하여 관련성이나 효과를 분

석하기보다 이를 기술적으로 제시하는 데 그친 경우가 많았고 개발된 프로그램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능을 

이용하였을 때 결과변수와의 관련성을 더 강하게 나타내는지 탐색한 연구는 더욱 희소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복합만성질환자를 위한 ICT 기반의 자기 주도적 건강경영 프로그램의 어떠한 세부기능이 대상자의 건강상

태를 나타내는 환자 결과와 긍정적인 관련성을 보이는지 살펴봄으로써, 향후 진행될 후속 연구가 보다 효과적

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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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만성질환 관리 모델

1998년 Wagner가 제시한 Chronic Care Model (CCM)은 만성질환 치료 

시스템 개선을 위해 널리 사용되는 모델로서, 기존의 치료중심, 의료진 

중심의 보건의료체계 성격을 인구중심, 일차의료 중심으로 변화시킴으로

써 만성질환자의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

으로 하고 있다.28

CCM에서 제시하고 있는 6가지 주요 요소는 1)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

계, 2) 보건의료기관의 특성 활용, 3) 자가관리 (Self-Management)의 지

원, 4) 전달체계(환자의뢰체계)에 대한 설계, 5)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6) 

임상정보체계 구축으로 이루어져 있다.29

이 중, 자가관리 지원 (Self-Management Support)은 만성질환자가 자신

의 건강관리를 하는 데 있어 환자 중심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

다. 환자 스스로 본인의 건강 상태를 평가하고, 목표를 설정하며, 실행계

획을 세우고,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 능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30

4. 건강경영전략

만성질환 치료 시스템 개선을 위해 널리 사용되고 있는 기존의 

Chronic Care Model (CCM)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암환자의 건강 위

기 극복 및 긍정적 성장을 위하여 기존에 개발되었던 건강경영전략을 적

용하였다. 기존의 CCM은 환자와 의료팀 간의 상호 협력 방안을 제시하

여 만성질환 관리의 큰 변화를 주도하였지만, 환자 주도적 건강관리

(Self-management)나 요소별 실행 전략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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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고 기본적으로 환자의 신체적 건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본 프

로그램의 콘텐츠 개발 단계에서 건강경영전략(Smart Management 

Strategy for Health, SMASH)을 적용함으로써, 환자의 전인적 건강에 대

한 자가관리지원(self-management support)을 더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게 하였다.

강경영전략은 복합만성질환자와 같이 전인적 건강위기를 극복하고 긍

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역량 강화가 필요한 암 생존자에게 처음 적용

되었고, 총 8단계의 흐름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저에는 전 단계에 걸쳐 

‘내면의 덕’, ‘협력’, ‘주도성’, ‘스마트한 개입’, ‘전략적 사

고’, ‘세밀함’으로 구성된 핵심전략이 바탕을 이루고 있다. 8단계는 

1) 평가, 2) 현실수용, 3) 변화준비, 4) 의사결정, 5) 계획(설계), 6) 환경 

조성, 7) 실행, 8) 피드백 및 유지 순서로 진행된다.

5. 연구의 필요성

흡연, 음주, 신체활동, 식습관을 비롯한 여러 가지 건강위험행태요인들

과 수많은 만성질환은 어느 한 요인이 특정한 질환에만 영향을 미친다고 

한정할 수 없으며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건강상태에 작용한다. 그리고 

만성질환을 두 개 이상 가지고 있는 복합만성질환자 대부분은 신체적 증

상 외에도 불안, 우울, 불면증 등 다양한 정서적, 심리적 문제를 동반하

고 있으므로, 진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면 사회적, 영적 문제까지 

해소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만성질환자들이 자신의 상태를 스스로 파악하고 위기 상황에 

주도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이들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영적, 경

제적 문제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인적(holistic) 건강경영 프



11

로그램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개발된 다양한 모

바일 건강 추적 애플리케이션들에 대한 최근의 고찰에서도 사용자의 건

강상태는 시시각각으로 변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꾸준히 사용하도록 하

려면 지속적인 자극이 중요함을 언급하였다.14 이러한 서비스 모델은 수

많은 만성질환자에게 보급될 수 있도록 접근성이 용이해야 하며, 다양한 

종류의 만성질환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하고, 비용-효과적이어야 하는 점

을 고려해 보았을 때, 스마트폰을 이용한 자가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현

재로서 매우 매력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14

하지만 수많은 건강관리 프로그램 중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전인적 

건강까지 아우르는 동시에 여러 가지 질환에 적용할 수 있으면서 그 효

과를 입증한 프로그램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었다. 개발되는 프로그램

들은 대부분 여러 가지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

이 어떤 결과지표와 특정한 관련성을 보이는지 밝히게 된다면 목적에 맞

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강화하는 근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환자 중심의 자기 주도적 모바일 만성질환 극복 프로그램이 성공적으

로 정착될 경우, 1) 복합만성질환자를 포함한 만성질환자와 가족이 치료

과정 중 혹은 치료 이후에 겪게 되는 신체적 문제를 포함한 전인적 건강

문제 등을 감소시키고, 2) 합병증 발생 등으로 인한 진료비 지출과 간병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될 뿐만 아니라, 3) 만성질환자가 자기 주도

적으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

을 증진시키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6. 연구 목적

위에서 언급된 배경과 필요성에 따라, 만성질환 관리 모델(Chro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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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e Model, CCM)과 자기주도적 건강경영전략(Smart Management 

Strategy for Health, SMASH)을 기반으로 개발된 환자 중심의 지속적 만

성질환 관리 서비스 모델의 현장 검증(pilot test)이 앞서 진행되었고 본 

연구는 그 모델을 기반으로 개발된 ICT 건강경영 프로그램(스마트헬싱C)

의 세부기능별 순응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 과정을 통해 어떤 기능

의 순응도가 질환 특이적 임상 지표 및 환자 보고형 지표의 개선과 관련

이 있는지 확인하고, 나아가 더 효율적이고 완성도 높은 서비스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본 연구의 결과를 후속연구 및 field test에 제안하고

자 한다.



13

Ⅱ.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및 연구가설

본 연구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중 한 가지 이상을 진단받은 만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개발된 ICT 기반 자기 주도적 건강경영 프로그램(이

하 ICT 건강경영 프로그램)의 순응도가 질환 특이적 임상 지표 및 건강

경영역량, 건강습관, 건강기능수준 등의 환자 보고형 지표의 개선과 어

떠한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는 하위집단 분석 연구이다. 

구체적으로 Self-Assessment, Self-Planning, Self-Learning, Self-Monitor

ing의 네 가지 범주에서 각각의 순응군과 비순응군 사이의 결과지표 차

이 및 교육 책자를 받은 대조군과의 차이를 확인하고 순응도와 관련있는 

사회인구학적 특성이나 임상적 특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Figure 1)

Figure 1. Design and hypotheses of th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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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재도구: ICT 건강경영 프로그램 ‘스마트헬싱C’

‘스마트헬싱C’는 복합만성질환자의 자기 주도적 건강경영을 위해 

개발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며, 안드로이드 OS와 iOS 두 가지 버전

을 지원한다. 스마트헬싱C의 기능은 1) Self-assessment, 2) Self-planning, 

3) Self-learning, 4) Self-monitoring 이상 네 가지의 카테고리에 적용할 

수 있다. (Figure 2)

Figure 2. Four components of the ‘Smart Healthing C’ 

Self-assessment 범주에는 ‘혈당/혈압/체중 입력’과 ‘혈당/혈압/체중 

그래프’ 메뉴가 해당하며, 연구대상자가 직접 측정한 값을 애플리케이

션에 입력하면 주간 그래프와 전체 누적 기록값을 조회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자신의 혈당/혈압/체중 변화 추이를 시각적으로 직접 확인하고 관

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한다. 혈당 입력의 경우 식전 혈당과 식후 혈

당을 구분하여 기록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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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planning에는 ‘건강사명서 관리’와 ‘실천계획 관리’가 포함된

다. ‘건강사명서’는 사용자가 건강 행동을 하기 위한 다짐을 적는 것

이며, 나아가 인생 목표와 삶을 돌아보고 건강 행동 실천에 장애가 되는 

요인과 극복 방법을 기록해 두는 장기 계획이다. 1주차에 한 번 기록한 

후 수정할 수 있다. ‘실천계획’은 필수 4수칙에 따라 매일 실천할 수 

있는 가벼운 목표 매주 수립할 수 있도록 개발된 기능이며, 단기 계획 

수립에 해당한다.

Self-learning 카테고리에서 대상자는 해당하는‘건강 트레이닝’메뉴

를 통해 자가 학습을 진행할 수 있다. 학습 주제는 SMASH 전략과 12가

지 건강습관에 기반을 둔 12가지 건강수칙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

다. (Table 3) 

본격적인 학습은 2주차부터 시작하며, 필수 4수칙인‘긍정적인 마음 

갖기(마음)’, ‘규칙적인 운동 실천하기(운동)’, ‘건강한 음식 바르게 

먹기(식이)’, ‘꾸준한 약물 복용(약물)’를 순서대로 4주간 학습한다. 

이후 7주간은 필수 4수칙과 선택 8수칙을 포함한 12가지 건강수칙 중 자

신이 학습하고 싶은 주제를 일주일에 한 번씩 선택하여 학습하게 된다. 

선택 8수칙은 ‘적극적인 삶 살기’,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받기’,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시간 갖기’, ‘신앙과 종교생활하기’, 

‘금연하기’, ‘절주하기’, ‘과로는 금물, 나에게 맞는 생활하기’,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 보내기’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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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ining Level Health Behavior

4 

Essential 

Topics

1 Positive thinking

2 Regular exercise

3 Balanced diet

12 Medication

8 

Optional 

Topics

4 Proactive living

5 Regular check-up

6 Helping others

7 Regular religious life

8 Quitting smoking

9 Cutting back on alcohol

10 Work-life balance

11 Living with loved ones

Table 3. Twelve kinds of health behaviors included in ‘Smart 

Healthing C’

마지막으로 ‘스마트헬싱C’애플리케이션 내에서 Self-monitoring은 매

주 진행되는 ‘주간평가’와 월 단위로 진행되는 ‘월간평가’로 구성되

어 있다. 연구 등록 시 작성하였던 baseline 설문평가 결과에 기반하여 

세웠던 초기 계획에서 주간평가와 월간평가를 통해 새로운 계획을 세우

거나 상황에 맞게 수정할 수 있다. 3개월의 중재기간 동안 대상자가 건

강 행동 및 습관을 스스로 점검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

가 관리의 효과를 높이고자 하였다.

  그 외 ‘문의하기’ 메뉴를 통해 건강이나 프로그램에 관련하여 궁금

한 점을 의료진(연구팀)에게 언제 어디서든 문의할 수 있으며, 문의를 확

인한 의료진은 다음 절에서 소개할 ‘S-healthing’사이트를 통해 답변

을 전송한다. ‘설정’ 메뉴에서는 알람 및 푸시 기능을 사용자가 스스

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다. (Figur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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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Introduction of ‘Smart Healthing C’in Google Play Store 

and Screen Shot of Main Manu.

3. 건강관리 통합시스템: S-Healthing

본 파일럿 연구에서는 효율적인 중재군 대상자 관리와 입력결과 모니

터링, 문의에 대한 피드백, 대상자의 건강수칙 학습, 설문평가 결과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웹 기반 스마트 건강관리 통합시스템인 

‘S-healthing’을 사용자(연구대상자)용, 관리자(연구진)용의 두 가지 버

전으로 구축하였다. 앞 절에서 소개한 사용자용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인 ‘스마트헬싱C’와 다음 그림과 같은 개념도로 운영 및 연동된다. 

(Figure 4) 31



18

Figure 4. Configuration of Smart Healthcare Integrated System31

사용자용 ‘S-healthing’웹사이트에서는 대상자가 가입 후 로그인을 

하여 baseline 설문평가와 추적 설문평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관

리자에 의해 중재군으로 승인된 대상자에 한해 ‘건강경영전략 워크

북’, ‘12대 건강수칙’, ‘나의 실천계획’ 메뉴를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인터넷 환경에서 이용 가능한 ‘건강경영전략 워크북’은 서론에

서 소개한 건강경영전략을 바탕으로 자가 관리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제작되었으며, (Figure 5, Figure 6) ‘12대 건강수칙’ 메뉴에서는 이후 

소개할 12가지 건강습관과 관련된 e-book 형식의 콘텐츠를 대상자가 자

유롭게 선택하여 다운로드 후 학습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Figure 7) 

‘나의 실천 계획’ 메뉴에서는 앞서 소개한‘스마트헬싱C’애플리케이

션에서 연동된 실천계획을 조회할 수 있다.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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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Content of ‘SMASH workbook’ according to four 

components of ICT program

Figure 6. ‘SMASH workbook’ in ‘S-healthing’ website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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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E-book regarding 12 health behaviors in ‘S-Healthing’ 

website32

관리자용 ‘S-healthing’웹사이트에서는 대상자가 애플리케이션이나 

웹사이트에 직접 입력한 모든 내용(월간평가, 주간평가, 실천계획, 건강

사명서, 주간트레이닝 선택 주제, 혈당/혈압/체중, baseline 설문평가, 추

적 설문평가)을 관리자가 대상자별로 조회할 수 있다. (Figure 8, Figure 

9) 또한, ‘스마트헬싱C’애플리케이션에서 대상자가 문의한 내용에 대

하여 본 웹사이트에 답변을 남기면 사용자가 본인의 스마트폰에서 답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밖에도 대상자가 등록되면 중재군

으로 확인하여 학습 메뉴를 공개하는 기능과 등록된 대상자에게 SMS와 

E-mail을 발송하는 기능을 포함하였다.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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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Monitoring participants’ response of questionnaire in 

‘S-Healthing’ web-site for health care professionals 33

Figure 9. Monitoring usage log of ‘Smart Healthing C’ in 

‘S-Healthing’ web-site for health care professionals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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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대상자

본 연구의 대상자는 ICT 건강경영 프로그램(스마트헬싱C)의 무작위배

정 임상시험(pilot test)에 참여했던 대상자로서, 국내 두 국립대학병원의 

가정의학과, 내과, 건강증진센터에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모집되었다. 

1) 만 19세 이상인 자

2) 본 연구의 의도를 이해하고 참여하기로 동의한 자

3)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중 한 가지 이상을 진단받은 만성질환자 

(단, 당뇨병 환자의 경우 인슐린 주사요법으로 치료 중이 아닌 자)

4) 연구 등록 시점에 다음의 질환별 Poor Disease Control Indicator를 

한 가지 이상 만족하는 자 

 - 고혈압: 수축기 혈압 140mmHg 이상;

 - 당뇨병: 혈중 HbA1C 7.0% 이상;

 - 고지혈증: 혈중 LDL 콜레스테롤 130mg/dL 이상

5) 스마트폰과 PC를 이용하여 ICT 기반 건강관리프로그램을 이용 가능

한 자

상기 선정기준을 만족하더라도 1) 한글을 말하거나 듣거나 읽지 못하

는 자, 2) 의사의 판단으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상태가 불량하여 (호

흡곤란, 심각한 정신 질환 등) 본 조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최근 5년 이내 암으로 진단 혹은 치료받은 자, 4) 우울증을 제외한 정신 

질환으로 ICT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는 연구 대상

에서 제외하였다.

ICT 건강경영 프로그램의 무작위배정 임상시험은 서울대학교의과대학/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로부터 2017년 8월 30일 최소위

험연구로 승인을 받았고 (IRB No. H-1707-084-870), 국제 임상시험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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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콜 등록 사이트(Clinicaltrials.gov)에 2017년 9월 19일 등록한 이후 연구 

대상자 등록을 시작하였다. (No. NCT03294044) 본 연구와 관련된 어떠한 

절차도 서면 동의 취득 이전에 진행하지 않았으며, 스크리닝에서 탈락한 

연구 대상자를 포함한 모든 연구대상자에게 연구 절차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한 뒤 서면 동의를 취득하였다.

위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였던 ICT 건강경영 프로그램의 일차적 결과 

지표(primary endpoint)는 이분형 지표로서 연구 등록 시점에 지니고 있

던 Poor Disease Indicator 극복 여부였다. Power 80% (β=0.2), 1종 오류 

0.05 (α), 중재를 제공하지 않을 때 primary endpoint를 만족하지 못할 1

군 proportion 0.7, 중재를 제공할 경우 primary endpoint를 만족할 2군 

proportion 0.4로 가정하고 중재군과 대조군의 표본 수 비율을 1:1로 하

여 G*power package ver 3.1을 이용하여 중재군 42명, 대조군 42명을 

산출하였다. 20%의 탈락률을 고려하여 연구의 최종 sample size는 중재

군과 대조군 각 53명으로 전체 약 106명으로 산정하였다. 

5. 연구 진행 절차

연구 참여 기간은 연구 등록일로부터 약 12주간이었으며 추적 설문 작

성 시점을 연구 종료일로 정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서면동의서 취득 후 연구대상자 선정 기준과 제외 기준을 선별

(screening) 하였고,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대상자는 등록에서 제외되

었다. 서면동의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S-healthing 웹사이트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하여 baseline 설문평가를 완료한 자를 대상으로 주요 관리 질

환 변수에 따른 층화 무작위 배정이 실시되었다. 무작위 배정은 ICT 건

강경영 프로그램(스마트헬싱C)을 제공받는 중재군과 교육책자(만성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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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위한 12가지 건강수칙)를 제공받는 대조군에 1:1의 비율로 할당되

도록 연구와 관계없는 외부인이 무작위 배정표를 작성하였고, 국립보건

연구원에서 운용하는 iCreaT 웹기반 임상연구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였다.

무작위배정 후 대조군에게는 교육 책자 활용법을 설명하였고, 중재군

에게는 ‘스마트헬싱C’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및 설치할 수 있도록 

안내한 뒤, 대상자의 이용 권한을 승인하였다. 이후 프로그램의 기능 및 

사용법을 설명하고 사용설명서를 추가로 제공하였다. 

연구 등록일로부터 약 12주 후 연구실시기관에 내원하는 대상자에게 

추적 설문평가를 시행하였으며, 12주간 진행되는 학습일정은 다음과 같

다. (Figure 10)

Figure 10. Training schedule of ‘Smart Healthing C’

6. 자료 수집

임상 결과지표와 임상적 특성은 의무기록을 조회하여 수집하였다. 수

집 항목은 진단명, 수축기/이완기 혈압, 공복혈당, 혈중 HbA1C, 혈중 총

콜레스테롤, 혈중 저밀도단백 콜레스테롤, 혈중 고밀도단백 콜레스테롤, 



25

만성질환 치료 약제, 연구 참여시 전신상태, 동반질환력이었다.

연구 등록 시점에 Baseline 설문 평가에서 통해 키, 몸무게, 동반질환

력, 흡연력, 음주력, 인구사회학적 정보(결혼여부, 학력, 직업, 거주지, 수

입, 종료)를 수집하였고, 동반질환력이 의무기록의 정보와 다른 경우 대

상자와의 면담 내용을 바탕으로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판단하여 기록하였

다. 연구 종료 시점에는 중재군과 대조군 모두에게 ‘스마트헬싱C’와 

교육책자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ICT 건강경영 프로그램의 순응도는 대상자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기

록을 남겼을 때 중앙 웹서버로 연동되는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가 입력한 기록은 세부기능별로 각각 수집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으며, 건강사명서 작성, 건강 트레이닝 학습, 실천계획 작성, 주

간평가 시행, 월간평가 시행, 혈압 측정, 혈당 측정, 체중 측정 등 각 기

능에서 대상자가 측정하고 입력한 횟수 혹은 작성 여부가 자동으로 계수

되었다. 입력 로그데이터를 추출한 후 분석에 필요한 변수로 코딩하였

다.

7. 평가도구

수집된 수축기/이완기 혈압은 고혈압을 동반하고 있는 대상자의 값을 

분석에 이용하였고, 마찬가지로 당화혈색소와 공복혈당은 당뇨병 동반 

대상자의 값을, 세 가지 콜레스테롤 수치는 고지혈증 동반 대상자의 값

을 이용하였다. 건강경영역량, 건강습관, 건강기능수준 등의 환자 보고형 

지표는 baseline 설문평가와 추적 설문평가에서 S-healthing 웹사이트를 

통해 2회에 걸쳐 수집하였고, 다음의 평가도구들이 사용되었다. (Table 

4)



26

Clinical Outcomes

Hypertension Diabetes Mellitus Hyperlipidemia

Ÿ Systolic Blood 
Pressure

Ÿ Diastolic Blood 
Pressure

Ÿ Fasting Blood Sugar

Ÿ Glycated 
Hemoglobin A1c

Ÿ Total Cholesterol

Ÿ Low-density Lipoprotein

Ÿ High-density Lipoprotein

Patient-Reported Outcomes

Self-Management

(SAT-SF)

Health Habit

(based on TTM)

Utility

(EQ-5D-5L)

Ÿ Consisting of evalua
tion of three strateg
ies related to self-
management. (Core/ 
Preparation/ Implem
entation Strategy)

Ÿ A total 30 items we
re assessed on a 4-
point Likert scale, 
with 10 items per st
rategy (Not at all ~ 
Very much)

Ÿ Assessed on the TT
M-based 5-point Lik
ert scale for 12 kin
ds of health habits.

Ÿ Evaluate the numbe
r of habits in the a
ction/maintenance p
hase in the baseline 
and assess how muc
h of the habits cou
nt has changed in f
ollow-up after the i
ntervention.

Ÿ If the level of the five 
dimensions in 2~5, it is 
defined as ‘Problemati
c Group’ and level 1 i
s defined as ‘No probl
ems’.

Ÿ If the problematic grou
p in baseline changes t
o no problems in follow
-up, that dimension is d
efined as ‘Improved’ 
which is the one of res
ult of binary variable.

SAT-SF, Smart Management Strategy for Health Assessment Tool – Short For
m; TTM, Transtheoretical Model; EQ-5D-5L, EuroQoL - 5 Dimensions - 5 Le
vels Questionnaire.

Table 4. Measurement tools for evaluation of the study outcomes

건강습관은 Table 1에서 제시한 12가지 건강습관에 대하여 5점 Likert 

척도(‘실천할 생각 없음’, ‘6개월 이내 실천할 생각’, ‘1달 이내 실

천할 생각’, ‘실천한 지 6개월 이내’, ‘실천한 지 6개월 넘음’)로 

평가하였다. Likert 척도는 Prochaska와 DiClemente가 제시한 통합적 접

근법인 범이론적 모델(Transtheoretical Model, TTM)에서 건강 행동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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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5단계에 대응하여 다음의 표와 같이 설정하였다.34 (Table 5)

Stage of 
Change

Trans-theoretical 
Model

Likert of Health Behavior 
Questionnaire

1 Pre-contemplation No intention to practice

2 Contemplation Willing to practice within 6 months

3 Preparation Willing to practice within a month

4 Action Within 6 months of practice

5 Maintenance More than 6 months of practice

Table 5. Correspondence of Transtheoretical model and health 

behavior questionnaire regarding Stage of Change 

또한, 본 프로그램의 콘텐츠 개발 단계에서 자기 주도성을 지원하기 

위해 적용된 건강경영전략의 평가도구(Smart Management Strategy for 

Health Assessment tool)를 Short Form(SF)의 형태로 사용하여 대상자의 

자가관리역량 및 건강경영역량의 변화를 측정하고자 하였다.35 건강경영

전략의 평가는 핵심전략, 준비전략, 실행전략 평가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전략’은 자기 주도적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긍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건강위기를 경험하는 전 시기에 걸쳐 필요한 핵심적인 전략이고, 

‘준비전략’은 위기를 극복하고 긍정적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인생 

목표, 건강 실행 목표 및 계획을 세우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제로 필요한 전략이다. 그리고 ‘실행전략’은 계획한 것을 실행으로 

옮기고 건강 행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전략에 해당한다. SAT-SF은 한 전략당 10문항씩 총 30문항에 대하

여 4점 Likert 척도로 각 전략은 핵심전략 4가지(자기주도성, 긍정적 사

고, 지지관계 형성, 비슷한 경험 공유), 준비전략 5가지(삶의 가치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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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의사결정, 목표 및 행동설정, 우선순위 중심의 계획, 건강한 환경 

조성), 실행전략 6가지(점검, 자기동기부여, 자기실행유지, 끈기 있는 실

행, 스트레스 대처 행동, 에너지보존) 총 15가지의 하위 전략들로 구성되

어 있다. 총점은 각 전략별로 100점이며, 총점도 100점으로 평가한다.

건강기능수준은 EuroQoL 그룹에서 개발한 5단계 버전의 EQ-5D 

(EQ-5D-5L) 설문지를 이용하여 수집하였다.36 이 설문은 건강기능수준을 

삶의 질과 관련된 다섯 개의 차원(dimension)으로 나누어 5단계(level of 

severity)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Five dimensions는 운동능력 (mobility), 

자기관리 (self-care), 일상활동 (usual activities), 통증/불편감 

(pain/discomfort), 불안/우울 (anxiety/depression)로 구성되어 있다. 5단계

는 Likert 척도로 지장이나 문제가‘전혀 없음 (none)’-‘약간 있음 

(slight)’-‘중간 정도 (moderate)’-‘심한 정도 (severe)’-‘불가능/극

한 정도 (unable/extreme)’로 평가한다.

8. 결과 지표

본 연구의 일차적 결과 지표(primary outcome)는 주상병의 poor 

disease control indicator의 극복 여부 및 동반질환 임상지표의 개선으로 

보았다. 주상병이 고혈압인 경우 수축기 혈압 140mmg 미만, 당뇨의 경

우 당화혈색소 7.0% 미만, 고지혈증의 경우 저밀도단백콜레스테롤 

130mg/dL 미만이면 poor disease control indicator를 극복한 것으로 정의

하였다. 고혈압을 동반질환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 수축기혈압과 이완기

혈압, 당뇨의 경우 혈중 당화혈색소와 공복혈당, 고지혈증의 경우 혈중 

총콜레스테롤, LDL, HDL의 각각의 증감률이 순응도에 따라 나눈 그룹간

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면 임상지표의 개선과 해당 기능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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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차 결과지표(secondary outcome)는 다섯 가지 영역의 건강기능수준 

및 건강경영역량의 향상, 12가지 건강습관의 실천 및 유지 여부로 정하

였다. 건강기능수준은 EQ-5D-5L의 매뉴얼을 참고하여 다섯 가지 

Dimension(운동능력, 자기관리, 일상활동, 통증과 불편, 불안과 우울)의 

문제가 level 2~5인 경우는 ‘Problematic Group’으로 정의하고, 문제가 

‘전혀 없음’인 level 1로 응답한 대상자는 ‘No problems’그룹으로 

정의하였다.31 Baseline에서 Problematic group에 해당한 영역이 추적 관

찰에서 ‘전혀 없음’으로 변화한 경우 해당 영역의 건강기능 문제가 개

선(Improved)된 것으로 정의하고, 그 외 이전 상태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문제가 생긴 대상자는 Not improved로 코딩하여 그 비율을 교차표로 제

시하였다. 건강경영역량은 SAT-SF에서 100점 만점의 전략별 점수와 총

점이 5점 이상 증가한 경우 역량이 향상된 것으로 정의하였다. 12가지 

건강습관 중에서 한 개 이상의 건강습관이 실천 이전 단계에서 실천 단

계 혹은 유지 단계로 발전한 경우 프로그램 순응도에 따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12가지 건강습관은 Baseline에서 실천 단계 혹은 유지 단계에 해당하

는 습관의 개수를 확인하고, 중재가 끝난 후 추적관찰에서 해당 단계의 

습관 개수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평가하기로 하였다. 

9. 통계 방법

연속형 변수의 결과는 평균 ± 표준편차로 제시하였고, Intention to 

treat 원칙에 따라 분석하였다. 결측값은 다중 대체 기법(Multiple 

imputation)을 이용하여 처리하였고, 대체된 데이터로 분석한 통합 결과



30

에서는 표준편차를 대신하여 추정치의 표준편차인 표준오차로 제시하였

다. 연속형 변수의 비교 유의성은 t-test의 유의확률로 확인하였다.

범주형 또는 이분형 변수의 교차표 분석에서 다중 대체 기법의 사용으

로 인해 소수점으로 제시되는 기대빈도는 정수로 반올림하였고, 한 셀당 

5 이하의 기대빈도를 나타내는 셀이 하나 이상 있는 경우 피셔의 정확한 

검정(Fisher’s exact test)방법을 이용하여 유의확률을 산출하였다. 연구 

시작 시점에 수집된 사회인구학적 정보와 연구 종료 시점에 수집된 만족

도 설문은 대체하지 않은 원 데이터를 기술 통계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중재군에게 제공되는 ‘스마트헬싱C’의 순응도는 네 가지 구성요소

의 하위 기능별로 제각시 분류하였다. 먼저 특정 기능의 순응도에 따라 

중재군을 비순응군과 순응군으로 나눈 뒤 무작위배정 임상시험의 치료의

향(ITT, Intention-to-treat) 분석 원칙에 따라 무작위로 배정된 대조군과 

비교하여 유의확률을 확인하고 경향성 분석을 시행하였다. 이후 다음 단

계로 비순응군과 순응군의 차이를 추가로 분석하였다. 교란 요인을 보정

한 상태에서 결과지표와 가장 높은 관련성을 보이는 기능의 순응도를 탐

색하기 위하여 성별과 연령을 보정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방법은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임상적 특성에 따른 전

반적 기능 순응도를 확인하는 데에도 사용하였다. 프로그램의 만족도는 

기술 통계 방법으로 제시하였다.

모든 분석에서 통계적 유의수준은 α<0.05로 정하고, 본 연구는 소규모 

임상시험의 하위그룹 분석연구이며 대상자에게 미치는 치명적인 위험이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α< 0.1까지 미미하게 유의한(marginally 

significant) 수준으로 보았다. 통계소프트웨어는 IBM SPSS Statistics 25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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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결과

1. 연구대상자 특성

2017년 10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약 5개월간 ICT 건강경영 프로그램의 

무작위배정 임상시험의 대상자를 모집하였고, 서면동의 및 baseline 평가

를 완료한 총 106명의 대상자에게 1:1 무작위배정이 시행되었다. 중재군

에 53명, 대조군에 53명이 배정되었으며 전원의 데이터가 본 연구의 분

석에 포함되었다.31

baseline에서 수집된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임상적 특성

의 분포를 Table 6에 기술하였다. 무작위배정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

고, 중재군의 나이(58.7±9.5)가 대조군의 나이(52.9±11.3)보다 유의하게 

많게 배정된 것을 확인하였다 (p=0.005). 거주지역별로는 중재군에는 특

별시/광역시에 거주 대상자가, 대조군에는 중소도시에 거주 중인 대상자

가 상대적으로 더 배정되었다 (p=0.058). 그 밖의 다른 특성들(성별, 결혼

상태, 학력, 종교, 거주지역, 수입, 직업상태)은 중재군과 대조군 간에 유

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선정기준의 Poor Disease Control Indicator를 만족하는 주상병, 즉 무작

위배정에서 층화 변수로 사용한 질환별 대상자 수는 당뇨병이 4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지혈증은 42명, 고혈압은 18명이었다. 중복 응답이 가

능하였던 동반질환 문항에서는 고혈압을 동반하는 대상자 45명, 당뇨병

은 53명, 고지혈증은 82명이었다. (Table 6) 31



32

Intervention Control

Characteristics (N=53) (N=53)

Age (years) a 58.7±9.5 52.9±11.3

<29 1 ( 1.9%) 1 ( 1.9%)

30-39 1 ( 1.9%) 7 (13.2%)

40-49 6 (11.3%) 10 (18.9%)

50-59 17 (32.1%) 21 (39.6%)

60-69 26 (49.1%) 8 (15.1%)

≥70 2 ( 3.8%) 6 (11.3%)

Sex

Male 31 (58.5%) 29 (54.7%)

Female 22 (41.5%) 24 (45.3%)

Marriage

Married 47 (88.7%) 45 (84.9%)

Bereaved 1 ( 1.9%) 2 ( 3.8%)

Separated 1 ( 1.9%)  0 ( 0.0%)

Unmarried 4 ( 7.5%) 6 (11.3%)

Education

Elementary school  0 ( 0.0%) 1 ( 1.9%)

Middle school 3 ( 5.7%) 1 ( 1.9%)

High school 15 (28.3%) 16 (30.2%)

≥College/University 35 (66.0%) 35 (66.0%)

Religion

Christian 15 (28.3%) 10 (18.9%)

Buddhist 12 (22.6%) 9 (17.0%)

Catholic 9 (17.0%) 8 (15.1%)

None 17 (32.1%) 26 (49.1%)

Residence

Metropolitan 39 (73.6%) 28 (52.8%)

Urban area 10 (18.9%) 21 (39.6%)

Rural area 4 ( 7.5%) 4 ( 7.5%)

Table 6.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according 

to random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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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ention Control

Characteristics (N=53) (N=53)

Income (1000 KRW/month)

<2000 4 ( 7.5%) 4 ( 7.5%)

2000-2999 4 ( 7.5%) 10 (18.9%)

3000-3999 6 (11.3%) 8 (15.1%)

4000-4999 10 (18.9%) 9 (17.0%)

≥5000 29 (54.7%) 22 (41.5%)

Job Status

Employee 18 (34.0%) 19 (35.8%)

Owner 18 (34.0%) 14 (26.4%)

Unpaid family worker 2 ( 3.8%) 2 ( 3.8%)

Unemployed/Retired 15 (28.3%) 18 (34.0%)

Main Diagnosis b

Hypertension 7 (13.2%) 11 (20.8%)

Diabetes Mellitus 25 (47.2%) 21 (39.6%)

Hyperlipidemia 21 (39.6%) 21 (39.6%)

Co-morbidity c

Hypertension 23 (43.4%) 22 (41.5%)

Diabetes Mellitus 28 (52.8%) 25 (47.2%)

Hyperlipidemia 45 (84.9%) 37 (69.8%)

a. the data are presented as both mean ± standard deviation and 
categorized number (%); b. Randomization strata, which is satisfied poor 
disease control indicator; c. Available to respond multiple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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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환 특이적 임상 지표의 변화

기능별 순응도에 따라 일차 평가지표인 수축기/이완기 혈압, 당화혈색

소, 공복혈당, 총콜레스테롤, 저밀도/고밀도 지단백 수치가 어떻게 변화

하였는지 증감률의 평균값을 비교하였다. 임상 평가지표는 지표별로 단

위, 정상범위, 변동수준이 다르고, 기저 수준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를 보정하기 위하여 결과값은 추적 방문의 측정값에서 baseline

의 측정값을 뺀 뒤 baseline 값으로 나눈 값의 평균으로 계산하였다. 즉, 

지표간 증감여부를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baseline 값을 100%로 

보았을 때 추적 관찰에서 몇 %가 증감했는지를 계산한 증감률의 평균으

로 제시하였다.

1) Self-Assessment

Self-Assessment에 해당하는 혈압/혈당/체중 측정 및 입력 기능은 스마

트헬싱C를 이용한 중재군이 12주간 특정 기능을 12회 이상 기록했는지 

여부로 나누어 수치의 변화율을 비교하였다. 12회의 기준은 European 

Society에서 혈압에 유의미한 감소를 위하여 자택에서의 자가 혈압 측정

을 주 1회 이상의 빈도로 권고하고 있다는 사실과 연구 중재 기간을 고

려하여 설정하였고,37 현재까지 명확하게 효과가 검증된 권고기준이 없는 

혈당과 체중 측정 빈도에 대해서는 혈압 측정과 같은 기준으로 설정하였

다. 체중을 12회 이상 입력한 순응군에서 공복 혈당수치가 대조군과 비

교하여 유의하게 감소한 결과를 나타내었고, (p=0.054) 대조군-비순응군-

순응군으로 순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p for trend=0.084) (Tabl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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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od Pressure Check, mean ± SE

Control Non-
compliancea Complianceb p† p‡

Hypertension (n=22) (n=17) (n=6)

 SBP (mmHg) -2.7 ± 2.8 -2.8 ± 3.4  -5.5 ± 4.3 0.621 0.661

 DBP (mmHg) -2.6 ± 2.8 -2.0 ± 5.2  -4.4 ± 2.7 0.737 0.783

Blood Sugar Check, mean ± SE

Control Non-
compliancea Complianceb p† p‡

Diabetes Mellitus   (n=25) (n=22) (n=7)

 HbA1c (%) -2.5 ± 1.7 -4.6 ± 2.3  -6.2 ± 3.5 0.323 0.721

 FBS (mg/dL) -1.2 ± 3.2 -5.0 ± 3.8  -10.6 ± 6.3 0.163 0.468

Body Weight Check, mean ± SE

Control Non-
compliancea Complianceb p† p‡

Hypertension (n=22) (n=19) (n=4)

 SBP (mmHg) -2.7 ± 2.8 -2.1 ± 3.1  -10.2 ± 4.5 0.259 0.242

 DBP (mmHg) -2.6 ± 2.8 -1.4 ± 4.7  -8.1 ± 1.8 0.393 0.512

Diabetes Mellitus   (n=25) (n=20) (n=8)

 HbA1c (%) -5.2 ± 2.4 -5.2 ± 2.4 -4.3 ± 2.9 0.617 0.830

 FBS (mg/dL) -1.2 ± 3.2 -3.7 ± 3.9 -13.1 ± 5.4 0.054* 0.512

Hperlipidemia (n=36) (n=32) (n=12)

 Chol (mg/dL) -2.2 ± 4.3 -6.1 ± 3.0 -3.7 ± 5.2 0.851 0.694

 LDL (mg/dL) -0.8 ± 6.7 -8.8 ± 4.2 -1.1 ± 8.7 0.983 0.392

 HDL (mg/dL)  2.6 ± 5.5  6.0 ± 3.6  1.0 ± 4.8 0.872 0.402
Mean is calculated values which are the percentage of changes from baseline 
levels; a. defined as using the module less than 12 times; b. defined as using 
the module 12 times or more. Abbreviation: SE, Standard error;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HbA1c, Glycated hemoglobin A1c; 
FBS, Fasting blood sugar; Chol, Total cholesterol; LDL, Low-density lipoprotein; 
HDL, High-density lipoprotein.
† p-value of t-test between Control and Compliance group.
‡ p-value of t-test between Non-compliance and Compliance group.
* p for trend=0.084

Table 7. Rate of change in clinical outcomes according to use of 

‘assessment’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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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elf-Planning

Self-planning에 해당하는 ‘실천계획 세우기’, ‘건강 사명서 작성’ 

순응도와 관련된 임상 평가지표의 변화율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주 단위

로 작성 가능한 실천계획의 빈도가 약 한 달에 한 번, 즉 연구기간동안 

3회 이상일 경우 순응군으로 분류하였다. 건강사명서 작성의 경우 작성

한 대상자를 순응군, 그렇지 않은 사람을 비순응군으로 정의하였다. 단

기 계획에 해당하는 주간 실천계획 작성 순응군의 공복혈당 변화율은 대

조군과 미미하게 유의한 차이로 감소하였고, (p=0.055) 대조군-비순응군-

순응군 순으로 수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p for trend=0.077) 장기 

계획에 해당하는 ‘건강사명서 작성’ 여부와 관련성을 보이는 임상 지

표는 관찰할 수 없었다. (Table 8) 

3) Self-Learning

Self-planning에 해당하는‘건강 트레이닝’기능에서 대상자가 스스로 

학습 주제를 선택한 횟수에 따라 3회 이상 사용한 대상자를 순응군으로 

분류하였다. 연구기간동안 학습 주제는 최대 7회 선택할 수 있었으며, 7

회 모두 시행한 대상자는 9명이었고, 3회 이상은 17명, 1회 이상은 23명

이었다.

순응군의 당뇨 관련 임상 지표의 변화율이 전반적으로 대조군보다 낮

은 평균값을 보였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확인할 수 없었다. (Table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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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ekly planning, mean ± SE

Control Non-
compliancea Complianceb p† p‡

Hypertension (n=22) (n=15) (n=8)

 SBP (mmHg) -2.7 ± 2.8 -1.2 ± 3.4 -7.9 ± 4.6 0.355 0.265

 DBP (mmHg) -2.6 ± 2.8 -0.7 ± 5.2 -6.1 ± 5.7 0.584 0.524

Diabetes Mellitus   (n=25) (n=21) (n=7)

 HbA1c (%) -2.5 ± 1.7 -5.0 ± 2.4 -4.9 ± 2.9 0.527 0.988

 FBS (mg/dL) -1.2 ± 3.2 -3.9 ± 3.8 -13.8 ± 6.0 0.055* 0.184

Hyperlipidemia (n=36) (n=32) (n=12)

 Chol (mg/dL) -2.2 ± 4.3 -5.2 ± 2.6 -6.0 ± 6.5 0.674 0.912

 LDL (mg/dL) -0.8 ± 6.7 -6.8 ± 3.9 -6.5 ±10.1 0.680 0.984

 HDL (mg/dL)  2.6 ± 5.5  5.7 ± 3.4  1.9 ± 6.2 0.946 0.623

 Health mission statement, mean ± SE

Control Non-
compliancec Complianced p† p‡

Hypertension (n=22) (n=15) (n=8)

 SBP (mmHg) -2.7 ± 2.8 -4.2 ± 3.8 -2.4 ± 3.9 0.942 0.768

 DBP (mmHg) -2.6 ± 2.8 -3.3 ± 5.1 -1.3 ± 6.2 0.845 0.815

Diabetes Mellitus   (n=25) (n=22) (n=6)

 HbA1c (%) -2.5 ± 1.7 -6.0 ± 2.0 -1.4 ± 4.9 0.809 0.380

 FBS (mg/dL) -1.2 ± 3.2 -7.2 ± 3.4 -3.3 ± 9.1 0.785 0.631

Hyperlipidemia (n=36) (n=34) (n=10)

 Chol (mg/dL) -2.2 ± 4.3 -6.6 ± 2.9 -1.3 ± 5.2 0.915 0.338

 LDL (mg/dL) -0.8 ± 6.7 -8.5 ± 4.4 -0.6 ± 8.2 0.986 0.345

 HDL (mg/dL)  2.6 ± 5.5  5.2 ± 3.5  2.6 ± 5.5 0.998 0.689
Mean is calculated values which are the percentage of changes from baseline 
levels; a. defined as using weekly planning less than 3 times; b. defined as 
using weekly planning 3 times or more; c. defined as not writing health 
mission statement; d. defined as writing health mission statement. Abbreviation: 
SE, Standard error;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HbA1c, Glycated hemoglobin A1c; FBS, Fasting blood sugar; Chol, Total 
cholesterol; LDL, Low-density lipoprotein; HDL, High-density lipoprotein.
† p-value of t-test between Control and Compliance group.
‡ p-value of t-test between Non-compliance and Compliance group.
* p for trend=0.077

Table 8. Rate of change in clinical outcomes according to use of 

‘planning’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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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training, mean ± SE

Control Non-
compliancea Complianceb p† p‡

Hypertension (n=22) (n=15) (n=8)

 SBP (mmHg) -2.7 ± 2.8 -2.1 ± 3.8 -6.2 ± 3.4 0.482 0.468

 DBP (mmHg) -2.6 ± 2.8 -2.2 ± 5.6 -3.4 ± 4.3 0.879 0.885

Diabetes Mellitus   (n=25) (n=18) (n=10)

 HbA1c (%) -2.5 ± 1.7 -5.6 ± 2.2 -3.9 ± 3.8 0.720 0.684

 FBS (mg/dL) -1.2 ± 3.2 -5.9 ± 4.4 -7.1 ± 4.8 0.319 0.869

Hyperlipidemia (n=36) (n=29) (n=15)

 Chol (mg/dL) -2.2 ± 4.3 -6.6 ± 3.0 -3.1 ± 4.6 0.896 0.479

 LDL (mg/dL) -0.8 ± 6.7 -9.9 ± 4.6 -0.5 ± 6.6 0.978 0.195

 HDL (mg/dL)  2.6 ± 5.5  7.0 ± 4.0  0.2 ± 3.7 0.779 0.250

Mean is calculated values which are the percentage of changes from 
baseline levels; a. defined as selecting health training topics less than 3 
times; b. defined as selecting health training topics 3 times or more. 
Abbreviation: SE, Standard error;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HbA1c, Glycated hemoglobin A1c; FBS, Fasting blood sugar; Chol, 
Total cholesterol; LDL, Low-density lipoprotein; HDL, High-density lipoprotein.
† p-value of t-test between Control and Compliance group.
‡ p-value of t-test between Non-compliance and Compliance group.

Table 9. Rate of change in clinical outcomes according to use of 

‘learning’ module

4) Self-Monitoring

Self-Monitoring에 해당하는 주간평가와 월간평가 항목에서는 평가를 

한 번이라도 시행한 대상자를 순응군으로 분류하였다.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주간 평가는 최대 11회까지 시행 가능하였으나 주간평가를 가장 많

이 시행한 대상자의 이용 횟수는 8회였고, 월간평가는 최대 2회까지 시

행 가능하였다. Self-monitoring 기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

이는 임상 지표는 관찰할 수 없었다. (Table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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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ly evaluation, mean ± SE

Control Non-
compliancea Complianceb p† p‡

Hypertension (n=22) (n=17 (n=6)

 SBP (mmHg) -2.7 ± 2.8 -3.8 ± 3.4 -2.9 ± 4.6 0.980 0.892

 DBP (mmHg) -2.6 ± 2.8 -0.4 ± 4.9 -8.7 ± 4.5 0.307 0.338

Diabetes Mellitus    (n=25) (n=22) (n=6)

 HbA1c (%) -2.5 ± 1.7 -4.8 ± 2.3 -5.7 ± 3.5 0.454 0.857

 FBS (mg/dL) -1.2 ± 3.2 -8.5 ± 3.9 1.5 ± 4.1 0.673 0.208

Hyperlipidemia (n=36) (n=34) (n=10)

 Chol (mg/dL) -2.2 ± 4.3 -6.7 ± 3.0 -1.2 ± 4.7 0.910 0.333

 LDL (mg/dL) -0.8 ± 6.7 -9.2 ± 4.6 1.9 ± 6.7 0.830 0.178

 HDL (mg/dL) 2.6 ± 5.5 6.7 ± 3.5 -2.3 ± 4.2 0.634 0.156

Monthly evaluation, mean ± SE

Control Non-
compliancea Complianceb p† p‡

Hypertension (n=22) (n=17) (n=6)

 SBP (mmHg) -2.7 ± 2.8 -2.4 ± 3.4 -6.8 ± 4.1 0.469 0.470

 DBP (mmHg) -2.6 ± 2.8 -0.5 ± 5.0 -8.5 ± 4.3 0.291 0.354

Diabetes Mellitus    (n=25) (n=23) (n=5)

 HbA1c (%) -2.5 ± 1.7 -4.8 ± 2.2 -5.6 ± 4.0 0.506 0.882

 FBS (mg/dL) -1.2 ± 3.2 -5.4 ± 3.6 -10.7 ± 8.2 0.220 0.548

Hyperlipidemia (n=36) (n=37) (n=7)

 Chol (mg/dL) -2.2 ± 4.3 -6.5 ± 2.7 0.4 ± 7.4 0.812 0.383

 LDL (mg/dL) -0.8 ± 6.7 -9.1 ± 3.9 5.9 ± 12.2 0.702 0.229

 HDL (mg/dL) 2.6 ± 5.5 6.0 ± 3.1 -2.2 ± 8.2 0.718 0.357
Mean is calculated values which are the percentage of changes from baseline 
levels; a. defined as not using the evaluation at all; b. defined as using the 
evaluation at least once. 
Abbreviation: SE, Standard error;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HbA1c, Glycated hemoglobin A1c; FBS, Fasting blood sugar; Chol, Total 
cholesterol; LDL, Low-density lipoprotein; HDL, High-density lipoprotein.
† p-value of t-test between Control and Compliance group.
‡ p-value of t-test between Non-compliance and Compliance group.

Table 10. Rate of change in clinical outcomes according to use of 

‘monitoring’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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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강 관련 환자 보고형 지표의 변화

앞 장에서 소개한 ‘스마트헬싱C’의 네 가지 기능별 순응도가 이차 

평가지표인 건강경영역량(SAT-SF), 건강기능수준(EQ-5D-5L), 그리고 

TTM의 변화 단계에 따른 12가지 건강습관(Health behavior)과 어느 정도 

관련성을 보이는지 확인하였다.

건강경영역량의 경우 추적 설문평가의 SAT 점수에서 baseline 설문의 

SAT 평가 점수를 뺀 값을 제시하였고, 건강습관은 실행 이후 단계(실천

한 지 6개월 이내)와 유지 단계(실천한 지 6개월 이상)로 향상된 건강 행

동의 개수 변화량을 계산하였다. 두 연속형 변수 모두 다중 대체된 통합 

데이터의 평균과 표준오차를 제시하였다. 

건강기능수준은 EQ-5D-5L의 매뉴얼을 참고하여 각 Dimension의 응답

에서 level 1을 No problems group, level 2~5를 Problematic group으로 

분류하였다. 이후 baseline에서 Problematic group이었지만 추적 관찰에

서 No problems group으로 변화한 대상자를 Improved로 코딩하고, 문제 

상태를 유지하거나 새로 문제가 생긴 대상자를 Not improved로 코딩하

여 이용도에 따라 2x2 표로 제시하였다.36

1) Self-Assessment

혈압 측정 12회 이상을 기준으로 비교하였을 때 불안/우울 관련 건강

기능에서 대조군과 순응군, 비순응군과 순응군간에 모두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02, p=0.031) 불안/우울 관련 문제가 개선된 

대상자의 비율은 대조군-비순응군-순응군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p for trend=0.001) (Table 11)



41

Control
(n=53)

Non-complia
ncea (n=40)

Complianceb

(n=13)
p† p‡

Self-management, mean ± SE c

Core 1.8 ± 3.0 -4.8 ± 3.2 5.3 ± 4.9 0.608 0.112

Preparation 6.3 ± 2.5 -0.8 ± 2.9 6.7 ± 5.6 0.946 0.211

Implementation 7.2 ± 2.9 3.5 ± 3.6 8.9 ± 6.6 0.788 0.443

Total 5.1 ± 2.3 -0.7 ± 2.6 7.0 ± 4.3 0.720 0.149

Health behavior, mean ± SE d

Action 1.4 ± 0.4 0.9 ± 0.5 1.4 ± 1.2 0.995 0.735

Maintenance 0.9 ± 0.4 0.3 ± 0.5 1.6 ± 1.0 0.411 0.241

Utility, No. (%) e

Mobility

Not improved 49 (92.5) 37 (92.5) 10 (76.9) 0.131 0.150

Improved 4 (7.5) 3 (7.5) 3 (23.1)

Self-care

Not improved 51 (96.2) 40 (100) 13 (100) 1.000 1.000

Improved 2 (3.8) 0 (0) 0 (0)

Usual activity

Not improved 45 (84.9) 39 (97.5) 13 (100) 0.339 1.000

Improved 8 (15.1) 1 (2.5) 0 (0)

Pain/Discomfort

Not improved 47 (88.7) 34 (85.0) 12 (92.3) 1.000 0.667

Improved 6 (11.3) 6 (15.0) 1 (7.7)

Anxiety/Depression

Not improved 51 (96.2) 36 (90.0) 8 (61.5) 0.002* 0.031

Improved 2 (3.8) 4 (10.0) 5 (38.5) 　 　
a. defined as using blood pressure check less than 12 times; b. defined as 
using blood pressure check 12 times or more; c. calculated values which 
subtract baseline score from 12 week score of Smart Management Strategy 
for Health Assessment Tool (SAT); d. number of changes in health behavior 
to action/maintenance level; e. applied fisher’s exact test to calculate 
p-value. Abbreviation: SE, Standard error.
† p-value of t-test between Control and Compliance group.
‡ p-value of t-test between Non-compliance and Compliance group.
* p for trend=0.001

Table 11. Changes in patient reported outcomes according to use of 

blood pressure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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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헬싱C를 이용한 중재군 중 혈당 측정 및 입력 기능을 연구기간 

중 12회 미만으로 사용한 비순응군에 해당한 사람은 48명, 순응군은 8명

이었으며 이 기능의 순응도는 운동능력에 관한 문제의 개선과 관련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조군과 순응군, 비순응군과 순응군 간에 모두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p=0.042, 0.038) 대조군과 비순응군의 

비율은 큰 차이가 없었지만 순응군으로 갈수록 문제가 개선된 대상자의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 for trend=0.059) 

(Table 12) 

중재군 중 체중 측정 12회 이상의 순응군은 40명이었고, 12회 미만의 

비순응군은 13명이었다. 순응군에서 우울/불안 관련 문제가 개선된 비율

이 대조군과 비교하였을 때 유의하게 높았고, (p=0.012) 순응군으로 갈수

록 개선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p for trend=0.005) 비순응군과 

비교하였을 때에는 건강경영역량 평가의 핵심전략 점수가 유의하게 향상

된 것을 확인하였고, 유지단계로 변화된 건강습관의 개수도 미미하게 유

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p=0.010, p=0.094) (Table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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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
(n=53)

Non-complia
ncea (n=45)

Complianceb

(n=8)
p† p‡

Self-management, mean ± SE c

Core 1.8 ± 3.0 -3.7 ± 3.0 5.4 ± 5.6 0.656 0.179

Preparation 6.3 ± 2.5 0.6 ± 2.9 3.4 ± 4.6 0.637 0.682

Implementation 7.2 ± 2.9 4.0 ± 3.5 9.3 ± 4.9 0.775 0.516

Total 5.1 ± 2.3 0.3 ± 2.5 6.1 ± 3.2 0.870 0.327

Health behavior, mean ± SE d

Action 1.4 ± 0.4 1.2 ± 0.5 0.1 ± 1.6 0.308 0.414

Maintenance 0.9 ± 0.4 0.5 ± 0.5 1.5 ± 1.3 0.531 0.383

Utility, No. (%) e

Mobility

Not improved 49 (92.5) 42 (93.3) 5 (62.5) 0.042* 0.038

Improved 4 (7.5) 3 (6.7) 3 (37.5)

Self-care

Not improved 51 (96.2) 45 (100) 8 (100) 1.000 1.000

Improved 2 (3.8) 0 (0) 0 (0)

Usual activity

Not improved 45 (84.9) 44 (97.8) 8 (100) 0.581 1.000

Improved 8 (15.1) 1 (2.2) 0 (0)

Pain/Discomfort

Not improved 47 (88.7) 39 (86.7) 8 (100) 1.000 0.574

Improved 6 (11.3) 6 (13.3) 0 (0)

Anxiety/Depression

Not improved 51 (96.2) 37 (82.2) 7 (87.5) 0.350 1.000

Improved 2 (3.8) 8 (17.8) 1 (12.5) 　 　

a. defined as using blood sugar check less than 12 times; b. defined as using 
blood sugar check 12 times or more; c. calculated values which subtract 
baseline score from 12 week score of Smart Management Strategy for Health 
Assessment Tool (SAT); d. number of changes in health behavior to 
action/maintenance level; e. applied fisher’s exact test to calculate p-value. 
Abbreviation: SE, Standard error.
† p-value of t-test between Control and Compliance group.
‡ p-value of t-test between Non-compliance and Compliance group.
* p for trend=0.059

Table 12. Changes in patient reported outcomes according to use of 

blood sugar check



44

Control
(n=53)

Non-complia
ncea (n=40)

Complianceb

(n=13)
p† p‡

Self-management, mean ± SE c

Core 1.8 ± 3.0 -5.8 ± 3.3 8.6 ± 3.6 0.279 0.010

Preparation 6.3 ± 2.5 -0.7 ± 2.8 6.5 ± 5.8 0.976 0.202

Implementation 7.2 ± 2.9 5.5 ± 3.8 2.7 ± 5.4 0.451 0.690

Total 5.1 ± 2.3 -0.4 ± 2.6 6.0 ± 3.9 0.861 0.192

Health behavior, mean ± SE d

Action 1.4 ± 0.4 0.9 ± 0.5 1.4 ± 1.2 0.978 0.637

Maintenance 0.9 ± 0.4 0.2 ± 0.5 1.9 ± 0.9 0.234 0.094

Utility, No. (%) e

Mobility

Not improved 49 (92.5) 37 (92.5) 10 (76.9) 0.131 0.150

Improved 4 (7.5) 3 (7.5) 3 (23.1)

Self-care

Not improved 51 (96.2) 40 (100) 13 (100) 1.000 1.000

Improved 2 (3.8) 0 (0) 0 (0)

Usual activity

Not improved 45 (84.9) 39 (97.5) 13 (100) 0.340 1.000

Improved 8 (15.1) 1 (2.5) 0 (0)

Pain/Discomfort

Not improved 47 (88.7) 33 (82.5) 13 (100) 0.590 0.174

Improved 6 (11.3) 7 (17.5) 0 (0)

Anxiety/Depression

Not improved 51 (96.2) 35 (87.5) 9 (69.2) 0.012* 0.199

Improved 2 (3.8) 5 (12.5) 4 (30.8) 　 　
a. defined as using body weight check less than 12 times; b. defined as 
using body weight check 12 times or more; c. calculated values which 
subtract baseline score from 12 week score of Smart Management Strategy 
for Health Assessment Tool (SAT); d. number of changes in health behavior 
to action/maintenance level; e. applied fisher’s exact test to calculate 
p-value. Abbreviation: SE, Standard error.
† p-value of t-test between Control and Compliance group.
‡ p-value of t-test between Non-compliance and Compliance group.
* p for trend=0.005

Table 13. Changes in patient reported outcomes according to use of 

body weight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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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elf-Planning

매주 작성 가능한 실천계획을 12주의 연구기간 동안 3회 이상 세운 순

응군과 3회 미만의 비순응군으로 나누었을 때, 중재군 중 순응군은 39명

이었고, 비순응군은 14명이었다. 두 그룹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이차 결과지표는 자기관리수준을 나타내는 건강경영역량의 핵

심전략 점수였다. (p=0.034) 불안/우울 관련 문제 개선은 대조군과 비교

하였을 때 순응군에서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고, (p=0.058) 순응군으로 갈

수록 높아지는 경향성도 확인할 수 있었다. (p for trend=0.017) (Table 

14)

장기 계획에 해당하는 건강사명서는 작성 여부에 따라 그룹을 나누었

으며 중재군에서 작성하지 않은 대상자는 45명, 작성한 대상자는 12명이

었다. 건강사명서를 작성한 순응군에서 건강경영역량의 준비전략 점수 

및 총점이 향상되었고, (p=0.009, p=0.045) 실천 및 유지단계로 변화한 습

관의 개수도 미미하게 유의한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p=0.090, p=0.087) 

불안/우울 관련 문제는 대조군과 비교하였을 때 순응군에서 유의하게 개

선되었고, 경향성 역시 확인되었다. (p=0.040, p for trend=0.014) (Table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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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
(n=53)

Non-complia
ncea (n=39)

Complianceb

(n=14)
p† p‡

Self-management, mean ± SE c

Core 1.8 ± 3.0 -5.4 ± 2.7 6.4 ± 5.4 0.485 0.034

Preparation 6.3 ± 2.5 -1.0 ± 2.7 6.7 ± 5.7 0.942 0.176

Implementation 7.2 ± 2.9  4.1 ± 4.1 6.7 ± 4.7 0.928 0.725

Total 5.1 ± 2.3 -0.7 ± 2.5 6.6 ± 4.4 0.760 0.148

Health behavior, mean ± SE d

Action 1.4 ± 0.4 0.9 ± 0.5 1.4 ± 1.1 0.987 0.704

Maintenance 0.9 ± 0.4 0.5 ± 0.5 1.1 ± 1.0 0.806 0.520

Utility, No. (%) e

Mobility

Not improved 49 (92.5) 34 (87.2) 13 (92.9) 1.000 1.000

Improved 4 (7.5) 5 (12.8) 1 (7.1)

Self-care

Not improved 51 (96.2) 39 (100) 14 (100) 1.000 1.000

Improved 2 (3.8) 0 (0) 0 (0)

Usual activity

Not improved 45 (84.9) 38 (97.4) 14 (100) 0.189 1.000

Improved 8 (15.1) 1 (2.6) 0 (0)

Pain/Discomfort

Not improved 47 (88.7) 32 (82.1) 14 (100) 0.330 0.170

Improved 6 (11.3) 7 (17.9) 0 (0)

Anxiety/Depression

Not improved 51 (96.2) 34 (87.2) 11 (78.6) 0.058* 0.422

Improved 2 (3.8) 5 (12.8) 3 (21.4) 　 　
a. defined as using weekly planning less than 3 times; b. defined as using 
weekly planning 3 times or more; c. calculated values which subtract baseline 
score from 12 week score of Smart Management Strategy for Health 
Assessment Tool (SAT); d. number of changes in health behavior to 
action/maintenance level; e. applied fisher’s exact test to calculate p-value. 
Abbreviation: SE, Standard error.
† p-value of t-test between Control and Compliance group.
‡ p-value of t-test between Non-compliance and Compliance group.
* p for trend=0.017

Table 14. Changes in patient reported outcomes according to use of 

weekly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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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
(n=53)

Non-complia
ncea (n=45)

Complianceb

(n=8)
p† p‡

Self-management, mean ± SE c

Core 1.8 ± 3.0 -4.3 ± 2.7 4.5 ± 5.8 0.709 0.157

Preparation 6.3 ± 2.5 -2.4 ± 2.6 12.7 ± 5.8 0.273 0.009

Implementation 7.2 ± 2.9 2.9 ± 3.8 11.5 ± 5.1 0.488 0.246

Total 5.1 ± 2.3 -1.3 ± 2.4 9.6 ± 4.6 0.407 0.045

Health behavior, mean ± SE d

Action 1.4 ± 0.4 0.6 ± 0.5 2.5 ± 1.0 0.284 0.090

Maintenance 0.9 ± 0.4 0.2 ± 0.5 2.0 ± 1.0 0.211 0.087

Utility, No. (%) e

Mobility

Not improved 49 (92.5) 35 (85.4) 12 (100) 1.000 0.317

Improved 4 (7.5) 6 (14.6) 0 (0)

Self-care

Not improved 51 (96.2) 41 (100) 12 (100) 1.000 1.000

Improved 2 (3.8) 0 (0) 0 (0)

Usual activity

Not improved 45 (84.9) 40 (97.6) 12 (100) 0.333 1.000

Improved 8 (15.1) 1 (2.4) 0 (0)

Pain/Discomfort

Not improved 47 (88.7) 35 (85.4) 11 (91.7) 1.000 1.000

Improved 6 (11.3) 6 (14.6) 1 (8.3)

Anxiety/Depression

Not improved 51 (96.2) 36 (87.8) 9 (75.0) 0.040* 0.361

Improved 2 (3.8) 5 (12.2) 3 (25.0) 　 　
a. defined as not writing health mission statement; b. defined as writing health 
mission statement; c. calculated values which subtract baseline score from 12 
week score of Smart Management Strategy for Health Assessment Tool (SAT); 
d. number of changes in health behavior to action/maintenance level; e. applied 
fisher’s exact test to calculate p-value. Abbreviation: SE, Standard error.
† p-value of t-test between Control and Compliance group.
‡ p-value of t-test between Non-compliance and Compliance group.
* p for trend=0.014

Table 15. Changes in patient reported outcomes according to use of 

health mission stat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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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elf-Learning

Self-Learning 기능인 ‘건강 트레이닝’에서 연구기간동안 3회 이상 

스스로 주제를 선택하여 학습한 대상자를 순응군으로 분류하였을 때, 18

명이 이에 해당하였다. 불안/우울 관련 기능 수준은 대조군과 순응군의 

비교에서 차이가 있었고, (p=0.010) 대조군에서 비순응군, 순응군으로 갈

수록 문제개선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0.003) (Table 16) 

비순응군과 순응군을 비교하였을 때에는 건강경영역량의 핵심전략, 준비

전략, 총점에서 차이를 나타내었다. (p=0.040, p=0.088, p=0.060) (Table 

16)

4) Self-Monitoring

주간평가를 한 번 이상 시행한 순응군에서 비순응군에 비해 건강경영

역량의 핵심전략, 준비전략, 총점의 점수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p=0.024, p=0.047, p=0.045) 불안/우울 관련 문제가 개선된 비율은 대조군

과 순응군, 비순응군과 순응군의 비교에서 순응군이 높게 나타났으며, 

(p=0.009, p=0.067) 대조군에서 비순응군, 순응군 순으로 높아지는 경향성

을 보였다. (p for trend=0.003) (Table 17) 

월간평가에서도 주간평가와 같은 항목에서 유의한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순응군과 순응군의 비교에서 건강경영역량의 핵심전략, 준비

전략, 총점이 향상되었고, (p=0.019, p=0.026, p=0.018) 우울/불안 관련 문

제 개선은 대조군 및 비순응군과 비교하였을 때 순응군에서 개선된 비율

이 높았고, (p=0.003, p=0.035) 경향성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p for 

trend=0.001) (Table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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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
(n=53)

Non-complia
ncea (n=35)

Complianceb

(n=18)
p† p‡

Self-management, mean ± SE c

Core 1.8 ± 3.0 -5.9 ± 3.2 4.7 ± 4.3 0.620 0.040

Preparation 6.3 ± 2.5 -2.0 ± 3.0 6.9 ± 4.6 0.903 0.088

Implementation 7.2 ± 2.9 2.6 ± 4.3 9.1 ± 4.0 0.725 0.309

Total 5.1 ± 2.3 -1.8 ± 2.8 6.9 ± 3.4 0.687 0.060

Health behavior, mean ± SE d

Action 1.4 ± 0.4 0.7 ± 0.6 1.7 ± 0.9 0.754 0.339

Maintenance 0.9 ± 0.4 0.5 ± 0.5 1.0 ± 0.9 0.874 0.563

Utility, No. (%) e

Mobility

Not improved 49 (92.5) 33 (73.3) 14 (77.8) 0.189 0.164

Improved 4 (7.5) 2 (4.4) 4 (22.2)

Self-care

Not improved 51 (96.2) 35 (77.8) 18 (100) 1.000 1.000

Improved 2 (3.8) 0 (0) 0 (0)

Usual activity

Not improved 45 (84.9) 34 (75.6) 18 (100) 0.105 1.000

Improved 8 (15.1) 1 (2.2) 0 (0)

Pain/Discomfort

Not improved 47 (88.7) 30 (66.7) 17 (94.4) 0.670 0.651

Improved 6 (11.3) 5 (11.1) 1 (5.6)

Anxiety/Depression

Not improved 51 (96.2) 31 (68.9) 13 (72.2) 0.010* 0.245

Improved 2 (3.8) 4 (8.9) 5 (27.8) 　 　
a. defined as selecting health training topics less than 3 times; b. defined as 
selecting health training topics 3 times or more; c. calculated values which 
subtract baseline score from 12 week score of Smart Management Strategy 
for Health Assessment Tool (SAT); d. number of changes in health behavior 
to action/maintenance level; e. applied fisher’s exact test to calculate 
p-value. Abbreviation: SE, Standard error.
† p-value of t-test between Control and Compliance group.
‡ p-value of t-test between Non-compliance and Compliance group.
* p for trend=0.003

Table 16. Changes in patient reported outcomes according to use of 

health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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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
(n=53)

Non-complia
ncea (n=41)

Complianceb

(n=12)
p† p‡

Self-management, mean ± SE c

Core 1.8 ± 3.0 -5.4 ± 2.5 8.4 ± 6.1 0.365 0.024

Preparation 6.3 ± 2.5 -1.6 ± 2.7 10.2 ± 5.7 0.511 0.047

Implementation 7.2 ± 2.9 3.2 ± 3.8 10.2 ± 5.6 0.637 0.354

Total 5.1 ± 2.3 -1.3 ± 2.3 9.6 ± 4.9 0.411 0.045

Health behavior, mean ± SE d

Action 1.4 ± 0.4 0.8 ± 0.5 1.8 ± 0.9 0.689 0.383

Maintenance 0.9 ± 0.4 0.5 ± 0.5 1.1 ± 0.9 0.786 0.575

Utility, No. (%) e

Mobility

Not improved 49 (92.5) 36 (87.8) 11 (91.7) 1.000 1.000

Improved 4 (7.5) 5 (12.2) 1 (8.3)

Self-care

Not improved 51 (96.2) 41 (100) 12 (100) 1.000 1.000

Improved 2 (3.8) 0 (0) 0 (0)

Usual activity

Not improved 45 (84.9) 40 (97.6) 12 (100) 0.333 1.000

Improved 8 (15.1) 1 (2.4) 0 (0)

Pain/Discomfort

Not improved 47 (88.7) 36 (87.8) 10 (83.3) 0.634 0.650

Improved 6 (11.3) 5 (12.2) 2 (16.7)

Anxiety/Depression

Not improved 51 (96.2) 37 (90.2) 8 (66.7) 0.009* 0.067

Improved 2 (3.8) 4 (9.8) 4 (33.3) 　 　
a. defined as not using weekly evaluation at all; b. defined as using weekly 
evaluation at least once; c. calculated values which subtract baseline score from 
12 week score of Smart Management Strategy for Health Assessment Tool (SAT); 
d. number of changes in health behavior to action/maintenance level; e. applied 
fisher’s exact test to calculate p-value. Abbreviation: SE, Standard error.
† p-value of t-test between Control and Compliance group.
‡ p-value of t-test between Non-compliance and Compliance group.
* p for trend=0.003

Table 17. Changes in patient reported outcomes according to use of 

weekly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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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
(n=53)

Non-complia
ncea (n=44)

Complianceb

(n=9)
p† p‡

Self-management, mean ± SE c

Core 1.8 ± 3.0 -4.7 ± 2.9 9.3 ± 5.2 0.324 0.019

Preparation 6.3 ± 2.5 -1.4 ± 2.7 13.3 ± 6.3 0.277 0.026

Implementation 7.2 ± 2.9 2.8 ± 3.7 14.6 ± 5.1 0.300 0.144

Total 5.1 ± 2.3 -1.1 ± 2.5 12.4 ± 3.7 0.210 0.018

Health behavior, mean ± SE d

Action 1.4 ± 0.4 1.2 ± 0.5 0.4 ± 1.3 0.362 0.522

Maintenance 0.9 ± 0.4 0.6 ± 0.5 0.8 ± 1.1 0.921 0.905

Utility, No. (%) e

Mobility

Not improved 49 (92.5) 39 (88.6) 8 (88.9) 0.557 1.000

Improved 4 (7.5) 5 (11.4) 1 (11.1)

Self-care

Not improved 51 (96.2) 44 (100) 9 (100) 1.000 1.000

Improved 2 (3.8) 0 (0) 0 (0)

Usual activity

Not improved 45 (84.9) 43 (97.7) 9 (100) 0.590 0.590

Improved 8 (15.1) 1 (2.3) 0 (0)

Pain/Discomfort

Not improved 47 (88.7) 38 (86.4) 8 (88.9) 1.000 1.000

Improved 6 (11.3) 6 (13.6) 1 (11.1)

Anxiety/Depression

Not improved 51 (96.2) 39 (88.6) 5 (55.6) 0.003* 0.035

Improved 2 (3.8) 5 (11.4) 4 (44.4) 　 　
a. defined as not using monthly evaluation at all; b. defined as using monthly 
evaluation at least once; c. calculated values which subtract baseline score from 
12 week score of Smart Management Strategy for Health Assessment Tool (SAT); 
d. number of changes in health behavior to action/maintenance level; e. applied 
fisher’s exact test to calculate p-value. Abbreviation: SE, Standard error.
† p-value of t-test between Control and Compliance group.
‡ p-value of t-test between Non-compliance and Compliance group.
* p for trend=0.001

Table 18. Changes in patient reported outcomes according to use of 

monthly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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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지표의 달성과 관련된 프로그램의 세부기능

앞 절의 결과를 토대로 환자 결과 지표들과 가장 높은 관련성을 보이

는 component는 무엇인지 탐색하였다. Self-Assessment 관련 기능은 12

회 이상(주 1회 이상) 시행 여부를 기준으로 하였다. Self-Planning에서 

단기 계획인 ‘실천계획 세우기’는 3회 이상 (월 1회 이상)으로 기준을 

정하였고, 장기 계획인 ‘건강사명서 작성’작성 여부도 주요 변수로 포

함하였다. Self-Learning의 ‘건강 트레이닝’ 학습 주제 선택은 3회 이

상 이용 여부로 정하였다. Self-monitoring 부분에서는 ‘주간평가’를 

변수에서 제외하고‘월간평가’만 선별하여 총 일곱 가지의 위험요인에 

대해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모든 분석에서 나이와 성

별을 보정하였다.

1) Clinical outcomes

상기 순응도와 관련된 기준의 충족 여부에 따라, 주상병의 Poor 

disease control indicator(고혈압 환자의 경우 수축기혈압 140mmHg 이상, 

당뇨 환자의 경우 당화혈색소 7.0%이상, 고지혈증 환자의 경우 130mg/dL

이상)가 기준 이하로 감소한 목표 달성과 프로그램의 어떤 기능이 관련

이 있는지 분석하였다. 일차 결과지표의 목표 달성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는 단일 기능은 확인할 수 없었다. (Table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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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nical goal achievement a

Compliance aORb (95%CI) p-value aORc (95%CI) p-value
Blood Pressure Check

less than 12 1 (Reference)
12 or more 0.96 (0.24-3.84) 0.949 -

Blood Sugar Check
less than 12 1 (Reference)
12 or more 0.24 (0.03-2.03) 0.189 -

Body Weight Check
less than 12 1 (Reference)
12 or more 0.75 (0.19-2.99) 0.682 -

Weekly Planning
less than 3 1 (Reference)
3 or more 0.99 (0.28-3.47) 0.985 -

Mission Statement
No 1 (Reference)
Yes 0.36 (0.07-1.75) 0.203 -

Health Training
less than 3 1 (Reference)
3 or more 0.43 (0.12-1.55) 0.196 -

Monthly Evaluation
No 1 (Reference)
once or more 0.32 (0.05-2.19) 0.243 -

a. Systolic blood pressure <140mmHg in hypertension patients, hemoglobin 
A1c<7.0% in diabetes mellitus patients, LDL<130mg/dL in hyperlipidemia 
patients; b. adjusted for age and sex.; c. Forward hierarchical procedure with 
adjustment of age and sex for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model including 
factors of compliance.
Abbreviation: aOR, adjusted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NS, Not significant

Table 19 Factors in use of program to archive clinical goal

2) Self-management

ICT 프로그램에서 어떤 기능을 이용하는 것이 건강경영역량 강화와 관

련이 있는지 분석하였다. 12주의 연구기간동안 SAT 총점 평균이 5점 이

상 증가하였을 경우 의미있는 변화로 정의하였다. Self-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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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Monitoring 관련 기능을 이용하는 것이 건강경영역량 점수의 향상과 

관련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p=0.100, p=0.056) 월간평가 기능은 독립

적으로 자기관리수준 향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62) 

(Table 20)

Self-management improvement a

Compliance
aORb 

(95%CI)
p-value

aORc 
(95%CI)

p-value

Blood Pressure Check
less than 12 1 (Reference)
12 or more 3.85 (0.76-19.43) 0.100 NS

Blood Sugar Check
less than 12 1 (Reference)
12 or more 3.33 (0.55-20.05) 0.187 -

Body Weight Check

less than 12 1 (Reference)
12 or more 2.10 (0.59-7.45) 0.252 -

Weekly Planning
less than 3 1 (Reference)
3 or more 1.63 (0.48-5.49) 0.433 -

Mission Statement

No 1 (Reference)
Yes 2.93 (0.67-12.82) 0.151 -

Health Training
less than 3 1 (Reference)
3 or more 2.50 (0.75-8.40) 0.135 -

Monthly Evaluation
No 1 (Reference) 1 (Ref)

at least once
10.45 

(0.94-116.15)
0.056

9.01 
(0.89-91.20)

0.062

a. increasing bigger than 5 points in total SAT(Smart Management Strategy 
for Health Assessment Tool) score; b. adjusted for age and sex; c. Forward 
hierarchical procedure with adjustment of age and sex for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model including factors of compliance. Abbreviation: aOR, adjusted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NS, Not significant.

Table 20 Factors in use of program to improve self-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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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Health habit

12가지 건강습관 중 한 개 이상의 건강 행동이 실행 이전 단계(고려 

전 단계, 고려 단계, 준비 단계)에서 실행 이후 단계(실행 단계, 유지 단

계)로 변화하였을 때 건강습관이 증가한 것으로 정의하였다. 건강습관 

증가와 독립적으로 유의한 관련이 있는 단일 기능은 결과에서 확인할 수 

없었다. (Table 21)

Increased health habit a

Compliance
aORb 

(95%CI)
p-value

aORc 
(95%CI)

p-value

Blood Pressure Check

less than 12 1 (Reference)

12 or more 0.94 (0.25-3.54) 0.924 -

Blood Sugar Check

less than 12 1 (Reference)

12 or more 0.49 (0.08-2.86) 0.422 -

Body Weight Check

less than 12 1 (Reference)

12 or more 1.34 (0.35-5.20) 0.667 -

Weekly Planning

less than 3 1 (Reference)

3 or more 0.72 (0.19-2.72) 0.625 -

Mission Statement

No 1 (Reference)

Yes 0.96 (0.30-3.06) 0.950 -

Health Training

less than 3 1 (Reference)

3 or more 0.46 (0.10-2.17) 0.327 -

Table 21 Factors in use of program to increase health ha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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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Utility regarding Mobility

  앞 장에서 삶의 질과 관련된 5개 영역의 건강기능수준 중 일부 프로그

램 기능별 순응도와 유의한 관련성이 확인되었던 운동능력과 관련된 요

인에 대해 분석한 결과, 높은 혈당 측정 빈도가 운동능력 관련 기능상태

와 독립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28) (Table 22)

Increased health habit a

Compliance
aORb 

(95%CI)
p-value

aORc 
(95%CI)

p-value

Monthly Evaluation

No 1 (Reference)

at least once 0.46 (0.10-2.17) 0.327 -

a. More than one health behavior changed to action level among 12 kinds of 
health behavior; b. adjusted for age and sex; c. forward hierarchical 
procedure with adjustment of age and sex for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model including factors of compliance.
Abbreviation: aOR, adjusted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NS, Not significant

Improved mobility a

aORb 
(95%CI)

p
aORc 

(95%CI)
p

Compliance

Blood Pressure Check

less than 12 1 (Reference)

12 or more 3.46 (0.69-17.25) 0.130 -

Blood Sugar Check

less than 12 1 (Reference)

12 or more 7.94 (1.22-51.74) 0.030 8.12 (1.25-52.69) 0.028

Body Weight Check

Table 22 Factors in use of program to improve utility in mobility



57

5) Utility regarding Anxiety/Depression

  운동능력 관련 건강기능수준과 마찬가지로 유의한 관련성이 확인되었

던 불안/우울관련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해보았다. 혈당 측

정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유의확률이 0.1 미만으로, 성별과 연령을 보

정한 순응군에서 불안/우울 관련 문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란

변수의 영향을 제거한 다중회귀모델에서는 주기적인 혈압체크와 자가평

Improved mobility a

aORb 
(95%CI)

p
aORc 

(95%CI)
p

Compliance

less than 12 1 (Reference)

12 or more 3.34 (0.68-16.52) 0.139 -

Weekly Planning

less than 3 1 (Reference)

3 or more 0.66 (0.71-6.16) 0.717 -

Mission Statement

No 1 (Reference)

Yes 0 1 -

Health Training

less than 3 1 (Reference)

3 or more 4.28 (0.87-21.06) 0.073 NS

Monthly Evaluation

No 1 (Reference)

at least once 1.03 (0.11-9.93) 0.981 -
a. Change from problematic group to no Problems in mobility of utility; b. 
adjusted for age and sex; c. Forward hierarchical procedure with adjustment 
of age and sex for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model including factors of 
compliance.
Abbreviation: aOR, adjusted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NS, Not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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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 독립적인 관련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20, p=0.077) 

(Table 23)

Improved anxiety/depression a

aORb 
(95%CI)

p-value
aORc 

(95%CI)
p-value

Compliance
Blood Pressure Check

less than 12 1 (Reference)

12 or more
10.72 

(1.47-78.03)
0.021

9.28 
(1.43-60.22)

0.020

Blood Sugar Check
less than 12 1 (Reference)
12 or more 1.38 (0.15-13.03) 0.779 -

Body Weight Check
less than 12 1 (Reference)
12 or more 5.69 (0.94-34.43) 0.058 NS

Weekly Planning
less than 3 1 (Reference)
3 or more 4.02 (0.78-20.84) 0.097 NS

Mission Statement
No 1 (Reference)
Yes 6.99 (1.16-41.99) 0.034 NS

Health Training
less than 3 1 (Reference)
3 or more 7.06 (1.17-42.54) 0.034 NS

Monthly Evaluation
No 1 (Reference)

at least once
12.22 

(1.74-85.94)
0.013

6.15 
(0.82-46.23)

0.077

a. Change from problematic group to no problems in anxiety/depression of utility; 
b. adjusted for age and sex; c. Forward hierarchical procedure with adjustment of 
age and sex for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model including factors of compliance.
Abbreviation: aOR, adjusted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NS, Not significant

Table 23 Factors in use of program to improve utility in anxiety and 

depression



59

5. 순응도를 결정하는 연구대상자의 특성

대상자의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임상적 특성 중 어떤 특성이 프로그램

의 전반적인 순응도와 관련이 있는지 분석하였다. 무작위배정에서 대조

군으로 배정되어 ICT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없었던 대상자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종속변수는 혈당/혈압/체중 측정 12회 이상, 실천계획 3회 

이상, 건강트레이닝/월간평가/건강사명서 작성 1회 이상 이용의 위 기준 

중 한 가지라도 만족하는 대상자와 한 가지도 만족하지 못하는 대상자로 

이분화하였다.

중재군으로 배정된 대상자 중 중 고혈압을 동반하고 있는 대상자에서 

본 프로그램의 순응도가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p=0.05) (Table 32)

ICT program Compliance a

Predictors
crude OR 
(95%CI)

p-value
adjusted ORb 

(95%CI)
p-value

Sex

Male 1 (Reference)

Female 0.76 (0.25-2.29) 0.624 -

Age (years)

<60 1 (Reference)

≥60 1.21 (0.41-3.63) 0.728 -

Marital Status

Single/separated 1 (Reference)

Married/cohabited 3.22 (0.54-19.42) 0.202 -

Education

≤High school 1 (Reference)

≥College 1.69 (0.54-5.35) 0.370 -

Table 24.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regarding the compliance of 

ICT program (n=53)



60

ICT program Compliance a

Predictors
crude OR 
(95%CI)

p-value
adjusted ORb 

(95%CI)
p-value

Religion

No 1 (Reference)

Yes 0.68 (0.21-2.25) 0.529 -

Residence

Urban/rural area 1 (Reference)

Metropolitan 0.72 (0.20-2.54) 0.609 -

Income (1000 won/mo)

<4000 1 (Reference)

≥4000 0.72 (0.20-2.54) 0.609 -

Occupation

No 1 (Reference)

Yes 1.34 (0.40-4.48) 0.633 -

Hypertension

No 1 (Reference) 1 (Reference)

Yes 3.24 (1.00-10.49) 0.050 3.24 (1.00-10.49) 0.050

Diabetes Mellitus

No 1 (Reference)

Yes 1.66 (0.55-5.00) 0.366 -

hyperlipidemia

No 1 (Reference)

Yes 0.82 (0.17-3.86) 0.803 -

a. Meet one or more criteria for compliance of each function; b. Forward 
hierarchical procedure for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model..
Abbreviation: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NS, Not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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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중재 프로그램의 만족도 비교

‘스마트헬싱C’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중재군과 책자형 교육자료를 제

공받은 대조군 모두에게 프로그램에 대한 설문을 시행한 결과, 유용성

(Usability), 편의성(Ease of use), 추천의향(Recommendation), 만족도

(Contentment) 모든 부분에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Table 33) 

Positive answer to

Smart Healthing C

(Intervention, n=41)

Education book

(Control, n=39)

Usability 26 (61.9%) 19 (48.7%)

Ease of use 27 (64.3%) 19 (48.7%)

Recommendation 21 (50.0%) 15 (38.5%)

Contentment 29 (69.0%) 21 (53.8%)

Table 25. Respond to ICT program vs paper booklet

7. 중재 프로그램의 위험성

본 연구를 위한 임상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본 프로그램으로 인해 유발

된 어떠한 이상반응도 관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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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요약

Self-Assessment 관련 기능의 순응도는 공복혈당 및 건강경영역량의 

핵심전략 점수, 운동능력 및 우울/불안 관련 건강기능수준과 관련이 있

었고, 유지 중인 건강습관의 개수 변화와도 관련이 있었다. Self-Planning 

관련 기능의 순응도는 건강경영역량 부분에서 핵심전략, 준비전략 점수

와 총점에서 관련성을 나타내었고, 새로 실천하거나 유지 중인 건강습관

의 개수, 우울/불안 관련 문제의 개선과 관련이 있었다. Self-Learning 관

련 기능은 건강경영역량 향상 및 우울/불안 관련 건강기능수준의 개선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Self-Monitoring도 Self-Learning과 같은 

항목에서 관련성을 나타내었다. 또한, 고혈압을 동반하고 있는 대상자에

서 전반적인 프로그램 순응도가 높았으며, 책자형 교육자료보다 ICT 기

반 프로그램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Figure 11, Table 26)

Figure 11. Summary of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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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ules Clinical outcomes Patient reported outcomes

Self-Assessment FBS*

Ÿ Self-Management: Core 

strategy**

Ÿ Maintenance of health 

behavior*

Ÿ Utility of Mobility**

Ÿ Utility of Anxiety/depression**

Self-Planning FBS*

Ÿ Self-Management** 

(Core/Preparation strategy, 

Total score)

Ÿ Action/maintenance of health 

behavior*

Ÿ Utility of Anxiety/depression**

Self-Learning -

Ÿ Self-Management:

- Core strategy**

- Preparation strategy*

- Total score*

Ÿ Utility of Anxiety/depression**

Self-Monitoring -

Ÿ Self-Management** 

(Core/Preparation strategy, 

Total score)

Ÿ Utility of Anxiety/depression**

*p <0.1, **p <0.05

Table 26. Summary of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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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개발된 ICT 기반 모바일 프로그램은 유용성(Usability), 편의성(Ease of 

use), 추천의향(Recommendation), 만족도(Contentment) 측면에서 모두 대

조군의 책자형 교육자료보다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으나, 전체 53명의 중

재군 중에서 17명(32.1%)이 어떠한 사용로그도 기록되지 않은 미이용군

에 해당하였기 때문에 대규모 후속연구에서는 순응도를 보다 높일 수 있

는 개선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중재군의 연령이 대조군보다 약 

6세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중재군의 스마트폰 어플

리케이션에서 만족도가 더 높다는 사실을 통해 스마트폰을 이용한 프로

그램이 50대 이상의 중년 인구에게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

을 유추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사실은 당뇨병 단일 질환 대상의 모바

일 기반 자가관리 및 생활습관 변화 연구에서도 확인한 바 있었다.16 

Self-management가 당뇨 환자의 질환 관련 임상 지표 개선에 효과가 있

다는 기존 연구결과는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당뇨 관련 지표

인 공복혈당 수치와 Self-Assessment 및 Self-Planning 기능의 순응도 간

의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24,27

주 단위로 설정이 가능한 ‘실천계획 세우기’ 기능에서 연구기간 동

안 매주 실제로 실천계획을 세웠던 대상자는 중재군 53명 중 2명에 불과

하였다. 해당 기능에 대하여 3회 이상 및 1회 이상 이용 여부를 기준으

로 두고 결과지표와의 연관성을 각각 살펴보았을 때, 1회 이상 이용한 

그룹보다 3회 이상 이용한 그룹에서 감소율 평균이 더 낮은 것과 실천계

획의 순응도가 4회 이상에서 현격히 감소하는 것을 고려하였을 때 만성

질환자에게 적절한 계획수립 빈도를 월 1회 혹은 2회로 권고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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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의 목표를 돌아보는 중장기 계획인 건강사명서를 작성하는 것은 

건강경영역량의 준비전략 점수의 상승과 관련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이 결과를 통해 겉으로 드러나는 신체적 증상의 단기적 개선이 아

니라, 중장기적으로 건강경영역량을 강화하고 건강습관을 실천 및 유지

하게 함으로써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하는 방법으로 건강사명서를 

활용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Self-Learning에 해당하는 건강 트레이닝 학습의 경우, 대상자가 선택 

8주차에서 주제를 선택하였을 경우에만 기록이 남기 때문에 필수 4수칙

은 충실히 이행하고 실제로 학습했더라도 연구자 측에서 접속 시간 등의 

웹로그 데이터를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본 프로그램

의 목적은 자기 주도적으로 건강을 경영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

기 때문에, 학습할 주제를 스스로 선택했다는 것에서 이용자의 자기 주

도성이 반영되었다고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Self-Monitoring에 포함되는 월간평가의 시행은 건강경영역량의 세부 

항목 점수 상승과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평가를 시행한 대상자의 

수를 같은 빈도(약 월 1회)의 주간평가 시행 대상자 수와 비교해 보았을 

때, 주간평가를 3회 이상 시행한 대상자 수는 총 6명이었으며, 월간평가

를 1회 이상 시행한 대상자는 8명이었다. 주간평가의 항목이 월간평가보

다 간소한데도 월간평가를 시행한 대상자가 더 많다는 점은 향후 대규모 

후속 연구의 순응도 향상을 위한 개선 사항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매주 시행하는 평가가 이용자의 피로를 증가시켜 순응도가 떨어지는 것

으로 추정하면 Self-monitoring의 간격은 월 1회로 정하는 것이 순응도와 

만족도 양쪽 다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흡연과 음주는 널리 잘 알려진 고지혈증의 유발 요인이며, 긍정

적 사고 또한 고지혈증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Radler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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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장기간의 높은 수준의 심리적 웰빙이 높은 HDL 콜레스테롤 및 낮은 

중성지방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960명을 대상의 한 대규모 

단면 연구에서는 낙천주의가 있는 사람에게서 HDL 콜레스테롤이 더 높

고, 중성지방이 더 낮은 결과를 보였다.38,39 하지만 관련 문헌고찰 결과에

서 고혈압, 당뇨 대상의 프로그램들보다 고지혈증 환자 대상의 스마트폰 

기반 중재 프로그램이나 자가관리 중재 연구가 부족한 것을 확인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고지혈증의 질환 특이적 임상 지표 중에서는 ICT 프로그

램의 기능별 순응도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를 고려해 본다

면, 향후 개선된 프로그램을 통해 금연, 금주, 긍정적 사고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건강 습관들을 실천 및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고지

혈증 관련 임상 지표의 호전도 함께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만성질환자의 우울 증상 관리의 필요성은 여러 연구에서 제시되어 왔

다. 호주에서 시행된 3천여 명의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관찰

연구에서는 당뇨가 없는 인구에 비해 당뇨를 진단받은 환자군의 우울증 

유병률이 약 7%p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고,40 5개의 전향적 코호트를 대

상으로 한 메타 분석 결과에서는 고혈압이 있는 사람들이 고혈압이 없는 

사람들과 비교하였을 때, 우울증의 위험이 유의하게 높았다.41 우울 증상

은 약물치료 등에 대한 순응도, 흡연, 음주, 사회적 고립, 스트레스 등에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만성질환자들의 치료를 어렵게 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42 본 연구의 이차 평가지표 중 하나인 다섯 영역의 건

강기능수준에서 우울/불안 관련 문제는 혈당 측정을 제외한 ICT 프로그

램의 기능 대부분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의 사용을 통해 우울 증상을 동반하고 있는 만성

질환자를 포함한 복합만성질환자의 불안/우울 등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

하고 정서적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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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소규모로 진행된 무작위배정 임상시험의 대상자를 분석한 

관계로 연구대상자 수를 고려하였을 때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기개발된 프로그램이 개선될 방향을 모색할 수 

있었다는 것에 의의가 있으며, 추후 대규모 임상시험을 통해 효과를 입

증함으로써 복합만성질환자의 자기 주도적 건강경영과 건강 증진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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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lationship between Compliance of 

Self-Management Health Program 

and Patient Outcomes for Patients 

with Multiple Chronic Diseases

Jihye Lee

Department of Medical informatic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Several health risk behavior factors, including smoking, drinking, 

physical activity, eating habits, can not be limited to affecting only one 

disease among the numerous chronic diseases. Rather, multiple factors 

complexly influence on the health status. Patients with multiple chronic 

conditions are at higher risk of complications and death compared to 

those with a single illness. In addition, they have various emotional, 

psychological, social, and spiritual problems besides physical problems. 

With the rising cost of healthcare to manage chronic diseases 

worldwide, smartphone-based health care programs have emerged as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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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ernative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raditional healthcare delivery 

systems, minimizing distance, time and cost barriers.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complianc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ICT)-based health management program 

for patients with multiple chronic diseases, and examined which of the 

detailed functions have positive relationship with clinical indicators or 

patient-reported outcomes. We also proposed such beneficial ICT 

functions to follow-up research and to field test in order to utilize the 

results of the study in developing more efficient and complete service 

model.

The randomized controlled trial of this ICT health management 

program was approved by Institutional Review Board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and 

registered with the International Clinical Trial Protocol Registration Site, 

Clinicaltrials.gov. (No. NCT03294044) For a period of about 5 months, 

the subjects were recruited in out-patient department of the two 

national university hospitals in Korea. Written informed consent was 

obtained by all participating patients before enrollment. Those who 

were diagnosed with one or more disease, including hypertension, 

diabetes and hyperlipidemia, and were satisfied with one or more 

criteria below have been enrolled in this study.

1) Systolic blood pressure of 140mmHg or higher

2) Glycated hemoglobin A1c of 7.0% or higher

3) Low-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130mg/dL or higher

A total of 106 subjects were enrolled in the study and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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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s were assigned to the intervention group and the rest were 

assigned to the control group. The intervention group received a 

smartphone application containing Smart Management and Strategy for 

Health and the control group received a paper booklet containing 

health management information. The study was completed after about 

12 weeks of use respectively. The primary outcome variables were 

disease-specific clinical indicators. Those who with hypertension were 

evaluated by systolic/diastolic blood pressure, who with diabetes were 

evaluated by glycated hemoglobin/fasting glucose and who with 

hyperlipidemia were evaluated total cholesterol and low/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The secondary outcome variables were patient 

reported outcomes using validated tool. Smart Management and Strategy 

for Health Assessment Tool (SAT) for self-management level, 12 health 

habits known to affect the health of chronic patients in previous 

studies and EQ-5D-5L questionnaire for utility related to quality of life. 

All of the outcomes were collected at the time of study registration 

and at the end of study.

Fasting blood sugar improvement has relationship with 

compliance group who measured their body weight (self-assessment) 

more than once a week and who made the weekly planning 

(self-planning) more than once a month. Self-management improvement 

related to writhing health mission statement (self-planning), selecting 

the topics of health training (self-learning), performing weekly/monthly 

evaluation (self-monitoring). In self-monitoring module, monthly 

evaluation showed higher compliance and greater relationship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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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rovement of self-management score than weekly evaluation. 

Improvement of problem related anxiety/depression has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all four categorized modules of the 

program. Generally, hypertension patients has better compliance than 

other disease. Despite the average age of the intervention group was 

higher than the control group, the satisfaction of the mobile application 

was higher than the paper booklet for control group, which is contrast 

to conventional wisdom. 

From the above results, compliance and effectiveness is 

expected to be raised appropriately when recommended frequency 

would be once a week in short-term action and once a month in 

self-monitoring. In order for the program to be improved in the future 

to have positive effects on hyperlipidemia, it may be necessary to 

strengthen the program so that it can practice and maintain the health 

habits known to be associated with hyperlipidemia. 

Keywords : Multiple Chronic Disease, ICT-based, Utility

Self-Management, Health Behavior.

Studenct Number : 2017-2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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