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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2011년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대사증후군 유병률
은 28.8%이며, 대사증후군은 심뇌혈관 질환과 제2형 당뇨병의 합병증을 
유발하고 조기사망의 위험성을 높이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적절한 관리가 
필수적이다. 대사증후군의 관리는 생활습관 개선 및 교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최근에는 식이와 운동을 포함하는 자가관리 행위로서의 자가 모
니터링과 평가가 강조되고 있다. 이 같은 대사증후군 관리의 필요성에 따
라 서울시에서 2009년 1월부터 시작한 대사증후군관리사업에서는 현재까
지 표적집단 수의 약 10%를 등록 및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의 효과
와 영향요인을 탐색한 연구가 부족하며, 향후 효과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실행지침과 전략 등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에 미국과 
유럽 일부 국가에서 만성질환관리를 위해 논의되고 있는 유용한 이론적 
틀인 만성질환관리모형(CCM)의 구성요소인 자가관리 지원에 근거하여 
서울시 대사증후군관리사업의 자가관리 지원 효과를 파악하고, 보건소 대
사증후군 자가관리 지원 수준을 측정하여, 대사증후군 자가관리 지원 수
준에 따른 대사증후군관리사업의 효과 차이를 분석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은 서울시 보건소 대사증후군관리사업에 투입된 4개 보건소의 
보건의료 인력 34명과 해당 보건소의 대사증후군관리사업에 등록되어 대
사증후군 관리를 받고 있는 지역사회 주민 1,312명이었다. 대사증후군관
리사업의 2차 자료를 이용하여 대사증후군관리사업의 자가관리 지원 효
과를 분석하였으며, 만성질환 자가관리 평가도구(PCRS)를 이용하여 보건
소 대사증후군 자가관리 지원 수준을 측정하였고,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
다.
 서울시 대사증후군관리사업의 자가관리 지원 효과 가운데 건강행위에서는 
흡연(p=.044), 음주(p<.001), 건강 식습관(p<.001) 항목에서 긍정적인 변
화가 나타났다. 대사증후군 임상지표의 변화에서는 중성지방(p=.002)과 
HDL-C(p<.001)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그리고 대사증후군 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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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개선율에서는 전체 대상자의 53.3%에서 관리 성공을 보였다. 만성
질환 자가관리 평가도구(PCRS)로 측정한 보건소 대사증후군 자가관리 
지원 수준은 80점 만점 중 ‘환자 지원’ 영역에서 45.9점, ‘조직 지원’ 영
역에서 52.2점, 총점 98.1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사증후군 자가관리 지
원이 조직적 수준 또는 제공자와 대상자 간에 협력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보건소별로 대사증후군 자가관리 지원 수준에
는 차이가 있었으며(p=.003), 대사증후군 자가관리 지원 수준에 따라 지
원 수준이 높은 보건소는 ‘A군(A보건소)’으로, 지원 수준이 낮은 보건소
는 ‘B군(B,C,D 보건소)’으로 분류되었다. 보건소 대사증후군 자가관리 지
원 수준에 따른 대사증후군관리사업의 효과 차이는 건강행위 가운데 음주
에서 A군이 B군에 비하여 오즈비가 0.509(p=.001)로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하여 서울시 대사증후군관리사업은 전체 대상자의 
53.3%에서 관리 성공을 보여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대사
증후군관리사업의 효과 평가 및 영향 요인에 대한 탐색 연구가 지속적으
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보건소 대사증후군 자가관리 지원은 조직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환자참여 및 정신건강에 
대한 접근은 미흡하였다. 따라서 환자 지원 영역에서 정신건강을 포함하
는 심리적 지원을 강화하고, 조직 지원 영역에서 환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부분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보건소에 따라 대사증후군 자가관리 
지원 수준에는 차이가 있었으나, 그에 따른 대사증후군관리사업의 효과 
차이는 음주 외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에는 보건소 대사증후군 
자가관리 지원에 대한 지속적인 탐색 연구와 논의가 이루어져야만 할 것
이며, 이를 바탕으로 사업의 중재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중재전략과 표
준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보건소 대사증후군관리사업에는 대상자의 자가관리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 등을 사정하고 평가하는 과정이 포함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지
역사회 간호사의 역할 규명 및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
며, 다각적인 사업의 효과 및 영향요인을 검증하는 중장기적 연구를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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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
주요어: 대사증후군, 대사증후군관리사업, 자가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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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악성 신생물(암), 뇌혈관질
환, 허혈성 심장질환, 당뇨병이 우리나라 주요 5대 사망원인으로 나
타났으며(통계청, 2013), 이러한 만성질환에 대한 사회경제적 부담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대사증후군은 복부비만, 이상지질혈
증, 고혈압, 당뇨병 등의 심뇌혈관 위험요소들이 한 사람에게 군집
되어 나타나는 상태를 말한다(Alberti, Zimmet, & Shaw, 2005). 
미국의 National Cholesterol Education Program Adult Treatment 
Panel Ⅲ (이하 NCEP-ATP Ⅲ) 기준에 따르면, 2005년 미국의 대
사증후군 유병률은 34.5%로 나타났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07~2010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은 30세 이상 성인의 28.8%(남자 31.9%, 여자 25.6%)로 나
타났다(보건복지부, 2011). 이러한 대사증후군을 적절히 관리하지 
않으면 심뇌혈관 질환과 제2형 당뇨병의 합병증이 유발되며, 그로 
인한 조기사망의 위험성을 높이기 때문에 적절하고 적극적인 관리
가 필요하다.
 대사증후군 관리는 약물투약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생활습관 개
선 및 교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Foreyt, 2005), 그 관리 전략으
로 식이와 운동을 포함하는 자가관리 행위로서 자가 모니터링과 평
가가 강조되고 있다(NCEP-ATP Ⅲ, 2001). 자가관리(self-management)
는 환자가 자신의 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
로, 그 목적은 신체적 건강 상태와 기능상에서 만성질환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질환에 적응하는 것이다(Lorig & Holman, 1993). 자가
관리의 활동으로는 만성질환의 증상 관리, 상태 조절, 신체적·심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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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과 생활습관 변화 등이 있다(Glasgow et al., 2003).
 이 같은 대사증후군 관리의 필요성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2009년 1
월부터 ‘대사증후군관리사업’을 시작하였으며(서울시, 2009), 그 목
적은 대사증후군의 적절한 관리를 통해 만성질환을 효과적으로 예
방하고, 예방중심의 통합적 건강증진서비스를 지원하여 시민의 자가
관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대사증후군관리사업은 2011년부터 
서울시 전체 25개 보건소로 확대되어 실시되고 있으며, 2013년 통
계자료에 따르면 약 17만 명이 등록·관리되고 있다. 이러한 등록인
원은 30~64세의 서울시민 가운데 대사증후군 유병률을 감안한 표
적집단 수의 약 10% 수준이다(대사증후군관리사업지원단, 2014).
 Wagner(1998)는 만성질환관리와 관련하여 기존의 보건의료체계가 
치료중심적이고 환자의 역할을 과소평가하며 질환이 산발적으로 관
리되고 지역사회 서비스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따라서 지속적인 관리 및 평가가 미흡하다는 한계를 인식하고 만성
질환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평가하며 환자의 건강상태를 
유지 및 증진시키기 위해 보건의료체계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
였다. 이후 Bodenheimer 등(2002)은 이를 만성질환관리모형(Chronic 
Care Model, 이하 CCM)으로 구체화하였다. 만성질환관리모형은 충
분한 정보와 자원을 바탕으로 건강관리에 적극적인 환자와 잘 준비
된 보건의료 전문가의 생산적인 상호작용 형성을 목표로 하는 국가 
만성질환관리 패러다임으로서, 미국을 포함한 다수의 국가에서 만성
질환관리의 근간이 되는 이론의 틀로서 사용되고 있다.
 만성질환관리모형은 6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Bodenheimer, 
Wagner, & Grumbach, 2002), 이 가운데 ‘자가관리 지원(self- 
management support)’은 환자의 적절한 자가관리를 위하여 보건의
료 전문가들이 환자상태를 평가하고 목표설정 및 실행계획을 수립
하는데 환자의 참여를 격려하여 환자의 문제해결 기술을 증진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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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활동이며, 지속적인 자가관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내부와 
지역사회 자원을 조직화하는 과정이다(정영호, 고숙자와 김은주, 
2013). 자가관리 지원의 개념분석을 통하여, 자가관리 지원의 속성
은 환자 중심 속성, 제공자 속성 및 조직 속성의 3가지 속성으로 파
악되었으며(Kawi, 2012), 간호사는 조직과 협력 측면에서 만성질환
관리의 선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가관리 지원에서 중요한 존재임
이 강조되고 있다(Wagner et al., 2001; Watt et al., 2009).
 자가관리와 자가관리 지원은 주로 당뇨(Norris, Engelgau, & 
Narayan, 2001; Loveman et al., 2003; Deakin et al., 2005), 고혈
압(Boulware et al., 2001) 등 만성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가 이
루어졌다. 그 효과로는 지식(Norris, Engelgau, & Narayan, 2001; 
Turnock et al., 2005), 행위 변화(Deakin et al., 2005; Tang, 
Funnell, & Oh, 2012), 삶의 질(Norris, Engelgau, & Narayan, 
2001), 임상적 지표(Schillinger et al., 2009) 등을 측정하였다. 그
리고 자가관리 중재 방법으로는 그룹 기반 교육, 동기부여 상담 등이 
있으며, 환자의 건강 성과 향상에 효과적이었다고 알려져 있다
(Norris, Engelgau, & Narayan, 2001; Boulware et al., 2001; 
Loveman et al., 2003). 
 서울시 대사증후군관리사업은 기본적으로 발견검사를 통하여 대사
증후군 요인에 따른 군 분류를 시행하고, 이에 따라 건강관리상담
(영양, 운동 상담 필수) 및 문자메시지 서비스(SMS)를 차등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보건소의 여건에 맞추어 국가단위의 ‘심뇌혈관
질환예방관리사업’에서 강조하고 있는 만성질환관리 교육 프로그램 
등과 자율적으로 연계하여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 대사증후군관리사업 가운데 건강관리상담에는 군 
분류에 따른 상담의 가이드라인이나 세부 관리지침이 마련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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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고, 약물치료군에 대한 교육 및 자조모임의 활성화가 미흡한 
실정이다(대사증후군관리사업지원단, 2014). 사업의 평가기준도 6
개월 추구관리율과 위험요인 개선율 등의 결과평가를 중심으로 이
루어지고 있어서 대사증후군 개선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는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지역사회 대사증후군관리를 위한 구조나 
과정의 측면에서 보건의료의 질 향상 영역을 파악하고, 보건의료 제
공자에게 대사증후군관리의 방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향후 보건소 대사증후군관리사업의 방향성을 파악하기 위
해서는 질 향상 평가도구를 사용하여 현재의 보건소 대사증후군관
리 수준을 파악하고, 만성질환관리를 위한 유용한 이론적 틀인 만성
질환관리모형(CCM)에 근거하여 중요한 영향요인이라고 밝혀진 자
가관리 지원의 효과를 탐색하는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서울시 대사증후군관리사업의 자가관리 지원의 효
과를 파악하고, 보건소 대사증후군 자가관리 지원의 수준을 측정 및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보건소 대사증후군 자가관리 지원 수준에 따
라서 대사증후군관리사업의 효과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
다. 이를 통하여 지역사회 대사증후군관리를 위한 보건소 프로그램
의 개발과 운영의 근거를 제공하고, 향후 보건소 만성질환관리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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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보건소 대사증후군 자가관리 지원 수준에 따른 
대사증후군관리사업의 효과 차이를 분석하고, 대사증후군관리사업의 
자가관리 지원 효과를 파악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
다.
 첫째, 대사증후군관리사업의 자가관리 지원 효과를 파악한다.
 둘째, 보건소 대사증후군 자가관리 지원 수준을 측정한다. 
 셋째, 보건소 대사증후군 자가관리 지원 수준에 따른 대사증후군관
리사업 효과의 차이를 분석한다.  

 3. 용어정의

 1) 대사증후군
 대사증후군은 복부비만, 이상지질혈증, 고혈압, 당뇨병 등의 심뇌혈
관 위험요소들이 한 사람에게 군집되어 나타나는 상태를 의미한다
(Alberti, Zimmet, & Shaw, 2005).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NCEP-ATP Ⅲ (2001)에 근거하여 서울시 
대사증후군관리사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복부둘레가 남
성 90㎝ 이상, 여성 85㎝ 이상, 중성지방 150㎎/㎗ 이상, HDL-콜
레스테롤(이하 HDL-C)의 경우 남성 40㎎/㎗ 미만, 여성 50㎎/㎗ 
미만, 혈압 130/85mmHg 이상, 그리고 공복혈당 100㎎/㎗ 이상 등 
총 5개의 지표 가운데 3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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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자가관리 지원
 자가관리 지원(self-management support)은 환자와 가족이 만성
질환을 관리할 수 있는 기술(skills)과 자신감(confidence)을 획득하
도록 도와주는 것이며, 자가관리 도구를 제공하고 보건의료 제공자
와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문제와 성과를 사정하는 협력적인 과정이
다(Bodenheimer, Wagner, & Grumbach, 2002).
 본 연구에서는 Robert Wood Johnson Foundation Diabetes 
Initiative에서 개발한 Assessment of Primary Care Resource and 
Supports for Chronic Disease Self Management(2006, 이하 
PCRS)를 사용하여 보건소의 보건의료 인력을 대상으로 측정한 점
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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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1. 대사증후군의 진단과 대사증후군 관리를 위한 중
재전략

  대사증후군(metabolic syndrome)은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위험 인자들이 한 개인에서 함께 존재하는 경우가 많고 임상
적으로도 심혈관 질환의 발생을 실재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고 발
표된 이후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1988년 Reaven이 ‘인슐린 저항성 
증후군’ 또는 ‘Syndrome X’로 명명하였으며, 이후 ‘인슐린 저항성 
증후군’이라는 용어로는 대사증후군의 현상들이 모두 설명되지 않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대사증후군’이라고 명명하게 되
었다(Alberti & Zimmet, 1998).
 대사증후군은 일반적으로 내당능 장애, 고혈압, 인슐린 저항성 등 
세 가지 요인에 의해 구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Meigs et al., 
1997). 또한 대사증후군은 임상적으로 두 가지 주요 질환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데, 그 하나가 죽상경화증으로 인한 각종 심혈관 질환
으로서, 대사증후군은 관상동맥질환, 뇌혈관 질환 및 말초혈관 질환
의 발병위험을 2~3배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대사
증후군은 제2형 당뇨병의 전구 질환으로서 대사증후군이 있는 경우 
당뇨병 발생의 위험은 5배까지 증가하고 대사증후군과 인슐린 저항
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6~7배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Ford, Li, & Sattar, 2008).
 대사증후군의 진단에는 여러 기준이 있으며 포함하고 있는 구성요
소가 다르다. 예를 들어 세계보건기구(WHO)의 경우에는 마이크로알
부민뇨증(microalbuminuria)이 진단기준에 속하지만, 미국 NECP-ATP 
Ⅲ의 경우에는 진단기준에 속하지 않는다. 또한 WHO에서는 당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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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k Factors Criteria
Waist Circumference(㎝) ≥90 in Men, ≥85 in Women
Triglyceride (㎎/㎗) ≥150
HDL-cholesterol (㎎/㎗) <40 in Men, <50 in Women
SBP/DBP (mmHg) ≥130/85
FBS (㎎/㎗) ≥100

병, 공복혈당, 식후 고혈당 등의 인슐린 저항성을 나타내는 기준을 
모두 중요시하지만 NECP-ATP Ⅲ에서는 공복혈당을 더욱 강조하
고 있다. 이러한 진단기준의 포함과 배제의 경우에 대한 임상적 연
구결과는 아직도 미비한 수준이다(임도선 등, 2013). 그리고 세계당
뇨연맹(International Diabetes Federation)에서는 복부둘레 기준을 
필수요소로 하고 나머지 네 개의 기준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면 대
사증후군으로 정의하는 반면, NECP-ATP Ⅲ에서는 다섯 가지 기준 
중 세 개 이상에 해당하면 대상증후군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대사증후군에 대한 정의 및 지표는 다양하지만, 현재 국제
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대사증후군의 진단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Table 1), 우리나라 보건소에서는 아래 5개 기준 중에서 3개 항목 
이상인 경우에 대사증후군으로 판정하고 있다.

<Table 1> Diagnostic Criteria for Risk Factors of Metabolic 
Syndrome

 대사증후군의 지표 중 복부둘레는 비만의 주요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 여성에게서 체질량지수(BMI) 23.0㎏/㎡ 이상과 복
부둘레 77~81.9㎝인 경우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이 증가하였으며
(Chung et al., 2002), 대사증후군 지표개선을 위해서는 비만, 특히 
복부둘레의 개선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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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2008; Wilson, 1999). 비만은 단순히 총 체지방량의 증가뿐만 
아니라 체지방의 분포양상에 따라 임상적 중요성이 다른데, 체지방
이 복부의 피하조직 및 내장에 지나치게 축적된 경우를 복부비만이
라고 한다. 이때 복부비만 중에서도 내장지방과 피하지방의 분포에 
따라 내장형 비만과 피하형 비만으로 나뉘는데 특히 내장형 비만에
서 심혈관 질환 및 대사증후군의 위험이 높아진다고 한다
(Kopelman, 2000; Kopelman & Finer, 2001). 복부둘레가 내장 지
방량과 연관성이 높고 측정과 해석이 쉬워 일반 진료에서는 복부비
만을 평가하는데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비만한 사
람에게서 체중감량의 전후 차이를 비교하는데 유용한 방법이라고 
보고되고 있다(Taylor, Kell, & Gold, 1998).
 이상지질혈증 관리를 위해서는 중성지방(triglyceride)과 HDL-C의 
조절이 중요하다. 최근 연구에서 중성지방의 수치와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관련되어 있음이 밝혀졌다(Bansal et al., 2007; Nordestgaard et 
al., 2007). HDL-C는 다른 콜레스테롤에 비하여 단백질의 함유량이 
많고 혈관 내벽에 쌓인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가져가는 작용을 하여 
지질 개선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낮은 HDL-C는 심혈관 질
환의 위험 요인으로 수치가 35㎎/㎗보다 낮으면, 65㎎/㎗보다 높은 
사람에 비해 심혈관 질환의 발생률이 8배가 높아지고, 죽상경화와 
심방세동의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Ashen & Blumenthal, 2005; 
Crawford, Paden, & Park, 2006).    
 고혈압은 심근경색, 뇌졸중, 울혈성 심부전, 말초혈관질환 등 심혈
관 질환의 원인요인으로 알려져 있다(Alderman et al., 1999; 
Panagiotaskos et al., 2005). 고혈압은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90%
로 이를 본태성 고혈압이라고 하며, 다른 질환으로 인한 2차적인 경
우가 나머지 10%로 이를 이차성 고혈압이라고 한다. JNC-7(Joint 
National Committee-7) 기준에 의하면, 수축기/이완기 혈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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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80mmHg 이하이면 정상, 120~139/80~89mmHg를 전 고혈압
(prehypertension), 140~159/ 90~99mmHg를 1단계 고혈압, 
160/100mmHg 이상이면 2단계 고혈압이라고 정의한다(Chobanian 
et al., 2003). 
 고혈당은 인슐린 저항성의 증가 등으로 혈액 내 혈당의 수치가 정
상보다 높아진 상태로, 인슐린 저항성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요인인 
제2형 당뇨병, 고혈압, 동맥경화성 이상지질혈증 및 혈관염증반응 
지표인 고강도 C-반응성 단백(high sensitivity C-reactive 
protein)의 상승 등을 유발시킨다(Das, 2002). 당뇨병의 진단 기준
으로는 HbA1C ≥ 6.5%, 또는 공복 혈장혈당 ≥ 126㎎/㎗, 또는 경
구당부하검사 2시간 후 혈장혈당 ≥ 200㎎/㎗, 또는 전형적인 고혈
당 증상이 있는 경우와 무작위 혈장혈당 200㎎/㎗ 이상인 경우이다
(American Diabetes Association, 2012). 이상에서 살펴본 대사증
후군의 지표는 임상적 판단의 기준이며, 이러한 지표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으로는 유전적인 요인 이외에 개인의 생활습관이 중요하다
고 알려져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대사증후군의 효과적인 중재 방법은 약물치료와 
비약물치료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대사증후군은 인슐린 저항성의 
증가로 인한 당뇨병과 비만과 상관관계가 높으므로(박용문, 2005), 
효과적으로 대사증후군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약물치료와 더불어 식
이, 운동, 교육, 정기적인 검진, 스트레스 관리, 사회적 지지 등을 포
함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Conn et al., 
2007; Foreyt, 2006). 근래에는 지속적인 자가관리를 포함하는 중
재전략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Macdonald et al., 2008).  
 대사증후군과 식생활의 밀접한 연관성이 보고되고(Lopez et al., 
2008)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대사증후군 발병 환자군이 정
상군에 비해 1일 약 400Kcal를 많이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유



- 11 -

현정과 김양하, 2008). 탄수화물의 섭취는 총콜레스테롤, LDL-C, 
중성지방을 증가시키고 HDL-C를 감소시킨다고 알려져 있으며, 탄
수화물의 섭취를 줄이면 인슐린 저항성과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탄수화물 대사가 좋아진다고 보고되어 왔다. 지방도 탄수화물과 마
찬가지로 전체 양보다는 어떤 종류의 지방질을 섭취하느냐가 대사
증후군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Xiao et al., 2006).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Guidelines (2005)에 따르면 포
화지방은 감소시키고, 불포화지방을 증가시키는 섭취를 권장하고 있
다. 즉, 식사요법은 대사증후군의 모든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데, 포
화지방은 적게, 불포화지방은 늘이고, 복합당의 섭취는 늘이면서 소
금은 제한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를 바탕으로 직장인 남성을 대상으로 대사증후군의 위험요인에 
따른 식습관 개선의 영양교육을 12주간 실시한 결과 전체 대상자의 
공복혈당 장애와 복부비만이 개선되었으며(이미선, 2008), 식이조절
과 일반적인 식습관 가이드라인을 제공한 대사증후군 환자에서 체
질량지수와 허리둘레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Busnello et al., 
2011). 또한 대사증후군 환자를 대상으로 일반적인 교육과 고섬유
소 영양교육을 실시한 결과 고섬유소 영양교육을 실시한 군에서 
4%의 체지방 감소율과 7%의 허리둘레 감소가 나타났고(Mecca et 
al., 2012), 영양교육과 상담을 복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여성의 
허리둘레 및 남성의 총콜레스테롤 수치가 감소하였다고 한다
(Shahar et al., 2013).  
 운동은 인슐린 저항성을 감소시키고 고지혈증과 고협압을 개선시
킨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는 체중감소의 효과와 연관하여 고려되어
지고 있다. 적어도 일주일에 150분 이상 운동을 하는 사람에 비하
여 하지 않는 사람에게서 대사증후군이 생길 위험은 2배가 된다고 
하며, 규칙적인 운동은 복부지방 감소에 중요하고 체중이 다시 늘어



- 12 -

나는 것을 예방하는데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다. 운동은 식후 고지혈
증 증가를 감소시키고 동맥경화증의 예방에 도움을 준다. 따라서 하
루에 30분 이상 일주일의 대부분의 날들을 운동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대사증후군 개선을 위한 운동의 종류로는 유산소 운동, 댄스 스포
츠, 복합운동, 걷기 운동 등이 있으며(현사생, 2008), 운동의 효과
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운동을 시작한지 보통 6~8주가 지나야 하며, 
기간이 길수록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한다(이정인, 
2005; Beckham & Earnest, 2000). 또한 대사증후군을 가진 사람들
을 위한 운동으로 유산소 운동과 저항성 운동(resistance exercise)을 
주당 3~7회, 강도는 보통 또는 강하게, 시간은 3~5분의 준비운동과 
15~60분을 권장하고 있다(Eriksson, 1997). 특히 저항성 운동은 
고지혈증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나, 혈당조절과 인슐린 감수성 
개선 및 혈압조절에는 좋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미경
과 박정현, 2013).     
 최근의 국외의 대사증후군 중재 프로그램은 치료적 생활습관 개선
(therapeutic lifestyle modification) 프로그램을 적용한 연구들이 
대부분으로, 비만환자를 대상으로 체중감소, 검진, 영양, 식이조절, 
교육, 상담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주로 영양과 운동 중
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그 결과 체중과 중성지방, 허리둘레 수
치가 감소하였다고 보고되고 있다(Tonstad et al., 2007). 대사증후
군 중재연구 논문을 분석한 오의금 등(2007)의 연구에 의하면, 대
사증후군 중재 프로그램의 중재 기간은 12~24주가 가장 많았고, 중
재의 빈도는 주당 3~5회, 중재내용으로는 식이요법만 단독으로 수
행한 것이 37.5%, 운동만 수행한 경우가 18.8%라고 하였으며, 대
부분은 식이요법과 운동을 병행한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이상과 같이 대사증후군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서는 인슐린 저항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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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복부비만을 가장 중요한 대사증후군 위험인자로 고려해야 하며, 
대상자 특성에 따른 식이요법과 운동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재 
프로그램을 적용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중재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일상생활에 이를 적용할 수 있는 자가관리 능력을 증진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2. 서울시 대사증후군관리사업

 대사증후군의 관리 필요성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2009년 1월부터 
심뇌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주요 위험요인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
강하고 즐거운 삶을 추구하고자 ‘대사증후군관리사업’을 시작하였다
(서울시, 2009). 2010년에는 서울시 25개 보건소 가운데 10개의 
보건소를 대사증후군사업 시범 보건소로 선정하였으며, 2011년부터
는 서울시 전체 25개 보건소로 확대되어 실시되고 있다.
 서울시 대사증후군관리사업의 운영을 살펴보면, 현재 보건소 내에
는「대사증후군 전문관리센터」를 개설하여 운영 중이다. 본 센터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사증후군을 발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
기 위하여 만들어졌으며, 건강증진 및 진료 검진 서비스의 통합서비
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존 조직 및 인력을 재배치하여 만들었다. 
본 센터에서는 기본적으로 전문 코디네이터를 1인 이상 배치하였으
며, 의사, 영양사 및 운동처방사 등의 전문상담사를 배치하고 있다. 
그리고 보건소 외에「찾아가는 건강상담실」을 운영 중이다. 본 상담
실은 주민들의 시간적, 지리적 접근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을 
직접 방문하여 건강검진, 건강상담을 실시함으로써 주민들이 보건소
가 제공하는 건강관리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인력 및 방법에 대해서는 자치구의 상황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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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으로 활용되는 것이 특징이며, 대신「찾아가는 건강상담실」은
「대사증후군 전문관리센터」에  비하여 간소화되어 운영된다(박상신
과 오상우, 2010). 
 서울시 대사증후군관리사업의 프로세스는 크게 발견검사와 건강관
리상담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Figure 1).

Reference : S.S. Park & S.W. Oh (2010)
<Figure 1> Metabolic Syndrome Management Program Process

 발견검사는 보건소를 내원하거나 지역사회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대사증후군관리사업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
로 시행한다.「대사증후군 및 심뇌혈관질환 질문지」를 이용한 기초
설문은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이환, 흡연, 음주, 정신건강, 영양, 
신체활동 및 운동, 비만 및 체중조절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
고 신체계측(신장, 체중, 허리둘레, 비만도)과 대사증후군 진단기준
(복부둘레,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 중성지방, HDL-C, 공복혈
당) 항목을 측정한다. 이를 통하여 모든 검진대상자는 검사결과에 
따라 대사증후군(과거 적극적 상담군), 건강주의군(과거 동기부여상
담군 A), 약물치료군(과거 동기부여상담군 B), 정상군(과거 정보제
공군)의 4가지 군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군 분류는 2005년 
NCEP-ATP Ⅲ 기준에 근거하여 5가지 위험요인 보유개수에 따라 



- 15 -

분류된다. 즉, 대사증후군은 위험요인이 3개 이상인 사람(현재 약물
복용자 제외)이며, 건강주의군은 위험요인이 1~2개인 사람(현재 약
물복용자 제외)이다. 약물치료군은 위험요인 보유개수와 상관없이 
현재 약물을 복용중인 사람이며, 정상군은 위험요인이 0개인 사람이
다. 그리고 각 군 분류 명칭은 2015년부터 변경되어 사용되고 있다.
 건강관리상담은 군별로 프로세스가 달리 적용되며, 상담 시에는 검
진 시 수행되는 기초설문지를 바탕으로 상담이 필요한 부분을 선별
하여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즉, 12개월 동안 추구검진, 건강관리상
담, 문자메시지 서비스(SMS)가 군별로 다르게 제공되고 있다. 대사
증후군은 12개월 동안 총 5회(0개월,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
월), 건강주의군과 약물치료군은 총 3회(0개월, 6개월, 12개월), 그
리고 정상군은 총 2회(0개월, 12개월)의 상담이 이루어지며, 모든 
대상자에게 첫 회에는 운동 및 영양상담은 필수적으로 제공하도록 
한다. 상담은 표준화된 상담 프로토콜에 의해 상담지원을 할 수 있
도록 교육을 받은 보건의료 인력이 실시하고 있는데, 건강매니저(간
호사), 의사, 영양사, 운동처방사에 의해 실시된다. 필요한 경우 금
연상담사, 정신보건센터와 연계하여 상담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
때 상담자는 대상자와 함께 부분별 행동계획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보건소 내에서 열리는 고혈압 및 당뇨교실 등의 교육 프
로그램과 연계하여 대상자 교육을 실시하기도 한다. 
 2013년 서울시 대사증후군관리사업의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2013
년 등록인원은 175,385명으로 2012년 대비 22%가 증가하였다. 총 
등록인원 가운데 대사증후군은 16.9%, 건강주의군은 41.7%, 약물
치료군은 21.9%, 정상군은 19.5%였다. 또한 대사증후군의 6개월 
추구관리율은 40.5%, 12개월 추구관리율은 21.4%였으며, 대사증후
군의 6개월 사후관리자 중 위험요인 2개 이하 감소 비율은 58.8%, 
대사증후군과 건강주의군 및 약물치료군을 합친 6개월 사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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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위험요인 1개 이상 개선 비율은 40.9%로 나타났다(대사증후군
관리사업지원단, 2014). 
 이러한 서울시 대사증후군관리사업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들로는 대사증후군관리사업의 등록자의 생활습관 변화와 대사
증후군 위험요인의 변화를 통한 대사증후군관리사업의 효과 평가 
연구(서재룡과 배상수, 2011; 이향숙, 2014), 대사증후군관리사업에
서 제공되고 있는 상담의 기간이나 횟수에 따른 효과 평가 연구(김
희선 등, 2011), 재검진 기간에 따른 상담 중재효과 연구(차광석, 
이대택과 이용수, 2012), 상담을 위한 교육자료 개발 연구(임도선 
등, 2013) 등이 있다. 서재룡과 배상수의 연구(2011)에 따르면 대
사증후군과 약물치료군에서 신체활동이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대
사증후군에서 수축기/이완기 혈압과 중성지방이 유의하게 감소하였
다. 또한 대사증후군에서 6개월간 월1회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생활습과 및 위험요소들에 변화가 관찰되었
다. 또한 김희선 등(2011)의 연구에서도 6개월의 정해진 상담주기
를 마친 대상자의 경우 HDL-C를 제외하고 대사증후군과 관련된 
위험요인들이 유의하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복부둘레와 식전
혈당을 제외하고는 상담 횟수와는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더불어 상담사들을 통해 수행되는 자가관리 중재 프로그램은 
상담사들의 숙련도와 역량에 따라 제공 서비스가 상이할 수 있어 
프로그램의 효과를 증명하기 어렵다는 제한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서울시 대사증후군관리사업지원단(2014)에서도 기존의 추진실적을 
바탕으로 약물치료군의 교육 및 자조모임 활성화가 미흡하며, 합병
증 발생 등 악화 예방을 위한 조기 개입 및 대상자별 중재를 위한 
세부 관리지침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지 못하였다고 
평가하였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공복 채혈 원칙을 강화하여 정확한 
발견검사를 수행하고, 약물치료군 대상자는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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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과 연계하여 고혈압/당뇨병 교육 및 자조모임에 참여를 유도하도
록 강조하였다.
 이 같은 기존의 대사증후군관리사업의 효과 평가 연구들과 사업평
가는 주로 대사증후군관리사업의 결과평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대사증후군 개선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장
점은 있다. 하지만 지역사회 대사증후군관리를 위한 구조나 과정의 
측면에서 보건의료의 질 향상 영역을 파악하는 것에는 한계를 지니
고 있다. 또한 보건의료 제공자에게 대사증후군관리의 방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향후 보건소 대사증
후군관리사업의 방향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론에 근거한 질 향
상 평가도구를 사용하여 대사증후군 자가관리 지원의 수준을 파악
하고 그 효과를 탐색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3. 자가관리와 자가관리 지원의 효과

 대사증후군을 포함하여 고혈압,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은 주로 생활
습관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캐나다의 라론드 보고서(Lalonde, 
1974)에 따르면 건강과 만성질환을 결정하는 결정요인으로 생활습
관이 60%를 차지한다고 하였다. 즉, 흡연, 음주, 신체활동, 식습관 
등의 생활습관이 만성질환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
다(정영호, 고숙자와 김은주, 2013). 또한 만성질환은 약물만으로 
합병증 예방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환자 자신의 적절한 자가관리와 
생활습관의 변화가 반드시 동반되어야만 한다(Jones et al., 2003).
 대사증후군을 관리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체중을 감소시키며, 심혈관 질환의 합병증 발생을 감소시키는 것이
다(NCEP-ATP Ⅲ, 2001). 이를 위하여 대사증후군 대상자들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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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식이, 저탄수화물식이, 금연, 음주 제한, 규칙적인 운동 등의 생활
습관을 변화시키고 약물복용을 지속적으로 해야만 한다(Davis & 
Jones, 2002).
 자가관리(self-management)는 만성질환을 가진 대상자가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의료인이 권고하는 행위를 스스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한다(Coulter & Ellins, 2009). 자가관리의 목적은 
신체적 건강 상태와 기능상에서 만성질환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질
환에 적응하는 것이다(Lorig & Holman, 1993). 이러한 자가관리의 
활동으로는 증상 관리, 상태 조절, 신체적·심리적 적응과 생활습관의 
변화 등이 있다(Glasgow et al., 2003). 그 활동의 일례로, 미국 당
뇨병 교육가 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Diabetes Educator)는 
당뇨병 자기관리 행위를 신체활동(physical activity), 식이(eating), 
투약(medication taking), 혈당 감시(blood glucose monitoring), 혈
당 조절과 관련된 문제 해결(problem solving), 당뇨 합병증에 대한 
위험요인 감소(reducing risks), 심리사회적 적응(psychosocial 
adaptation)의 7개 영역으로 규정하여 이를 권고하고 있다(Mulcahy 
et al., 2003).
 자가관리는 대상자 스스로가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행위변화를 시
도하고 그 변화된 행위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자가관
리 행위에 적용되고 유용한 이론적 틀로는 계획적 행위 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범이론적 모델(Transtheoretical model), 사회인
지이론(Social cognitive theory), 자기결정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 IMB 모델(Information-Motivation-Behavioral skills Model) 
등이 있다.
 기존 연구들을 통하여 자가관리는 여러 가지의 상호작용하는 요인
(factors)에 의해서 결정되는 복잡한 행위 과정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환자(patient)와 환자를 둘러싼 환경(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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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 그리고 질병의 특성(characteristics of the disease)
을 포함한다(WHO, 2003). 기존 연구들은 자가관리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상호관련된 요인들로 사회경제적 요인(social and economic 
factors), 보건의료팀과 체계 관련요인(health care team and 
system-related factors), 건강상태 관련요인(condition-related 
factors), 치료 관련요인(therapy-related factors)과 환자 관련요인
(client-related factors)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경제적 요인으로는 가족 특성, 소득 상태, 사회적 고립과 지지 
수준, 스트레스 사건, 실업, 불안정한 생활 조건, 교통수단의 부재와 
치료 비용 등이 있다(Grandes et al., 2008; Fisher et al., 2005; 
Bode et al., 2008). 보건의료팀과 체계 관련요인으로는 대상자-제
공자 관계의 질, 낮거나 부적절한 보건의료 서비스 시스템, 불충분
하게 훈련된 인력, 성과와 관련된 인센티브와 피드백의 부족, 그리
고 임상적 서비스의 시간 제한 등이 있다(Zigbor & Songer, 2001; 
Grandes et al., 2008). 건강상태 관련요인으로는 증상의 심각성, 경
험된 장애 수준, 질환의 심각성과 진행 정도, 효과적인 치료의 가용
성, 그리고 동반질환의 존재 등이 있다(Grandes et al., 2008; Bode 
et al., 2008). 치료 관련요인으로는 의학적 치료의 복잡성, 치료 기
간, 이전 치료의 성과 또는 실패, 치료 변경 횟수, 치료 부작용과 치
료를 위한 지원의 가용성 등이 있다(Grandes et al., 2008). 그리고 
환자 관련요인으로는 나이, 성, 종교, 문화와 건강관련 믿음, 지식 
수준, 인지 기능 등이 있다(Grandes et al., 2008; Bycroft & 
Tracey, 2006; Hofkamp & Burns, 2008).  
 이와 더불어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만성질환 자가관리를 위해서 대
상자에게 필요한 요소로 지식(knowledge), 기술(skills), 자원
(resources), 자기효능감(self- efficacy), 동기(motivation)를 강조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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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은 대상자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이 무엇이고, 그 활동의 
이유와 방법을 습득하는 것이다(Grandes et al., 2008; Coleman et 
al., 2009). 만성질환 자가관리를 위한 기술로는 문제 해결, 의사 결
정, 자원 사용, 대상자-제공자 파트너십 형성, 실행 계획 등이 있다
(Group Health's MacColl Institute for Healthcare Innovations, 
2008; Fisher et al., 2005). 자원으로는 사회적 지지, 경제적 자원
과 보건의료 서비스 등이 있다(Grandes et al., 2008; Coleman et 
al., 2009). 자기효능감은 대상자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특별한 활동
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에서의 자신감(confidence)을 말한다
(Grandes et al., 2008; Coleman et al., 2009; Bandura, 1997; 
Krichbaum, Aarestad, & Buethe, 2003). 그리고 동기는 대상자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특별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흥미와 의지이다
(Grandes et al., 2008; Miller & Rollnick, 2002; Rollnick, Mason, 
& Butler, 1999).
 이러한 요소들을 바탕으로 만성질환 대상자는 자가관리를 수행하
게 되는데, 만성질환 자가관리 행위를 구체적으로 고찰해보면 다음
과 같다.
 첫째, 질환 관련 요구의 관리이다. 즉, 투약이나 치료를 관리하고, 
증상과 징후에 대하여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것이다(Grandes et 
al., 2008; Coleman et al., 2009). 둘째, 위험요소의 회피이다. 이는 
이차적 질병의 생성과 진전을 막는 것으로, 알코올 오용, 비만, 고혈
압과 고지질혈증을 방지하는 것이다(Grandes et al., 2008; Lorig & 
Holman, 2003). 셋째, 건강증진행위의 수행이다. 예를 들어, 추천된 
식이를 수행하고 신체활동을 증진시키는 것이 이에 포함된다
(Grandes et al., 2008; Coleman et al., 2009; Lorig & Holman, 
2003). 넷째, 보건의료 서비스이 이용이다. 이는 필요한 경우에 도
움을 요청하고, 관련 정보를 효과적으로 찾는 것이다(Coleman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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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09). 다섯째, 일상생활에서의 활동 관리이다. 예를 들어, 질환 
관련 요소들에 적응하고 건강에 대한 나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
여 개인적, 사회적, 가족적, 기능적 그리고 직업적 요소들을 관리는 
것이다(Fisher et al., 2005). 여섯째, 질환과 질환 관리의 영향을 
관리하는 것이다. 이는 나쁜 건강상태 또는 질환 관리에 대한 책임
으로부터 야기된 심리사회적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Coleman et al., 2009).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Figure 2).

<Figure 2> Elements of Self-management

 이상과 같이 지금까지의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자가관리의 접근은 
인간의 행위변화와 그 영향요인에 대한 탐색을 시도하고 행위변화
를 이끌어낼 수 있는 요소에 초점을 맞춘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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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이를 수행하고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최근에는 
자가관리가 대상자와 보건의료 전문가 사이의 협력적인 활동이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Lorig, 1993). 즉, 만성질환 관리에 있어서 대
상자는 자신의 삶의 전문가로써 의료진과 전문지식을 공유하며 또
한 문제해결과 건강 성과에 대한 책임을 공유한다. 대상자는 목표를 
세우고 전문가는 대상자의 결정을 돕는다. 그리고 대상자에게 외적 
동기화보다는 이해와 자신감을 증진함으로써 새로운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내적 동기화를 중요함을 강조한다. 또한 대상자와 전문가
는 함께 문제를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고, 특히 전문가는 대상자와 
그 가족이 문제해결 기술과 자신감을 획득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
다(Bodenheimer, Wagner, & Grumbach, 2002).
 따라서 대사증후군을 포함하는 지역사회 만성질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체계 차원에서 대상자-제공자의 상호작
용에 대한 관점으로의 확대가 필요하다. 외국의 경우, 만성질환관리
를 수행하고 있는 다수의 국가에서는 Wagner(1998)가 제시하고 
Bodenheimer 등(2002)이 구체화한 만성질환관리모형(CCM)에 근
거하여 만성질환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일부 국가는 
만성질환관리모형(CCM)을 바탕으로 만성질환관리 질 향상활동을 
벌이고 있으며(Nolte, Knai, & McKee, 2008), 그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도구를 개발하고 이를 적용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2002)도 
만성질환관리모형(CCM)에 바탕을 둔 혁신적 만성질환관리(Innovative 
Care for Chronic Conditions)를 제안한 바 있다.  
 만성질환관리모형(CCM)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요 요소는 지역사회 자
원과 정책(Community Resources and Policies), 보건의료조직(Health 
Care Organization), 자가관리 지원(Self-management Support), 의사
결정 지원(Decision Support), 전달체계 설계(Delivery System 
Design), 임상정보체계(Clinical Information Systems)의 6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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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이 가운데 보건의료 중재방법으로 자가관리 지원, 의사
결정 지원, 전달체계 설계, 임상정보체계의 4가지 유형이 있으며, 효
과적인 만성질환관리는 이러한 보건의료체계가 조직되고 지역사회
와 연계되어야만 한다.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건강상태를 잘 알고 
적극적인 환자와 준비된 다학제적 보건의료팀이 생산적 상호작용
(productive interaction)을 하여야만 양질의 건강성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하였다(Wagner, 1998).

Reference : Edward H. Wagner (1998) 
<Figure 3> Chronic Care Model (CCM) 

 만성질환관리모형(CCM)에서 4가지 보건의료 중재방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가관리 지원은 만성질환관리에서 환자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으로, 환자상태 평가, 목표설정, 실행계획,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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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및 추구관리를 포함한 효과적인 자가관리 지원 전략이 적용된
다. 그 중재의 예로, 환자 교육, 환자 동기부여 카운슬링, 교육자료 
배포 등이 있다. 의사결정 지원은 근거기반 진료지침을 이용하여 일
상의 진료 서비스 제공 과정에 적용하는 것으로, 지침이나 프로토콜
을 환자와 공유하며 효과가 입증된 의료제공자 교육 방법을 적용한
다. 전달체계 설계는 환자와의 계획된 접촉 및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을 설계하고, 규칙적인 추구관리와 환자의 문화적 배
경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만성질환관리팀의 구성원들
의 역할과 임무를 정의하고 배분하는 것이 포함된다. 임상정보체계
는 의료진과 환자를 위한 환자등록정보체계, 질병등록정보체계, 알
람체계 등과 같은 시의적절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체계이다
(Bodenheimer, Wagner, & Grumbach, 2002; 정영호, 고숙자와 김
은주, 2013).
 만성질환관리모형(CCM)은 미국(Bodenheimer, Wagner, & Grumbach, 
2002; Siminerio, Piatt, & Zgibor, 2005; Nutting et al, 2007; 
Strickland et al, 2010)뿐만 아니라 독일(Szecsenyi et al, 2008), 벨
기에(Sunaert et al, 2009), 이탈리아(Musacchio et al, 2011) 등 여러 
국가들의 사례에서 보건의료체계 강화 차원에서 만성질환자 관리를 위
해 도입 및 적용되고 있다.
 이 가운데 자가관리 지원은 환자와 가족이 만성질환을 관리할 수 
있는 기술과 자신감을 획득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며, 자가관리 도구
를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문제와 성과를 사정하는 협력적인 과정이
다(Bodenheimer, Wagner, & Grumbach, 2002). 이는 환자의 활동
과 교육 및 역량강화를 증진시키기 위한 환자 중심적인 협력적 접
근을 포함하며, 보건의료 전문가의 역할을 확대시킨다(Coleman & 
Newton, 2005). The Institute of Medicine(2003)에서도 자가관리 
지원을 ‘환자가 건강 문제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환자의 기술과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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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에 의해서 제공되는 교육과 지
지적 중재의 시스템적인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정영호 등
(2013)은 자가관리 지원은 환자 자신의 건강관리에서 환자 중심적
인 역할을 강조하는 것으로 환자상태 평가, 목표설정, 실행계획, 문
제해결 및 추구관리를 포함하며, 지속적인 자가관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내부와 지역사회 자원의 조직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Kawi(2012)는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하여 자가관리 지원의 개념분
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환자 중심 속성(patient-centered 
attributes), 제공자 속성(provider attributes), 그리고 조직 속성
(organizational attributes)의 3가지 주요 속성이 확인되었다. 환자 
중심 속성에서 자가관리 지원은 파트너로써 환자를 고려하고, 고유
한 환자의 요구에 기초하여 다양하고 혁신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개
별적인 환자관리를 수행하는 것이다. 제공자 속성에서 자가관리 지
원은 만성질환 관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공자가 적절한 지식과 기
술,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조직 속성에서 자가
관리 지원은 관리를 위한 조직된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학제 팀 접
근을 수행하며, 구체적인 도구의 사용과 정서적이고 사회적인 지지
를 수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가관리 지원의 결과로, 첫째는 환자 
행동이 변화하고 자가관리가 증진되는 것이다. 둘째는 환자 관리의 
질이 향상되는 것이며, 셋째는 환자와 제공자의 만족감이 높아지는 
것이다.     
 이를 종합하면, 자가관리 지원은 만성질환 관리에서 성과를 개선시
키기 위한 종합적인 접근으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을 강
조하고 있다. 그리고 간호사는 조직과 협력 측면에서 만성질환 관리
의 선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가관리 지원에서 중요한 존재이다
(Wagner et al., 2001; Watts et a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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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문헌들에서 자가관리 지원을 위한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은 
다음의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첫째, 대상자가 자신의 건강
을 증진시키기 위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지식, 기술, 자원, 자기
효능감 및 동기를 개발하도록 돕는 것이다. 둘째, 대상자가 자기관
리 활동을 계획, 수행, 모니터링 및 평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
하는 것이다. 셋째, 변화에 대한 기회 요인, 방해 요인과 촉진 요인
을 명확하게 알도록 돕는 것이다(Grandes et al., 2008; Coleman 
et al., 2009; Fisher et al., 2005).  
 그리고 자가관리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 서비스 제공자는 핵심 
역량(core competencies)이 요구되며, 보건의료체계는 보건의료의 
주요 목표로써 자가관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고 그 
기능을 수행해야만 한다. 자가관리 지원의 핵심 역량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Grandes et al., 2008; Skills for Care, 2008; 
Fliners Human Behaviour and Health Research Unit, 2009; 
Institute of Medicine, 2008).
 첫째, 대상자와 서비스 제공자 사이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이다. 제
공자는 대상자에게 정보를 종합하여 이를 제공하며, 치료의 한계에 
대해서 의사소통한다. 대상자가 치료과정에서 편안함과 자신감을 느
끼게 만들고, 동기와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도록 한다. 그리고 치료
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격려한다. 둘째, 종합적이고 전체적인 사
정이다. 제공자는 대상자의 건강 위험 요소와 심리사회적인 관심과 
지원, 그리고 자가관리 역량을 포함하여 사정한다. 셋째, 협력적이고 
계획적인 서비스의 제공이다. 대상자와 서비스 제공자는 문제를 정
의하고, 목표와 행동방식을 설정하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협력
한다. 넷째, 지원과 대상자의 역량강화이다. 적절한 정보에 접근하
며, 자가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술을 개발한다. 건강관련 행위를 개
발하고 유지하며, 자가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이용가능한 기술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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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다. 그리고 이용가능한 자가관리 도구를 찾고 사용하며, 지원 
네트워크를 탐색한다. 다섯째, 다양한 접근법을 이용한 서비스의 전
달이다. 그룹 서비스, 전화 기반 지원과 또 다른 의사소통 기술의 
이용이 이에 포함된다. 여섯째, 만성질환 관리 지식이다. 이는 대상
자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이의 상호작용 및 개인, 종교와 
문화적 신념, 개인적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다. 또한 서비스의 범위와 이용가능한 치료방법, 건강
증진 접근법 등을 인식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 외에 효과적인 의사
결정 지원, 정보와 의사소통 관리 체계의 이용, 임상적 위험 요소의 
파악과 반응, 지속적인 질 향상(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 
활동이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Figure 4).
 

<Figure 4> Elements of Self-management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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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2002)는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환자교육 및 자가관리와 관
련하여 기존 관행을 고찰하고 자가관리 지원을 적용한 새로운 기전
을 제시하였다. 기존 관행의 예로, 의사와 환자에 대한 질병교육은 
의사의 시간과 의사의 교육에 대한 가치부여에 의해서 좌우되고, 환
자는 자신이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해 듣기만 할 뿐, 이를 지킬 수 있
는 방법이나 능력에 대한 토론이 부재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환자가 
진료실을 떠나고 나면 실제로 환자가 질병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모
르며, 일반적으로 교육과 환자반응에 대해 기록을 하지 않고, 다음 
방문에 대한 추구관리에 차질이 있었다고 한다. 또한 환자는 병원 
방문이 끝날 때까지 책임 인식이 부족하였다고 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기전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강조하
였다. 즉, 팀이 환자를 교육하고 교육계획은 환자의 요구에 따라 설
계한다. 환자를 저염식이, 수분섭취 제한 및 매일 체중 측정 등의 
새로운 생활양식에 적응하면서 부딪치는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담이 가능해야만 한다. 환자는 공식적으로 투
약, 매일 체중 측정, 식이 제한 등에 동의하고, 서비스 제공자는 전
화나 다음 방문에서 추구관리가 가능하도록 환자의 목표뿐만 아니
라 교육도 기록해야만 한다. 그리고 의사는 교육 계획, 환자 요구의 
우선순위를 감독하고, 가정에서 환자가 실천할 계획을 인지하고 지
도해야만 한다(박윤형, 2012).
 하지만 기존의 보건의료체계 내에는 조직적인 차원에서 자가관리 
지원을 방해하는 요인들이 존재하고 있다(Grandes et al., 2008; 
Glasgow et al., 2002; Institute for Healthcare Improvement, 
2009; Bodenheimer, MacGregor, & Sharifi, 2005; Fisher et al., 
2005).
 우선, 만성질환 관리와 자가관리 지원과의 관련성에 대한 조직적 
수준에서의 인식이 부족하다. 그리고 자가관리 지원이 임상적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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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안이거나 또는 만성질환 관리와 동일하다는 오해가 존재한다. 
또한 서비스 제공자가 자가관리 문제를 사정하고 계획하고 중재하
는 것을 도와주는 의사결정 지원이 부족하며, 적절한 건강행위 또는 
부적절한 건강행위의 변화를 위하여 대상자를 도와주는 도구가 부
족하다. 그리고 대상자와 제공자 사이의 적절한 의사소통이 이루어
지고 있지 못하며(Funnel & Anderson, 2004; Bode et al., 2008), 
부적절한 치료체계로 설계되어 있고(Funnel & Anderson, 2004), 
훈련된 서비스 제공자가 부족하다. 그리고 자가관리를 위한 임상적 
치료와 지원을 실시할 수 있는 지역사회 보건의료와의 연계가 부족
하고, 접근, 사정, 치료 계획, 모니터링과 추구관리 등의 서비스 과
정 또한 부족하다.   
 따라서 자가관리 지원을 위한 조직수준의 변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할 몇 가지 측면이 있는데, 첫째, 조직의 지도자는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주요 목표로서 자가관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변화의 중요성
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이를 조직에서 표현해야 한다(Glasgow et 
al., 2002). 둘째, 현재 조직에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해야 한다
(Centre for the Advancement of Health, 2001; Glasgow et al., 
2002). 셋째, 보건의료 전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Glasgow et al., 
2002). 넷째, 변화와 관련된 방해 요인을 파악해야 한다(Grandes 
et al., 2008). 다섯째, 보건의료 인력의 역량을 증가시켜야 한다
(Institute for Healthcare Improvement, 2009).  
 지금까지 자가관리 및 자가관리 지원에 대한 연구는 주로 중재 프
로그램의 효과를 대상자의 자가관리 성과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
졌다.
 우선, 대상자의 질환에 따라 당뇨(Norris, Engelgau, & Narayan, 
2001; Loveman et al., 2003; Deakin et al., 2005; Schillinger et 
al., 2009; Tang, Funnell, & Oh, 2012), 고혈압(Boulware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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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효과로는 지식(Norris, Engelgau, & Narayan, 2001; Schillinger 
et al., 2009; Turnock et al., 2005), 행위 변화(Deakin et al., 
2005; Schillinger et al., 2009; Tang, Funnell, & Oh, 2012), 심리
사회적 측면(Deakin et al., 2005), 삶의 질(Norris, Engelgau, & 
Narayan, 2001; Tang, Funnell, & Oh, 2012), 임상적 지표(Deakin 
et al., 2005; Schillinger et al., 2009) 등을 측정하였다.
 또한 자가관리 중재 방법으로 그룹 기반 교육(Norris, Engelgau, 
& Narayan, 2001; Deakin et al., 2005; Loveman et al., 2003), 
동기부여 상담(Norris et al., 2002; Boulware et al., 2001), 전화 
상담(Schillinger et al., 2009) 등이 있었다.
 그리고 연구 방법으로는 중재 연구(Schillinger et al., 2009), 메타
분석 연구(Deakin et al., 2005), 체계적 문헌 고찰연구(Norris, 
Engelgau, & Narayan, 2001; Loveman et al., 2003) 등이 이루어
졌다. 
 이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연구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Norris 등(2001)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자가관리 교육
(정보, 생활 습관, 도구 기술과 적응 기술)의 효과를 체계적 문헌고
찰을 통하여 살펴보았는데, 6개월 이하의 추구관리 연구에서는 지
식, 혈당 자가 모니터링, 영양 습관 및 혈당 조절은 긍정적인 효과
를 나타냈다고 하였다. 하지만 지질, 신체활동, 체중과 혈압은 효과
가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심혈관 질환 위험 요소와 지속적인 혈당 
조절, 삶의 질의 효과 또한 명확하지 않았다고 한다.
 Loveman 등(2003)은 제1형과 제2형 당뇨병을 가진 성인을 대상
으로 교육의 임상적 효과와 비용 효과를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하여 
살펴보았는데, 제1형 당뇨병에서는 대사 관리와 합병증 감소가 관찰
된 반면에, 제2형 당뇨병의 경우에는 그 결과가 명확하지 않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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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Deakin 등(2005)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그룹 기반 당
뇨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메타분석으로 연구한 결과, HbA1C, 공
복혈당, 수축기 혈압 및 당뇨 투약 필요성은 감소시켰으며, 당뇨 지
식은 개선되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기존 연구들의 결과를 정리하면, 당뇨병(Deakin et al., 
2005; Norris, Engelgau, & Narayan, 2001)과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Turnock et al., 2005)를 위한 자가관리 지원은 환자의 지식을 
증가시켰으며, 지식 증가와 관련하여 환자의 임상적 성과가 개선되
었다고 하였다(Deakin et al., 2005; Norris et al., 2002). 반면에 
당뇨병 자가관리 교육을 통한 환자의 건강 성과가 명확하지 않다는 
연구들(Norris, Engelgau, & Narayan, 2001; Loveman et al., 
2003)도 있었다. 고혈압 환자에게서 행동 중재가 건강 성과를 증진
시켰으며, 상담 및 교육을 동반하는 상담이 일반적 치료에 비하여 
더욱 효과적이었다(Boulware et al., 2001). 그리고 자가관리 지원
의 중재 효과가 6개월 미만에서 나타난 반면 그 이상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Norris, Engelgau, & Narayan, 2001)
가 있는 반면에, 중재 효과가 2년 이상의 지속적 효과를 보였다는 
연구(Tang, Funnell, & Oh, 2012)도 있었다.
 또 다른 연구들로는 만성질환관리모형(CCM)에 근거하여 보건의료 
제공자 측면에서 자가관리 지원을 포함하는 만성질환관리의 구조나 
과정을 의료제공자 평가도구(Assessment of Chronic Illness Care, 
이하 ACIC)나 환자평가도구(Patient Assessment of Chronic 
Illness Care, 이하 PACIC)를 사용하여 평가하고, 이를 통하여 프로
그램의 효과 및 만성질환관리모형(CCM)의 하부 요소들의 효과를 
평가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졌다(Bailie et al., 2007; Szecsenyi et 
al., 2008; Sunaert el al., 2009; Schillinger et al., 2009; 최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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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2014).
 Bailie 등(2007)은 호주의 12개 지역사회 건강센터를 대상으로 보
건의료 시스템의 구조평가를 실시하고 환자의 임상정보를 검토하였
다. 보건의료 시스템의 평가는 피드백 워크숍, 실행계획 및 시스템 
변화를 중재한 후, ACIC를 이용하여 초기와 1년, 2년 단위로 측정
하여 이루어졌다. 환자의 주요 성과는 HbA1C, 혈압과 총콜레스테롤 
수준으로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 시스템 개발 측면에서 유의한 향
상이 이루어졌으며, HbA1C의 6개월 검사율, 혈압의 3개월 측정율, 
총콜레스테롤의 연간 검사율 등이 상승하였다. 그리고 1년 추구관리 
결과에서 HbA1C와 혈압은 유의하게 개선되었고 약물 순응도는 증
가하였다. 하지만 2년 추구관리에서는 HbA1C는 개선되었지만, 약물 
순응도는 유지되지 못하였고, 혈압과 총콜레스테롤의 개선은 이루어
지지 않았다.   
 Sunaert 등(2009)은 보건의료 전문가(의사, 간호사, 약사, 영양사 
등)를 대상으로 ACIC를 사용하여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제2형 
당뇨병 관리 프로그램의 과정 평가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2003년
에 실시한 ACIC 점수는 1.45점(제한적 지원)이었으나, 2007년에는 
5.5점(기본적 지원)으로 관리 수준이 상승하였고, 질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 전문가 대상의 훈련과 동기화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그
리고 방해요인으로는 중재 방법의 복잡성, 정보 부족, 부적절한 정
보 기술 지원, 과정에 대한 합의 부족과 지속적인 예산 지원의 불확
실성을 꼽았다.
 Szecsenyi 등(2008)은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당뇨병 관리 프로
그램과 기존 진료의 차이를 PACIC를 사용하여 알아보았다. 그 결
과, 당뇨병 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한 환자의 PACIC 점수가 당뇨병 
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환자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았다. 이
는 당뇨병 관리 프로그램이 기존 진료에 비하여 환자 참여, 목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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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문제해결 기술, 추구관리 등의 요소를 더욱 잘 반영하여 수행되
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Schillinger 등(2009)은 취약계층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기존 치
료와 전화 상담(automated telephone self-management support) 
및 그룹 방문(group medical visit)의 효과를 평가하였다. 구조 평가
는 PACIC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의사소통 과정 및 성과(행동적, 
기능적, 임상적)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전화 상담과 그룹 방문이 
기존 치료에 비하여 PACIC 점수와 성과를 개선시켰으며, 특히 전화 
상담이 그룹 방문에 비하여 행동과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더욱 효
과적이라고 하였다.
 최용준 등(2014)은 보건소 만성질환 관리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만성질환관리모형(CCM)에 근거한 ACIC를 번역 및 수정하여 한국
어 버전의 ACIC 수정판을 개발하고, 이를 보건소 만성질환관리사업
팀에 적용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한국어 버전의 ACIC 수정판을 적
용한 결과, 보건소 만성질환 관리수준은 “기본적 지원” 수준이었다. 
특히 ‘보건의료조직’은 “비교적 좋은 지원”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나
머지 영역은 “기본적 지원” 수준이었으며, 그 가운데 ‘임상정보체계’
가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우리나라에서도 만성질환 자가관리를 위한 중재 프로그램 및 관련 
연구들이 다수 존재하나(현사생, 2008), 만성질환관리모형(CCM)의 
하부 요소 개념을 이용하여 진행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순영(2014)은 우리나라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의 하부 사업
인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을 대상으로 만성질환관리모형
(CCM)의 6가지 요소가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 가운데 자가관리 지원의 활동 내용으로 환
자에게 교육 및 관리지침 제공, 자가관리 동기부여, 자가관리 필요
도와 능력 평가, 자가관리 지원도구와 자원 제공, 치료 및 관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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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에 환자 참여 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활동들 가운데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의 포함 여부를 살펴보면, 환자에게 교육 및 
관리지침 제공, 자가관리 동기부여는 ‘포함’, 자가관리 필요도와 능
력 평가, 자가관리 지원도구와 자원 제공은 ‘부분적으로 포함’, 치료 
및 관리방침 결정에 환자 참여는 ‘포함 안 됨’으로 분석되었다.
 서울시 대사증후군관리사업은 만성질환관리모형(CCM)을 기반으로 
추진된 사업이라고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비슷한 시기에 추진된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등과 비교하면 일정 정도는 만성질환
관리모형(CCM)을 근간으로 한다고 예상해 볼 수 있다. 이에 서울
시 대사증후군관리사업에 만성질환관리모형(CCM)의 구성요소가 포
함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면, 우선 자가관리 지원에서는 ‘교육 및 관
리지침을 환자에게 제공’과 ‘자가관리 동기부여’는 포함되어 있으나, 
‘자가관리 필요도와 능력 평가’, ‘자가관리 지원도구와 자원제공’ 및 
‘치료 및 관리방침 결정에 환자 참여’는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전
달체계 설계에서는 ‘미진료에 대한 추적 관리팀 접근’과 ‘환자 진료 
및 관리 계획 제공’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의사결정 
지원에서는 ‘지침, 프로토콜 및 조치사항 정립’은 포함되어 있으나, 
‘치료 및 관리제공자에 대한 교육 및 전문성 제공’과 ‘전문 컨설턴트 
환경 제공’은 미흡다고 할 수 있다. 임상정보체계에서는 ‘환자 등록
체계 확보’는 포함되어 있으나, ‘환자관리를 위한 정보 수집 및 활
용’, ‘치료/관리 제공자, 팀 및 기관의 업무 수행 평가’는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보건의료조직과 지역사회 자원과 정책에서는 
‘지역사회 서비스(캠페인)’만이 포함되어 있으며, 나머지 내용들은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외국의 경우엔 위에서 고찰한 것과 같이 만성질환 자가관리 및 자
가관리 지원에 대한 연구가 일정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엔 관련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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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나라의 만성질환관리체계는 만성질환과 관련된 부서의 다원화로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관리가 미흡하며, 만성질환 진료체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각 수준별 진료체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구조와 진료서비스 지역화의 미비로 만성질환자 의료이용
의 지속성과 효율적인 이용의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지적되
었다(오영호, 2002). 그리고 만성질환관리 정책의 근거 부족 등 근
거 기반의 정책 설정 미흡, 하향식의 지역사회 만성질환관리사업, 
생활터 중심 서비스 제공의 역량 부족, 표준화된 진료지침 개발 체
계 부족, 지속적인 교육 및 정보 체계 부재, 각 정보들의 통합 및 
연계활용을 위한 표준화 미비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하였다(김윤, 
2009). 또한 일차의료 중심의 보건의료체계의 구체적 실천방안 미
흡, 보건소와 민간의원 협력강화를 위한 구체적 모델 미흡, 개인 및 
가족의 자가관리 영역에 대한 구체적 전략 부재가 제기되었다(정영
호, 고숙자와 김은주 2013).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지역사회 만성질환관리를 위하여 수행되고 
있는 다양한 만성질환관리사업들을 만성질환관리의 유용한 이론적 
틀인 만성질환관리모형(CCM)에 근거하여 평가하고, 중요한 요소인 
자가관리 지원의 측면에서 사업의 효과를 탐색하는 연구가 지속적
으로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향후 지역사회 만성질환
관리의 방향성의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의 질 향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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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개념적 기틀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은 관련 문헌고찰을 바탕으로 도출하였다
(Figure 5). 보건의료 제공자의 자가관리 지원은 대상자의 건강행위
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최종적으로 임상적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요소는 대상자의 건강행위에 조절요
인으로 작용한다.
 보건의료 제공자의 자가관리 지원은 환자 지원과 조직 지원으로 
구성되며, 대상자의 건강행위는 흡연, 음주, 건강 식습관 및 신체활
동의 변화로 살펴보았다. 임상적 성과는 임상지표의 변화와 개선율
로 설정하였다. 임상지표는 대사증후군의 다섯 가지 진단지표인 복
부둘레, 중성지방, HDL-C, 혈압 및 공복혈당이고, 개선율은 임상지
표의 개선 여부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요소
에는 성, 연령, 결혼상태, 교육수준과 월수입 상태를 포함하였다.

<Figure 5> Conceptual Framework of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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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보건소 대사증후군 자가관리 지원 수준에 따른 대사증
후군관리사업의 효과 차이를 분석하고, 대사증후군관리사업의 자가
관리 지원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보건소 대사증후군관리사업에 투입된 보건의
료 인력(이하 제공자)과 대사증후군관리사업에 등록되어 대사증후
군 관리를 받고 있는 지역사회 주민(이하 대상자)이며,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1) 자가관리 지원 제공자 
 본 연구의 제공자 모집단은 서울시 보건소에서 대사증후군관리사
업에 투입되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보건의료 인력이다. 현재 서울
시 개별 보건소 대사증후군관리사업에 투입된 보건의료 인력은 관
리직을 포함하여 의사,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 등 약 8~20명으
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4개 보건소의 대사증후군관리사업에 투입된 
보건의료 인력 57명 가운데, 해당 보건소에서 3개월 미만 근무하였
거나 설문조사 참여를 희망하지 않은 23명(40.4%)을 제외하여, 최
종 설문조사는 3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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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상자
 본 연구의 대상자 모집단은 서울시 보건소의 대사증후군관리사업
에 등록되어 6개월 이상 관리를 받고 있는 지역사회 주민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에 참여한 보건소의 대사증후군관리사업에 등
록되고 군 분류에 따라 ‘대사증후군’과 ‘약물치료군’으로 분류된 대
상자로, 연구시점을 기준으로 1년 안에 등록 및 6개월 후 재방문을 
실시하고 설문과 재검사를 마친 대상자 총 1,541명이다. 이 가운데 
자료가 불충분한 대상자 229명(14,9%)을 제외하여, 최종 분석 대
상자는 1,312명이다.

 3) 연구대상 표본크기 선정 
 본 연구는 대사증후군관리사업의 효과를 분석하여 자가관리 지원
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로, 표본 수 추정은 G*Power 
version 3.1.7에서 제공하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필요한 표본 수 
산정방식(Hsieh, Block, & Larsen, 1998)을 이용하였다. 효과크기 
산정에 필요한 OR 값은 문헌고찰을 통하여 대사증후군 개선율에 영
향을 미치는 확인요인들 가운데 본 연구에 포함된 변수로서 설정하
였다. 이러한 변수로는 성별이 나타났으며, 남성 대비 여성의 대사
증후군 개선율의 OR 값은 1.56이었다(이향숙, 2014). 따라서, 검정
력 80%, 유의수준 α=.05, 효과크기 OR=1.56을 기준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고려한 표본의 크기는 202명이었으며, 본 연구의 최종 
분석 대상자 수는 1,312명으로 이를 만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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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연구 도구

 1) 자가관리 지원
 제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가관리 지원의 측정도구는 Robert 
Wood Johnson Foundation Diabetes Initiative에서 개발한 PCRS( 
2006)를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PCRS는 다학제 팀으로 구성된 보건
의료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자가관리 지원의 수준을 알아보기 위한 
도구이며, 보건의료 인력이 대상자의 자가관리를 위한 보건의료체계
를 평가하는 자가기입식 측정도구이다.
 PCRS는 환자 지원(patient support) 8문항과 조직 지원(organization 
support) 8문항의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환자 지원은 신체 활동, 건강 식이, 정신 건강, 투약 관리와 일상생
활 관리의 영역에서 환자의 자가관리 수행과 관련된 보건의료 서비
스의 특성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문항들이다. 그 문항들은 ① 환
자의 자가관리 교육 필요성에 대한 개인 사정, ② 환자 자가관리 교
육, ③ 목적 설정/활동 계획, ④ 문제 해결 기술, ⑤ 정신 건강, ⑥ 
환자 참여, ⑦ 환자의 사회적 지지, ⑧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로 
구성되어 있다. 조직 지원은 일차보건의료 조직이 자가관리 서비스
의 제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 자원 배분 및 평가와 관련
된 조직체계 설계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문항들이다. 그 문항은 
① 관리의 지속성, ② 의뢰의 조정, ③ 지속적인 질 향상, ④ 자가관
리 지원 서비스의 문서화 체계, ⑤ 환자 의견수렴, ⑥ 자가관리 지
원의 일차의료와의 통합, ⑦ 환자 관리 팀, ⑧ 의사, 팀과 직원의 자
가관리 교육과 훈련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1~10점의 범위로 측정되며, 질적 수준(quality level)은 
A수준에서 D수준까지의 4가지 수준으로 구분된다. 해당 문항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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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지 않는 경우에 1점(D 수준), 보건의료 인력의 개인적 수준이
나 제공자 측면에서만 수행되면 2~4점(C수준), 조직적 수준 또는 
제공자와 대상자 간에 협력적으로 수행되면 5~7점(B수준), 그리고 
B수준의 활동이 시스템 차원에서 이루어지면 8~10점(A수준)을 부
여한다. 환자 지원 영역과 조직 지원 영역의 총점은 각 80점씩이며, 
따라서 PCRS의 총점은 160점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PCRS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은 가장 흔
히 사용되는 번역-역번역 방법(Chang et al., 1999)을 사용하였다. 
우선, 원저자와 이메일을 통하여 PCRS 사용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 
그리고 총 16문항인 도구의 한글 번역은 연구자에 의해 시행되었으
며, 번역된 한글 번역 도구는 기존에 PCRS를 접하지 못했던 간호학 
전공이 아닌 전문 영어/한글 번역자 1인에 의하여 영어로 역번역되
었다. PCRS 원본과 역번역본은 간호대학 교수 1인이 비교평가하였
으며, 시제 표현 등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주요어에서 일치를 보였
다. 시제 표현 등의 차이가 있는 문항은 다시 번역-역번역의 과정
을 통하여 재조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간호학과 교수 1인의 검토 후
에 최종본을 확정하였다.  
 위의 과정을 거쳐 한국어로 번역된 PCRS의 신뢰도는 내적 일관성
과 안정성 측면에서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도구의 내적 일관성
을 평가하기 위하여 Item to total correlation coefficient와 
Cronbach's α를 이용하였다. 본 도구의 개발 당시 Cronbach's α 값
은 환자 지원과 조직 지원에서 각 .94와 .90이었으며(Brownson et 
al., 2007),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값은 환자 지원 .84, 조직 지
원 .88이었다. 그리고 각 문항별 Item-total correlation 값은 16문
항 모두에서 .40보다 높게 나타났다. 도구의 안정성은 10명의 대상
자에게 4주의 간격을 두고 같은 설문지로 측정한 후 문항별 상관계
수를 구하였다. 각 문항별 상관계수는 .036에서 .902사이였으며,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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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상관계수를 보인 문항은 조직 지원 영역의 “의사, 팀과 직원의 
자가관리 교육과 훈련”, “자가관리 지원 서비스의 문서화 체계” 문항
이었다. 각 문항별 상관계수의 평균을 계산한 환자 지원 상관계수는 
.669이었고, 조직 지원 상관계수는 .332이었으며, 총 상관계수는 
.486이었다.
 그리고 한국어로 번역된 PCRS의 타당도는 내용 타당도로 검증하
였다. 보건소 대사증후군관리사업의 관리자 2인과 건강매니저 2인 
및 간호학과 교수 1인 등 5인을 대상으로, 각 문항이 각 영역을 대
표하는 문항으로 적절하게 구성되었는지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내용 타당도 지수(content validity index)를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 내용 타당도 지수는 .925이었다.

 2) 대사증후군관리사업의 자가관리 지원 효과
 본 연구에서 대사증후군관리사업의 자가관리 지원 효과는 대사증
후군관리사업 등록 대상자의 최초 등록 당시와 6개월 후의 건강행
위 변화, 임상지표 변화 및 개선율로 설정하고 이를 측정하였다.

 (1) 건강행위 변화
 대상자의 건강행위 변화는 흡연, 음주, 건강 식습관 및 신체활동의 
변화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서울시 대사증후군관리사업
에서 사용하고 있는「대사증후군 및 심뇌혈관질환 질문지」를 이용
하여 측정된 데이터베이스 기록을 사용하였다.
「대사증후군 및 심뇌혈관질환 질문지」에서 흡연은 지금까지 피운 
담배의 양과 현재 흡연 유무, 금연시도 유무 및 향후 금연 의도 등
을 조사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평생 담배 5갑(100개피) 이상 
피웠고 현재 담배를 피우는 경우를 ‘흡연’으로 정의하고, 그 외의 경
우를 ‘비흡연’으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등록 시에 흡연을 하였으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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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월 시점에서 비흡연인 경우와 등록 시에 비흡연인 상태에서 6개
월 시점에서도 비흡연인 경우를 긍정적인 행위변화로 판단하였으며, 
등록 시에 비흡연이었으나 6개월 시점에서 흡연을 한 경우와 등록 
시에 흡연을 하였고 6개월 시점에서도 흡연인 경우를 부정적인 행
위변화로 판단하였다. 음주의 경우에는「대사증후군 및 심뇌혈관질
환 질문지」에서 1잔 이상 음주 여부, 음주 빈도, 1회 음주량 및 횟
수, 향후 절주 의도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최근 1년 
동안 한 달에 1회 이상 음주한 경우를 ‘음주’로 정의하고, 그렇지 않
은 경우는 ‘비음주’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등록 시에 음주를 하였으
나 6개월 시점에서 비음주인 경우와 등록 시에 비음주인 상태에서 
6개월 시점에서도 비음주인 경우를 긍정적인 행위변화로 판단하였
으며, 등록 시에 비음주였으나 6개월 시점에서 음주를 한 경우와 등
록 시에 음주를 하였고 6개월 시점에서도 음주인 경우를 부정적인 
행위변화로 판단하였다. 건강 식습관은 10개 항목의 실행 여부를 
‘주5회 이상’의 경우엔 1점, ‘주4회 이하’의 경우엔 0점으로 점수를 
부여하고 총점을 계산한 원 설문지의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건
강 식습관의 항목 내용은 ① 전곡 섭취 빈도, ② 채소 섭취 빈도, 
③ 과일류 섭취 빈도, ④ 유제품 섭취 빈도, ⑤ 세끼 식사 빈도, ⑥ 
균형 식생활 빈도, ⑦ 저염식 빈도, ⑧ 염분 제한 빈도, ⑨ 동물성 
기름 제거 빈도, ⑩ 튀긴 음식 제한 빈도이다. 신체활동의 경우,「대
사증후군 및 심뇌혈관질환 질문지」에서는 신체활동을 격렬한 신체
활동, 중등도 신체활동, 10분 이상 걷기의 3가지 항목으로 구분하
고, 최근 1주일 동안 실행한 날의 수 및 시간으로 측정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설문자료를 토대로 신체활동량을 MET(metabolic 
equivalent minutes)로 환산하였고, 활동 유형에 따른 MET 값
(Ainsworth et al., 2000)으로 다음과 같이 총 신체활동량을 산출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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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격렬한 신체활동 = 8.0×격렬한 신체활동 시간×실천 일 수
 - 중등도 신체활동 = 4.0×중등도 신체활동×실천 일 수
 - 걷기 = 3.3×걷기 활동 시간×실천 일 수
 - 총 신체활동 = 격렬한 신체활동 + 중등도 신체활동 + 걷기
 총 신체활동 MET-min은 1단계 저강도 활동(inactive), 2단계 최
소한의 활동(minimally active), 3단계 건강증진형 활동(physically 
active)으로 분류하였다(박승미와 박연환, 2010). 3단계는 최소한 3
일 이상의 격렬한 신체활동을 하여 주당 1,500 MET-min의 신체활
동을 하거나, 일주일에 7일 이상 걷기, 중등도, 격렬한 신체활동 중 
어느 조합이든 최소한 주당 3,000 MET-min의 신체활동을 한 경우
이다. 2단계는 주 3일 이상, 하루에 적어도 20분 이상 격렬한 신체
활동을 하거나 또는 주 5일 이상, 하루에 적어도 30분 이상 중등도 
신체활동을 하거나 걸은 경우, 또는 5일 이상 걷기, 중등도 또는 격
렬한 신체활동의 어느 조합이든 주당 최소 600 MET-min의 신체
활동을 실천한 경우이다. 그리고 1단계의 경우에는 2단계와 3단계
에 포함되지 않는 활동량을 의미한다(문현정과 이인숙, 2011; 박승
미와 박연환, 2010).
 
 (2) 임상지표 변화
 본 연구에서 임상지표의 변화는 서울시 대사증후군관리사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사증후군의 다섯 가지 진단지표인 복부둘레, 혈압, 
중성지방, HDL-C 및 공복혈당의 각 지표 별 최초 및 6개월 측정치
의 변화이며, 본 연구에서는 대사증후군관리사업에서 측정된 데이터
베이스 기록을 사용하였다.
 현재 서울시 대사증후군관리사업에서는 임상지표를 다음과 같이 
측정하고 있다. 복부둘레는 양발을 25~30㎝ 정도 벌리고 숨을 편안
히 내쉰 상태에서 늑골 하단부(lower border of rib case)와 장골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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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부(top of iliac crest)의 중간 지점을 측정한다(WHO, 1999). 혈
압은 10분 이상 안정을 취한 후 자동 혈압측정계로 우측 상완에서 
측정한다. 중성지방, HDL-C 및 공복혈당 검사는 임상병리 검사 또
는 현장검사(Point-of-care testing, 이하 POCT)로 실시한다. 
POCT는 별도의 검사실이 아닌 대상자 옆에서 바로 검사를 시행하
는 것으로, 원심분리 등의 전처리 없이 신속하게 시행하여 진단 및 
치료에 이용할 수 있는 검사를 말한다. 신속성, 편리성, 이동검사가 
가능하여 인구집단 대상의 선별검사에 이용하기 편하지만, 모세전혈
을 이용하고 여러 명의 검사자가 여러 대의 장비를 이용하는 경우 
검사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요인이 많은 것이 단점으로 지
적되었으며(이향숙, 2014), POCT에 대한 정형화된 관리지침을 준
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대사증후군관리사업지원단, 2014). 

 (3) 임상지표 개선율
 본 연구에서 임상지표의 개선율은 대사증후군관리사업의 중재를 
통한 대사증후군 관리의 성공 유무로 조작적 정의하였다(Table 2). 
우선, 대사증후군의 임상지표 수치에 따라 위험요인 개수를 측정하
고, 대사증후군관리사업 중재 이후의 위험요인 개수의 변화로 ‘관리 
성공’과 ‘관리 실패’로 구분하였다. ‘관리 성공’은 위험요인이 4-5개
인 경우는 2개 이상이 감소한 경우, 3개인 경우는 1개 이상이 감소
한 경우, 위험요인이 2개인 경우는 위험요인 개수가 유지되거나 감
소한 경우, 그리고 위험요인이 1개 이하인 경우는 1개 이하로 증가
하거나 유지 및 감소한 경우로 정의하였다. ‘관리 실패’는 위험요인
이 4-5개인 경우는 1개 이하로 감소하거나, 유지 및 증가된 경우, 
위험요인이 3개인 경우는 유지 및 증가한 경우, 위험요인이 2개인 
경우는 위험요인 개수가 증가한 경우, 그리고 위험요인이 1개 이하
인 경우는 위험요인 개수가 2개 이상 증가한 경우로 정의하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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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ber of Risk 

Factors

After Intervention

5 4 3 2 1 0

Before 

Intervention

5

4

3 Failure (F) Success (S)

2

1

0

러한 개선율의 조작적 정의는 서울시 대사증후군관리사업의 군 분
류 기준을 바탕으로 하였다.  

<Table 2> Operational Definition of Rate of Improvement After 
Metabolic Syndrome Management Program

 3)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서울시 대사증후군관리사업에서 사
용하고 있는「대사증후군 및 심뇌혈관질환 질문지」를 이용하여 측
정된 데이터베이스 기록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성, 연령, 결
혼 상태, 교육수준 및 월수입 상태의 다섯 가지 항목을 사용하였다.
「대사증후군 및 심뇌혈관질환 질문지」에서는 성은 ‘남성’과 ‘여성’
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연령은 연속 변수로 측정하고 있다. 결혼상
태는 혼인 여부에 따라 ‘예’와 ‘아니오’로 구분하며, ‘예’의 경우, ‘유
배우’, ‘별거’, ‘사별’, ‘이혼’으로 구분하고 있다. 교육수준은 ‘무학’,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전문대 포함) 
졸업’, ‘대학원 이상’의 6가지 분류로 구분하고 있으며, 월수입 상태
는 월가구 소득으로 ‘100만원 미만’, ‘100-199만원’, ‘200-299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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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300-399만원’, ‘400-499만원’, ‘500-599만원’, ‘600-699만
원’, ‘700-799만원’, ‘800만원 이상’의 총 9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다섯 가지 항목 중 연령을 ‘39세 미만’, 
‘40-49세’, ‘50-59세’, ‘60-64세’로 4단계로 재분류하였다. 결혼상
태는 유배우는 ‘유배우’로, 미혼은 ‘미혼’으로, 별거, 사별 및 이혼은 
‘기타’로 재분류하였다. 교육수준은 무학과 초등학교 졸업을 ‘초등학
교 졸업 이하’로, 중학교 졸업을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을 ‘고
등학교 졸업’으로, 그리고 대학(전문대 포함) 졸업과 대학원 이상을 
‘전문대 졸업 이상’으로 재분류하였다. 그리고 월수입 상태는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100만원 미만’, ‘100-199만원’, ‘200-299만원’, 
‘300-399만원’, ‘400만원 이상’으로 재분류하였다.  

 4. 자료수집 절차

 1)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15년 7월 22일부터 8월 25일까지 시행되
었다. 서울시 대사증후군관리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보건소 가운데 
연구자가 전화와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연구 참여에 대해 설명한 후, 
이에 동의한 보건소를 대상으로 자료수집을 실시하였다. 
 자료수집 방법은 자가관리 지원 제공자에 대한 정보는 설문조사, 
대상자에 대한 정보는 2차 자료수집으로 이루어졌다. 설문조사는 연
구에 참여한 보건소에서 대사증후군관리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보건
의료 인력을 대상으로 PCRS를 이용하여 보건의료 인력이 자기 기
입식으로 작성하여 이루어졌다. 설문조사 시간은 1인당 대략 2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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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자료수집은 연구에 참여한 해당 보건소의 대사증후군관리사업
에 등록되어 6개월 추구관리를 마친 대상자의 정보로, 대상자가 작
성한 설문지와 검사기록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대사증후군관리사업 
데이터베이스를 해당 보건소로부터 제공받았다. 대상자는 서울시 대
사증후군관리사업에 등록 및 관리를 받는 경우,「대사증후군 및 심
뇌혈관질환 질문지」를 작성하고 대사증후군 진단지표를 검사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정보는 대사증후군관리사업 데이터베이스에 저
장된다. 이렇게 수집된 대상자 정보는 검진 및 보건지표의 산출, 학
술목적의 경우에 개별 대상자의 동의 없이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2) 연구 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
 연구 참여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본 연구가 시행되기 전에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의 승인(IRB No. 1507/002-010)
을 받았다. 그리고 연구 참여가 가능한 보건소의 자료수집 기관승인
서를 각각 획득하였다. 이후 보건의료 인력에게 개별적으로 동의서
를 받은 후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 참여 동의서에는 참여자의 익
명성과 자발성, 비밀보장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였고, 연구 참여 후
에도 연구 참여 중단을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하다는 
것을 명시하였다. 2차 자료의 경우에도 대상자의 개인식별정보는 수
집하지 않을 것이며, 본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명시하였다. 그리고 수집된 모든 자료는 잠금 장치가 있는 곳에서 
보관하였고, 동의서는 관련 법에 의거하여 3년, 연구자료는 서울대
학교 지침에 근거하여 5년을 보관하고 이후에 폐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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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Statistics 21.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1) 보건의료 제공자를 대상으로 수집된 설문조사 자료는 기술 통
계량(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을 산출하고, 조사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다.
 2) 2차 자료를 통해 수집된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건강행위 
및 대사증후군 임상지표는 기술 통계량(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
차)을 산출하고, 건강행위 및 임상지표의 사전-사후 차이를 알아보
기 위해 연속형 변수인 경우엔 paired t-test, 범주형 변수인 경우
엔 McNemar's test를 시행하였다.
 3) 보건소 자가관리 지원 수준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ANOVA를 
실시하였고, 사후검증은 Tukey를 이용하였다.
 4) 보건소 자가관리 지원 수준에 따른 대사증후군 개선율의 차이
는 χ2-test를 시행하였다.
 5) 보건소 대사증후군 자가관리 지원 수준에 따른 대사증후군관리
사업의 효과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종속변수가 이분형인 경우에
는 Logistic regression을 시행하였고, 연속형인 경우에는 ANCOVA
를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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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ender Male

Female
490 (37.3)
882 (62.7)

Age
≤39
40-49
50-59
60-64

45 (3.4)
156 (11.9)
635 (48.4)
476 (36.3)

Marital Status
Unmarried
Married
Others

65 (5.0)
1101 (83.9)
146 (11.1)

Educational Level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College

137 (10.4)
263 (20.0)
447 (34.1)
462 (35.4)

Income Status
(Monthly, KRW)

<1.00 Mil.
1.00-1.99 Mil.
2.00-2.99 Mil.
3.00-3.99 Mil.
≥4.00 Mil.

173 (13.2)
252 (19.2)
230 (17.5)
408 (31.1)
249 (19.0)

Ⅴ.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대상자의 성별 분포는 여성이 62.7%, 남성이 37.3%이었고, 연령
은 50-59세가 48.4%로 가장 많았다. 결혼상태는 유배우인 경우가 
83.9%였다. 교육수준은 전문대졸 이상이 35.4%, 고졸이 34.1%였
다. 월수입 상태는 300만원대가 31.1%로 가장 많았다.(Table 3).  

Table 3.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1,312)

Mil. = mill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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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Behaviors Categories

Pre 
n (%)

Mean±SD

Post
n (%)

Mean±SD
p

Smoking Smoking
Non-smoking

167 (12.7)
1145 (87.3)

151 (11.5)
1161 (88.5) .044

Drinking Drinking
Non-drinking

775 (59.1)
537 (40.9)

685 (52.2)
627 (47.8) <.001

Healthy Dietary 7.19±2.19 7.39±2.07 <.001
Physical 
Activity

Inactive
Minimally active
Physically active

346 (26.4)
816 (62.2)
150 (11.4)

352 (26.8)
837 (63.8)
123 (9.4)

.189

 2. 대사증후군관리사업의 자가관리 지원 효과

 1) 대사증후군관리 전·후의 건강행위 변화  
 대상자의 대사증후군관리 전과 후의 건강행위 변화 중 흡연의 경
우, 관리 전의 전체 흡연율은 12.7%였으나 관리 후엔 11.5%로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음주의 경우, 관리 전의 전체 음주
율은 59.1%에서 관리 후에는 52.2%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
였다. 건강 식습관의 경우, 관리 전 7.19점에서 관리 후 7.39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그리고 신체활동의 경우에는, 관
리 전 저강도 활동단계 26.4%, 최소한의 활동단계 62.2%, 건강증
진형 활동단계 11.4%에서 관리 후 저강도 활동단계 26.8%, 최소한
의 활동단계 63.8%, 건강증진형 활동단계 9.4%로 통계적으로 유의
한 변화는 없었다(Table 4).

Table 4. Changes of Health Behavior Before and After Metabolic 
Syndrome Management Program

(N=1,312)

SD = Standard Deviation



- 51 -

Clinical Indicators Pre 
Mean±SD

Post
Mean±SD p

Waist Circumference
(㎝) 85.95±9.44 86.15±8.69 .290

Triglyceride 
(㎎/㎗) 177.70±105.78 168.47±104.75 .002

HDL-Cholesterol 
(㎎/㎗) 46.49±14.49 49.89±15.71 <.001

Systolic Blood Pressure 
(mmHg) 127.12±14.13 127.72±14.58 .105

Diastolic Blood Pressure 
(mmHg) 80.12±10.07 80.18±10.75 .838

Fasting Blood Sugar
(㎎/㎗) 102.48±18.59 103.57±19.29 .038

 2) 대사증후군관리 전·후의 임상지표 변화  
 대상자의 대사증후군관리 전과 후의 임상지표의 변화 중 복부둘레
는 85.95㎝에서 86.15㎝으로 증가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
은 아니었다. 중성지방은 177.70㎎/㎗에서 168.47㎎/㎗로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HDL-C는 46.49㎎/㎗에서 49.89㎎/㎗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수축기 혈압은 127.12mmHg에서 
127.72mmHg로 유의한 변화가 없었으며, 이완기 혈압 또한 80.12mmHg에
서 80.18mmHg로 유의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공복혈당은 102.48㎎
/㎗에서 103.57㎎/㎗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Table 5).

Table 5. Differences in Clinical Indicator Before and After 
Metabolic Syndrome Management Program

(N=1,312)

SD =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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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of Risk 
Factors Before 
MSMP

Rate of Improvement
Total (%)Success

N (%)
Failure
N (%)

3-5 313 (39.8) 474 (60.2) 787 (60.0)

0-2 386 (73.5) 139 (26.5) 525 (40.0)

Overall 699 (53.3) 613 (46.7) 1312 (100.0)

 3) 대사증후군 임상지표 개선율  
 전체 대상자 가운데 ‘관리 성공’은 53.3%였으며, ‘관리 실패’는 
46.7%였다. 관리 전 대사증후군 임상지표의 위험요인 개수가 3-5
개인 경우에서 ‘관리 성공’이 39.8%, ‘관리 실패’는 60.2%였다. 그
리고 위험요인 개수가 0-2개인 경우에는 ‘관리 성공’이 73.5%, ‘관
리 실패’는 26.5%였다(Table 6).  

Table 6. Comparison of Rate of Improvement After Metabolic 
Syndrome Management Program

(N=1,312)

MSMP = Metabolic Syndrome Management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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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보건소 자가관리 지원 수준

 1) 제공자의 특성 
 제공자의 대사증후군관리사업 관련 특성을 살펴보면, 사업에서의 
역할로는 건강상담사가 10명(29.4%)으로 가장 많았으며, 영양상담
사 9명(26.5%), 관리자와 운동상담사가 각각 6명(17.6%), 의사 3
명(8.9%)이었다. 제공자의 전문분야는 간호사가 16명(47.1%)으로 
가장 많았으며, 영양사가 9명(26.5%), 운동처방사 6명(17.6%), 의
사 3명(8.8%)이었다. 사업 참여기간은 12개월 미만이 14명(41.2%)으
로 가장 많았으며, 12~23개월 12명(35.4%), 24개월 이상 8명
(23.4%)이었다. 
 제공자의 대사증후군관리사업 관련 특성을 보건소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설문조사에 참여한 제공자의 수는 A보건소에서 1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B보건소와 D보건소에서 각각 9명, C보건소가 5명이
었다. A보건소의 경우, 역할로는 영양상담사와 운동처방사가 3명
(27.3%)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문분야는 간호사가 4명(36.4%)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 참여기간은 12개월 미만이 5명(45.5%)으로 가
장 많았다. B보건소의 경우, 역할로는 건강상담사가 4명(44.5%)으
로 가장 많았으며, 전문분야는 간호사가 5명(55.5%)으로 가장 많았
고, 사업 참여기간은 12개월 미만이 4명(44.5%)으로 가장 많았다. 
C보건소는 역할로는 관리자가 2명(40.0%)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
문분야는 간호사가 3명(60.0%)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 참여기간은 
12개월 미만이 4명(80.0%)으로 가장 많았다. D보건소의 경우, 역
할로는 건강상담사와 영양상담사가 3명(33.3%)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문분야는 간호사가 4명(44.5%)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 참여기간
은 12~23개월이 6명(66.7%)으로 가장 많았다(Tabl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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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보건소 자가관리 지원 수준 
 PCRS로 측정한 보건소 자가관리 지원의 수준은 평균 총점 98.1점
(B수준)으로, 자가관리 지원이 조직적 수준 또는 제공자와 대상자 
간에 협력적으로 수행되고 있었다. ‘환자 지원’ 영역에서 살펴보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항목은 “문제 해결 기술”, “환자 자기관리 교
육”, “환자의 자가관리 교육 요구에 대한 개인 사정”이었다. 그리고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 항목은 “정신 건강”이었다. ‘조직 지원’ 
영역에서 살펴보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항목은 “관리의 지속성”, 
“자가관리 지원 서비스의 문서화 체계”였다. 그리고 가장 낮은 수준
으로 나타난 항목은 “환자 의견수렴”이었다. 또한 ‘조직 지원’ 영역
의 평균 총점은 52.2점으로 ‘환자 지원’ 영역의 평균 총점 45.9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Tabl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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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RS Submeasure Mean±SD Score 
Range

Quality 
Level

Patient Support
Individualized Assessment of Patient's 
Self-Management Educational Needs 6.2±1.8 3-10 B
Patient Self-Management Education 6.4±1.6 3-10 B
Goal Setting / Action Planning 5.6±2.1 2-10 B
Problem Solving Skills 6.5±1.9 3-9 B
Emotional Health 4.7±2.3 1-9 C
Patient Involvement 5.3±2.2 1-9 B
Patient Social Support 5.5±2.3 1-10 B
Linking to Community Resources 5.8±1.7 3-10 B
Average Total Score for Patient 
Support 45.9±11.0 23-72 B
Organizational Support
Continuity of Care 7.4±2.2 3-10 B
Coordination of Referrals 6.4±1.7 3-10 B
Ongoing Quality Improvement 6.5±2.0 3-10 B
System for Documentation of 
Self-Management Support Services 7.2±2.0 2-10 B
Patient Input 5.5±2.4 1-10 B
Integration of Self-Management 
Support into Primary Care 6.2±1.8 3-9 B
Patient Care Team 6.9±1.8 3-10 B
Physician, Team, and Staff Self- 
Management Education & Training 6.2±2.3 1-10 B
Average Total Score for 
Organizational Support 52.2±12.9 28-77 B
Average Total Score on PCRS 98.1±20.9 56-149 B

Table 8. Self-Management Support Levels by PCRS Element 
(N=34)

PCRS = Assessment of Primary Care Resources and Supports for 
Chronic Disease Self-management, SD = Standard Deviation, Quality 
Level B = ‘Implementation is done in an organized and consistent 
manner using a team approach; services are coordinated’, Quality Level 
C = ‘Implementation is sporadic or inconsistent; patient-provider 
interaction is pass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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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소에 따른 자가관리 지원 수준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환자 
지원’ 영역에서는 “환자의 자가관리 교육 요구에 대한 개인 사정” 
항목과 “환자 자기관리 교육” 항목에서 A보건소와 B보건소에서 유
의한 차이를 보였다. “문제 해결 기술” 항목에서는 A보건소와 C보건
소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 항목
에서 A보건소와 D보건소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조직 지원’ 영
역에서 살펴보면, “자가관리 지원의 일차의료와의 통합” 항목에서 A
보건소, B보건소 및 C보건소가 D보건소에 비하여 유의한 차이를 나
타냈으며, “의사, 팀과 직원의 자가관리 교육과 훈련” 항목에서 A보
건소가 B보건소와 D보건소에 비하여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결과적으로 ‘환자 지원’ 영역에서 A보건소는 다른 보건소에 비하여 
자가관리 지원 수준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직 지
원’ 영역에서도 A보건소는 C보건소에 비하여 자가관리 지원 수준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면, A보건소는 다른 보
건소에 비하여 자가관리 지원 수준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
으며(Table 9), 이를 통하여 보건소 자가관리 지원 수준은 ‘A군(A
보건소)’과 ‘B군(B보건소, C보건소, D보건소)’으로 구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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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보건소 자가관리 지원 수준에 따른 대사증후군관
리사업 효과의 차이

 1) 보건소 자가관리 지원 수준에 따른 건강행위 변화의 
차이

 보건소 자가관리 지원 수준별 대사증후군관리 전과 후의 건강행위 
변화를 살펴보면, A군의 경우, 흡연율은 변화가 없었으며, 음주율은 
30.7%에서 32.7%로 증가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건강 식습관은 8.32점에서 8.29점으로 감소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는 않았다. 신체활동 중 저강도 활동단계와 최소한의 활동단
계는 각각 21.6%, 73.2%에서 20.9%, 71.9%로 감소하였고, 건강증
진형 활동단계는 5.2%에서 7.2%로 증가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는 않았다.
 B군의 경우, 흡연율은 관리 전 13.6%에서 관리 후 12.3%로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음주율도 62.8%에서 54.8%로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건강 식습관은 7.04점에서 7.27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신체활동 중 저강도 활동단계와 
최소한의 활동단계는 각각 27.0%, 60.7%에서 27.6%, 62.7%로 증
가하였고, 건강증진형 활동단계는 12.3%에서 9.7%로 감소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Table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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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Behaviors Variable Adjusted 

OR 95% CI p

Smoking
Self-Management Support 
  Group B
  Group A

reference
0.757 0.351~1.635 .479

Drinking
Self-Management Support 
  Group B
  Group A

reference
0.509 0.348~0.745 .001

 보건소 자가관리 지원 수준에 따른 대사증후군관리 전과 후의 대
상자의 건강행위 변화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흡연과 음주의 경
우, 흡연과 음주의 변화를 종속변수로 하고,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변수로 설정한 후, 보건소 자가관리 지원 수준을 독립변
수로 하여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흡연
의 경우엔 B군에 비하여 A군의 오즈비가 0.757이었으나 보건소 자
가관리 지원 수준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음주의 경우엔 B군에 비하여 A군의 오즈비가 0.509이었으며 자가
관리 지원 수준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able 11).

Table 11.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f Smoking and Drinking 
by Self-management Support Level

(N=1,312)

OR = Odds Ratio, CI = Confidential Interval, Group A = higher 
self-management support level group, Group B = lower 
self-management support leve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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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Behaviors PHC Estimate
Mean±SE F p

Healthy Dietary Habit Group A
Group B

7.62±0.14
7.36±0.05 3.006 .083

Physical Activity Group A
Group B

1416.71±84.06
1420.73±30.12 0.002 .964

 보건소 자가관리 지원 수준에 따른 대사증후군관리 전과 후의 대
상자의 건강행위 변화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건강 식습관과 신
체활동의 경우,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최초 등록 시의 건강 
식습관과 신체활동 점수를 공변량으로 설정하고 공분산분석을 실시
하였다. 그 결과, 건강 식습관의 경우, A군의 추정치가 7.62점으로 
B군의 추정치 7.36점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으나, 신체활동의 경우
에는 A군의 추정치가 1416.71로 B군의 추정치 1420.73보다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건강 식습관과 신체활동에서는 보건소 자가관리 
지원 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able 12).
 

Table 12. ANCOVA of Six Months Estimate on Healthy Dietary 
Habit and Physical Activity by Self-management Support Level

(N=1,312)

PHC = Public Health Center, Group A = higher self-management 
support level group, Group B = lower self-management support level 
group, SE = Standard Error



- 64 -

 2) 보건소 자가관리 지원 수준에 따른 임상지표 변화의 
차이
 보건소 자가관리 지원 수준별 대사증후군 임상지표의 변화를 살펴
보면, A군의 경우, HDL-C는 49.76㎎/㎗에서 51.07㎎/㎗로 1.31㎎/
㎗만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중성지방은 160.54㎎/㎗
에서 153.24㎎/㎗로 7.30㎎/㎗만큼 감소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는 않았다. 위험 요인의 개수는 2.39개에서 2.30개로 0.08개 감소
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B군의 경우, HDL-C는 
46.06㎎/㎗에서 49.73㎎/㎗로 3.68㎎/㎗만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중성지방도 179.96㎎/㎗에서 170.48㎎/㎗로 9.48㎎/
㎗만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하지만 공복혈당은 
102.35㎎/㎗에서 103.53㎎/㎗로 1.19㎎/㎗만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그리고 위험 요인의 개수는 2.58개에서 2.37개로 0.21
개 감소하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었다. 그리고 보건
소 자가관리 지원 수준별 대사증후군 임상지표의 변화량 차이에서
는 HDL-C에서 B군이 3.68㎎/㎗로 A군의 1.31㎎/㎗에 비하여 유의
한 수준의 차이를 나타냈다(Table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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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소 자가관리 지원 수준에 따른 대사증후군관리 전과 후의 임
상지표 변화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최초 
등록 시의 임상지표의 값을 공변량으로 설정하고 공분산분석을 실
시하였다. 그 결과, 복부둘레의 경우, A군의 추정치는 86.26㎝로 B
군의 86.13㎝와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으며, 중성지방의 경우에도 A
군의 추정치는 164.23㎎/㎗로 B군의 169.03㎎/㎗보다는 낮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지 않았다. HDL-C는 B군에서 50.05
㎎/㎗로 A군의 48.69㎎/㎗보다는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나지 않
았다. 수축기 혈압의 경우, A군의 추정치는 127.06mmHg로 B군의 
127.81mmHg와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으며, 이완기 혈압 또한 A군
이 80.32mmHg, B군이 80.16mmHg로 유의한 차이가 나지 않았다. 
그리고 공복혈당에서도 A군이 103.37㎎/㎗, B군이 103.59㎎/㎗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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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nical Indicators PHC Estimate
Mean±S.E. F p

Waist Circumference 
(㎝)

Group A
Group B

86.26±0.51
86.13±0.18 0.054 .817

Triglyceride 
(㎎/㎗)

Group A
Group B

164.23±7.94
169.03±2.75 0.317 .574

HDL-Cholesterol 
(㎎/㎗)

Group A
Group B

48.69±0.98
50.05±0.34 1.663 .197

SBP 
(mmHg)

Group A
Group B

127.06±1.02
127.81±0.36 0.459 .498

DBP 
(mmHg)

Group A
Group B

80.32±0.77
80.16±0.27 0.037 .847

FBS 
(㎎/㎗)

Group A
Group B

103.37±1.43
103.59±0.49 0.018 .893

Table 14. ANCOVA of Six Months Estimate on Clinical 
Indicators by Self-management Support Level

(N=1,312)

SBP = Systolic Blood Pressure, DBP = Diastolic Blood Pressure, FBS 
= Fasting Blood Sugar, PHC = Public Health Center, Group A = 
higher self-management support level group, Group B = lower 
self-management support level group, SD =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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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Rate of Improvement

pSuccess
N (%)

Failure
N (%)

Group A 84 (54.9) 69 (45.1)
.668

Group B 615 (53.1) 544 (46.9)

Overall 699 (53.3) 613 (46.7)

 3) 보건소 자가관리 지원 수준에 따른 임상지표 개선율
의 차이  
 보건소 자가관리 지원 수준별 대사증후군의 임상지표 개선율은 A
군에서 ‘관리 성공’이 54.9%, B군에서 ‘관리 성공’이 53.1%로 나타
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Table 
15).

Table 15. Comparison of Rate of Improvement by Self-management 
Support Level

(N=1,312)

Group A = higher self-management support level group, Group B = lower 
self-management support leve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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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Categories Adjusted 
OR 95% CI p

Self-Management 
Support

Group B
Group A

reference
1.000 0.702~1.424 1.000

 보건소 자가관리 지원 수준에 따른 대사증후군관리사업의 대사증
후군 임상지표 개선율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대사증후군 임상
지표 개선율의 관리성공을 종속변수로 하고,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변수로 설정한 후, 보건소 자가관리 지원 수준을 독립변
수로 하여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모델의 모형 
적합도는 Hosmer-Lemeshow 검증을 통하여 유의확률 값이 .660으
로 유의수준 .050보다 훨씬 크므로 추정된 모델이 잘 적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모델을 통하여 임상지표 개선율은 B군에 비하여 A
군의 오즈비가 1.000으로 나타나 보건소 자가관리 지원 수준에 따
른 대사증후군관리사업의 대사증후군 임상지표 개선율의 차이는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6).
 

Table 16.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f Rate of Improvement 
by Self-management Support Level

(N=1,312)

χ2=5.886, p=.660 by Hosmer and Lemeshow Goodness-of-Fit, OR = 
Odds Ratio, CI = Confidential Interval, Group A = higher 
self-management support level group, Group B = lower self-management 
support leve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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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보건소 대사증후군 자가관리 지원 수준에 따른 
대사증후군관리사업의 효과 차이를 분석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서울시 대사증후군관리사업의 자가관리 지원 효과를 파악
하고, 만성질환 자가관리 평가지(PCRS)를 활용하여 보건소의 대사
증후군 자가관리 지원 수준을 측정하였다. 그리고 보건소 대사증후
군 자가관리 지원 수준에 따른 대사증후군관리사업의 효과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대사증후군 관리
를 위한 보건소 자가관리 지원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대사증후군관리사업의 자가관리 지원 효과

 본 연구에서는 대사증후군관리사업의 자가관리 지원 효과를 건강
행위 변화와 임상지표 변화 및 개선율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기존의 
대사증후군관리사업 관련 연구들에서 효과는 주로 건강행위(서재룡
과 배상수, 2011; 이향숙, 2014), 임상적 지표(김희선 등, 2011; 서
재룡과 배상수, 2011; 이향숙, 2014), 위험요인 개선율(김희선 등, 
2011; 이향숙, 2014), 주관적 건강상태(서재룡과 배상수, 2011) 등
으로 살펴보았다.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대사증후군관리사업의 데이
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수행되었으며, 데이터베이스의 기초조사 항목
이 이환, 흡연, 음주, 정신건강, 영양, 신체활동 및 운동, 비만 및 체
중조절, 대사증후군 임상지표 검사항목 등의 내용을 대상자로부터 
수집하여 활용하였음을 감안한다면,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했던 
대사증후군관리사업의 효과 지표는 기존 연구와 유사하였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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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 건강행위는 흡연, 음주, 건강 식습관 항목에서 긍정적
인 변화가 관찰되었다. 흡연의 경우, 본 연구에서 관리 전 12.7%에
서 관리 후 11.5%로 흡연율이 감소하였는데, 서재룡과 배상수
(2011)의 연구에서도 적극적 상담군(현 대사증후군)에서 흡연율의 
감소가 나타났으며, 이향숙(2014)의 연구에서도 6개월 추구관리 이
후 흡연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보여
주었다. 음주의 경우, 본 연구에서 관리 전 59.1%에서 관리 후 
52.2%로 음주율이 감소하였는데, 서재룡과 배상수(2011)의 연구에
서도 동기부여 상담군 A(현 약물치료군)에서 음주율의 감소가 나타
났으며, 이향숙(2014)의 연구에서도 6개월 추구관리 이후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음주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기존 연구를 통하여 최근 1년간의 음주
량과 흡연량이 대사증후군과 관련성이 있으며, 음주량과 흡연량이 
많아질수록 대사증후군 발생위험이 증가하였으므로(조민경, 2011), 
대사증후군관리사업에서 흡연과 음주에 대한 행위변화를 유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건강 식습관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관리 전 7.19점에서 관리 후 
7.39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점수가 증가하였으며, 이향숙
(2014)의 연구에서도 모든 군에서 6개월 및 12개월 추구관리 이후 
식습관 점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보
여주었다. 하지만 서재룡과 배상수(2011)의 연구에서는 군별로 증
가와 감소가 교차하여 나타났으며, 그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
준은 아니었다. 대사증후군의 관리에서 식습관의 관리는 중요하다고 
널리 알려져 있다. 탄수화물의 섭취는 총 콜레스테롤, LDL-C 및 
중성지방을 증가시키고 HDL-C를 감소시키며, 탄수화물의 섭취를 
줄이면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된다고 보고되어 왔다. 또한 대사증후
군 환자에서 전체 칼로리의 10-35%로 단백질을 섭취하도록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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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으며, 지방도 탄수화물과 마찬가지로 전체 양보다는 어떤 종
류의 지방질을 섭취하느냐가 대사증후군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김미경과 박정현, 2012).
 신체활동의 경우, 본 연구에서 최소한의 활동단계는 증가하였으나, 
건강증진형 활동단계는 감소하였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는 
아니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설문지의 신체활동 구분(격렬한 신체
활동, 중등도 신체활동, 10분 이상 걷기)을 MET-min으로 환산하
여 사용하였기 때문에 기존 연구와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으나, 
연구마다 신체활동의 하부 항목에 따라 효과의 차이가 다양하였다
는 것을 고려하면 신체활동 측면에 대한 효과는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즉, 이향숙(2014)의 연구에서도 격렬한 신체활
동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수준에서 군별로 증가 및 감소를 
나타냈으며, 중등도 신체활동은 적극적 상담군(현 대사증후군)에서 
6개월 추구관리 이후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다른 군에서도 유의하지
는 않지만 증가하였다. 10분 이상 걷기의 경우에도 적극적 상담군
(현 대사증후군)과 동기부여 상담군에서 증가를 보였다. 서재룡과 
배상수(2011)의 연구에서도 격렬한 신체활동은 군별로 증가 및 감
소가 나타났으며, 중등도 신체활동은 적극적 상담군(현 대사증후군)
과 동기부여 상담군 A(현 약물치료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
가하였다. 10분 이상 걷기도 적극적 상담군(현 대사증후군)에서 유
의하게 증가하였다. 
 현재 대사증후군관리사업에는 영양상담사와 운동처방사가 전담으
로 배치되어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대상자의 행동 목표와 계획 
설정에 영양과 운동 관련 항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이
러한 인력의 배치와 지속적인 상담이 건강 식습관과 신체활동에 영
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영양상담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었다. 대사증후군의 위험요인을 개선하는 가장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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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방법이 체중조절과 신체활동의 증가임을 감안한다면, 현재 대사
증후군관리사업에서의 영양과 운동 관련 인력배치와 상담은 지속적
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임상지표는 대사증후군의 진단지표인 복부둘레, 중성
지방, HDL-C, 혈압과 공복혈당이었으며, 이 가운데 중성지방과 
HDL-C는 긍정적으로 유의하게 변화하였고, 공복혈당은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복부둘레와 혈압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
다. 김희선 등(2011)의 연구에서 적극적 상담군(현 대사증후군)의 
경우, 중성지방은 본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하지만 복부둘레, 혈압과 공복혈당은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HDL-C는 변화가 없어 본 연구결과와 차이를 보였다. 서재룡과 배
상수(2011)의 연구에서도 적극적 상담군(현 대사증후군)의 경우, 
중성지방은 본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공복
혈당과 HDL-C는 유의하지 않은 수준에서 증가하였고, 복부둘레는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하지만 혈압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여 본 연구
와 차이를 보였다. 이향숙(2014)의 연구에서도 적극적 상담군(현 
대사증후군)의 경우, 본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중성지방은 유의하
게 감소하였으며, HDL-C는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하지만 복부둘레
와 혈압이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공복혈당은 유의하지 않은 수준에
서 감소하여 본 연구와 차이를 보였다.       
 대사증후군 중재연구 분석연구에 따르면, 대사증후군 중재의 효과
로 신체구성과 관련된 지표는 대부분 긍정적 효과를 나타냈으며, 혈
액학적 지표의 경우는 중성지방, 혈당, LDL-C는 유의한 효과를 나
타낸 반면, HDL-C는 유의한 효과를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하
였다(오의금, 2007). 본 연구에서는 중성지방과 HDL-C에서 유의
한 효과를 보였는데, 이는 중성지방의 경우 기존 연구들과 거의 동
일한 결과를 얻었지만, HDL-C의 경우에는 이향숙(2014)의 결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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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동일하나 다른 기존 연구들과 다소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HDL-C는 장기적인 운동 및 체중조절로 인해 증가할 수 있고
(Dattilo & Kris-Etherton, 1992), 여름에 비해 겨울에 HDL-C 수
치가 더 높게 측정되는 계절변이(Ockene et al., 2004)의 영향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본 연구 대상자의 중재기간이 최소 6개월의 중
장기였으며, 6개월 추구관리 시점이 1월부터 6월 사이였다는 점이 
이러한 결과를 보인 것으로 추정된다.   
 혈당은 인슐린 저항성의 지표로 흔히 사용되며, 특히 공복혈당치가 
증가할수록 비만과 같은 대사위험인자가 증가하며 제2형 당뇨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Tirosh et al., 2005; Meshkani et 
al., 2006). 또한 공복혈당이 100㎎/㎗ 미만인 사람과 비교하여 혈
당이 100-125㎎/㎗ 범위인 공복혈당장애를 가진 사람은 이후 당뇨
병으로 진행할 위험이 높다는 것이 여러 연구들에서 밝혀졌다
(Genuth, 2003; Piche et al., 2004). 본 연구에서 전체 대상자의 
평균 공복혈당은 최초 측정 시 102.48㎎/㎗에서 6개월 측정 시 
103.57㎎/㎗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공복혈당이 증가한 
서재룡과 배상수(2011)의 연구결과와는 비슷하였으나, 공복혈당이 
감소한 김희선 등(2011)과 이향숙(2014)의 연구결과와는 상반된 
것이었다. 혈당은 한 끼의 식사나 약간의 음식물 섭취로도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검사 시의 공복상태 유지가 중요하다(서재룡과 
배상수, 2011). 하지만 대사증후군 발견검사를 위해 10시간 이상 
공복 후 채혈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자치구에서 이를 준수하
지 않는 사례가 있었던 것처럼(대사증후군관리사업지원단, 2014), 
공복 채혈 원칙의 준수 여부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나타났을 가능
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복부둘레는 비만의 주요 지표로 사용되고 있으며 대사증후군 개선
을 위해서는 복부둘레의 개선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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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Wilson, 1999; 손지영, 2008). 본 연구에서 복부둘레는 통
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지만 다소 증가하였는데, 이는 대사증
후군과 관련하여 운동과 영양교육을 실시했음에도 복부둘레에 변화
가 없었다는 Green 등(2004)의 연구결과나 서재룡과 배상수(2011)
의 연구결과와는 비슷하였으나, 복부둘레가 감소한 김희선 등
(2011)과 이향숙(2014)의 연구결과와는 상반된 것이었다. 이러한 
상반된 결과들은 복부둘레 측정방법 및 숙련도의 차이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향후 측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위한 표준화된 
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
다.
 고혈압은 임상적으로 대사증후군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고혈압 환자의 절반 이상이 대사증
후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또한 고혈압 환자에서 당
뇨병이 발생된 경우에는 대사증후군에 해당하는 경우가 2/3 이상으
로 보고되고 있다(이소령 등, 2011). 본 연구에서 혈압은 거의 변화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혈압이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김희선 등(2011)과 서재룡과 배상수(2011) 및 이향숙
(2014)의 연구결과와는 상반된 것이었다. 혈압을 측정하기 전에는 
10분 이상의 안정이 필수적이므로 혈압 측정지침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리라 생각된다.
 임상지표 개선율을 살펴보면, 전체 관리 성공은 53.5%로 나타났
다. 위험요인의 숫자가 3-5개인 경우엔 39.8%, 2개 이하인 경우엔 
73.5%로, 위험요인의 숫자가 적은 경우에 관리 성공률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이향숙(2014)의 연구에서 전체 성공률은 71.9%였으
나, 적극적 상담군(현 대사증후군)의 성공률은 40.8%로 본 연구와 
비슷한 수치를 보였으며, 위험요인이 1-2개인 동기부여 상담군(현 
약물치료군 및 건강주의군)의 성공률은 85.8%로 본 연구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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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량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2013년 대사증후군관리사업에서 
적극적 상담군(현 대사증후군)의 6개월 추구관리 후 위험요인이 2
개 이하 감소한 비율은 58.8%였으며, 정보제공군(현 정상군)을 제
외한 모든 군에서 6개월 추구관리 후 위험요인이 1개 이상 개선된 
비율은 40.9%였다고 한다(서울시 대사증후군관리사업지원단, 
2014). 본 연구의 결과를 이러한 개선율 기준에 맞추어 재분석을 
하면, 대사증후군에서 위험요인 2개 이하 감소 비율은 45.7%였으
며, 정상군을 제외한 모든 군에서 6개월 추구관리 후 위험요인 1개 
이상 개선된 비율은 38.4%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위험요인이 많
은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개선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으며, 따라서 대사증후군 위험요인이 증가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대사증후군 예방활동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보건소 대사증후군 자가관리 지원 수준

 본 연구에서 만성질환 자가관리 평가도구(PCRS)로 측정한 보건소 
대사증후군 자가관리 지원 수준은 ‘환자 지원’ 영역 45.9점, ‘조직 
지원’ 영역 52.2점, 총점 98.1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에서 20개 
지역사회 건강센터 등을 대상으로 동일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한 
자가관리 지원의 총점인 90.3점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며(Brownson 
et al., 2007), 질적 수준(quality level)에서도 두 연구에서 동일하
게 B수준으로 평가되었다. Brownson 등(2007)의 연구에서 ‘환자 
지원’ 영역은 44.4점으로 본 연구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조직 지원’ 영역은 45.9점으로 본 연구에 비하여 6.3점 낮게 측정
되었다. Brownson 등(2007)의 연구가 지역사회 건강센터(community 
health center), 대학부설병원(academic medical center), 연방정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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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의료기관(Federally Qualified Health Center), 독립 보건의료제공자
협회(Independent Provider Association) 등 다양한 형태의 보건의료
기관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질환군도 만성질환, 당뇨, HIV, 소아 비
만, 우울 등 다양한 인구집단 및 질환에 초점이 맞추어져 이루어진 
반면에, 본 연구는 동일한 관리지침에 따른 프로그램을 운영중인 대
도시 보건소를 대상으로 하여 진행되었기 때문에, ‘조직 지원’ 영역
의 수준이 높게 측정되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한편, 본 연구의 도구와의 차이로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서울
시 25개 보건소를 대상으로 만성질환관리모형(CCM)에 기초하여 만
들어진 ACIC를 한국어 버전으로 번역 및 수정한 만성질환관리 평가
도구(ACIC 수정판)로 보건소 만성질환 관리수준을 평가한 연구(최
용준 등, 2014)에서도 ‘자가관리 지원’ 영역이 6-8점인 보건소가 
44%를 차지하였으며, 3-5점인 보건소도 32%를 차지하여,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함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 ‘환자 지원’ 영역의 하위항목 가운데 “환자의 자가관리 
교육 요구에 대한 개인 사정”, “환자 자가관리 교육”, “문제 해결 기
술” 및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 항목은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반면에 “목표 설정/활동 계획”, “정신 건강”, “환자 참여” 
및 “환자의 사회적 지지” 항목은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
는 보건소 대사증후군관리사업의 주요 중재가 지역사회 대상자의 
흡연, 음주, 신체활동 및 식습관 등 생활습관을 평가하고 이를 개선
시키기 위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대
신에 이러한 중재가 제공자 측면에서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
며, 대상자와의 상호협력을 통한 활동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특
히 정신건강에 대한 접근은 미약하다고 볼 수 있어 향후 이에 대한 
조직적인 개선 및 보건의료 제공자의 훈련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
이라 생각된다.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을 대상으로 만성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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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모형(CCM)의 구성요소 포함 여부를 고찰한 연구(이순영, 
2014)에서도 자가관리 지원 중 ‘치료 및 관리방침 결정에 환자 참
여’ 항목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였으며, 최용준 등(2014)의 연구에
서도 효과적인 자가관리를 위한 환자 가족 지원, 환자 모임, 멘토링 
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접근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듯이, 자가관리 
지원을 위한 환자 교육은 만성질환자의 자가관리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접근법이 필요로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접근은 보건
의료 제공자가 대상자에게 지식이나 기술을 전달하는 교육을 포함
하여 만성질환관리에 대상자를 참여하도록 하는 협력적인 관계에서 
시작해야만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조직 지원” 영역의 하위항목 가운데 “관리의 지속성”, 
“자가관리 지원 서비스의 문서화 체계”, “환자 관리팀” 및 “지속적인 
질 향상” 항목은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반면에 “의뢰
의 조정”, “환자 의견수렴”, “자가관리 지원의 일차의료와의 통합” 및 
“의사, 팀과 직원의 자가관리 교육과 훈련” 항목은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2006년 이후부터 국가 차원의 
심뇌혈관질환 종합대책이 수립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도 보
건소에서 대사증후군관리사업을 2010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지속
적으로 확대 및 강화한 것과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대
사증후군관리사업에서는 군 분류에 따라 6개월, 12개월의 기본적인 
추구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이를 웹방식 통합DB시스템
을 이용하여 관리하고 있다(서울시 대사증후군관리사업지원단, 
2014). 이러한 사업관리 시스템의 구축은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의 
기본 틀을 제공하기 때문에 보건의료 제공자 측면에서는 서비스 제
공의 효율성과 지속성을 높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서울시에서는 
대사증후군관리사업의 관리실적을 보건소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적
극적인 서비스 제공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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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구축의 측면이 ‘환자 지원’ 영역에 비하여 ‘조직 지원’ 영역의 점
수가 높게 나온 결과라고 유추할 수 있다. 이는 최용준 등(2014)의 
연구에서도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시스템의 조직영역이 다른 영역에 
비하여 만성질환관리 지원수준이 높게 나타난 것과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하지만 ‘환자 지원’ 영역과 마찬가지로 대상자와의 협력적
인 관계가 부족하고, 지역사회 일차의료와의 통합이 미약하며, 대사
증후군관리를 위한 의료제공자의 훈련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점은 향후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보건소에 따른 자가관리 지원의 수준은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관리 지원 수준의 비교를 통하여 대상 
보건소를 2개의 군(A보건소와 나머지 보건소)으로 구분할 수 있었
으며, 2개 군에서 PCRS의 평균 총점은 각각 115.9점과 89.6점으로 
나타났다. 이를 영역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환자 지원’ 영역에서
는 각각 55.6점과 41.3점으로 차이를 나타냈으며, ‘조직 지원’ 영역
에서는 A보건소의 60.4점과 C보건소의 44.7점으로 차이를 보였다. 
 현재 서울시 대사증후군관리사업은 25개 보건소를 대상으로 동일
한 관리지침 하에서 운영중인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보건소에서는 
동일한 발견검사 및 건강관리상담 프로세스를 수행하고 있다(대사
증후군관리사업지원단, 2014). 하지만 2013년부터 보건소에서 지역
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시작하면서 개별 보건소의 대사증후군관
리사업은 국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과의 연계 하에서 이루어
지게 되었다. 이는 동일한 관리지침으로 사업을 운영하지만, 사업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및 연계 사업내용은 보건소에서 자율적
으로 결정하여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업 등록자에 대
한 문자메시지 발송은 군 분류에 따라서 반드시 발송해야 하는 최
소 횟수가 정해져 있지만, 보건소는 자율적으로 발송 횟수를 조절할 
수 있으며, 메시지 내용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 차별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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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보건소에서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의 경우, 횟
수와 내용의 제한이 없고, 따라서 보건소의 상황에 따른 횟수와 내
용의 자율적인 결정이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개별 보건소 대사증후군관리사업 예산은 시비과 구비의 
1:1 매칭 방식으로 결정되므로(대사증후군관리사업지원단, 2014), 개별 
보건소에 편성되는 전체 예산이 공정하게 분배된다는 것을 전제한
다면, 대사증후군관리사업에 투입되는 사업 인력과 예산 및 내용은 
개별 보건소의 의사결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구대상 보건소들의 인력은 D보건소 18명, A보건소 17명, B보건
소 13명 순이었으며, C보건소가 9명으로 가장 적었다. 하지만 2015
년 1월부터 9월까지의 대사증후군관리사업의 투입 인력 대비 등록
관리 대상자의 수는 B보건소가 495.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A보건
소는 391.8명, C보건소는 387.1명, D보건소는 384.4명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사증후군관리사업 등록관리 대상자 수 
대비 예산을 추계한 결과, C보건소가 56,610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B보건소는 49,930원, D보건소는 33,520원, 그리고 A보건소가 
17,580원으로 가장 적었다(개별 보건소 내부자료, 2015).
 즉, A보건소는 다른 보건소들과 비교하여 인력 대비 등록관리 대
상자의 수가 비슷한 수준이고, 대신에 대상자에 투입되는 예산은 가
장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A보건소는 보건소 내에 설치하는「대사
증후군 전문관리센터」와 보건소 외에 설치하는「찾아가는 건강상담
실」을 동시에 운영하는 것에 더하여「건강 100세 센터」를 중심으로 
동단위의 보건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동단위로 간호사를 배치하여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대사증후군사업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찾아
가는 건강상담실」과「건강 100세 센터」는 자치구 보건소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것임만큼, 이러한 센터의 설치와 운영은 
개별 보건소의 의사결정에 따른다. 이를 종합하면, A보건소는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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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에 비하여 대사증후군사업에 대한 보건소장 및 보건의료 인
력의 관심 및 집중도에서 차이를 보이며, 이러한 사업의 방향 설정
과 운영이 보건의료 제공자로 하여금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
도록 하고, 스스로의 업무 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하며, 
이러한 인식이 자가관리 지원의 수준 측정에 반영되었다고 예상할 
수 있다.
 자가관리 지원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자가관리 지원의 개념
분석(Kawi, 2012)을 포함하여, 자가관리 지원의 중요성(Wagner et 
al., 2001; Bodenheimer, Wagner, & Grumbach, 2002)과 필요한 
핵심역량(Grandes et al., 2008) 등을 고찰하는 연구와 자가관리 중
재 프로그램을 통한 자가관리 지원의 효과를 탐색하는 연구들
(Norris, Engelgau, & Narayan, 2001; Deakin et al., 2002; 
Schillinger et al., 2009)이 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자가관리 지원
의 영향요인을 탐색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자
가관리 지원을 위한 지도자의 중요성과 조직 변화를 강조하였으며
(Glasgow et al., 2002), 보건의료 인력의 역량을 중요한 요소로 보
았다(Institute for Health Improvement, 2009). 본 연구에서도 보
건의료 인력이나 예산 등의 구조적 요소가 다소 차이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보건소 자가관리 지원의 차이는 조직 변화에 대한 지도자
의 리더십과 구성원의 역량 및 인식 수준임을 감안한다면, 조직 변
화와 관련된 논의가 보건소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러한 논의의 바탕이 되는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보건의료체계의 구조와 과정 평가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며, 특히 자가관리 지원에 대한 논의는 부재한 실정이
다. 따라서 만성질환관리 및 자가관리 지원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다양한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관리수준을 측정하는 연구가 지속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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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PCRS를 번역하여 보건소 대사증후군 자가관리 지
원 수준을 측정하였다. 기존까지 외국에서는 만성질환관리 평가도구
로 만성질환관리모형(CCM)에 기초한 ACIC와 PACIC가 주로 사용
되었으며, PCRS를 사용한 연구는 극히 일부분이었다. ACIC는 만성
질환관리모형(CCM)의 여섯 가지 요소를 모두 측정할 수 있는 도구
이며, 이 가운데 자가관리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개발된 평가도구가 
PCRS이다. PCRS는 질 향상(QI) 도구로 기능할 수 있으며, 자원, 
서비스와 지원 측면에서의 강점을 확인할 수 있고, 시스템 차원에서
의 변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Brownson et al., 2007). 일례로, 본 
연구의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중에, 일개 보건소 대사증후군관리사업 
관리자는 본 도구를 구성하고 있는 항목과 내용을 통하여 대사증후
군관리사업의 구조 및 과정 평가 요소를 발견하였다고 표현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의 질 향상을 위한 대사증후군관리사업 
팀 모임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PCRS를 이용하면 다
양한 자가관리 이슈와 상황에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보건의료 팀에게 관리지침으로써 도움을 제공할 수 있으며 유용한 
피드백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최용준 등(2014)은 ACIC 수정판을 개발하며 리커트 척도로 구성
된 기존의 ACIC와는 달리 응답 척도를 거트만(Guttman) 척도로 수
정하여 사용하였다. ACIC의 리커트 척도는 각 항목의 만성질환 관
리체계나 활동에 대하여 그 지원 수준을 네 가지 등급(level)으로 
구분하여 설명이 제시되어 있고, 각 등급별로 3점의 범위에서 점수
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PCRS 또한 ACIC의 척도 체계를 따라 구성
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평가자가 만성질환 관리수준을 융통성 있게 
평가할 수 있지만 판단의 근거가 모호하여 응답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리커트 척도로 구성된 PCRS를 이용한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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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시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의견이 개진된바, 향후에는 응답 척
도를 거트만 척도로 수정하여 사용해보는 것도 고려할만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PCRS 응답자를 보건의료 제공자 개인으로 하였다. 
처음 ACIC를 고안한 Bonomi 등(2002)을 비롯한 일부 연구들은 응
답자가 만성질환 관리팀이었으나, 이후 대다수의 ACIC 연구에서는 
보건의료 제공자 개인을 응답자로 하였다. 응답자를 개인으로 하면 
팀을 응답자로 하는 경우보다 시간이나 비용이 덜 들고, 팀 단위로 
답할 때 일부 팀 구성원이 응답을 독점하는 문제를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만성질환 관리팀 중 누가 응답하느냐에 따라 
평가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단점이 존재한다. 팀을 응답자로 하는 
경우에는 만성질환관리에 관여하는 여러 전문가가 함께 모여 만성
질환관리의 수준 평가 및 질 향상 영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한다(최용준 등, 2014). 본 연구는 
보건소 대사증후군관리사업을 대상으로 자가관리 지원 수준을 보건
의료 제공자 관점에서 처음으로 평가한 연구이므로 개인 단위의 조
사방법이 가지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개인 단위 조사를 수행하였으
며, 이를 바탕으로 보건소 대사증후군관리 사업팀에서 향후 질 향상
활동의 출발점으로서 의미를 지닌다. 

 3. 보건소 대사증후군 자가관리 지원 수준에 따른 
대사증후군관리사업의 효과 차이

 보건소 대사증후군 자가관리 지원 수준에 따른 대사증후군관리사
업의 효과 차이 가운데 건강행위 변화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다
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공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흡연
의 경우에는 보건소 자가관리 지원 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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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지 않았다. 대사증후군 자가관리 지원 수준이 높은 경우가 낮은 
경우에 비하여 오즈비가 0.757로 나타나 자가관리 지원 수준이 높
은 경우에 흡연할 확률이 낮아졌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
은 아니었다. 음주의 경우에는 보건소 자가관리 지원 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대사증후군 자가관리 지원 수준이 높
은 경우가 낮은 경우에 비하여 오즈비가 0.509로 나타나 자가관리 
지원 수준이 높은 경우에 음주할 확률 약 절반가량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건강 식습관과 신체활동의 경우에는, 보건소 대사증
후군 자가관리 지원 수준에 따라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결과적
으로, 보건소 대사증후군 자가관리 지원 수준에 따른 건강행위 변화
의 차이는 음주에서만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는 대사증후군관리사업
이 동일한 관리지침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자가관리 
지원 수준에 따른 대사증후군관리사업의 효과 차이가 건강행위 변
화에 전반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던 반면에, 대사증후군 자
가관리 지원 수준이 높은 군에서 특히 음주와 관련된 중재가 집중
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사증후군 자가관리 지원 
수준이 높은 보건소에서 음주 관련 중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
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탐색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보건소 대사증후군 자가관리 지원 수준에 따른 대사증후군관리사
업의 효과 차이 가운데 임상지표 변화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공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모든 임상지표에서 대사증후군 자
가관리 지원 수준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본 연구가 
최초 등록 시점과 6개월 시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6개월 간의 
중재로 임상지표의 변화를 관찰하기에는 기간이 짧았던 것으로 생
각된다. 
 보건소 대사증후군 자가관리 지원 수준에 따른 대사증후군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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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효과 차이 가운데 임상지표 개선율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보건소 자가관리 지원 수
준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보건소 대사증후군 자가관리 지원 수준에 따른 대사증
후군관리사업의 효과 차이는 건강행위 중 음주에서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는 본 연구의 개념 틀과 유사한 방식으로 수행된 
자가관리 지원과 그 효과에 대한 연구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가 어
렵지만, 국외의 경우를 살펴보면, 만성질환 자가관리 지원은 당뇨환
자에서 건강 식이섭취, 혈당 자가 모니터링 및 발 관리 등의 자가관
리가 개선되었으며, 중등도 신체활동에서 효과가 있었다고 하였다
(Schillinger et al., 2009). Bailie 등(2007)은 자가관리 지원의 향
상을 위한 두 차례의 질 향상 프로그램을 수행한 이후 시스템 개발 
측면에서는 유의한 개선이 이루어졌고, 임상적으로는 당뇨환자에서 
HbA1C의 감소가 일어났다고 하였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의 효과 
평가 지표와 본 연구의 지표가 동일하지 않아 직접 비교하기에는 
다소 제한적이었다. 또한 대사증후군관리사업 대상자의 효과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인구사회학적 요인 이외에도 
대상자의 개인요인(지식, 기술, 자기효능감 등) 및 외부요소(지역사
회 보건의료체계, 보건의료 접근성 등) 등 외생변수가 다양하여 자
가관리 지원의 효과만을 순수하게 추론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그리고 기존까지의 연구에서 만성질환관리모형(CCM)의 구성요소 
가운데 만성질환 자가관리 지원만을 단독으로 평가한 경우는 극히 
일부분이었다. Fleming 등(2004)은 만성질환관리모형(CCM)의 구
성요소가 많이 포함된 보건의료조직이 그렇지 않은 조직보다 당뇨
환자에서 높은 수준의 환자 만족도를 보였다고 하였고, 기존 연구들
은 만성질환관리모형(CCM)의 개별적인 구성요소보다는 이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경우에 더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준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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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eman et al., 2009). 따라서 자가관리 지원의 단독적인 효과를 
살펴보기 이전에 전반적인 보건소 수준에서의 만성질환관리 평가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자가관리 지원을 측정할 수 있는 조직 수준의 
변수인 보건소의 숫자가 한정적이어서 자가관리 지원의 영향을 확
인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었다. 조직수준의 자가관리 지원과 개인
수준의 자가관리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생태학적 오류
(ecological fallacy)를 방지하기 위한 다수준 분석(mutilevel 
analysis)도 가능하므로(박원우 & 고수경, 2005), 더욱 많은 수의 
보건소를 포함하는 추가 연구도 필요할 것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제
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국내에서 대사증후군 관리를 위한 보
건소 자가관리 지원 수준을 측정한 첫 시도로, 향후 만성질환관리를 
위한 질 개선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대사증
후군관리사업의 효과를 분석하고 관련요인을 탐색함으로써 향후 대
사증후군관리사업의 운영 및 평가에 기초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의
미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보건의료 제공자의 선택 편향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 대사증후군관리사업은 서울시의 25개 보
건소에서 모두 실시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 참여한 보건소가 전체 
보건소의 16%(4개소)에 불과하여 선택 편향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본 연구에 참여를 거부한 이유로는 지역사회 대상자 정보의 
유출 및 사업의 업무량 과다 등이었다. 서울시 보건소는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관련 정보를 서울시 및 대사증후군관리사업지원단에 정기
적으로 보고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보는 인센티브 평가에 필요한 지
표만이 사용되고 나머지 관련 정보들은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
서 향후 대사증후군관리사업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관련 정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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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다양한 분석 및 학술적 목적의 정보 공개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대상자의 선택 편향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지역사회 대상자는 보건소 대사증후군관리사업에 등록하여 6개월의 
추구관리를 받은 대상자이므로 건강에 대한 관심과 개선을 위한 의
지가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다. 또한 이러한 대
상자들은 보건소의 관리를 포함한 다른 건강 관련 자원을 추구할 
가능성 또한 높기 때문에, 이러한 효과가 단지 보건소 대사증후군관
리사업의 효과라고만 단정하기에 무리가 따른다. 그리고 관리 상태
에 만족하는 경우에만 지속적인 추구관리를 받고 그렇지 못한 경우
에는 추구관리에서 탈락하므로 효과가 과대추정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의 참여자와 비참여자에 대한 비교연구나 다른 요인을 충분히 
고려한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자가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변수들을 측정하지 
못해 대상자의 변화 이유를 평가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기존 연구
들을 통하여 대상자의 자가관리에는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Foreyt(2005)는 개인의 생활습관에 맞는 합
리적 목표설정, 동기부여, 스트레스 관리, 변화장애 요인 극복, 재발 
방지 및 유지 등의 변화 단계 전략을 적용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해
야지만 좋은 생활습관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
다. 하지만 현재의 대사증후군관리사업에서는 이환, 건강행위 및 임
상적 지표 등에 영향을 미치는 대상자의 자가관리 방해요인이나 촉
진요인 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부족하고, 이를 단지 개인 보건
의료 인력의 역량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대상자의 자가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탐색하고 PACIC 등의 도구
를 사용하여 평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러한 과정이 
본 사업에 반영되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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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연구의 간호학적 의의

 본 연구는 보건소 대사증후군 자가관리 지원 수준을 측정하고, 자
가관리 지원 수준에 따른 대사증후군관리사업 효과의 차이를 분석
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으며, 간호학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간호이론 측면에서 본 연구는 Wagner(1998)의 만성질환관리모형
(CCM)의 구성개념인 자가관리 지원을 지역사회 보건소를 대상으로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는 향후 지역사회 만성
질환관리를 위한 조직수준의 변수들과 개인수준의 변수들을 탐색하
고 변수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이론적 밑받침이 될 수 있을 것
이다.   

 간호연구 측면에서 본 연구는 보건소 대사증후군 자가관리 지원을 
측정하고 이를 대사증후군관리사업의 효과와 연계하여 평가하였다
는데 의의가 있다. 이는 향후 만성질환관리를 위한 보건소의 질 향
상과 질 평가 연구에 활용가능할 것이며, 다양한 중재 프로그램의 
방향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간호실무 측면에서 본 연구는 지역사회 대사증후군 관리를 위한 
보건소 대사증후군 자가관리 지원 영역에서 지역사회 간호사의 활
동에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간호사는 대상자에게 
직접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타 보건의료 인력과의 협력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보건의료 인력이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
는 지역사회 만성질환관리를 위한 보건소 조직수준의 질 향상과 자
가관리 프로그램의 개발에 필요한 간호사의 역할을 파악하고 이를 
수행하는 것에 유용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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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서울시 대사증후군관리사업의 자가관리 효과를 파악하
고, 보건소의 대사증후군 자가관리 지원 수준을 측정하여, 대사증후
군 자가관리 지원 수준에 따른 대사증후군관리사업의 효과 차이를 
분석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은 서울시 보건소 대사증후군관리
사업에 투입된 보건의료 인력 34명과 해당 보건소의 대사증후군관
리사업에 등록되어 대사증후군 관리를 받고 있는 지역사회 주민 
1,312명이었다. 대사증후군관리사업의 2차 자료를 이용하여 대사증
후군관리사업의 자가관리 지원의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만성질환 자
가관리 평가도구(PCRS)를 이용하여 보건소 대사증후군 자가관리 
지원 수준을 측정하였고, 문헌고찰을 통하여 자가관리와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확인된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대사
증후군 자가관리 지원 수준에 따른 대사증후군관리사업의 효과 차
이를 탐색하였다.
 대사증후군관리사업의 2차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서울시 대사증
후군관리사업의 자가관리 지원 효과 가운데 건강행위에서는 흡연
(p=.044), 음주(p<.001), 건강 식습관(p<.001) 항목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대사증후군 임상지표의 변화에서는 중성지방
(p=.002)과 HDL-C(p<.001)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그리
고 대사증후군 임상지표 개선율에서는 전체 대상자의 53.3%에서 관
리 성공을 보였다. 
 만성질환 자가관리 평가도구(PCRS)로 측정한 보건소 대사증후군 
자가관리 지원 수준은 ‘환자 지원’ 영역에서 45.9점, ‘조직 지원’ 영
역에서 52.2점, 따라서 총점 98.1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사증후군 
자가관리 지원이 조직적 수준 또는 제공자와 대상자 간에 협력적으
로 수행되고 있음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보건소별로 대사증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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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관리 지원 수준에는 차이가 있었다(p=.003).  
 보건소 대사증후군 자가관리 지원 수준에 따른 대사증후군관리사
업의 효과 차이는 건강행위 가운데 음주(OR=0.509, p=.001)에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하여 서울시 대사증후군관리사업은 전체 대
상자의 53.3%에서 관리 성공을 보여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향후 대사증후군관리사업의 효과 평가 및 영향 요인에 대한 탐
색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보건소 대사증후군 자
가관리 지원은 조직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으나, 환자참여 및 정신건강에 대한 접근은 미흡하였다. 따라서 환
자 지원 영역에서 정신건강을 포함하는 심리적 지원을 강화하고, 조
직 지원 영역에서 환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부분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보건소에 따라 대사증후군 자가관리 지원 수준에는 차
이가 있었으나, 그에 따른 대사증후군관리사업의 효과 차이는 음주 
외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에는 보건소 대사증후군 자가관
리 지원에 대한 지속적인 탐색 연구와 논의가 이루어져야만 할 것
이며, 이를 바탕으로 사업의 중재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중재전략
과 표준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1. 서울시 대사증후군관리사업은 지역사회 대사증후군 관리에 효과
가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2. 지역사회 만성질환관리를 위하여 보건의료제공자는 대상자와의 
상호협력적 활동을 증진해야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요구되는 지역사
회 간호사의 역할 규명 및 역할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3. 보건소 대사증후군관리사업에는 대상자의 자가관리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 등을 사정하고 평가하는 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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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대사증후군관리사업의 통합 BD시스템을 활용하여 사업의 효과 
및 영향요인을 검증하는 중장기적 연구를 제언한다.
 5. 자가관리 지원을 포함하여 보건소의 지역사회 만성질환관리 수
준을 다양한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측정하는 후속 연구를 제언한다.
 6. 보건소는 지역사회 대사증후군을 포함하는 만성질환관리를 위한 
조직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속적인 질 향상(CQI) 활동을 수
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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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ces

부록 1. 연구참여자용 설명서 및 동의서

연구참여자용 설명서 및 동의서
연구 과제명 : 지역사회 대사증후군 관리를 위한 보건소 자가관리 지원의 
효과에 관한 연구   
연구 책임자명 : 김동옥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박사과정생)

이 연구는 지역사회 대사증후군 관리를 위한 보건소 자가관리 지원의 효과
에 대한 연구입니다. 귀하는 현재 서울시 보건소에서 대사증후군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보건의료 인력이기 때문에 이 연구에 참여하도록 권유 받았습니
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소속의 김동옥 연구원
(010-3208-****, est***@snu.ac.kr)이 귀하에게 이 연구에 대해 설명해 
줄 것입니다. 이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 
될 것이며, 귀하께서는 참여 의사를 결정하기 전에 본 연구가 왜 수행되는
지 그리고 연구의 내용이 무엇과 관련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내용을 신중히 읽어보신 후 참여 의사를 밝혀 주시길 바라며, 필요하
다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의논해 보십시오. 만일 어떠한 질문이 있다면 담당 
연구원이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것입니다. 

1. 이 연구는 왜 실시합니까?

이 연구의 목적은 서울시 대사증후군관리사업을 대상으로 보건의료 전문가
들의 보건소 자가관리 지원의 수준을 파악하고, 대사증후군관리사업 등록
대상자의 성과를 통한 사업의 효과를 분석하여, 자가관리 지원의 효과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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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합니까?

서울시 25개 보건소에서 대사증후군관리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약 225명의 
보건의료인들이 참여 할 것입니다.

3. 만일 연구에 참여하면 어떤 과정이 진행됩니까?

만일 귀하가 참여의사를 밝혀 주시면 다음과 같은 과정이 진행될 것입니
다.

1) 귀하는 ‘자가관리 지원 평가’ 설문지 작성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것입니다.
2) 귀하는 설문지 작성 방법에 따라 설문지를 작성할 것입니다. 설문지 작
성은 1회에 한합니다. 
3) 설문 작성의 소요시간은 약 20분 정도 걸릴 것입니다.

모든 과정은 귀하께서 소속되어 있는 보건소 내에서 이루어 질 것입니다.

4. 연구 참여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본 연구는 1회의 설문지 작성으로, 설문 작성에는 20분 정도 소요될 것입
니다.

5. 참여 도중 그만두어도 됩니까?

예, 귀하는 언제든지 어떠한 불이익 없이 참여 도중에 그만 둘 수 있습니
다. 만일 귀하가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다면 담당 연구원이나 
연구 책임자에게 즉시 말씀해 주십시오.

6. 부작용이나 위험요소는 없습니까?

예, 귀하께서 실시하시는 설문조사의 내용은 본 연구의 목적 이외에는 사
용되지 않으며, 설문조사의 내용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또
한 설문조사에 동의하여 설문을 진행한 경우라도 연구 기간 중도에 철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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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하시면 해당 설문조사의 정보는 폐기되며 이는 연구결과에 포함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7. 이 연구에 참여시 참여자에게 이득이 있습니까? 

귀하가 이 연구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직접적인 이득은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제공하는 정보는 향후 보건소의 대사증후군관리사업을 개선하고 대
사증후군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의 근거를 제공하는데 도움
이 될 것입니다.

8. 만일 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있습니까?

귀하는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귀하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9. 연구에서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은 보장됩니까?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서울대학교의 김동옥 박사과정생(02-740-****)
입니다. 저희는 이 연구를 통해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개인 정보가 학회지나 학회에 
공개 될 때 귀하의 이름과 다른 개인 정보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러나 만일 법이 요구하면 귀하의 개인정보는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모
니터 요원, 점검 요원, 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연구참여자의 개인 정보에 대한 
비밀 보장을 침해하지 않고 관련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본 연구의 실시 절
차와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 결과를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귀
하가 본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이를 허용한다는 동의로 간주될 것입니다.

10. 이 연구에 참가하면 댓가가 지급됩니까?
  
귀하의 연구 참여시 회의비 등의 실비로 귀하에게 *0,000원이 지급될 것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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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구에 대한 문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연구 중간에 문제가 생길 시 다음 연구 담당자
에게 연락하십시오.

이름:           김   동   옥              전화번호:          010-3208-****           
     
만일 어느 때라도 연구참여자로서 귀하의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다음의 서
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연락하십시오.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SNUIRB)         전화번호: 02-880-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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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의  서
1. 나는 이 설명서를 읽었으며 담당 연구원과 이에 대하여 의논하였습니다. 
2. 나는 위험과 이득에 관하여 들었으며 나의 질문에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었
습니다.
3. 나는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4. 나는 이 연구에서 얻어진 나에 대한 정보를 현행 법률과 생명윤리심의위

원회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데 동의
합니다.

5. 나는 담당 연구자나 위임 받은 대리인이 연구를 진행하거나 결과 관리를 하
는 경우와  보건 당국, 학교 당국 및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실
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비밀로 유지되는 나의 개인 신상 정보를 직접적
으로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6. 나는 언제라도 이 연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게 어
떠한 해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7. 나의 서명은 이 동의서의 사본을 받았다는 것을 뜻하며 연구 참여가 끝날 
때까지 사본을 보관하겠습니다. 

                                                                                       
         연구참여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동의서 받은 연구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연구책임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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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협조기관 자료수집 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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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생명윤리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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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도구 사용 허가: PCRS



- 116 -

만성질환 자가관리 평가
Assessment of Primary Care Resources and Supports

for Chronic Disease Self Management (PCRS)

- Korean Version
 귀하와 귀하의 기관에 관한 정보를 아래에 기입해 주십시오. 이 정보는 본 

연구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보건소 명칭:               보건소 

 팀 내 역할:                 전문 분야:                

 사업 참여 기간:            개월  날짜: 2015년       월       일 

 응답자 ID:                       (※ 기재하지 말아주세요.) 

설문지 작성 방법 

 이 설문지는 만성질환 환자를 위한 지원을 모니터링 하고 개선시키기 위해 개발된 ‘만

성질환 자가관리를 위한 보건의료 자원과 지원 평가 도구(Assessment of Primary 

Care Resources and Supports for Chronic Disease Self Management, PCRS)'를 바

탕으로 제작된 것입니다. 평가 결과는 귀하가 속한 보건의료 팀의 만성질환관리에 개선

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내는데 유용할 것입니다. 설문지 작성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각 팀 구성원의 관점은 유일하며 가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설문은 독립적으

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2. 본 설문지는 총 16문항으로 ‘환자 지원’ 8문항과 ‘조직 지원’ 8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습니다(각 문항에 대한 설명은 <부록>을 참조해 주십시오). 각 문항은 1-10

점까지의 점수로 표시됩니다. 귀하가 속한 대사증후군관리사업팀을 대상으로 자가

관리 지원이 가장 잘 표현된 수준을 하나 선택하십시오. 이후 각 수준에 따라 해당 

점수 하나에 ○표를 해주십시오. 높은 점수는 표 안의 설명에 부합되는 정도가 크

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3. 각 문항은 이전 6개월 동안을 반영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4. 문항에 대한 응답은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만일 확실하지 않거나 모르는 경우

에는 귀하의 의견에 가장 가까운 것을 선택해주시고, 설문지 공란에 귀하의 의견을 

기록해 주십시오.

부록 5.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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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자가관리 지원 특성의 정의

Ⅰ. 환자 지원

1. 환자의 자가관리 교육 요구에 대한 개인 사정: 자가관리를 위하여 환자 

특성에 따른 교육 요구, 장애물, 기술, 선호, 학습 방식과 자원을 결정하

는 과정임.

2. 환자 자가관리 교육: 환자에게 자신의 건강상태, 일상생활 활동, 감정 

변화 등을 성공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와 지

침을 제공하는 상호 협력적이고 지속적인 과정임.

3. 목표 설정/활동 계획: 환자가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시작하려는 계획에 대한 동의를 제공자와 환자가 함께 하는 과정임. 목

표 설정은 “SMART"(구체적이고, 측정가능하며, 행동-지향적이고, 현실

적이며, 시간 제한적임) 원칙을 적용하여 작성함. 

4. 문제 해결 기술: 기술은 환자가 배울 수 있고 건강한 자가관리의 장애

물을 극복하는데 사용함. 과정은 연속적인 단계를 거침: 문제 또는 장애 

파악, 가능한 해결 파악, 최상의 것을 선택하고 실행, 결과 평가, 그리고 

그에 상응하여 다음 단계를 계획함.

5. 정신 건강: 일반적으로 정신 건강은 개인의 생각, 감정과 기분을 나타

냄. 좋은 정신 건강은 “정신 기능의 성공적인 성과, 생산적인 활동들의 

결과, 타인과의 성취적인 관계, 그리고 역경에 변화하고 적응하는 능력”

으로 정의할 수 있음. 반면에, 정신적 어려움은 스트레스와 불안부터 우

울증과 정신병까지를 겪을 수 있으며 건강한 자가관리에 장애물이 될 

수 있음.  

6. 의사결정에의 환자 참여: 환자 참여는 환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계획과 

의사결정에 환자(그리고 가족)가 포함되는 것을 의미함. 이런 접근법에

서 환자는 건강관리 팀의 주요 구성원이며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관

리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함. 환자 참여는 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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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의사결정을 공유하고 환자의 가치가 모든 임상적 결정을 이끌어 

낸다는 것을 보장함. 

7. 환자의 사회적 지지: 가족, 친구, 이웃과 동료를 포함하여 환자가 사회

적 유대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임. 사회적 지지는 감정적 지

지, 실재적 도움, 정보 또는 도움이 되는 피드백과 같이 다양한 형태가 

될 수 있음.

8.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 지역사회 자원은 자가관리 행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서비스, 그리고 환경적 특성을 포함함. 자가관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서비스는 지역사회 기관, 학교, 믿음 중심의 조직 또는 직장

을 통하여 유용할 수 있음. 환경적 지원의 예는 신체적 활동을 할 수 있

고 건강한 식품을 구입할 수 있는 안전하고 접근가능하며 가용적인 장

소를 포함함.

 

Ⅱ. 조직 지원

1. 관리의 지속성: 시간과 학문을 넘어서 환자 관리의 조정과 자연스러운 

진전을 보임. 보건의료 서비스의 지속성은 관리를 위한 팀 접근법의 사

용, 계획된 방문의 일정과 추구관리 및 검사 등 시스템의 지원을 받음.

2. 의뢰의 조정: 일차의료 제공자와 전문가 사이의 효과적인 협력과 의사

소통임. 의뢰의 조정은 의뢰를 추적하고, 불완전한 의뢰를 모니터하며, 

완전한 의뢰를 위해 환자와 전문가의 추구관리를 보장하는 시스템의 지

원을 받음.

3. 지속적인 질 향상: 경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데이터를 사용

하는 과정이고, 서비스 전달 측면의 개선을 위한 과정을 진행하며, 결과

를 측정하는 것임. 환자 관리 팀은 종종 개선 과정을 가능하게 하기 위

하여 계획(Plan)-실행(Do)-평가(Study)-조정(Act) (PDSA) 주기 개선 

과정을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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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가관리 지원 서비스의 문서화 체계: 환자 관리 팀의 구성원은 환자 

자가관리 목표와 과정을 환자 차트에 기록하는 표준화된 과정이 있으며, 

주기적으로 환자의 과정을 모니터함.

5. 환자 의견수렴: 팀 또는 보건의료체계는 제공되는 서비스와 치료의 질

에 대하여 환자의 생각, 제안과 피드백을 받음. 이것은 초점 집단, 설문

조사, 제안함, 또는 환자 자문위원회와 같은 체계를 통하여 환자의 의견

을 수렴하려고 하는 시스템이나 과정이 있을 때 발생함. 

6. 자가관리 지원의 일차의료로의 통합: 통합은 자가관리 지원이 모든 만

성질환 관리에서 기초적이고 주기적일 때 발생함.

7. 환자 관리팀: 환자 관리팀은 환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함께 일하는 다학

문적인 집단(예를 들어, 의사, 간호사, 교육자, 의료 조력자, 건강 행동 

전문가, 사회복지사, 영양사, 지역사회 의료인 등)임.

8. 의사, 팀과 직원의 자가관리 교육과 훈련: 자가관리 지원을 향상시키기 

위한 환자 관리 팀의 구성원들이 지식 증가와 기술과 실무의 향상을 위

한 기회임. 보건의료체계는 최고를 지향하는 체계, 모든 팀 구성원에게 

훈련 제공, 새로운 팀 구성원에게 예비교육과 훈련의 보장, 성과의 평가

와 모니터링, 그리고 새로운 실무와 기술 성취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의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지원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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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Item total 
correlations

Cronbach's α 
if item deleted

Patient Support
1. Individualized Assessment of 
Patient's Self-Management 
Educational Needs

.457 .838

2. Patient Self-Management 
Education .565 .828
3. Goal Setting / Action Planning .436 .843
4. Problem Solving Skills .738 .806
5. Emotional Health .549 .830
6. Patient Involvement .653 .814
7. Patient Social Support .586 .824
8. Linking to Community Resources .703 .812

Total Cronbach's α of 
Patient Support .843

Organizational Support
9. Continuity of Care .685 .862
10. Coordination of Referrals .637 .868
11. Ongoing Quality Improvement 
(QI) .689 .862
12. System for Documentation of 
Self-Management Support Services .795 .851
13. Patient Input .599 .873
14. Integration of Self-Management 
Support into Primary Care .678 .864

부록 6. 도구의 신뢰도

Table 1. Internal Consistency of the PC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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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Patient Care Team .602 .871
16. Physician, Team, and Staff 
Self-Management Education & 
Training

.543 .879

Total Cronbach's α of Organizational 
Support .881

Item Pearson's 
correlations

Patient Support
1. Individualized Assessment of Patient's 
Self-Management Educational Needs .709
2. Patient Self-Management Education .902
3. Goal Setting / Action Planning .701
4. Problem Solving Skills .819
5. Emotional Health .652
6. Patient Involvement .885
7. Patient Social Support .249
8. Linking to Community Resources .642

Total Correlations of Patient Support .669
Organizational Support
9. Continuity of Care .320
10. Coordination of Referrals .617
11. Ongoing Quality Improvement (QI) .705
12. System for Documentation of Self-Management 
Support Services .049

PCRS = Assessment of Primary Care Resources and Supports for 
Chronic Disease Self-management

Table 2. Test-retest Correlations for Items of the PC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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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Patient Input .267
14. Integration of Self-Management Support into 
Primary Care .390
15. Patient Care Team .434
16. Physician, Team, and Staff Self-Management 
Education & Training .036

Total Correlations of Organizational Support .332
Total Correlations of PCRS .486

PCRS = Assessment of Primary Care Resources and Supports for 
Chronic Disease Self-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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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s of Self-management Support in 
Metabolic Syndrome Management Program

Kim, Dongok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ccording to the research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n 2011, the prevalence of metabolic syndrome in 
Korean adults was 28.8%. Active and proper management is 
essential because metabolic syndrome causes cardio- 
cerebrovascular disease, complications with type 2 diabetes and 
an increased risk of premature death. Management of metabolic 
syndrome requires lifestyle modification, and recently, 
self-management such as diet and exercise, self-monitoring 
and evaluation have been emphasized. Due to the need to 
manage metabolic syndrome, the metabolic syndrome 
management program began in January 2009 in Seoul. It has 
registered and managed approximately 10% of the target 
population. However, there is insufficient research that explores 
the effects of the program and influential factors, and its 
strategy execution is also insufficient for future implementation 
of an effective program. Recently, the Chronic Car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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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M) has been discussed in the United States and some 
countries in Europe for managing chronic diseases. CCM is a 
useful theoretical framework.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effectiveness of self-management 
support in a metabolic syndrome management program at a 
public health center (PHC), to evaluate the level of 
self-management support for metabolic syndrome, and to 
analyze the difference in the effect of a metabolic syndrome 
management program through the level of self-management 
support.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34 public healthcare providers 
who participated in metabolic syndrome management programs in 
4 PHCs, and 1,312 community residents who were receiving 
metabolic syndrome management in their 4 PHCs. The effects 
of self-management support on the metabolic syndrome 
management program were analyzed using secondary data, and 
the level of self-management support on metabolic syndrome 
was analyzed using Assessment of Primary Care Resources and 
Supports for Chronic Disease Self Management (PCR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effects of self-management support in a metabolic syndrome 
management program showed decreased smoking (p=.044) and 
drinking (p<.001), and increased healthy dietary habit (p<.001) in 
health behaviors, and showed decreased triglycerides (p=.002) 
and increased HDL-cholesterol (p<.001) in clinical indicators. 
The success rate of the intervention was 53.3% for the rate of 
improvement. The level of self-management support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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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bolic syndrome was 45.9 points for patient support and 
52.2 points for organizational support, and a total of 98.1 points 
for the PCRS. At this level, implementation is done in an 
organized and consistent manner using a team approach. And 
there was difference in the level of self-management support 
by PHC (p=.003). PHCs were classified as Group A (PHC A) 
and Group B (PHC B, C, and D) by the level of self- 
management support for metabolic syndrome. The difference in 
the effect of the metabolic syndrome management program by 
the level of self-management support was seen only in drinking 
for health behaviors, and when compared to Group B, the odds 
ratio of Group A was 0.509 (p=.001). 
 As shown in the results, the metabolic syndrome management 
program was effective, and research will continue to explore the 
effectiveness and impact factors of the metabolic syndrome 
management program. Self-management support for metabolic 
syndrome in PHCs was done on an organizational level, but 
patient input and mental health were insufficient. Therefore, 
psychological support that includes mental health needs to 
improve for patients support, and patient input will be needed in 
organizational support.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level of 
self-management support by PHC, but the difference in the 
effect of the metabolic syndrome management program through 
the level of self-management support was seen only for 
drinking in the health behaviors. Therefore, research and 
discussion will be carried out self-management support, and 
based on this, a standardized intervention plans will be prepared 



- 133 -

for the contents and methods of the program.  
 A metabolic syndrome management program should include a 
process that accesses and evaluates affecting factors on 
self-management, and community nurses need to discuss role 
identification and expansion plans. Long term research is 
necessary to verify the multifaceted effectiveness and affecting 
factors of the program.  
  
……………………………………………………………………………………………
keywords: metabolic syndrome, Metabolic Syndrome Management 
Program, self-management support
Student Number: 2011-3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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