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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복합만성질환 노인의 허약 수준을 낮출 수 있는 

자기관리 간호중재 개발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기 위해, 복지관 

이용 노인의 복합만성질환 양상과 질병의 복합양상별 허약과 지각된 

건강상태 및 자기관리 행위의 차이 및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2014년 8월 25일부터 8월 29일까지 시행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자료수집은 2014년도 서울대학교 간호대-의대 

공동연구사업 ‘지역사회 노인 건강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종로구 노인 

건강 코호트 구축’연구(810-20130491)에서 임의표출한 노인 503명 

중 본 연구 대상자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128명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자가보고 형식의 설문지를 이용하여 허약은 Study of Osteoporotic 

Fractures Index (SOF)와 Comprehensive Frailty Assessment Index 

(CFAI)로 측정하였다. 지각된 건강상태는 노인이 생각하는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평가하는 한 문항의 질문으로 측정하였고, 자기관리 

행위는 국민건강영양조사 및 한국형 노인건강평가도구, 미국 스탠포드 

만성질환 자기관리 도구의 일부 문항과 모리스키 약물복용 이행도구로 

구성된 자기관리 행위 도구로 측정하였다. 복합만성질환 양상별 

결과변수의 차이는 교차분석, t-test, One-way ANOVA test로, 

결과변수 간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통해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연령은 평균 75.63(±6.02)세였고 여성이 83.6%였으며, 

허약노인의 비율은 49.8%였다. 복합만성질환 양상은 순환기계 + 

근골격계 질환(42.2%), 순환기계 + 내분비계 질환(39.1%), 순환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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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골격계 + 내분비계 질환(13.3%), 근골격계 + 내분비계 질환 

(5.5%)의 순이었다. 복합만성질환 양상별 허약과 지각된 건강상태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복합만성질환 양상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한 자기관리 행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p=.049), 

순환기계 질환이 포함되지 않은 복합질환에서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이 가장 낮았다. 그 외 건강생활습관과 건강검진, 의료진과의 

의사소통, 약물복용 이행의 차이는 없었다. 허약 수준이 높을수록 

지각된 건강상태가 나쁘고(p<.01), 자기관리 행위 중 절주(p=.044), 

운동(p=.041)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허약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요인은 지각된 건강상태와 자기관리 행위(운동, 

약물복용 이행)이었다. 

다양한 만성질환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음에도 독립생활이 가능한 

복지관 이용 노인의 허약 예방 관리를 위해서는 복합만성질환 양상보다 

노인 스스로가 지각한 건강상태와 질병에 대한 관점, 허약 수준에 

근거한 자기관리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주요어 : 복합만성질환, 허약, 건강상태, 자기관리, 노인 

학  번 : 2013-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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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전세계적으로 평균수명의 연장과 함께 장기간 치료 및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복합만성질환 유병 노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1년도 국내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88.5%가 한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갖고 있고, 68.3%가 2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정경희 등., 2012). 

복합만성질환이란 한 사람에게서 2개 이상의 만성질환이 공존하는 

병적 상태로(Ording & Sorensen, 2013), 단일 질환일 때 보다 기능 

장애 및 합병증 위험을 높여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조기 

시설입소를 비롯하여 사망률을 높이는 노년기 대표적인 건강문제이다(Fortin 

et al., 2006; Gijsen et al., 2001; Wolff, Starfield, & Anderson, 2002). 

복합만성질환은 노년기에 집중적으로 나타날 뿐 아니라 만성질환의 

군집현상으로 추가적으로 다른 질병에 이환될 확률이 높아(최보율, 

2011; Kronick, Bella, Gilmer, & Somers, 2007), 국가적 의료부담을 

가중시키므로(Britt, Harrison, Miller, & Knox, 2008; Marengoni, 

Winblad, Karp, & Fratiglioni, 2008) 복합질환에 대한 관리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효과적인 복합만성질환 관리를 위해서는 노년기 건강상태와 

건강행위를 함께 평가하여 통합적인 건강관리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우선, 노년기 건강상태를 평가하기 위해서 단일 질병 중심에서 

환자 중심 접근으로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요구된다. 단일 질병 중심의 

의료시스템은 복합만성질환 노인에게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검사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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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을 처방함으로써 부작용 위험을 높이고, 진료과별 상충된 조언으로 

노인환자의 치료 혼란을 높일 수 있다(Anderson & Horvath, 2004; 

Benjamin, 2010). 따라서, 노인의 복합유병상태에 대한 건강특성을 

파악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년기 효율적인 건강평가를 위해서 노인의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로써 허약에 대한 사정이 필요하다. 복합만성질환의 

장기화는 허약을 가속화하며, 허약단계의 노인을 적절히 관리하지 않을 

경우 타인에 의존하여 살아야 하는 장애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Hardy, 

Dubin, Holford, & Gill, 2005). 허약은 장애와 달리 조기에 사정하여 

관리할 경우 기능회복이 가능하다는 가역적인 특성이 있다는 

점에서(Lang, Michel, & Zekry, 2009) 자립생활이 가능한 복지관 이용 

노인들 대상의 허약 예방 관리는 필수적이다.   

한편, 지각된 건강상태는 자신의 전반적인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

인 평가로써, 질병의 임상적 증상이 나타나기 전 대상자가 느낄 수 있는 

건강상태의 변화를 반영하며, 환자의 사망률을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노년기 건강 평가의 중요한 지표이다(Burke et al., 2012). 특히 지각된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건강행위가 증진되어 노인의 기능 향상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Schneider et al., 2004) 노년기 건강상태 평가 시 지각

된 건강상태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  

복합만성질환은 의학적 치료와 더불어 환자 본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동반되어야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질환으로, 노인이 올바른 건강행

위를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가 중요하다. 특히 건강증진을 위해 

노인 스스로 신체증상을 감시하고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건강행위를 결

정하도록 돕는 자기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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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enheimer, Lorig, Holman, & Grumbach, 2002; Steverink, 

Lindenberg, & Slaets, 2005). 효율적인 만성질환 자기관리는 건강행위

와 자기효능감 및 사회활동 증진, 의료이용 감소, 삶의 질 향상에 효과

가 있다(Dongbo, Ding, McGowan, & Fu, 2006; Harvey et al., 2008; 

Lorig, Sobel, Ritter, Laurent, & Hobbs, 2001; Ory et al., 2013). 

그러나 지금까지 노년기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단일 

만성질환 또는 고혈압/당뇨 같이 특정 질병에 제한하여 이루어져 왔다

(송미순, 2004; Desveaux, Beauchamp, Goldstein, & Brooks, 2014; 

Jang & Yoo, 2012; Ontario, 2013). 최근 국내외로 복합만성질환에 대

한 연구가 점차적으로 시도되고 있지만(김대중 등., 2012; Melis, 

Marengoni, Angleman, & Fratiglioni, 2014; Rocca et al., 2014; Wang 

et al., 2014) 전반적인 복합유병실태를 파악하는 역학조사 연구가 대부

분이다. 복합만성질환 양상에 따른 건강상태 및 건강행위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며, 특히 간호학 분야에서의 복합만성질환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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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복지관을 이용하는 복합만성질환 노인을 대상으로 

복합만성질환 양상을 파악하고, 복합만성질환 양상별 허약과 지각된 

건강상태, 자기관리 행위의 차이 및 관계를 확인하여 궁극적으로 

복합만성질환 노인의 허약수준을 낮출 수 있는 자기관리 간호중재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복지관 이용 노인의 복합만성질환 양상 및 허약, 지각된 건강상태, 

자기관리 행위를 확인한다. 

(2) 복지관 이용 노인의 복합만성질환 양상별 허약과 지각된 건강상태, 

자기관리 행위의 차이를 확인한다. 

(3) 복지관 이용 복합만성질환 노인의 허약, 지각된 건강상태, 자기관리 

행위의 관계를 확인한다.  

 

3. 용어의 정의 
 

1) 복합만성질환 양상 

복합만성질환(Multimorbidity)은 한 사람에게서 3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성질환(오영호, 오진주, & 지영건., 2001)이 2개 이상 

동시에 존재하는 상태를 말한다(Ording & Sorensen, 2013; Salive, 

2013). 복합만성질환 양상이란 2개 이상의 만성질환이 조합된 유형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2012년 한국의료패널을 활용한 의료이용 

심층연구결과(김대중 등., 2012)에 근거하여 65세 이상 노인에게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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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한 만성질환인 순환기계, 근골격계, 내분비 대사성 질환의 4가지 

조합형태인‘순환기계 + 근골격계 질환’,‘순환기계 + 내분비 대사성 

질환’,‘근골격계 + 내분비 대사성 질환’,‘순환기계 + 근골격계 + 내분비 

대사성 질환’을 말한다. 

 

2) 허약 

허약은 오랜 세월에 걸쳐 누적된 손상이 여러 기관의 기능 및 

생리적 예비능(physiologic reserve)의 감소로 이어져 내·외적 

스트레스원에 대한 감수성이 증가되어 장애로 쉽게 진전될 수 있는 

생리학적 취약상태를 말한다(Fried, Ferrucci, Darer, Williamson, & 

Anderson, 2004; Rockwood, Hogan, & MacKnight, 2000). 

본 연구에서는 Ensrud 등 (2008)이 개발한 허약사정도구(SOF 

Frailty Index)와 De Witte 등 (2013)의 포괄적 허약 사정 도구

(Comprehensive Frailty Assessment Index; CFAI)를 이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3) 지각된 건강상태 

지각된 건강상태는 본인의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인 자가평가를 

말한다(Burke et al., 2012). 

본 연구에서는 평상 시 본인이 생각하는 건강상태가 어떠한 지에 

대해 ‘아주 건강하다’, ‘보통이다’,  ‘건강하지 못하다’로 응답하는 1문항

의 질문으로 측정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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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기관리 행위 

자기관리(Self-Management)는 만성질환을 보유한 개인이 가족, 

지역사회, 건강전문가와 함께 건강 이상 증상, 질병 치료, 질환과 관련된 

심리·사회·문화·영적 문제 및 생활습관을 성공적으로 관리하는 

능력을 말한다(Richard & Shea, 2011; Wilkinson & Whitehead, 2009). 

자기관리 행위에는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인지증상 및 

스트레스 관리, 자기감시, 체중조절, 약물 복용이행, 건강검진, 

의료진과의 활발한 의사소통이 포함된다(Hibbard, Mahoney, Stock, & 

Tusler, 2007; Swendeman, Ingram, & Rotheram-Borus, 2009). 

본 연구에서는 국민건강영양조사(보건복지부 & 질병관리본부, 2011) 

및 한국형 노인건강평가도구(Cho et al., 2013)과 미국 스탠포드 

만성질환 자기관리 도구(Lorig et al., 1996)의 일부 문항과, 모리스키 

약물복용 이행 도구(Morisky, Ang, Krousel‐Wood, & Ward, 2008)로 

구성된 자기관리 행위 도구로 측정한 건강생활습관,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의료진과의 의사소통, 약물 복용 이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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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문헌고찰 

 

본 연구의 문헌고찰에는 복합만성질환의 정의와 특성, 복합만성질환 

노인의 허약, 지각된 건강상태, 자기관리 행위를 포함하였다. 

 

1. 복합만성질환의 정의와 특성 

만성질환이란 3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지속될 것이라 기대되고, 

기능제한을 유발할 수 있으면서 꾸준한 의학적 관리가 필요한 병적 

상태를 말한다(오영호 등., 2001). 특히 한 사람이 2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복합만성질환이라 한다. 지금까지 

복합만성질환에 대해 공식적으로 합의된 정의는 없다. 종종 

복합질환(multimorbidity)과 동반질환(comorbidity)이 혼용되지만, 

질병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두 개념을 구별하고자 하는 시각이 

증가하고 있다. 복합만성질환의 개념정의를 시도한 여러 연구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특정 시점에서 치료의 주된 관심이 있는 

임상질환을 기준(index)질환이라 할 때, 동반질환(comorbidity)은 

기준질환 진단 당시 이미 존재해 있거나 치료과정에서 기준 질환과 

상관없이 추가적으로 질병이 발생한 병적 상태를 말하며, 

복합질환(multimorbidity)은 한 사람에게서 만성질환이 2개 이상 

공존하는 복합유병상태를 말한다(Ording & Sorensen, 2013; Starfield, 

2006; Valderas, Starfield, Sibbald, Salisbury, & Roland, 2009). 즉, 

동반질환은 한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여러 질환에 우선순위를 두어 

개별적으로 치료해야 할 질병으로 인식하는 단일 질병 중심의 개념인 

반면, 복합만성질환은 여러 만성상태가 혼합되어 상호영향을 끼침으로써 

한 개인에게 다양한 건강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복합적인 병적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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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에 초점을 둔 환자 중심의 개념이다(Batstra, Bos, & Neeleman, 

2002; Marengoni, Rizzuto, Wang, Winblad, & Fratiglioni, 2009). 

복합만성질환은 장애발생 위험을 상승시키고, 의존도를 높여 조기 

시설입소 및 의료비 지출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삶의 질을 저하하고, 

질병의 치명적인 결과로 사망률을 높인다(Anderson & Horvath, 2004; 

Fortin, Soubhi, Hudon, Bayliss, & van den Akker, 2007; Gijsen et al., 

2001; Wolff et al., 2002). 따라서 복합만성질환의 적극적인 관리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 만성질환 복합유병현황을 조사하는 것은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복합만성질환을 측정하는 방법은 단순히 만성질환의 개수를 

세는 방법과 질병의 중증도, 사망 위험, 의료이용의 부담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여 기준점수를 초과하는 질병의 개수를 측정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뉜다(Huntley, Johnson, Purdy, Valderas, & Salisbury, 

2012; Valderas et al., 2009). Huntley 등 (2012)은 복합만성질환 

측정도구에 대한 논문 194개를 대상으로 체계적 문헌고찰을 

시행하였는데, 연구결과 일차의료 및 지역사회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복합만성질환 측정방법은 자가보고 또는 의사의 진단, 의무기록을 

통해 2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보유한 경우 복합만성질환이라 정의하는 

단순 셈 방법으로 나타났다. 이 방법은 질병의 중증에 따라 가중치를 

두는 Charlson Index, Adjusted Clinical Groups System, Cumulative 

Index Illness Rating Scale 등과 같은 도구와 비교했을 때 측정이 

간단하고 편리하며, 비용부담이 적을 뿐 아니라 환자의 삶의 질을 

예측하는데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보고도 있어 복합만성질환을 

측정하는 단순하고 효율적인 평가도구가 될 수 있다(Huntley et 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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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만성질환은 연령에 따라 유병률이 증가하며 특히 노년기에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Anderson과 Horvath (2004)은 2개 이상의 

만성질환 보유자가 0-17세에서 5%, 18-64세는 20%, 65세 이상은 

62%로 나타나 성인의 3배 이상이 노인복합만성질환자라고 보고하였다. 

Wolff 등 (2002)의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의 65%가 복합이환 

상태이며 후기고령자가 될수록 만성질환의 개수가 증가하고 양상이 

다양해졌다. 이는 Salive (2013)의 결과와도 일치하는데, 메디케어 

수혜를 받는 지역사회 노인을 대상으로 만성질환 유병실태를 파악한 

결과 전기 고령자는 62%, 중기 고령자는 75.7%, 후기 고령자는 

81.5%의 복합만성질환 유병률을 보여 연령과 복합만성질환의 밀접한 

관련성이 나타났다. 국내에서도 노인의 복합유병실태를 조사하였는데, 

노인의 68.3%가 2개 이상 만성질환에 이환된 상태이며 3개 이상인 

경우는 44.3%였다(정경희 등., 2012). 그러나  Wolff 등 (2002)의 

연구와 달리 65세 이후에는 연령에 따라 복합만성질환 유병률이 

증가하지 않았다. 여러 연구에서 보고되는 복합만성질환 유병률은 

모집단의 범위, 자료수집 방법, 연구대상의 연령, 만성질환의 범위 등 

연구설계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해석 상의 주의를 

요하지만, 한국을 포함하여 여러 국가에서 고령인구층이 복합만성질환 

이환에 취약하다는 사실은 보편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Britt 

et al., 2008; Marengoni et al., 2008; Salive, 2013).  

복합만성질환의 또 다른 특성은 군집현상(clustering)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만성질환 군집현상은 개별적인 만성질환이 

추가적으로 다른 만성질환의 발생률을 높이는 질병취약성의 결과로 

나타난다(최보율, 2011; Kronick et al., 2007). 군집 만성질환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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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번히 등장하는 특정 복합양상이 존재하는데(Schafer et al., 2010; van 

den Bussche et al., 2011) 동반질환 간 연관성을 밝히기 위해 

지속적으로 병태생리학적 연구가 시행되고 있으나 발생기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아직 부족한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합만성질환에 특정 양상이 자주 등장한다는 사실은 임상적으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질병 특화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현 

의료시스템에서 복합만성질환 노인은 보유하고 있는 만성질환 각각에 

대한 단과 전문의를 만나게 됨으로써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검사 및 

처방을 받거나, 진료과마다 상충되는 조언을 받음으로써 혼란을 

겪는다(Anderson & Horvath, 2004; Benjamin, 2010). 단편적이고 

분절적인 질병 특화 진료는 복합만성질환의 효과적인 치료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노인에서 빈번히 나타나는 만성질환 복합양상을 인지하고, 

이들 간 상호작용을 이해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접근 전략이 

필요하다(Boyd & Fortin, 2010). 

복합만성질환 통합관리가 중요한 보건의료 이슈로 떠오르면서 만성

질환의 개별 유형뿐만 아니라 복합질환의 양상에 대한 역학조사가 여러 

국가에서 이루어져 왔다. 독일에서는 ‘고혈압 + 지질 대사 장애 + 만성 요

통’, ‘고혈압 + 만성요통 + 관절염’, ‘고혈압 + 지질 대사 장애 + 만성 허

혈성 심장 질환’ 양상이 65세 이상 노인에게 흔히 나타났으며(van den Bussche 

et al., 2011),  스웨덴에서는 77세 이상 노인에서‘심장질환 + 고혈압’, ‘고혈

압 + 치매, ‘치매 + 우울’, ‘치매 + 뇌혈관 질환’, ‘청력 장애 + 시력 장

애 ’ 순으로 많이 나타났고 동반 질환의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Marengoni et al., 2009).  Britt 등 (2008)은 호주에서 일차의료기관을 

이용하는 9,15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만성질환 역학조사를 실시하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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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가장 흔한 복합양상은‘혈관질환 + 관절염/요통’,‘혈관질환 + 정

신장애’ ,‘관절염/요통 + 정신질환’이었다. 한편, 국내에서는 김대중 

등 (2012)이 국내 2009년 한국의료패널 자료를 분석하여 65세 이상 

복합만성질환 노인의 최빈 복합양상을 조사한 결과,‘순환기 + 근골격

계 질환’,‘순환기 + 근골격계 + 내분비 영양 대사질환’,‘순환기 + 

내분비 영양 대사 질환’이 가장 빈번히 나타나는 질병조합으로 보고되

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선행연구들은 연구대상의 연령층, 다양한 

만성질환 분류체계의 사용 및 사회문화적 특수성 때문에 연구결과가 

일치하지 않고, 대부분이 특정 시점의 유병실태를 조사한 단면적 연구로 

전체 노인인구에 일반화하기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유의미한 

노인만성질환 복합양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환경에서의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국내 선행연구들은 단순히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개별 만성질환의 유병률을 파악하거나 만성질환의 수적 

증가에 따른 건강결과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어(박영옥, 조은희, 

이남주, & 서영숙, 2010; 손영주, 최은영, & 송영아, 2008; 임소영, 

강민아, & 조성일, 2013), 노인에게서 자주 나타나는 복합만성질환 

양상이 무엇이며 이에 따라 건강특성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종합해보면, 복합만성질환은 노년기에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주요 

건강문제로서 한 사람에게서 1년 이상의 꾸준한 의학적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이 2개 이상 혼합되어 있는 복합적인 병적 상태이다. 효과적인 

복합만성질환 관리를 위해서는 노인에게 빈번히 등장하는 만성질환 

복합양상을 확인하여 질환 간 통합적인 접근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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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국내 선행연구들은 개별 만성질환의 유병률이나 개수에 초점을 

두고 있어 노년기 복합만성질환 양상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조사연구가 필요하다. 

 

2. 복합만성질환 노인의 허약과 지각된 건강상태 

복합만성질환의 장기화는 노인의 독립적 기능을 감소시키고, 

의존도를 높여 장애 발생위험을 높인다. 장애는 노인요양시설 입소 

시기를 앞당겨 삶의 질 저하뿐 아니라 국가적으로 노인의료비 부담을 

증대시키는 주요 원인이 된다. 이에 복합만성질환 노인의 기능적 독립을 

유지, 향상시키고 사전 예방 가능한 건강문제들을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장기요양상태의 장애를 방지하거나 최대한 지연시키기 위한 예방중심의 

보건의료의 필요가 제기되면서 건강과 장애의 중간단계로 불리는 

허약노인 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선우덕, 송현종, 이윤환, & 

김동진., 2004; Lang et al., 2009; Park & Lee, 2010). 

허약이란, 오랜 세월에 걸쳐 누적된 손상이 여러 기관의 기능 및 

생리적 예비능(physiologic reserve)의 감소로 이어져 내·외적 

스트레스원에 대한 감수성이 증가되어 장애로 쉽게 진전될 수 있는 

생리학적 취약상태를 말한다(Fried et al., 2004; Rockwood et al., 2000). 

허약은 장애와 달리 적극적인 관리에 따라 기능회복이 가능한 가역적인 

특성이 있다. Lang 등 (2009)은 허약을 건강과 장애의 연속선상에서 

중간단계에 있는 역동적이고 가변적인 이행상태(transitional state)라고 

설명하였다. 특히 허약을 전 허약(pre-frail)과 허약(frailty)으로 

구분하였는데, 전 허약 단계는 임상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으나 

급성질환이나 외부적 손상, 스트레스에 대한 보상능력이 충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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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빠르고 완전한 회복이 가능한 장애발생의 가장 초기수준인 

잠복단계이다. 한편, 허약 단계는 전 허약 다음으로 진행되는 

과정으로서 비록 진행속도가 더디지만 여러 기능의 손상이 비전형적인 

증상들의 집합인 증후군으로 표현될 뿐 아니라 전 허약에 비해 기능회복 

정도와 속도가 저하되는 장애위험단계이다.  

이와 같이 허약의 가역적인 특성을 인지하고, 조기에 발견하여 

중재를 한다면 장애를 피하거나 허약의 진전 속도를 지연시킬 수 

있다(Hardy et al., 2005). 국내에서 시행된 일개 지역 노인 코호트 3년 

추적연구 결과(선우덕 등., 2004)를 보면, 정상적인 기능수준을 지닌 

노인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반적으로 기능제한에서 장애로 이행되는 

쇠퇴를 경험하지만, 오히려 기능향상을 보인 노인도 상당히 있었다. 

이미 기능이 손상되어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장애 노인이 정상 기능 

수준으로 역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지만, 1년 간 허약 노인이 정상 

기능수준으로 회복되는 경우가 약 30% 였다. 이는 역동성 관점에서 

허약의 체계적인 관리의 중요성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효율적인 허약 관리를 위해 허약상태를 잘 선별할 수 있는 

측정도구를 개발, 검증하고자 하는 시도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허약을 측정하는 지표들은 허약이 일련의 임상증상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난다는 표현형(phenotype)을 중심으로 개발되었다(Fried et al., 

2001). 이러한 허약지표는 기동성, 균형, 근력, 운동조절능력, 인지기능, 

영양, 신체적 활동이라는 신체적 영역과 활력, 피로, 우울 등을 반영하는 

정서적 영역의 기능상태를 반영한다(이인숙, 박영임, 박은옥, 이순희, & 

정인숙, 2011; 최경원 & 이인숙, 2008; Ferrucci et al., 2004). 대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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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약측정도구로 Fried 등 (2001)이 심혈관 질환자를 대상으로 개발한 

Cardiovascular Health Study Frailty Index(CHS Index)와 Ensrud 

등(2008)이 개발한 Study of Osteoporotic Fractures Index(SOF 

Index)가 있다. CHS Index는 비의도적인 체중감소, 활력 수준, 악력, 

보행속도, 신체활동을 묻는 항목 중 2가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 허약 

상태로, 3개 이상인 경우를 허약으로 정의하고 있다(Fried et al., 2001). 

그러나 CHS Index는 지표 중 악력, 보행속도, 신체활동은 성별, 

신체크기가 외생변수로 작용하기 쉽고 측정에 필요한 시·공간의 부족, 

체중감소는 의도/비의도 여부에 관계없이 허약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임상적으로 활용되기에 제한이 있다(Ensrud et al., 

2008; Fried et al., 2001). 한편 SOF Index는 체중감소, 팔을 이용하지 

않고 의자에서 5번 앉았다 일어서기, 활력을 묻는 3가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도구는 허약노인을 판정하는데 CHS Index와 74%의 

일치를 보였고 허약의 결과인 낙상, 장애, 골절, 사망을 예측하는 민감한 

지표로 단순하지만 타당도가 적절한 도구로서 임상실무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Ensrud et al., 2008). 

허약은 단일 요인보다는 신체적, 인지적, 심리적, 사회경제적 요인 

등 다양한 인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여러 조직 및 기관에 걸쳐 

기능저하를 유발하는 다차원적 임상증후군이다(최경원 & 이인숙, 2008; 

Abellan van Kan et al., 2008). De Witte 등 (2013)은 그동안 허약이 

생리학적 수치와 임상전문가의 판단에 기초하여 평가되어 왔음을 

지적하면서, 허약을 경험하는 노인들의 관점에서 허약 개념을 

재정의하고 허약평가도구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노인들은 허약을 신체 

상태에서 더 나아가 심리, 사회, 환경 문제까지 종합한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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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약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에 근거하여 네 가지 영역(신체, 심리, 

사회, 환경)으로 구성된 포괄적 허약 사정도구(Comprehensive Frailty 

Assessment Index; CFAI)를 개발하였다. 특히 이 도구는 노인 

대상자도 이해하고 응답할 수 있도록 간단하고 쉬운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어(De Witte et al., 2013) 지역사회 노인을 대상으로 적용하기 쉬운 

허약 도구이다. 

Fried 등 (2001)은 Cardiovascular Health Study 코호트에서 

복합만성질환을 허약을 예측하는 중요한 신체기능 위험요인으로 보았다. 

연구결과, 심혈관 질환을 비롯해 폐질환, 당뇨와 같은 주요 만성질환의 

보유여부가 허약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특히 만성질환을 2개 

이상 갖고 있는 경우 단일질환일 때 보다 허약발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웨덴에서 65~70세 전기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호트 

연구에서도 전 허약 노인이 건강한 노인보다 복합유병률과 

일상생활수행능력의 장애가 유의미하게 높았다(Nadia, Nicolas, Jacques, 

& Brigitte, 2012). 보유한 만성질환의 수가 증가할수록 다양한 기관의 

기능 손상이 축적되어 회복능력이 소진되고 허약 발생 위험이 높다는 

것은(Bergman et al., 2007) 많은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지만, 

복합만성질환이 허약의 필요조건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대부분 허약 노인에서 2개 이상의 만성질환이 발견되지만, 모든 

복합만성질환 노인이 허약한 것은 아니며 만성질환이 없는 노인에게서도 

허약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Fried et al., 2004). 

한편, 지각된 건강상태는 자신의 전반적인 건강상태에 대한 자가평가

로써 주관적이긴 하지만, 질병에 대한 임상 증상이 외부로 발현되기 전 

대상자의 건강상태 변화를 반영한다. 이 뿐만 아니라, 신체적 건강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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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변수들을 통제하고서도 사망률을 예측할 수 있

다는 점에서 노년기 건강 평가의 중요한 지표이다(Burke et al., 2012). 

Cramm, Twisk와 Nieboer (2014)는 독립적 생활이 가능한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노화 달성을 위한 지표로써 지각된 건강상태와 허

약, 자기관리 능력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시행하였다. 연구결과, 노인들

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본인의 건강이 좋지 않다고 지각하였으며, 지각된 

건강상태가 나쁜 노인일수록 허약수준이 높고 자기관리 능력이 낮은 것

으로 나타나 지역사회 노인의 건강관리를 위해 허약과 지각된 건강상태

의 고려가 중요함을 시사하였다. 특히 본인의 건강에 대한 주관적 평가

는 객관적인 건강지표보다 의료진과의 의사소통 및 의료기관 이용빈도를 

높여(Hessel et al. 2000) 스스로 건강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의료환경

에 대한 노출 기회를 높일 뿐 아니라, 지각된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자기

관리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및 동기가 형성되고 이는 건강행위의 증진으

로 이어져 신체기능뿐 아니라 정신 기능의 향상까지 유도할 수 있다

(Schneider et al., 2004). 복합만성질환은 지각된 건강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요인으로 알려져 있으나(Burke et al., 2012), 노인에게 빈번히 나타

나는 복합만성질환 양상에 따라 지각된 건강상태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

한 비교 연구는 거의 없는 상태이다.  

종합해보면, 허약은 기능회복에 가역적인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조기에 선별, 관리하면 장애를 예방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다. 한편, 

복합만성질환이 허약의 중요한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지만 명확한 

관계가 규명되지 않았으므로 복합만성질환과 허약의 상관관계를 

확인하는 추가연구가 시행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노인 스스로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평가하는 지각된 건강상태는 노년기 건강평가에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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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로 복합만성질환 노인의 허약수준과 함께 평가하여야 한다. 특히 

복지관을 이용하는 복합만성질환 노인의 만성질환 양상에 따라 허약과 

지각된 건강상태를 파악하는 것은 적극적인 예방관리가 필요한 

건강취약집단을 확인함으로써 시기적절하고 효과적인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간호학적 의의가 있다. 

 

3. 복합만성질환 노인의 자기관리 행위 

전술한 바와 같이 여러 만성질환을 동시에 갖고 있는 노인은 하나의 

만성질환을 지닌 노인보다 신체 기능장애, 인지기능 저하, 허약, 다 약물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 위험, 의료이용 증가에 따른 의료비 상승, 삶의 

질 저하, 사망 위험이 높아(이윤환, 2012; Fortin et al., 2007; Nobrega, 

Jaluul, Machado, Paschoal, & Jacob Filho, 2009; Salive, 2013; Wolff 

et al., 2002) 집중관리가 필요한 건강취약계층이다. 만성질환은 

단기간의 치료에 의해 완치되지 않기 때문에 의학적인 치료와 동시에 

기능 유지 및 증진, 악화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병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만성질환의 핵심적인 관리 전략으로 노인이 자신의 

건강문제에 참여하여 적극적인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자기관리(Self-Management)가 주목 받고 있다(Bodenheimer et al., 

2002; Steverink et al., 2005). 

자기관리(Self-Management)는 자가간호(Self-care)와 종종 

혼용되지만, 개념상 차이가 있다. 자가간호(Self-care)는 건강하거나 

급·만성 건강문제를 지닌 사람들이 최상의 건강상태를 유지, 증진하기 

위한 행위 및 자기돌봄능력을 말한다(Clark et al., 1991; Richard & 

Shea, 2011). 한편, 자기관리(Self-Management)는 자가간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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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개념으로서, 특히 만성질환을 보유한 개인이 가족, 지역사회, 

건강전문가와 함께 건강 이상 증상, 질병 치료, 질환과 관련된 

심리·사회·문화·영적 문제 및 생활습관을 성공적으로 관리하는 

능력을 말한다(Richard & Shea, 2011; Wilkinson & Whitehead, 2009). 

자기관리는 환자와 의료진간의 협력 관계에서 진행되는 역동적인 

과정으로서, 구체적인 자기관리 행위에는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인지증상 및 스트레스 관리, 자기감시, 체중조절, 약물복용, 건강검진, 

의료진과의 활발한 의사소통이 포함된다(Hibbard et al., 2007; 

Swendeman et al., 2009). 효율적인 만성질환 자기관리는 노인의 신체 

및 정신 건강상태를 증진시킬 뿐 아니라, 자기효능감 상승, 의료진과의 

의사소통 및 사회활동 증진, 응급실 이용 및 재원 일수 감소에 따른 

의료비 지출 경감,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Dongbo et al., 

2006; Harvey et al., 2008; Lorig et al., 2001; Ory et al., 2013).  

고령화에 따라 복합만성질환 노인이 급증하면서 미국의 보건 사회 

복지부는 2010년 ‘복합만성질환자를 위한 최상의 건강과 삶의 질’ 

이라는 비전을 세우고 복합만성질환자의 자기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보건의료영역의 우선과제로 표명한 바 있다(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10). 이는 질병을 보는 패러다임이 

단일질환에서 복합질환의 관점으로 변화하면서 복합유병노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노인들이 다수의 

만성질환으로 인한 질병부담을 경험하고 있으며, 보건의료시스템도 

진료전문분야별로 단편적이고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연속적이고 

통합적인 만성질환 관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Boyd et al.,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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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netti, Bogardus, & Agostini, 2004). 

체계적인 복합만성질환 자기관리가 어렵지만 중요한 이유는 

임상분야와 연구분야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다. 먼저 임상분야에서 

보면, 복합이환 노인은 혼합된 여러 건강문제가 독립적이지 않고 

상호작용을 하면서 치료과정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단일질환 

노인보다 다양하고 복잡한 건강욕구를 갖는다(Bayliss, Steiner, Fernald, 

Crane, & Main, 2003; Laux, Kuehlein, Rosemann, & Szecsenyi, 2008). 

그러나 현재 의료서비스는 각 전문분야별로 제공되며 복합질환에 대한 

통합적인 임상지침이 없기 때문에 환자들은 자신이 보유한 질환의 

개수에 따라 개별적인 진료를 봐야 된다. 이로 인해 다수의 

복합만성질환자는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검사를 하게 되어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고, 치료에 대한 반응력이 떨어질 뿐 아니라 약물부작용, 예기치 

못한 합병증 발생 등 부정적인 건강결과를 경험하게 된다(Benjamin, 

2010; Jakovljevic & Ostojic, 2013; Wolff et al., 2002). 실제 미국에서 

시행된 공공 설문조사에 의하면 만성질환자 보호자의 60%이상이 각기 

다른 의료진으로부터 상충적인 의료적 조언을 받아 복합만성질환 관리에 

혼란을 경험하고 있었다(Anderson & Horvath, 2004). 두 번째로 

연구분야에서 복합만성질환에 대한 고려가 중요한 이유는 단일질환에 

초점을 맞춰 연구대상을 모집하고 이 집단을 대상으로 자기관리 중재를 

적용, 효과를 평가하는 실험을 할 경우, 공존하고 있는 복합질환이 

연구의  타당도를  위협하는  주요  외생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Jakovljevic & Ostojic, 2013).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만성질환 자기관리 프로그램은 

미국 스텐포드 대학에서 개발한 Chronic Disease Self-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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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CDSMP)인데, 이 프로그램의 장점은 특정 질병에 초점을 

두지 않고, 다양한 만성질환의 관리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운동, 

이완요법 등을 통한 인지 증상 조절, 약물 복용, 의료진과의 의사소통 

증진을 위한 훈련 등을 시행함으로써 통합적인 자기관리 훈련을 한다는 

것이다(Haber, 2010; Lorig & Holman, 2003). CDSMP의 효능이 

입증되면서 미국을 비롯하여 유럽(영국, 네덜란드), 아시아(중국, 일본, 

방글라데시)에서 이 프로그램을 적용,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나, 건강결과 및 의료이용과 관련한 장, 단기 결과가 

일관되지 않았다(Brady et al., 2013). 또한 이 프로그램은 만성질환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증상관리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복합만성질환 

양상에 따라 달라지는 자기관리 욕구의 차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한편 국내에서도 지역사회 만성질환 노인을 대상으로 통합적인 자기관리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하는 연구가 있었으나(김선호 등., 2011; Park et 

al., 2011), 대부분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개별적인 질병 접근으로 

이뤄지고 있어(송미순, 2004) 복합만성질환 노인의 건강특성을 고려한 

연구는 매우 부족했다. 따라서, 복합만성질환의 양상에 따라 복합유병 

노인의 자기관리 행위의 차이를 설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문헌고찰을 통해서, 노인복합만성질환 관리의 요구와 

중요성은 증대되고 있으며 복합만성질환에는 빈번히 나타나는 특정 

복합양상이 존재하지만, 만성질환 복합양상에 따른 노인의 허약과 

지각된 건강상태, 자기관리 행위의 특성을 파악한 연구는 매우 부족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만성질환 노인의 복합유병 양상을 조사하고 이에 

따른 노인의 허약과 지각된 건강상태, 자기관리 행위의 차이 및 관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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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복지관을 이용하는 복합만성질환 노인의 유병 양상에 

따른 허약과 지각된 건강상태 및 자기관리 행위의 차이를 파악하고 

복합만성질환 노인의 허약, 지각된 건강상태, 자기관리 행위 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연구대상자는 연구수행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임의표출하였고, 

2014년 8월 25일부터 8월 29일까지 서울시 소재 J구 

노인종합복지관에 등록된 노인이었다. 연구대상자는 2014년도 

서울대학교 간호대-의대 공동연구사업 ‘지역사회 노인 건강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종로구 노인 건강 코호트 구축’연구(810-20130491)에 

참여한 노인 503명 중 본 연구 대상자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12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본의 크기는 G*powe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One 

way-ANOVA 4집단으로 추정하였을 때 중간 효과크기 0.3, 유의수준 

0.05, 검정력 0.8일 경우 128명이 도출되어 본 연구는 이 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 수를 충족하였다.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만 65세 이상의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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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가보고 또는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은 2개 이상의 순환기계, 

근골격계, 내분비 대사성 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노인 

3) 질문지를 이해하고 답할 수 있으며,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는 

노인 

4) 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명하여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한 노인 

 

3. 연구도구 
 

1) 복합만성질환 

복합만성질환 유병실태는 대상자의 자가보고에 근거하여 만성질환의 

개수와 양상에 대해 조사하였다. 단순 셈 방법으로 2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보유한 경우 복합만성질환으로 선별하고, 구체적으로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에서 사용한 만성질환 분류표(정경희 등., 

2012)를 이용하여 만성질환을 주요 기관계통에 따라 분류하고 동일 

범주에 해당되는 만성질환을 1개의 만성질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 

중 국내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빈번히 나타나는 복합만성질환의 4 가지 

양상인‘순환기계 + 근골격계 질환’,‘순환기계 + 내분비 대사성 

질환’,‘근골격계 + 내분비 대사성 질환’,‘순환기계 + 근골격계 + 

내분비 대사성 질환’(김대중 등., 2012)에 대한 유병 현황을 

파악하였다. 

 

2) 인구사회학적 특성 

국내외 선행연구에서 만성질환 노인의 허약과 자기관리 

관련요인으로 보고되었던(Levers, Estabrooks, & Ross Kerr, 2006; 



- 23 - 

Samuel-Hodge et al., 2000; Yang, Jeong, Kim, & Lee, 2014) 

인구사회학적 특성인 성별, 연령, 교육수준, 결혼상태, 가구형태, 종교, 

경제수준을 측정하였다. 

 

3) 허약 

본 연구에서 허약은 조사원에 의해 간단히 측정할 수 있는 Ensrud 

등 (2008)의 허약 사정 도구(SOF Frailty Index)와 노인 스스로에 의

해 다차원적인 영역의 허약을 평가할 수 있는 De Witte 등 (2013)의 

포괄적 허약 사정 도구(Comprehensive Frailty Assessment Index; 

CFAI)로 측정하였다. SOF허약 사정 도구는 최근 1년간 5% 이상의 체

중 감량이 있었는지, 팔을 사용하지 않고 의자에서 5회 이상 일어날 수 

있는지, 기력이 좋은 편인지를 묻는 3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예’ , 

‘아니오'로 답하게 되어 있다. 1번에 ‘예’, 2, 3번에 ‘아니오’ 이면, 

각 1점씩 부여하여 0점이면 건강, 1점이면 전 허약, 2~3점이면 허약으로 

판정한다. 도구개발 당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허약으로 인한 

사망을 예측하는 도구의 곡선하면적은 0.74로 중등도의 타당도를 가졌

다(Ensrud et al., 2008).  

CFAI는 4개 영역(신체, 심리, 사회, 환경)에 대한 허약 수준을 평

가하는 것으로 원저자에게 도구 사용 승인을 받은 후 번역, 역번역 과정

을 거쳐 사용하였다. 이 도구에서 신체영역은 3점의 리커트 척도. 심리

영역은 4점의 리커트 척도, 사회 및 환경영역은 5점의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능한 점수는 19-97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허약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 당시 Cronbach’s 

α은 0.812였으며(De Witte et al. ,2013),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은 0.70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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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각된 건강상태 

본 연구에서 지각된 건강상태는 평상 시 본인이 생각하는 건강상태

에 대해 묻는 1문항의 질문으로‘1점=아주 건강하다’ ,‘2점=보통이

다’,‘3점=건강하지 못하다’중에 응답하도록 하였고, 점수가 높을수

록 지각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이었다. 

 

5) 자기관리 행위 

자기관리 행위로 측정할 변수는 건강생활습관,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의료진과의 의사소통, 약물 복용이행이다. 기존의 측정도구 중 

본 연구에서 자기관리 행위로 정의한 변수들을 모두 포함하는 도구가 

없어 여러 가지의 도구에서 관련된 문항을 발췌, 조합하여 자기관리 

행위를 측정하였다. 

① 건강생활습관 

건강생활습관은 금연, 절주, 운동 행위를 확인할 것이다. 흡연 및 

음주는 국민건강영양조사(보건복지부 & 질병관리본부, 2011)와 한국형 

노인건강평가도구(Cho et al., 2013)의 일부 문항을 활용하여 현재의 

흡연/음주 여부를 묻는 2문항과, 흡연/음주의 빈도 및 양을 묻는 

세부질문 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운동 행위는 운동여부를 묻는 1문항과 

운동을 시행할 경우 운동의 종류 및 시간, 빈도를 추가적으로 

조사하였다.  

 

 

②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은 국민건강영양조사(보건복지부 & 

질병관리본부, 2011)와 한국형 노인건강평가도구(Cho et al., 2013)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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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여 최근 2년 동안 건강검진을 받았는지를 묻는 1문항과, 

노인에게 권고되는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파상풍 예방접종 여부를 묻는 

3문항, 총 4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예’, ‘아니오’로 대답하게 했다. 

 

③ 의료진과의 의사소통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노인의 만성질환 자기 관리 행위를 평가하는 

도구 4개 중 의료진과의 의사소통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3문항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측정도구는 자가보고 형식의 5점 리커트 

척도이다. 의료진과 대화할 때 물어볼 질문 목록을 준비하는지, 

치료과정에 궁금하거나 이해가 안 되는 것에 대해 의료진에게 질문하는 

지, 질병과 관련 있을 수 있는 개인적 문제를 의료진과 의논하는지를 

묻고, ‘전혀 그런 적 없다’는 0점, ‘항상 그랬다’는 5점을 부여한다. 

가능한 점수는 0-1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의료진과의 의사소통을 

잘하는 것이다. 도구개발 당시, 만성질환 노인을 대상으로 시행한 검사-

재검사 신뢰도는 .89였으며(Lorig et al., 1996),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78이었다. 

 

④ 약물 복용이행 

약물복용 이행은 Morisky 등 (2008)이 개발한 모리스키 약물복용 

이행 도구(Morisky Medication Adherence Scale; MMAS-8)를 

사용하였다. 원저자에게 도구 사용 승인을 받은 후, 원저자가 관리하는 

번역기관 MAPI에서 공식적으로 번역한 모리스키 약물복용 이행 

한국어판 도구를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8문항으로 구성되어 각 문항마다 

‘예=0점’, ‘아니오=1점’으로 측정하고 5번 문항은 역환산을 하였다. 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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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은 ‘0=1’, ‘1=0.75’, ‘2=0.5’, ‘3=0.25’, ‘4=0’으로 환산하여 총 

가능한 점수는 0-8점으로 6점 미만은 저이행군, 6-7점은 중간이행군, 

8점은 고이행군으로 분류한다. 도구 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α=0.83 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0.63이었다. 

 

4. 자료수집절차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서울시 J구 

노인종합복지관에 등록되어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10명의 연구 

조사원이 1:1 면담하여 대상자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간호학과 학부생 및 대학원생으로 구성된 연구조사원들은 

연구자로부터 사전에 자료수집 도구 및 진행절차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자료수집에 참여하였다. 조사원 간 신뢰도 확보를 위해 

연구책임자가 조사원에게 자료수집 일주일 전과 자료수집 당일 아침 총 

5회에 걸쳐 설문지 구성 내용 및 조사 방법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후 자료수집을 진행하였다. 

 

5.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 No.1406/001-

017)와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 No. H-1406-

074-588)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수집 전 연구 

장소인 서울시 J구 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하여 기관장에게 연구의 

목적과 진행과정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한 후 연구진행의 허락과 협조를 

얻었다. 

해당 복지관 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후, 연구대상자의 자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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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연구에 참여하는 모든 노인에게 직접 면담을 통해 

연구의 목적과 진행절차를 설명하고, 개인정보보호가 지켜질 것임을 

밝히고 연구 참여 도중 대상자의 의견에 따라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한 후 자발적으로 서면 동의를 작성한 노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연구참여자가 면담에 소요해 준 시간에 대한 

비용을 보상해주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설문에 응답한 대상자에게 

소액의 답례품을 선물하였다. 그리고 수집된 자료는 잠금 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 중에 있으며 연구논문이 발표된 이후에는 분쇄 폐기할 

예정이다. 

 

6.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복합만성질환 양상, 허약, 지각된 건강상태 

및 자기관리 행위에 대해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실수,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2) 대상자의 복합만성질환 양상에 따른 허약, 지각된 건강상태 및 

자기관리 행위의 차이는 변수의 특성에 따라 교차분석, t-test, One 

way-ANOVA test를 통해 분석하였다. 

3) 대상자의 지각된 건강상태, 허약, 자기관리 행위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을 통해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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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 연령, 교육수준, 결혼상태, 가구형태, 

종교, 경제수준을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대상자의 성

별은 여성이 107명(83.6%), 남성이 21명(16.4%)이었다. 대상자의 평

균 연령은 75.63±6.02세로 최저 65세에서 최고 97세이었다. 연령대로 

구분하면,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전기 노인이 61명(47.7%), 75세 이

상 85세 미만인 중기 노인이 59명(46.1%)로 가장 많았으나, 85세 이상

인 후기 노인도 8명(6.3%)이나 되었다.  

교육수준은 초등학교 졸업이 47명(36.7%)으로 가장 많았고, 무학

이 29명(22.7%), 고등학교 졸업이 22명(17.2%), 중학교 졸업이 21명

(16.4%)의 순이었으며, 대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은 대상자도 9명(7.0%)

이나 있었다. 결혼상태를 보면 사별한 대상자가 69명(53.9%)으로 반 

수 이상을 차지했고. 배우자 유무로 비교하면 배우자가 없는 대상자는 

79명(61.8%), 배우자가 있는 대상자가 49명(38.3%)로 배우자가 없는 

노인이 더 많았다.  

가구형태는 노인독거가구 60명(46.9%), 노인부부가구 38명

(29.7%), 자녀동거가구 27명(21.1%)의 분포를 보이고 있었으며, 지인

이나 친구와 함께 사는 경우도 3명(2.4%) 있었다. 종교는 기독교가 47

명(36.7%)로 가장 많았고, 불교 35명(27.3%), 무교 26명(20.3%), 천

주교 20명(15.6%)의 순이었다.  

대상자 스스로 인지한 경제수준은 ‘하’가 71명(55.5%)으로 가장 많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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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중’이 50명(39.1%),‘상’이 7명(5.5%)로 경제수준이 낮다고 인지하

는 노인의 비율이 높았다.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128)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or Mean±SD 

Gender Male 21 (16.4) 

 Female 107 (83.6) 

Age (yrs) 65-74 61 (47.7) 

 75-84 59 (46.1) 

 ≥85 8 (6.3) 

 Mean±SD (range) 75.63±6.02 (65-97) 

Education No School 29 (22.7) 

 Elementary school 47 (36.7) 

 Middle school  21 (16.4) 

 High school 22 (17.2) 

 College or above 9 (7.0) 

Marital status Married 49 (38.3) 

 Widowed  69 (53.9) 

 Not married 2 (1.6) 

 Divorced/Separated 8 (6.3) 

Living type Alone 60 (46.9) 

 With a spouse only 38 (29.7) 

 With children (with or without a 

spouse) 

27 (21.1) 

 With relatives or friends 3 (2.3) 

Religion Buddhism 35 (27.3) 

 Christianity 47 (36.7) 

 Catholicism 20 (15.6) 

 None 26 (20.3) 

Economic 

status 

High  7 (5.5) 

Middle 50 (39.1) 

Low 71 (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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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의 복합만성질환 양상 및 허약, 지각된 건강상태, 

자기관리 행위 

대상자의 건강관련 특성은 복합만성질환 양상, 만성질환 개수 및 종

류, 지각된 건강상태, 허약, 자기관리 행위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는 Table 2, 3과 같다. 복합만성질환 양상은 순환기계+근골격계 질환이 

54명(42.2%)으로 가장 많았고, 순환기계+내분비계 질환이 50명

(39.1%), 순환기계+근골격계+내분비계 질환이 17명(13.3%), 근골격

계+내분비계 질환 7명(5.5%)의 순이었다. 순환기계 질환에는 고혈압, 

뇌졸중, 고지혈증, 협심증 및 심근경색증이, 근골격계 질환에는 관절염, 

골다공증, 요통 및 좌골신경통이, 내분비계 질환에는 당뇨병, 갑상선 질

환이 포함되어 있는데 대상자가 보유하고 있는 총 만성질환 수의 분포를 

보면, 2개가 71명(55.5%)로 가장 많았고 3개가 39명(30.5%)이었으며 

4개 이상인 경우도 18명(14.0%)이나 되었다. 만성질환 중 최빈질환은 

고혈압 106명(82.8%)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당뇨병, 고지혈증, 관절염

의 순이었다. 

SOF로 판정한 허약상태는 대상자 중 반 이상(50.8%)이 건강군에 

속하였지만, 전허약군이 41.4%, 허약군이 7.8%나 있었다. CFAI로 측정

한 허약세부영역을 살펴보면, 특히 사회적 지지 관계망과 관련된 허약이 

최저 0점에서 최고 10점의 범위 중 평균 8.34±1.23으로 중간 이상으

로 허약 정도가 높았다. 

지각된 건강상태는 자신의 건강상태가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50명(39.1%)으로 가장 많았고, 아주 건강하지 못하다고 응답한 대상자

가 45명(35.2%)이었으며, 아주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대상자도 3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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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이나 있었다. 

자기관리 행위는 건강생활습관(금연, 절주, 운동), 건강검진 및 예방

접종, 의료진과의 의사소통, 약물복용 이행을 조사하였는데, 전체 대상자 

중 3명(2.4%)만이 현재 흡연자로 대부분의 대상자가 과거 또는 비흡연

자였다. 음주상태를 보면 비음주자가 102명(79.7%)으로 대부분의 노인

이 비음주자였고, 14.8%가 적정음주자(7잔/주 이하)였지만 과음주자도 

5.5%나 있었다. 운동행태를 살펴보면, 101명(78.9%)가 현재 운동을 실

천하고 있었으며, 이 중 주 150분 이상 권장수준의 운동을 하는 대상자

가 59.4%를 차지하였다. 운동유형별로 보면 지구력 운동이 95명

(93.9%)로 가장 많았으나 근력운동과 유연성 운동이 12.9%, 균형 운동

은 1%에 불과하였다. 

지난 2년간 건강검진을 받은 대상자는 107명(83.6%)였으며, 인플

루엔자예방접종을 받은 대상자는 113명(88.3%),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받은 노인은 84명(65.6%)였으나 상대적으로 파상풍 예방접종을 받았다

고 응답한 노인은 3명(2.3%)으로 매우 적었다. 

의료진과의 의사소통 점수를 보면 0에서 5점의 범위에서 평균 1.64

±1.39, 중위수 1.33로 대상자마다 점수가 다양하였지만 전반적으로 대

상자들이 의료진과의 의사소통을 중간 이하로 낮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한편 약물복용 이행은 전체 대상자 중 42명(32.8%)이 저이행군이

었으며, 중간이 33.6%, 고이행군이 33.6%로 대체로 고른 분포를 보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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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ultimorbidity, Frailty, and Perceived Health Status of the 

Participants                                     (N=128)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or Mean±SD 

Type of 

multimorbidity 

CM 54 (42.2) 

CE 50 (39.1) 

ME 7 (5.5) 

CME 17 (13.3) 

No. of chronic 

disease 

2 71 (55.5) 

3 39 (30.5) 

≥4 18 (14.0) 

Total (range) 2.61±0.79 (2-5) 

Chronic disease* Hypertension 106 (82.8) 

Hyperlipidemia 49 (38.3) 

Diabetes mellitus 66 (51.6) 

Arthritis 45 (35.2) 

Others 68 (53.1) 

Frailty SOF Robust 65 (50.8) 

Prefrail 53 (41.4) 

Frail 10 (7.8) 

CFAI Physical (range) 6.37±2.68 (4-12) 

Psychological: Mood (range) 8.52±4.02 (5-20) 

Psychological: Emotions (range) 6.74±3.21 (3-15) 

Social: Loneliness (range) 8.02±3.36 (3-15) 

Social: Social support network 

(range) 

8.34±1.23 (0-10) 

Environment (range) 9.81±4.73 (5-25) 

Total (range) 39.54±9.96 
   (20-97) 

Perceived health 

status 

Excellent 33 (25.8) 

Fair 50 (39.1) 

Poor 45 (35.2) 
*: more than one answer possible.  

Abbreviations: C, Cardiovascular disease. M, Musculoskeletal disease. E, Endocrine 

disease. SOF, Study of Osteoporotic Fractures. CFAI, Comprehensive Frailty 

Assessment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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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elf-Management Behaviors of the Participants  (N=128)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or Mean±SD 

Self-

management 

behavior 

Smoking  

Non-smoker  110 (85.9)  

Ex-smoker 15 (11.7) 

Current smoker 3 (2.3) 

Drinking†  

Non-drinker 102 (79.7) 

Moderate drinker 19 (14.8) 

Heavy drinker 7 (5.5) 

Exercise
‡
  

None 27 (21.1) 

Below the recommended level 25 (19.5) 

  Recommended level  76 (59.4) 

Type of exercise (n=101)*  

Endurance 95 (94.1) 

Strength 13 (12.9) 

Balance 1 (1.0) 

Flexibility 13 (12.9) 

Health examination  No 21 (16.4) 

 Yes 107 (83.6) 

Vaccination  

Flushot   No 15 (11.7) 

 Yes 113 (88.3) 

Pneumococcal No  44 (34.4) 

 Yes 84 (65.6) 

Tetanus No  125 (97.7) 

 Yes 3 (2.3) 

Communication with physicians  

(range) 

1.64±1.39  

(0-5) 

Medication adherence  

Low 42 (32.8) 

Middle 43 (33.6) 

High 43 (33.6) 
*: more than one answer possible.  
† Moderate drinker is who has up to 7 standard drinks per week. Heavy drinker 

defined as a person consuming 8 drinks or more per week. 
‡ Recommended level of exercise means working out ≥150min/w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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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합만성질환 양상별 허약, 지각된 건강상태, 자기관리 

행위의 차이 

복합만성질환 양상별 허약, 지각된 건강상태, 자기관리 행위의 차이 

비교는 우선 순환기계, 근골격계, 내분비계 질환의 두 개 이상의 조합으

로 가능한 네 가지 양상별로 비교한 후, 근골격계 질환과 관련된 근감소

증이 노인의 활동력을 감소시켜 허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선행연구

(Lang et al., 2009)에 근거하여 근골격계 질환의 포함유무에 따라 복합

만성질환을 두 양상으로 분류하여 허약과 지각된 건강상태 및 자기관리 

행위의 차이를 추가 분석하였다. 

1) 복합만성질환 양상별 허약의 차이 

대상자의 복합만성질환 네 가지 양상별 허약의 차이는 Table 4와 

같다. 복합만성질환 네 가지 양상별 허약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SOF; p=.534. CFAI total; p=.297). 추가적으로 전허약과 허약

을 한 집단으로 묶은 후, 복합만성질환 네 가지 양상별 허약과 건강군의 

비율을 교차 분석하였으나 이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p=.277). 하지만, 근골격계+내분비계 질환, 순환기계+근골격계 질환, 

순환기계+내분비계 질환, 순환기계+근골격계+내분비계 질환의 순서로 

허약한 노인의 비율이 높았으며, 근골격계+내분비계 질환, 순환기계+근

골격계+내분비계 질환, 순환기계+근골격계 질환, 순환기계+내분비계 

질환의 순서로 전허약 노인의 비율이 높았다. 반면, 건강군에서는 복합

만성질환 네 가지 양상별 비율을 비교하였을 때 순환기계+내분비계 질

환의 비율이 60.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복합만성질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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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양상별 허약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지만 근골격계 질

환이 없는 복합만성질환의 건강군 비율이 높은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상자의 허약을 신체적, 심리적(기분, 정서), 사회적(고독, 사회적 

지지 관계망), 환경적 영역으로 나눈 CFAI를 활용하여 복합만성질환 네 

가지 양상별 CFAI 허약의 차이를 검정한 결과, 복합만성질환 네 가지 

양상별 CFAI 허약 평균 점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서영역을 제외한 모든 허약 세부영역에서 순환기계+내분비계 질환을 

보유한 집단이 다른 복합만성질환 양상군들에 비해 허약 평균점수가 낮

은 경향을 보였다. 즉, 근골계계 질환이 없는 복합만성질환이 타 질환군

에 비해 신체, 기분, 고독, 사회적 관계 지지망, 환경적 허약이 낮은 경

향을 보였다. 

한편, 근골격계 질환 유무에 따른 허약의 차이는 Table 5와 같다.  

근골격계 질환 유무에 따른 허약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하지만, 근골격계 질환 보유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건강한 노

인의 비율이 적었고(44.9% vs 60.0%), 전허약과 허약한 노인의 비율은 

높았다(전허약; 46.2 % vs 34.0%, 허약; 9.0% vs 6.0%). 

복합만성질환 두 가지 양상별 허약의 세부영역의 차이를 살펴보면, 

두 변수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근골격계 질

환을 포함한 복합만성질환을 지닌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신체

(6.58±2.26 vs 6.04±2.72), 기분(8.88±4.21 vs 7.96±3.66), 고독

(8.29±3.36 vs 7.58±3.36), 사회적 지지 관계망(8.47±1.18 vs 8.12

±1.27), 환경(10.6±4.98 vs 8.96±4.24) 허약 평균점수가 높게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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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Frailty according to the Four Multimorbidity Types     

(N=128) 

Frailty 

Multimorbidity types 

(n (%) or Mean±SD) Total 

(n (%) or 

  Mean±SD) 

χ2 or F 

(p) CM 

(n=54) 

CE 
(n=50) 

ME 

(n=7) 

CME 
(n=17) 

S 

O 

F 

Robust 26  

(48.1) 

30 

(60.0) 

2  

(28.6) 

7  

(41.1) 

65  

(50.8) 

4.86* 

(.534) 

Prefrail 23  

(42.6) 

17  

(34.0) 

4  

(57.1) 

9  

(52.9) 

53  

(41.4) 

Frail 5 

(9.3) 

3 

(6.0)  

1 

(14.3) 

1 

(5.9) 

10 

(7.8) 

 Robust 26 

(48.1) 

30 

(60.0) 

2 

(28.6) 

7 

(41.2) 

65 

(50.8) 
3.86 

(.277)  Prefrail 

/Frail 

28 

(51.9)  

20 

(40.0) 

5 

(71.4) 

10 

(58.8) 

63 

(49.2) 

C 

F 

A 

I 

Physical  6.44 

±2.46 

6.04 

±2.72 

6.57 

±2.99 

7.00 

±3.20 

6.37 

±2.68 

0.59 

(.625) 

Psychological 

: Mood  

8.91 

±4.05 

7.96 

±3.66 

8.86 

±5.70 

8.82 

±4.32 

8.52 

±4.02 

0.54 

(.659) 

Psychological 

: Emotions  

6.59 

±3.02 

7.06 

±3.42 

6.86 

±3.98 

6.24 

±3.05 

6.74 

±3.21 

0.34 

(.796) 

Social 

:Loneliness  

8.48 

±3.19 

7.58 

±3.36 

7.29 

±3.20 

8.12 

±4.01 

8.02 

±3.36 

0.74 

(.533) 

Social 

: SSNW 

8.43 

±27 

8.12 

±1.27 

8.57 

±0.79 

8.59 

±1.06 

8.34 

±1.23 

0.94 

(.423) 

Environment 10.06 

±4.32 

8.96 

±4.24 

9.14 

±5.93 

11.82 

±6.41 

9.81 

±4.73 

1.68 

(.174) 

Total  40.17 

±9.04 

37.86 

±9.52 

38.43 

±11.69 

42.94 

±12.84 

39.54 

±9.96 

1.24 

(.297) 
* Fisher’s exact test (two-tailed test) 

Abbreviations: SOF, Study of Osteoporotic Fractures. CFAI, Comprehensive Frailty 

Assessment Index. SSNW, Social Support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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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Frailty according to Inclusion of Musculoskeletal Disease                                  

(N=128) 

 

Frailty 

Multimorbidity types 

(n (%) or Mean±SD) Total 
(n (%) or  

  Mean±SD) 

χ2 or t 

(p) Without M 
(n=50) 

With M 
(n=78) 

S

O

F 

Robust 30 

(60.0)* 

(46.2)† 

35  

(44.9)* 

(53.8)† 

65  

(50.8)* 

(100.0)† 
2.81‡ 

(.246) 

Prefrail 17 

(34.0)* 

(32.1)† 

36 

(46.2)* 

(67.9)† 

53  

(41.4)* 

(100.0)† 

2.47§ 

(.116) 
Frail 3 

(6.0)* 

(30.0)† 

7 

(9.0)* 

(70.0)† 

10 

(7.8)* 

(100.0)† 

Robust 30 

(60.0)* 

35 

(44.9) * 

65 

(50.8) * 
2.79‡ 

(.095) Prefrail/Frail 20  

(20.0)* 

43 

(55.1) * 

63 

(49.2) * 

C

F

A

I 

Physical  6.04±2.72 6.58±2.66 6.37±2.68 -1.11 

(.271) 

Psychological

: Mood  

7.96±3.66 8.88±4.21 8.52±4.02 -1.27 

(.205) 

Psychological

: Emotions  

7.06±3.42 6.54±3.08 6.74±3.21 0.90 

(.372) 

Social: 

Loneliness  

7.58±3.36 8.29±3.36 8.02±3.36 -1.18 

(.242) 

Social: Social 

support 

network  

8.12±1.27 8.47±1.18 8.34±1.23 -1.61 

(.111) 

Environment  8.96±4.24 10.36±4.98 9.81±4.73 -1.64 

(.103) 

Total  37.86±9.52 40.62±10.15 39.54±9.96 -1.54 

(.127) 
* % within multimorbidity types. † % within SOF. ‡ Pearson chi-square. §Linear 

by linear association. 

Abbreviation: M, Musculoskeletal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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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합만성질환 양상별 지각된 건강상태의 차이 

복합만성질환 네 가지 양상별 지각된 건강상태의 차이는 Table 6과 

같다. 네 가지 복합만성질환 집단에서 아주 건강하지 못하다고 인식하는 

건강인지도를 보유한 군은 순환기계+근골격계+내분비계 질환(64.7%), 

근골격계+내분비계 질환(42.9%)의 순이었으며, 아주 건강하다고 인식

하는 복합만성질환 집단은 순환기계+내분비계 질환(30.0%), 순환기계

+근골격계 질환(25.9%), 순환기계+근골격계+내분비계 질환(17.3%), 

근골격계+내분비계 질환(14.3%)의 순이었다. 그러나 복합만성질환 네 

가지 양상별 지각된 건강상태 비율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χ2=9.40, p=.135).  

근골격계질환 포함 여부에 따른 복합만성질환 양상별 지각된 건강상

태의 차이는 Table 7과 같다. 근골격계 질환을 포함한 복합만성질환 집

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건강하지 못하다고 인식하였으며(34.0% 

vs 35.9%), 근골격계 질환을 포함하지 않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아주 건강하다고 인식하였으나(30.0% vs 23.1%), 근골격계 질환

의 보유여부에 따른 복합만성질환 두 가지 양상과 지각된 건강상태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χ2=0.80, p=.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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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Perceived Health Status according to the Four 

Multimorbidity Types                            (N=128) 

PHS 

Multimorbidity types 

(n (%) or Mean±SD) Total 

n(%) 

χ2 

(p) CM 

(n=54) 
CE 

(n=50) 

ME 

(n=7) 
CME 

(n=17) 

Excellent 14  

(25.9) 

15  

(30.0)  

1  

(14.3)  

3  

(17.3) 

33  

(25.8)  

9.40* 
(.135) 

Fair 26 

(48.1)  

18 

(36.0)  

3  

(42.9)  

3 

(17.6)  

50  

(39.1)  

Poor 14 

(25.9)  

17 

(25.9) 

3 

(42.9)  

11 

(64.7) 

45 

(35.2) 

* Fisher’s exact test (two-tailed test).  

Abbreviation: PHS, Perceived Health Status. 

 

Table 7. Perceived Health Status according to Inclusion of 

Musculoskeletal Disease                          (N=128) 

PHS 

Multimorbidity types 

(n (%) or Mean±SD) Total 

n(%) 

χ2 

(p) Without M 

(n=50) 

With M 

(n=78) 

Excellent 15  

(30.0) 

18  

(23.1) 

33  

(25.8) 

0.80 
(.672) 

Fair 18  

(36.0) 

32  

(41.0) 

50  

(39.1) 

Poor 17  

(34.0) 

28  

(35.9) 

45  

(35.2) 

Abbreviations: M , Musculoskeletal disease. PHS, Perceived Health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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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합만성질환 양상별 자기관리 행위의 차이 

대상자의 복합만성질환 네 가지 양상별 자기관리 행위의 차이는 

Table 8과 같다. 복합만성질환 네 집단에 따른 자기관리 행위는 인플루

엔자예방접종 여부에 대해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p=.049). 매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 노인의 비율을 비교

하면 순환기계+근골격계+내분비계 질환이 94.1%로 가장 높고, 그 다

음으로 순환기계+내분비계 질환, 순환기계+근골격계 질환, 근골격계 질

환+내분비계 질환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순환기계 질환이 없는 복합만

성질환의 인플루엔자예방접종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파상풍 예방접종은 최근 10년 간 접종력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의 

비율이 3명(2.3%)에 불과하여 복합만성질환 네 가지 양상별 차이 비교

를 할 수 없었다. 

의료진과의 의사소통은 복합만성질환 네 가지 양상에 따라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는데(p=.601), 최저 0점에서 최고 5점의 범위

에서 근골격계+내분비계 질환과 순환기계+근골격계+내분비계 질환이 

다른 두 복합양상에 비해 평균 점수가 높았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네 군 

모두 평균 1.57-2.06점으로 의료진과의 의사소통을 잘 하고 있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상자의 복합만성질환 두 가지 양상별 자기관리 행위의 차이는 

Table 9와 같다. 근골격계 질환 보유 여부와 흡연경험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39). 근골격계 질환을 포함한 복합만성질환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흡연비경험자인 비율이 더 높았다

(91.0% vs 78.0%). 승산비를 살펴보면, 흡연경험이 있는 사람은 흡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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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이 없는 사람에 비해 근골격계 질환이 포함된 복합만성질환을 보유할 

위험이 2.86배 높았다.  

또한 폐렴구균 예방접종 시행여부가 두 가지 복합만성질환 양상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48). 근골격계 질환 포함 

복합만성질환 군이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 폐렴구균 예방접종력이 낮았

다(59.0% vs 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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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Self-Management Behaviors according to Four 

Multimorbidity Types                          (N=128) 

Variables 

Multimorbidity types 
(n (%) or Mean±SD) 

Total 
(n (%) or 

 Mean±SD) 
χ2  or F 

(p) CM 
(n=54) 

CE 
(n=50) 

ME 
(n=7) 

CME 
(n=17) 

Smoking   Never 49 

(90.7) 

39 

(78.0) 

6 

(85.7) 

16 

(94.1) 

110 

(85.9) 

4.58 
(.205) 

 Ex/Current 

smoker 

5  

(9.3) 

11 

(22.0) 

1 

(14.3) 

1  

(5.9) 

18 

(14.1) 

Drinking   Never 41 

(75.9) 

42 

(84.0) 

6 

(85.7) 

13 

(76.5) 

102 

(79.7) 

1.31 
(.726) 

 Yes 13 

(24.1) 

8 

(16.0) 

1 

(14.3) 

4 

(23.5) 

26 

(20.3) 

Exercise   No 11 

(20.4) 

10 

(20.0) 

1 

(14.3) 

5 

(29.4) 

27 

 (21.1) 

0.96 
(.812) 

 Yes 43 

(79.6) 

40 

(80.0) 

6 

(85.7) 

12 

(70.6) 

12 

(78.9) 

Health 

examination   

No 9  

(16.7) 

5 

(10.0) 

1 

(14.3) 

6 

(35.3) 

21 

(16.4) 

5.94 
(.114) 

Yes 45 

 (83.3) 

45 

(90.0) 

6 

(85.7) 

11 

(64.7) 

107 

(83.6) 

Vaccination       

Flushot      No 7  

(13.0) 

4  

(8.0) 

3 

(42.9) 

1  

(5.9) 

15 

(11.7) 

7.87 
(.049*) 

 Yes 47 

(87.0) 

46 

(92.0) 

4 

(57.1) 

16 

(94.1) 

113 

(88.3) 

Pneumococcal  No 20 

(37.0) 

12 

(24.0) 

4 

(57.1) 

8 

(47.1) 

44 

(34.4) 

5.38 
(.146) 

 Yes 34 

(63.0) 

38 

(76.0) 

3 

(42.9) 

9 

(52.9) 

84 

(65.6) 

 

Communication with 

physicians 

1.57 

±1.38 

1.57 

±1.26 

1.76 

±1.49 

2.06 

±1.74 

1.64 

±1.39 

0.62 
(.601) 

Medication 

adherence 

Low 18 

(33.3) 

16 

(32.0) 

3 

(42.9) 

5 

(29.4) 

42 

(32.8) 

0.43 
(.934) 

Middle/High 36 

(66.7) 

34 

(68.0) 

4 

(57.1) 

12 

(70.6) 

86 

(67.2) 

* p<.05.  
Abbreviations: C, Cardiovascular disease. M, Musculoskeletal disease. E, Endocrine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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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Self-Management Behaviors according to Inclusion of 

Musculoskeletal Disease                        (N=128) 

Variables 

Multimorbidity types 

(n (%) or Mean±SD) Total 
(n (%) or 

 Mean±SD) 

χ2 or t 

(p) Without M 

(n=50) 

With M 

(n=78) 

Smoking     Never 39 (78.0) 71 (91.0) 110 (85.9) 4.28 

(.039*) 
 Ex/Current 

smoker 

11 (22.0) 7 (9.0) 18 (14.1) 

Drinking       Never 42 (41.2) 60 (58.8) 102(79.7) 0.94 

(.332) 
 Yes 8 (16.0) 18 (23.1) 26 (20.3) 

Exercise       No 10 (20.0) 17 (21.8) 27 (21.1) 0.06 

(.808) 
Yes 40 (80.0) 61 (78.2) 101(78.9) 

Health 

examination 

No 5 (10.0) 16 (20.5) 21 (16.4) 2.46 

(.117) Yes 45 (90.0) 62 (79.5) 107 (83.6) 

Vaccination     

Flushot No 4 (8.0) 11 (14.1) 15 (11.7) 1.10 

(.295) Yes 46 (92.0) 67 (85.9) 113 (88.3) 

Pneumococcal No 12 (24.0) 32 (41.0) 44 (34.4) 3.92 

(.048*) 
Yes 38 (76.0) 46 (59.0) 84 (65.6) 

Communication with 

physicians 

1.57±1.26 1.69±1.47 1.64±1.39 -.50 

(.619) 

Medication 

adherence 

Low 16 (32.0) 26 (33.3) 42 (32.8) 0.03 

(.875) 

 Middle/High 34 (68.0) 52 (66.7) 86 (67.2)  

*: p<0.05. 
Abbreviation: M, Musculoskeletal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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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복합만성질환 노인의 허약에 따른 지각된 건강상태, 

자기관리 행위의 차이 

연구결과 복합만성질환 양상별로 자기관리 행위(금연, 인플루엔자 

및 폐렴구균 예방접종) 이외에 통계적으로 크게 유의한 차이가 있는 변

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본 연구의 주요변수인 허약을 중심으로 복합

만성질환 노인의 허약에 따른 지각된 건강상태와 자기관리 행위의 차이

가 있는지에 대해 추가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10). 분석결과 SOF로 

판정한 대상자의 허약 수준에 따라 지각된 건강상태, 음주여부, 운동시

간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각된 건강

상태를 살펴보면, 허약 수준이 높아질수록 본인의 건강이 아주 건강하지 

못하다고 인지하는 비율이 증가 추세에 있음을 보였다(p<.01). 음주여

부를 보면, 허약할수록 음주율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p=.044). 운

동시간을 보면, 허약수준이 증가할수록 운동권장수준(주 150분 이상) 

이상 운동을 하는 비율이 감소 추세에 있는 한편, 허약할 수록 운동을 

하긴 하나 운동권장수준에 못 미치는(주 150분 미만) 운동을 하고 있는 

추세가 확인되었다(p=0.041).    

그 외 허약에 따라 흡연,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의료진과의 의사소

통, 약물복용 이행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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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Perceived Health Status and Self-Management 

Behaviors according to Frailty                    (N=128) 

Variables 

Frailty  

(n (%) or Mean±SD) 

 
Total 

(n (%) or 

Mean±SD) 

χ2  or t 

(p) Robust 

(n=65) 

Prefrail 

(n=53) 

Frail 

(n=10) 

Perceived 

health 

status 

Excellent 25 (38.5) 6 (11.3) 2 (20.0) 33 (25.8) 24.54† 

(.000**) 
Fair 29 (44.6) 20 (37.7) 1 (10.0) 50 (39.1) 

Poor 11 (16.9) 27 (50.9) 7 (70.0) 45 (35.2) 

Smoking       Never 55 (84.6) 46 (86.8) 9 (90.0) 110(85.9) 0.26 

(.877) 
Ex/Current 

smoker 

10 (15.4) 7 (13.2) 1 (10.0) 18(14.1) 

Drinking       Never 47 (72.3) 46 (86.8) 9 (90.0) 102(79.7) 4.05†  

(.044*) 
Yes 18 (27.7) 7 (13.2) 1 (10.0) 26 (20.3) 

Exercise  

(min/wk)      

0 10 (15.4) 15 (28.3) 2 (20.0) 27 (21.1) 4.19† 

(.041*) 

          <150 11 (16.9) 9 (17.0) 5 (50.0) 25 (19.5) 

≥150 44 (67.7) 29 (54.7) 3 (30.0) 76 (59.4) 

Health 

examination 

No 11 (16.9) 9 (17.0) 1 (10.0) 21(16.4) 0.33 

(.850) 

Yes 54 (83.1) 44 (83.0) 9 (90.0) 107(83.6)  

Vaccination      

Flushot No 6 (9.2) 8 (15.1) 1 (10.0) 15 (11.7) 1.00 

(.606) 
Yes 59 (90.8) 45 (84.9) 9 (90.0) 113(88.3) 

Pneumococcal No 22 (33.8) 18 (34.0) 4 (40.0) 44 (34.4) 0.15 

(.927) Yes 43 (66.2) 35 (66.0) 6 (60.0) 84 (65.6) 

Communication with 

physicians 

1.63±1.34 1.77±1.51 1.07±0.89 1.64±1.39 1.10 

(.335) 

Medication 

adherence 

Low 21 (32.3) 17 (32.1) 4 (40.0) 42 (32.8) 0.26 

(.880) 

Middle 

/High 

44 (67.7) 36 (67.9) 6 (60.0) 86 (67.2)  

* p<.05, ** p<.01, † Linear by linear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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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복합만성질환 노인의 허약, 지각된 건강상태, 자기관리 

행위의 관계 

복합만성질환 노인의 허약, 지각된 건강상태, 자기관리 행위의 상관

관계 분석 결과는 Table 11과 같다. 복합만성질환 노인의 허약과 유의

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요인은 지각된 건강상태와 자기관리 행위 중 운동 

시간, 약물복용 이행이었다.  복합만성질환 노인의 허약은 총점 뿐 아니

라 신체, 심리(기분, 정서), 사회(고독, 사회적 지지 관계망), 환경 전 세

부영역에서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고독; p <.05,  그 외; p <.01), 본인이 

건강하지 못하다고 인지할수록 허약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허약과 자기관리 행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자기관리 중 운동시

간이 허약의 세부영역 중 신체(r=-.257, p<.01), 기분(r=-.226, 

p<.05), 정서(r=-.225, p<.05), 사회적 지지 관계망(r=-.215, p<.05), 

환경(r=-.186, p<.05), 총점(r=-.271, p<.01)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

여 신체, 심리, 사회, 환경영역과 관련된 허약이 심할수록 운동시간이 적

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분(r=-.225, p<.05), 정서(r=-.251, 

p<.01), 사회적 고독(r=-.193, p<.05), 환경(r=-.223, p<.05), 총점

(r=-.254, p<.01) 허약과 약물복용 이행 간에 부적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심리, 사회적 고독, 환경영역과 관련된 허약이 심할수록 

약물복용 이행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의료진과의 의사소통

은 지각된 건강상태와 허약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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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논의 

본 연구는 복지관을 이용하는 복합만성질환 노인을 대상으로 복합만

성질환 양상별 허약과 지각된 건강상태, 자기관리 행위의 차이 및 관계

를 확인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기존 연구들이 단일 만성질환 또는 만성

질환 개수에 따른 건강수준 및 건강행위를 확인하였던 것에 반하여, 본 

연구는 노인 건강문제에 대한 통합적 관점에서 지역사회 내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복합만성질환 유병 양상과 복합만성질환 양상별 

허약과 지각된 건강상태, 자기관리 행위의 차이 및 관계를 탐색하고자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그 차별성이 있다. 

1. 복지관 이용 노인의 복합만성질환 양상 

본 연구결과 복지관 이용 노인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복합만성질

환 양상은 순환기계+근골격계 질환, 순환기계+내분비계 질환, 순환기계

+근골격계+내분비계 질환, 근골격계+내분비계 질환의 순이었다. 본 연

구는 복합만성질환 양상을 국내 65세 이상 인구에서 가장 흔한 3대 만

성질환인 순환기계, 근골격계, 내분비 대사성 질환(김대중 등., 2012)으

로 제한하여 조사하였기 때문에, 치매와 우울과 같은 정신장애 또는 시∙

청력 장애를 포함시켜 복합양상을 조사한 외국 선행연구와 본 연구결과

에 대한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Britt et al., 2008; Marengoni et al., 

2009). 또한 본 연구는 복합만성질환 유병실태를 대상자의 자가보고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향후 연구에서는 의무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활용하

여 정신질환을 포함한 복합만성질환 유병실태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국내 65세 이상 노인의 복합만성질환 유병율을 역학 조사한 

김대중 등 (2012)의 연구에서는 순환기계+근골격계 질환, 순환기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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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격계+내분비계 질환, 순환기계+내분비계 질환의 순서로 복합양상이 

많이 나타나 본 연구와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김대중 등 (2012)

의 연구는 지역사회 내에서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한 복지관 이용 노

인 뿐 아니라 병원, 노인요양시설 등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한 의존적인 

노인들도 연구대상으로 포함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본 연구

결과에서 순환기계+근골격계+내분비계 질환이 하위였던 점은 본 연구

가 복지관에서 자료수집이 진행되어, 다른 만성질환에 비해 독립적인 일

상생활 수행이나 외출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순환기계+근골격계+

내분비계 복합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노인들은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

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따라서 여러 만성질환을 보유하

고 있지만 독립적 보행이 가능하여 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에 대한 기능

쇠퇴 예방 및 증진을 위한 관리가 필요하다.  

한편, 본 연구 대상의 보유 만성질환 개수는 평균 2.61(±0.79)개, 

최저 2개 최고 5개의 범위로 나타났다. 이는 2개 이상의 여러 만성질환

을 갖고 있는 노인도 정기적으로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는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재미있는 점은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허약 

정도를 평가한 결과, 단 50.8%만이 건강한 군으로 평가되었으며, 나머

지 49.2%는 전허약 및 허약군으로 분류되었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 노

인복지관은 노인복지법상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분류되어 있으며(국가법령

정보센터, 2014), 비교적 건강한 노인이 이용한다고 알려져 있지만(박연

환, 2007), 2개 이상의 복합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노인이 많고 또 

이들 중 허약군에 포함되는 노인이 약 50%를 차지하여 복지관 이용 노

인들도 적극적인 건강관리 개입이 필요한 건강취약계층일 수 있다는 점

을 시사한다. 마승현 등 (2009)의 연구에서는 수도권 지역 소재 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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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용하는 지역사회 거주 노인을 대상으로 본 연구와 동일한 SOF 허

약도구로 허약을 평가하였는데, 건강군 비율이 60.8%, 전허약 및 허약

군이 39.2%로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보다 건강군에 속한 노인의 비율이 

높았다. 이는 본 연구대상자가 마승현 등 (2009)의 연구와 달리 전체 

복지관 이용 노인이 아닌 복합만성질환을 가진 노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연구대상을 복합만성질환 여부

에 상관없이 복지관 이용 노인 전체로 하거나 복합만성질환 노인으로 제

한하거나, 전반적인 복지관 노인의 허약수준은 비교적 높은 편이다. 따

라서, 지역사회 노인 건강관리의 목적이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시

간을 연장하고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으로의 입소 시기를 지연시키는 것

(선우덕 등., 2004)임을 감안할 때, 복합질환 노인을 포함한 복지관 내 

허약 예방 및 건강관리 서비스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  

 

2. 복합만성질환 양상별 허약과 지각된 건강상태, 

자기관리 행위 

복합만성질환 양상과 허약 간의 관련성을 비교한 선행연구는 없어서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 만성질환 수와 허약의 관계를 비교한 여러 선

행연구에서 보유 만성질환의 수가 증가할 수록 허약 발생 위험이 높다고 

보고된 바 있으나(Bergman et al., 2007; Fried et al., 2001; Nadia et 

al., 2012), 본 연구에서 복합만성질환 양상별 허약의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근골격계 질환이 없는 복합만성질환 노인이 근골격계 질

환을 보유한 복합만성질환 노인에 비해 건강군에 포함될 비율이 높고, 

다차원적(신체, 심리, 사회, 환경)영역에서 허약 점수가 낮은 경향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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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이는 근골격계 질환을 갖고 있을 경우 타 질환에 비해 기본적인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심리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삶

의 질이 낮다고 보고한 남상권과 심옥수 (2011)의 연구와 비교해 볼 때, 

복합만성질환 중 근골격계 질환의 포함여부는 노인의 허약 수준을 예측

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

서 통계적 유의성까지 확인되지 못하였으므로 복합만성질환 중 근골격계 

질환의 존재 유무가 허약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반복 연구가 필요

하다. 

본 연구결과, 복합만성질환 양상별 지각된 건강상태의 차이는 유의

하지 않았다. 그러나 순환기계, 근골격계, 내분비계 질환 세 가지를 동시

에 보유하고 있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복합만성질환 노인보다 본인의 건

강이 좋지 못하다고 지각하는 비율이 높았고, 근골격계 질환이 포함된 

복합만성질환 집단이 비포함 집단에 비해 건강하지 못하다고 인식하였다. 

평균 나이 72.5(±7.334)세 지역사회 노인 492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Burke 등 (2012)의 연구에서는 복합만성질환을 포함한 신체적 요인이 

지각된 건강상태를 예측하는 중요한 지표라고 보고하여 본 연구와 차이

가 있었다.  

본 연구결과에서 복합만성질환 양상별 지각된 건강상태 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던 이유로 지각된 건강상태가 복합만성질환 양상뿐 아니

라 질병 중증도 및 합병증, 질병 유병기간에 따른 기능상태의 차이와 개

인적 성향 등을 포함한 정신심리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

문일 수 있다. Burke 등 (2012)은 기능상태, 복합만성질환 등 신체적 

요인 뿐 아니라 외향적 성격, 지각된 스트레스 등과 같은 심리적 요인 

또한 지각된 건강상태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또한 이건정과 마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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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은 사회 심리적 요인이 신체적 요인보다 노인의 지각된 건강상태

에 대한 높은 설명력을 갖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기능 

및 심리상태를 고려한 복합만성질환 노인의 지각된 건강상태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복합만성질환 양상별 자기관리 행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복합만

성질환 양상에 따라 자기관리 행위 중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차이가 유

의하였다. 순환기계, 근골격계, 내분비계 질환 세 가지 모두를 갖고 있는 

노인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이 가장 높았고, 순환기계 질환이 없는 복

합만성질환 노인의 예방접종률이 가장 낮았다. 이러한 차이는 만성질환 

개수가 증가할수록 의료이용 빈도가 증가하여(Wolff et al., 2002) 건강

검진 및 필수 예방접종과 같은 일차 건강관리 받을 수 있는 기회에 쉽게 

노출될 수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심혈관계 질환, 당뇨병, 만성폐

질환이 인플루엔자 관련 감염병의 고위험군이라는 점과 심장질환이 있는 

노인이 없는 노인에 비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2.14배 잘하고, 당뇨병

이 있는 노인이 없는 노인에 비해 1.62배 잘한다는 강희선, 이한주와 김

미원 (2011)의 연구결과와도 맥락이 일치한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복합만성질환 양상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차이 검정에서의 p 값이 

유의수준 경계역 값에 가깝다는 점에서(p=.049) 결과의 확대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전반적인 복지관 이용 복합만성질환 노인의 예방접종 실태를 살펴보

면, 폐렴구균 접종률(65.6%)은 인플루엔자 접종률(88.3%)에 비해 상대

적으로 낮았으며, 파상풍 예방접종인 경우에는 접종률이 단 2.3% 밖에 

되지 않았다. 이는 본 연구의 자료수집이 노인의 자가보고 형식을 따르

고 있어 실제 접종 여부에 대해 기억하고 있지 못하거나, 폐렴구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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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상풍 예방접종에 대한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박승미 & 최정실, 2013) 

응답률이 낮았을 수 있다. 또한 정부차원에서 65세 이상 노인에게 무상

으로 공급하는 인플루엔자 백신과 달리 파상풍 예방접종에 대한 비용 지

원은 없으며, 폐렴구균 무료접종은 올해 5월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

로 시작하여 현재 65세 이상 노인대상으로 확대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

에 폐렴구균과 파상풍의 접종률이 낮을 수 있다. 따라서 인플루엔자와 

더불어 폐렴구균 및 파상풍 예방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노년기 필수 예방

접종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적극적으로 시행함으로써 노인들의 인지도

를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환자-의료진 간의 불충분한 의사소통은 복합만성질환의 통합 관리

를 방해한다는 점에서(Jake Harwood et al., 2012) 복합만성질환 노인의 

의료진과의 의사소통을 증진시키는 것은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복합만

성질환 양상별 환자-의료진 간 의사소통의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의료진과의 의사소통 점수는 0-5점 범위에

서 평균 1.64(±1.39)점으로, 이는 Ory 등 (2014)의 연구에서는 지역

사회 및 의료기관을 통해 연구참여에 자원한 65세 이상 노인의 2.6(±

1.4)점과 비교했을 때 낮았다. 즉, 본 연구대상자가 의료진과 활발한 의

사소통을 하지 못하는 편이었다. 이러한 차이는 Ory 등 (2014)의 연구

대상자의 83.6%가 여성이고, 평균 만성질환 개수가 2.9(±1.6)개로 본 

연구대상자와 성별, 만성질환의 차이가 없었으나, 연구대상자 중 비히스

패닉계 미국인이 60.7%, 아시아인이 4.5%였다는 점에서 인종 및 문화

적 차이 때문에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한국 사람들은 자가 의사표현을 

잘 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의료진과의 의사소통을 어려워 할 수 있기 때

문에(김선욱 & 김광일, 2014) Ory 등 (2014)의 연구와 본 연구의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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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과의 의사소통 점수의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복합만성질환 노인을 관리하는 의료진은 단일 질환을 관리하는 것보

다 제한된 면담시간 안에 비전형적인 증상에 대한 여러 가지 질환의 연

계성에 대한 통합적인 판단과 함께 적절한 검사와 치료, 필요한 자원을 

연계하는 등 전문가로서의 개인의 역량이 중요시 요구된다. 그러나 복합

질환노인에 대한 돌봄 부담이 큰 것에 비해 부가적인 의료수가가 책정되

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료진은 임상적으로 시급한 치료가 요구되는 급성

질환에 초점을 맞추거나 일방향의 피상적인 진료를 시행할 가능성이 높

다(Jake Harwood et al., 2012). 한편, 노인들은 새로 나타난 신체 심리

적 변화들을 자연스러운 노화과정의 일부로 생각하여 의료진에게 얘기하

지 않거나, 의료진에 대한 무한한 신뢰로 본인의 치료와 관련된 의사결

정에 대해 의료진의 판단에 전적으로 일임하기도 한다(Clarke, Bennett, 

& Korotchenko, 2014). 또한 사회적으로 팽배한 연령주의(ageism)가 

환자-의료진에게도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원활한 환자-의료진 간 의사

소통에 문제를 겪는 경우가 많다(Clarke et al., 2014; Jake Harwood et 

al., 2012). 따라서 노인들이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건강에 관심을 갖고 

의료진과 의사소통에 참여하여 자기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특히 복지관 내 복합만성질환 노인 대상의 건강서비스 제공 

시, 사회문화적 요인을 고려한 의료진과의 의사소통 증진 프로그램 요소

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종합하여 볼 때, 일부 예방접종을 제외하고 복합만성질환 양상별 허

약과 지각된 건강상태 및 자기관리 행위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이유로 노인의 

질병에 대한 관점이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 Paterson (2001)은 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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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된 292편의 질적 연구들을 메타합성하여 만

성질환 변화 관점 모델(Shifting Perspectives Model of Chronic Illness)

을 고안하였다. 변화 관점 모델에 의하면, 만성질환자는 질병(sickness)

과 웰니스(wellness)의 연속선상에 서 있으며, 대상자가 처한 특정한 

상황에서 변증법적 방식을 통해 만성질환의 의미를 찾아나가게 된다. 즉, 

개인의 신념 및 경험에 따라 만성질환자의 질병에 대한 관점은 아픈 상

태에 초점을 맞춘 채 살아갈 수도 있고, 안녕 상태에 초점을 맞춘 채 살

아갈 수도 있다(Paterson, 2001). 특히, 처음 질병을 진단받은 사람은 

본인이 아픈 것에 집중하여 생활하지만, 오랜 유병기간을 보낸 만성질환

자들은 본인의 질병을 배경으로 둔 채, 아픈 상태보다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살아갈 지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Loomis & Conco, 

1991). 이는 65세 이상 만성질환 노인을 대상으로 만성질환 대처 경험

의 의미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를 시행한 허주영, 손현미, 강영숙과 송덕

순 (2010)의 연구결과와 비슷한 맥락이다. 노인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만성질환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최종적으로 현재의 질병을 잘 관리함으

로써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편안하게 죽는 것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허주영 등., 2010). 즉, 복합만성질환 노인은 질병을 단발적으로 나

타났다 사라지는 하나의 사건이 아닌 평생 함께 가지고 살아야 하는 자

신의 일부로써 인식하게 된다. 따라서, 노년기 건강관리에 중요한 것은 

만성질환의 종류나 유병상태가 아닌 노인 개인의 질병을 바라보는 관점

과 이에 따른 행동일 수 있다. 향후 복합만성질환 노인을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복합만성질환 유병 양상에 따른 접근보다 노인의 

질병에 대한 중증도 및 이환 기간 등의 객관적인 자료수집과 함께 노인

의 삶에서 질병이 차지하는 의미나 관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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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합만성질환 노인의 허약과 지각된 건강상태, 

자기관리 행위의 관계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복합만성질환 노인의 허약수준을 낮출 

수 있는 간호중재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연구결

과 복합만성질환 양상별 간호중재 개발의 차별화의 필요성에 대한 과학

적 근거는 도출되지 않았지만, 복지관을 이용하는 복합만성질환 노인에

서 허약 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복지관 노인 대상의 

간호중재 개발 시 허약관리의 중요성을 시사하기 때문에, 허약과 지각된 

건강상태, 자기관리 행위 간의 상관관계와 함께 주요 결과변수인 허약에 

따라 지각된 건강상태와 자기관리 행위의 차이가 있는지 추가 분석을 시

행하였다. 

연구결과, 복합만성질환 노인의 허약수준에 따라 지각된 건강상태와 

자기관리 행위(절주, 운동)에 차이가 있었다. 허약할수록 아주 건강하지 

못하다고 지각하는 노인의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허약 노인이 비허약 

노인보다 지각된 건강상태가 나쁘다는 권상민과 박정숙 (2009)의 연구

와 유사하다. 이 결과는 객관적인 신체 요인 뿐 아니라 노인이 주관적으

로 평가하는 지각된 건강상태가 노년기 허약수준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

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편, 자기관리 행위 중 절주와 운동시간은 복합만성질환 노인의 허

약 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허약할수록 음주를 하지 않았고, 

운동권장수준(주 150분 이상)을 충족하는 운동을 하는 노인의 비율이 

감소하였다. 흥미로운 사실은 허약 노인의 80%, 전허약 노인의 71.7%

가 운동을 실천하고 있었고, 허약한 노인들 중에서도 본인이 아주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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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고 지각하는 노인이 24.4%나 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허약할 수록 자기관리 능력이 감소하고, 지각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Cramm 등 (2014)의 연구결과와는 차이가 있다. 또한 허약한 노인은 

골격근량과 근력이 점차 감소하는 근감소증으로 인해 운동에 대한 부담

이 증가하고, 지각된 운동부담이 상승할수록 운동을 기피하기 쉽게 된다

는 Lang 등 (2009)의 연구와도 상충된다. 그러나 허약한 노인의 운동

실천율이 높지만 허약할수록 주 150분 미만의 권장수준에 못 미치는 운

동을 하고 있었다는 점은 Cramm 등 (2014)과 Lang 등 (2009)의 연

구결과를 지지하는 부분이다. 즉, 허약한 노인도 건강한 생활습관(절주, 

운동)과 관련된 자기관리 행위를 하고 있으나 효과가 있을 정도의 올바

른 운동을 못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대상자 중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노인이 시행하고 있는 운동 종류를 살펴보면 유산소 

운동이 94.1%인데 비하여 근력강화 및 유연성 운동이 각각 12.9%, 균

형 운동이 1.0%에 불과하여 허약 예방을 위해 권고되어지는 균형 및 근

력강화, 유연성 운동이(박병진 & 이용제., 2010) 부족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허약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운동의 강도, 빈도, 방법에 대한 정

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복합만성질환 노인의 지각된 건강상태와 허약, 자기관리 행위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지각된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허약 하였고, 

자기관리 행위(운동)를 하지 않았으며, 허약(신체, 심리, 사회, 환경 영

역)할 수록 약물복용 이행도가 낮고, 자기관리 행위(운동)를 하지 않았

는데, 이는 지각된 건강상태와 허약, 자기관리 능력 간에 유의한 상관관

계가 있다고 보고한 선행연구 결과(Cramm et al., 2014; Hackstaff, 

2009)를 지지한다. 이는 복지관을 이용하는 복합만성질환 노인의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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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중재 시 지각된 건강상태와 허약, 자기관리 행위 능력에 대한 통합

적인 고려가 중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자기관리 행위 중 약물복용 이행

은 신체적 요인을 제외한 심리, 사회, 환경 영역의 허약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만성질환 노인의 약물복용 순응도를 증진하기 

위해 노인의 신체적 제약뿐 아니라 심리사회적 환경의 영향을 포괄적으

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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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1) 본 연구는 임의표출에 의한 서울시 소재 1개 복지관을 이용하는 

복합만성질환 노인 128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여성 노인의 비율이 남성

의 약 5배로 많아 복지관 이용 노인 전체에 대한 연구 결과로 일반화 

시키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2) 본 연구는 복합만성질환 양상을 순환기계, 내분비계, 근골격계 질

환 간 가능한 네 가지 조합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모든 복합만성질환 

양상에 대한 연구 결과로 확대 해석하는 것에 주의를 요한다.  

3) 본 연구는 노인의 자가보고에 의존하여 복합만성질환 보유 여부를 

조사하였고, 각 질병의 중증도나 합병증, 유병기간이 고려되지 못한 것

도 제한점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 자료수집 당시, 질병 유병기간에 대해 

조사하고자 하였으나 이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노인이 드물어 자

료분석에 포함할 수 없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의무기록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함으로써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할 수 있겠다.  

4) 본 연구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연구조사원의 수가 많아 조사원 간 

차이를 줄이기 위해 설문내용에 대한 자료수집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 보

완하고자 하였으나, 조사원 간 신뢰도에 대한 제한점이 있다. 

5) 본 연구에서 약물복용 이행을 측정한 모리스키 도구의 신뢰도가 

Cronbach’s α이 0.63으로 다소 낮았다는 제한점이 있다. 그리고 복합

만성질환자의 자기관리 행위를 측정하는 포괄적 도구의 부재로 본 연구

자가 문헌고찰을 통해 자기관리 행위를 측정하는 여러 도구들을 조합했

다는 점에서 타당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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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본 연구는 노년기 만성질환 관리의 패러다임을 단일 질병 중

심에서 복합만성질환이라는 보다 통합적인 대상자 중심의 관점에서 접근

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본 연구결과는 복지관 이

용 노인의 건강관리의 방향이 질병 보다는 노인이 질병에 대한 관점 및 

태도에 초점을 맞춰 전개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본 연구를 통해 복지관 사업이 여가 복지 중심에서 더 나아가 

지역사회 내 허약 예방 및 관리 서비스를 위한 사업운영의 필요성을 확

인하였고, 복합만성질환 노인의 허약수준을 낮출 수 있는 간호중재 프로

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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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지역사회 복합만성질환 노인의 허약 수준을 낮추기 위한 

간호중재 개발의 기초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복지관 이용 노인을 대상으

로 복합만성질환 양상별 허약과 지각된 건강상태, 자기관리 행위의 차이 

및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수행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결과, 복지관 이용 노인에게 빈번히 나타나는 복합만성질환 양

상은 순환기계+근골격계 질환, 순환기계+내분비계 질환, 순환기계+근

골격계+내분비계 질환, 근골격계+내분비계 질환의 순이었으며, 이들 중 

약 50%가 허약노인이었다. 이는 여러 만성질환을 가진 허약 노인도 복

지관을 정기적으로 이용할 만큼 독립적 생활을 영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

미한다. 따라서, 여가복지 서비스가 주가 되는 복지관에서 지역사회 노

인의 허약을 조기에 사정, 관리하는 예방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

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복합만성질환 양상별 일부 예방접종을 제외한 허약과 지각된 

건강상태, 자기관리 행위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2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허약노인 중 본인이 아주 건강하다고 지각하

는 노인이 약 25%나 보고되었음을 볼 때, 본 연구는 노년기의 건강이 

본인이 갖고 있는 질병의 종류나 이환된 상태 자체가 아니라, 노인의 질

병에 대한 관점과 수용, 태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효과적인 노년기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질병 보다 노인의 건강에 대한 지

각과 태도에 초점을 맞춘 건강증진 전략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향후 병원, 보건소, 요양시설, 재가 노인 등 다양한 현장에서 반복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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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복합만성질환 양상별 건강특성에 차이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탐색함

으로써 노년기 만성질환의 효과적인 중재 개발을 위해 만성질환 양상에 

따라 프로그램 내용이 특화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복합만성질환 노인의 허약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요인은 지각된 건강상태와 자기관리 행위(운동, 약물복용 이행)이었으며, 

허약 수준에 따라 지각된 건강상태와 자기관리 행위(절주, 운동)에 유의

미한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복합만성질환 노인의 허약 예방∙관리를 위

해서는 심리(기분, 정서)∙사회적 환경 차원의 허약 수준을 포괄적으로 

고려한 복약순응증진 프로그램과 함께 허약노인을 위한 올바른 운동방법

에 초점을 맞춘 자기관리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한다. 더불어 노년기 

허약 수준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로써 지각된 건강상태를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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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언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 결과의 일반화를 위해 다양한 노인집단을 대상으로 복합만

성질환 양상별 건강상태 및 건강행위에 대한 연구를 할 것을 제언한다. 

둘째, 복합만성질환 노인 뿐 아니라 단일 만성질환, 비만성질환 노인

들 간 허약 정도와 지각된 건강상태, 자기관리 행위의 차이를 비교, 분

석하는 연구를 할 것을 제언한다. 

셋째, 본 연구 결과를 기초하여 복지관 중심의 허약노인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하는 연구를 할 것을 제언한다. 

넷째, 복지관 이용 복합만성질환 노인의 건강상태와 건강행위에 대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추적 관찰하는 종적 연구의 시행을 제언한다. 

다섯째, 복합만성질환 노인의 자기관리 행위를 보다 정확하게 측정 할 

수 있도록 타당도 높은 도구개발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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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 1. 연구참여자용 설명서 및 동의서 

연구 과제명 : 복지관 이용 노인의 복합만성질환 양상별 허약과 자기관리 행위 

연구 책임자명 : 김가혜(서울대학교 간호대학원/석사과정 학생) 

이 연구는 복지관을 이용하는 복합만성질환을 갖고 계신 어르신들의 복합만성질

환 양상별 허약과 자기관리 행위에 대한 연구입니다. 귀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으

로, 자가보고 또는 의사로부터 진단 받은 2개 이상의 순환기계, 근골격계, 내분비 

대상성 질환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지기능평가에서 비채매군으로 선별되었으며, 의

사소통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연구에 참여하도록 권유 받았습니다. 이 연구를 수

행하는 서울대학교 소속의 김가혜 연구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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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되는지 그리고 연구의 내

용이 무엇과 관련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내용을 신중히 읽어보

신 후 참여 의사를 밝혀 주시길 바라며, 필요하다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의논해 보십시

오. 만일 어떠한 질문이 있다면 담당 연구원이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것입니다.  

1. 이 연구는 왜 실시합니까?

이 연구의 목적은 복지관을 이용하는 복합만성질환 노인을 대상으로 복합만성

질환 양상을 파악하고, 복합만성질환 양상별 허약 및 자기관리 행위의 차이 및 

관계를 확인하여 궁극적으로 복합만성질환 노인의 자기관리 행위를 향상시키고 

허약수준을 낮출 수 있는 간호중재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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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합니까?

복지관을 이용하는 복합만성질환을 보유한 만 65세 이상 노인 약 198명의 사람

이 참여 할 것입니다. 

3. 만일 연구에 참여하면 어떤 과정이 진행됩니까?

만일 귀하가 참여의사를 밝혀 주시면 다음과 같은 과정이 진행될 것입니다. 

1) 연구보조원이 1:1 직접 면접을 통해 설문조사를 하시게 됩니다.

2) 설문 응답에 소요되는 예상시간은 총 20분 정도입니다.

3) 구체적인 설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인지기능평가: 기억등록, 시계그리기, 기억회상

② 복합만성질환: 복합만성질환 유무, 만성질환 진단 시기

③ 자기관리 행위: 건강생활습관(금연, 절주, 운동),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약

물 복용 이행, 의료진과의 의사소통 

④ 허약: SOF 허약 사정(체중감소, 의자 앉았다 일어나기 5회, 기력), 포괄적

허약 사정(신체영역, 심리영역, 사회영역, 환경 영역) 

⑤ 인구사회학적 특성: 성별, 연령, 교육수준, 결혼상태, 가구형태, 종교, 경제

수준 

모든 과정은 복지관에서 시행되며 어르신들이 복지관 내 활동이나 치료에 

참여하는데 방해하지 않는 적절한 시간 파악을 위해 해당 기관담당자 및 

어르신을 통해 허용한 시간에만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할 것입니다.  

4. 연구 참여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총 연구 참여 기간은 1일 1회 약 20분이 소요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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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참여 도중 그만두어도 됩니까? 

 

예, 귀하는 언제든지 어떠한 불이익 없이 참여 도중에 그만 둘 수 있습니다. 만

일 귀하가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다면 담당 연구원이나 연구 책임

자에게 즉시 말씀해 주십시오. 

 

6. 부작용이나 위험요소는 없습니까? 

 

연구진행 과정에서 어르신이 경험할 신체적 위험은 없으며, 만일 신체적 또는 

심리적인 불편감이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중단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연

구에 참여하거나, 또는 참여거부로 인해서 복지관 이용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본 연구자가 어르신으로부터 얻게 되는 개인적 정보는 연구 분석에 필요한 일

반적 특성에 제한되며, 여기에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결혼상태, 가구형태, 종

교, 경제수준이 포함됩니다. 이외 어르신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는 일체 수집하지 않으며 설문지 응답자료는 연구자 외에는 알 수 없

도록 개인이 식별될만한 모든 사항을 없애고 숫자로 암호화하여 처리하고 잠금

장치가 있는 연구실에 보관하여 개인 정보 유출의 위험에 각별히 신경을 쓸 것

입니다. 만일 연구 참여 도중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위험 요소에 대한 질

문이 있으면 담당 연구원에게 즉시 문의해 주십시오. 

 

7. 이 연구에 참여시 참여자에게 이득이 있습니까?  

 

귀하가 이 연구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직접적인 이득은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제공하는 정보는 노인간호학 연구 분야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82 - 

8. 만일 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있습니까?

귀하는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본 연구에 참여하

지 않아도 귀하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9. 연구에서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은 보장됩니까?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서울대학교의 김가혜 석사과정 학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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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만일 법이 요구하면 귀하의 개

인정보는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모니터 요원, 점검 요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는 연구참여자의 개인 정보에 대한 비밀 보장을 침해하지 않고 관련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본 연구의 실시 절차와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 결과를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본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이러한 사항에 대하

여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이를 허용한다는 동의로 간주될 것입니다. 

10. 이 연구에 참가하면 댓가가 지급됩니까?

귀하의 연구 참여시 감사의 뜻으로 6000원 정도 되는 작은 기념품(여행용 세면

도구 세트) 이 증정될 것입니다. 

11. 연구에 대한 문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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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게 연락하십시오. 

이름: __김가혜___ 전화번호:  

만일 어느 때라도 연구참여자로서 귀하의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다음의 서울대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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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윤리심의위원회 규정

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5. 나는 담당 연구자나 위임 받은 대리인이 연구를 진행하거나 결과 관리를 하는

경우와 보건 당국, 학교 당국 및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실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비밀로 유지되는 나의 개인 신상 정보를 직접적으로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6. 나는 언제라도 이 연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게 어떠한

해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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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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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일 있을 경우 

법정 대리인 성명(참여자와 관계) 서 명 날짜 (년/월/일) 

입회인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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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설문지 

І. 인지기능평가(Mini-Cog) 

항목 질문 점수 

기억등록 
1. 세 가지 물건 이름 기억하기

나무, 자동차, 모자 
- 

시계 

그리기 

2. 시계를 그리고, 11시 10분을 가리키는

시계바늘을 그리세요. 

□ 틀림

□ 맞음

기억회상 
3. 조금 전에 말했던 단어 3 가지를 떠올려

다시 말해주세요. 

□ 틀림

□ 1개

맞음 

□ 2개

맞음 

□ 3개

맞음 

평가 

3 단어 모두 기억= 비치매군 

1-2 단어 기억 + 시계그리기 맞음 =비치매군 

1-2 단어 기억 + 시계그리기 틀림=치매군 

3 단어 모두 기억하지 못함=치매군 

□ 

치매군 

□ 

비치매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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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복합만성질환 

1. 다음은 어르신이 갖고 있는 만성질환 종류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3 개월 이상 앓고 있는 질병에 O 또는 V 표시를 해주십시오. 

분류 질환명 해당 분류 질환명 해당 

순환기계 

1)고혈압 □ 

암 

18)대장암 
□ 

2)뇌졸중(중풍) □ 19)폐암 □ 

3)고지혈증 □ 20)유방암 
□ 

4)협심증,심근경색증 □ 21)자궁경부암 
□ 

내분비계 

5)당뇨병 □ 
22)기타 암

(      ) 
□ 

6)갑상선 질환 □ 

소화기계 

23)위십이지장궤

양, 위염 

□ 

근골격계 

7)골관절염, 류머티

즘, 관절염 
□ 24) 간염 

□ 

8) 골다공증 □ 25) 간경변 
□ 

9)요통, 좌골신경통 □ 요 

생 

식 

기 

계 

26) 만성신부전증 □ 

호흡기계 

10)만성기관지염, 폐

기종 
□ 27)전립선비대증 □ 

11)천식 □ 28)요실금 □ 

12)폐결핵, 결핵 □ 29)성병(매독 등) 
□ 

감각기계 

13)백내장 □ 

기타 

30)빈혈 □ 

14)녹내장 □ 31)피부병 □ 

15)만성중이염 □ 32)우울증  
□ 

암 
16)위암 □ 

33)골절, 탈골 및 

사고 후유증 
□ 

17)간암 □ 
34)질병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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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르신이 만성질환을 처음 진단받은 시기는 언제입니까?(*각 질환별

기입해주십시오) 

1) 질환명(  )▶(  )년도 (  )월 또는 (  )개월 전 

2) 질환명(  )▶(  )년도 (  )월 또는 (  )개월 전 

3) 질환명(  )▶(  )년도 (  )월 또는 (  )개월 전 

Ⅲ. 건강인지도 

평상 시, 어르신이 생각하는 어르신의 건강상태는 어떻습니까? 

□ 아주 건강하다 □ 보통이다 □ 건강하지 못하다.

Ⅳ. 자기관리 행위 

다음은 어르신의 건강행위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에 O 

또는 V 표시를 하거나, 빈 칸에 간단히 답하여 주십시오. 

1. 건강생활습관

1) 금연

(1) 현재 담배를 피우십니까? 

○1  전혀 피운 적이 없다(평생 10개비 미만) 

○2  과거에는 피웠으나 현재 피우지 않는다 

○3  현재도 피우고 있다(1-1에 응답해주십시오) 

1-1)현재 하루 평균 몇 개비의 담배를 피우십니까? (  )개비 

2) 절주

(1) 현재 술을 드십니까? 

○1  아니오, 원래 안 마신다 ○2  아니오, 전에는 먹었으나 끊었다 

○3  예 

* 아래 표 안에 있는 질문에는 현재 술을 드시는 분((1)번 문항에 예

라고 대답하신 분)만 응답해 주십시오. 

* 현재 술을 드시지 않는 분은 ‘3) 운동’ 문항으로 넘어가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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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최근 1년 동안 술은 얼마나 자주 마십니까? 월 

(  )회 또는 주 (    )회 

1-2) 한 번에 술을 얼마나 마십니까? 

□ 소주 반병 이하(기타 술1-2잔)

□ 소주 반병~1병 이하(기타 술3-4잔)

□ 소주 1병~1.5병 (기타 술5-6잔)

□ 소주 1.5병~2병 (기타 술7-9잔)

□ 소주 2.5병 이상(기타 술10잔 이상)

3) 운동

(1) 어르신께서는 평소에 운동을 하십니까? 

□ 아니오   □ 예 (1-1에 응답해주십시오)

1-1) 어르신께서 평소에 하시는 운동의 종류, 시간, 횟수를 작성해주

십시오. 

운동

종류 

운동

시간 

( )

분/회 

운동

횟수 

( )

회/주 

2.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1) 최근 2년 동안 건강을 위해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아니오

□ 예

2) 인플루엔자(독감)예방접종을 매년 하고 계십니까?
□아니오

□ 예

3) 폐렴구균 예방 접종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오

□ 예

4) 지난 10 년 이내에 파상풍 예방접종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오

□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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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약물 복용 이행 

귀하께서는 만성질환 치료를 위해 약물을 사용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약물 복용 습관에 관한 몇 가지 사안이 있으며, 이에 대한 귀하의 경험

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맞는 답도 틀린 답도 없습니다. 만성질

환 약물복용에 관한 귀하의 개인 경험을 바탕으로 각 질문에 답해 주십

시오. 

 아니오 예 

1. 귀하는 때때로 만성질환 약물 복용을 잊습니

까? 

  

2. 사람들은 때때로 잊어버리는 것 외의 다른 이

유들로 인해 약물 복용을 거릅니다. 지난 2주 동

안 약물을 복용하지 않은 날이 있었습니까? 

  

3. 약물 복용이 증상을 악화시키는 것 같아서 의

사에게 말하지 않고 약물 복용을 줄이거나 중단

한 적이 있습니까? 

  

4. 여행이나 외출 시 때때로 만성질환 약물을 가

져가는 것을 잊습니까? 

  

5. 어제 만성질환 약물을 복용했습니까?   

6. 만성질환이 조절되는 것 같을 때에, 때때로 약

물 복용을 중단합니까? 

  

7. 어떤 사람들은 매일 약물을 복용하는 것을 매

우 불편해합니다. 귀하의 만성질환 치료 계획을 

계속하는 것이 귀찮다고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8. 귀하는 약물 복용을 기억하는 데에 얼마나 자

주 어려움이 있습니까? (해당 번호에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전혀/거의 없음 

……………………4 

어쩌다가…………3 

때때로……………2 

평상시에…………1 

항상………………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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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료진과의 의사소통

어르신이 의료진(간호사,의사)과 대화할 때 다음 사항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 표시하십시오.  

전혀 

없다 

거의 

없다 

가끔 

했다 

자주 

했다 

매우 

자주 

했다 

항상 

했다 

① 의료진에게 물어볼 질문

목록을 준비한다.
0 1 2 3 4 5 

② 의료진에게 궁금하고, 

치료에 대해 이해가 안

되는 것에 대하여 질문을

한다.

0 1 2 3 4 5 

③ 질병과 관련 있을 수 있는

개인적 문제를 의료진과

의논한다.

0 1 2 3 4 5 

Ⅴ. 허약 사정 

1. SOF 허약 사정

1) 최근 1년간 5% 이상의 체중 감량이

있었습니까? 
0. 아니오   1. 예

2) 팔을 사용하지 않고 의자에서 5회 이상

일어나실 수 있습니까? 
0. 아니오   1. 예

3) 기력이 좋은 편입니까? 0. 아니오   1.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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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포괄적 허약 사정 도구

1) 신체영역

건강상태 때문에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는데 제약을 받은 적이 있습니

까? 만약 그렇다면 얼마동안 그랬습니까? (적절한 답에 표시하세요) 

전혀 그렇

지 않다 

3개월 미

만 그렇다 

3개월 이상 

그렇다 

장바구니 들기와 같이 덜 힘든 활

동 

언덕이나 몇 개의 계단 오르기 

몸을 굽히거나 들어올리기 

산책하기 

2) 심리영역

○1  기분 

지난 몇 주간의 생활을 돌이켜보았을 때, 어르신의 기분과 가장 적합한 

것은? 

매우 

그렇

지 않

다 

평상시보

다 더 그

렇지는 않

다 

평상시

보다 더 

그렇다 

매우 

그렇

다 

나는 불행하고 우울했다 

나는 자존감을 잃어가고 있는 것처

럼 느껴졌다 

나는 문제들에 대처할 수 없을 것 

같았다. 

나는 지속적으로 압박을 받는 것처

럼 느꼈다 

나는 내가 더 이상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처럼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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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서 

다음 진술에 어느 정도 동의합니까? (적절한 답에 표시하세요) 

 매우 그

렇지 않

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

다 

그렇

다 

매우 그

렇다 

나는 전반적으로 공허함을 

느낀다 

     

나는 주변 사람들이 그립

다 

     

나는 종종 거부당한다고 

느낀다 

     

 

3) 사회영역 

○1  사회적 고독 

다음 진술에 어느 정도 동의합니까? (적절한 답에 표시하세요) 

 매우 그

렇지 않

다 

그렇

지 않

다 

그저 

그렇

다 

그

렇

다 

매우 

그렇다 

내게 문제가 생겼을 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충분하다 
     

내가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사

람을 많이 안다 
     

내가 유대감을 느낄 수 있는 사

람이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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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 지지 관계망 

당신이 얼마 동안 평소에 하던 집안일들을 할 수 없다고 가정해보면, 당

신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까? (적절한 답에 표시하세요)(복

수응답 가능) 

사회적 지지 관계망

Ⅰ 

사회적 지지 

관계망 Ⅱ 
사회적 지지 관계망 Ⅲ 

배우자 딸 

형제 또는 자매

(배우자의 형제 

또는 자매) 

아들 사위 가족 

며느리 손주 
이웃 

친구 

4) 환경 영역

당신의 집에 해당하는 서술은? (적절한 답에 표시하세요) 

매우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

다 

그저 

그렇

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집이 열악하고 좋지 않게 유지

되고 있다 

집이 매우 쾌적하지 않다 

집을 난방하기 어렵다 

집 안이 충분히 편안하지 않다 

나는 집 주변환경(동네)을 좋

아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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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인구사회학적 특성 

다음은 어르신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에 대해 묻는 

질문입니다. 

1.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2. 연령
만 ( )세, 또는 생년월일: ( )년 ( )월 

(  )일 

3. 교육수준

(* 학교에 다녔던 가장 고학년에 표시하세요. 예)중학교 

학년까지 다닌 경우 8에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4. 결혼상태

(* 한 가지에만 표시) 

① 기혼 ② 별거 ③ 사별 ④ 미혼

⑤ 이혼

5. 가구형태

① 노인독거  ② 노인부부  ③ 자녀동거

④ 친척 또는 지인 동거 ⑤ 기타(  ) 

6. 종교
① 불교 ② 개신교(기독교) ③ 천주교 ④ 유교

⑤ 원불교   ⑥ 기타(구체적으로:  )  ⑦  없음 

7. 경제수준 ① 상 ② 중 ③ 하

◆ 연구에 참여해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 



- 94 - 

부록 3.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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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도구 사용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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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railty, Perceived Health Status, 

and Self-Management Behaviors 

of Older South Korean Adults 

 with Multimorbidity Using  

a Senior Center 
 

Kim Gahye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Purpos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s 

among the frailty, perceived health status, and self-management 

behaviors of older South Korean adults according to their 

multimorbidity patterns. 

Methods: A cross-sectional study was carried out at one senior 

center in South Korea. A total of 128 older adults with complex 

chronic diseases were enrolled in the study. Data were collected 

through self-reported questionnaires, included frailty, perceived 

health status, and self-management behaviors (healthy lifestyle, 

health examination and vaccination, communication with physici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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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tion adherence). 

Results: The mean age of the participants was 75.63 (±6.02) 

years, and 83.6% of the participants were female and 49.8% were 

classified as frail. The frequent multiple-disease patterns were 

cardiovascular + musculoskeletal disease (42.2%), cardiovascular + 

endocrine disease (39.1%), cardiovascular + endocrine + musculoskeletal 

disease (13.3%), and musculoskeletal + endocrine disease (5.5%).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frailty, perceived health status, 

and self-management behaviors according to the multimorbidity 

types, except for influenza vaccination (p=.049). The older people in 

the frail group reported significantly lower perceived health status 

and self-management behaviors (drinking control, exercise). There 

were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frailty, perceived health status, 

and self-management behaviors (exercise, medication adherence). 

Conclusions: To establish effective care for older people with 

multimorbidity, the healthcare providers in senior centers need to 

develop a self-management program based on the elders ’ 

perspectives with regard to their chronic disease, perceived health 

status, and frailty status, not only with regard to the types of chronic 

illness. 

Keywords : Multimorbidity, Frail, Health Status, Self-care, Aged 

Student Number : 2013-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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