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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척수손상 환자의 자가관리 역량, 사회적 지지, 

자가관리 이행과의 관계

  본 연구는 척수손상 환자의 자가관리 역량, 사회적 지지, 자가관리 이행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로 척수손상을 진단받은 만 19세 이상의 성인 

중 ASIA A등급(완전마비)을 제외한 특이 정신질환이 없으며 의식이 명료한 자를 대

상으로 하였다. 연구도구로는 자가관리 역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Evers et al.(1986)

가 개발한 Appraisal of Self-care Agency scale(ASA scale)를 Sousa et 

al.(2010)이 개정한 Appraisal of Self-care Agency Scale-Revised(ASAS-R)를 

김호곤(2012)이 한국어로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다. 사회적 지지는 김옥수(1993)가 

개발한 사회적지지 측정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자가관리 이행은 Pruitt et al.(1998)가 

척수손상 환자의 건강 행위 수행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한 Spinal Cord 

Injury Lifestyle scale(SCILS)를 연구자가 번역하여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자료수집은 서울 소재 K재활병원의 척수손상 재활의학과 입원 및 외래 환자와 척수

장애인협회 회원 130명을 대상으로 2016년 4월 12일부터 5월 28일까지 이루어졌으

며, 배부된 총 130부의 설문지 중 106개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version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독립 t-검정, 피어슨 상관

관계, 다중회귀분석 방법(Stepwise)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성별은 남성이 78.3%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평균연령은 42.94세였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44.3%,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55.7%로 배우자가 없는 경

우가 더 많았다. 직업이 없는 대상자가 61.3%였으며, 소득수준이 100만원 미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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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28.3%였다. 또한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대상자는 31.1%, 음주를 하고 있

는 대상자는 64.2%였다. 52.8%의 대상자가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있었으

며, 전체 대상자 중 17.0%만이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은 편이라고 응답하였다.

2. 대상자의 자가관리 역량은 75점 만점에 50.87(±6.83)점이었으며, 사회적 지지는 

120점 만점에 83.86(±15.11)점이었다. 사회적 지지의 하위 영역별로는 가족 지

지 46.66(±9.00)점, 의료인 지지 37.20(±9.91)점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자가

관리 이행은 100점 만점에 52.03(±12.05)점이었다.

3. 대상자의 자가관리 역량이 높을수록 가족지지(r=.331, p=.001), 의료인 지지

(r=.246, p=.011), 자가관리 이행(r=.403, p<.001)수준이 높았으며, 대상자가 

인지하는 가족지지(r=.306, p=.001)와 의료인(r=.236, p=.015)지지가  높을수

록 자가관리 이행 수준 또한 높았다. 

4. 대상자의 자가관리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가관리 역량(β=.301, 

p=.002), 사회적 지지(β=.244, p=.010), 소득수준(β=.184, p=.038)등으로 

설명력이 21.5%이었고, 이 중 자가관리 이행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가

관리 역량으로 15.4%를 설명하였다. 

   

  결론적으로 척수손상 환자의 자가관리 이행은 자가관리 역량, 사회적 지지가 높을

수록 높았다. 특히 자가관리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가관리 역량, 주기적 건

강검진, 소득수준으로 자가관리 역량이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따라서 척수손

상 환자의 자가관리 이행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소득 척수손상 환자의 자가관

리 역량을 우선적으로 높이고 주기적 건강검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간호중재 전

략이 개발되어야 한다.

핵심 되는 말 : 척수손상, 자가관리 역량, 사회적 지지, 자가관리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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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척수손상은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을 초래하는 신경계 질환 중 하나로 자율신경기

능에 이상이 유발되어 감각과 운동기능이 상실된 상태를 말한다(대한척수손상학회, 

2015). 이러한 척수손상은 크게 물리적 사고로 인한 외상성 척수손상과 척수 내 종

양이나 전이성 암, 척수염증 등과 같은 질병으로 인한 비외상성 척수손상으로 나누어

지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교통사고(45.4%), 추락(16.8%), 스포츠 사고(16.3%) 등으

로 발생하는 외상성 척수손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대한척수손상학회, 2015). 

  척수손상은 감각 및 운동기능의 상실뿐만 아니라 다른 신체 기능에도 영향을 미쳐 

방광 및 장의 조절 능력 상실, 호르몬 불균형, 체성분 변화, 비만, 근력 소실 등을 나

타나게 한다(Stiens, Fawber, & Yuhas, 2013). 척수손상 환자 대부분은 완전마비 

혹은 불완전마비 상태에 따른 신체활동의 제한으로 인해 일반인보다 고혈압, 당뇨, 고

지혈증과 같은 만성질환 발병에 더욱 민감해 질 수 있으며, 만성질환의 조기발병 가

능성 또한 더 높다(홍현숙 등, 2012). 척수손상관련 합병증은 빈번하게 발생하며 대

부분의 환자들은 일 년 동안 약 8~14가지의 합병증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경험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Piatt, Nagata, Zahl, Li, & Rosenbluth, 2016). 

  따라서 척수손상 환자는 신체기능유지를 위한 재활치료와 합병증 및 만성질환 예방

을 위한 자가관리를 남은 일생 동안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자가관리란 생명, 통합

된 기능, 안녕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신의 상태나 주어진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을 말하

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개인의 능력을 자가관리 역량이라 한다(Orem, 1997). 자가관

리 역량이 자가관리 이행을 위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게 될 때 자가관리 결핍이 초래

되지만 환자의 자가관리 역량이 높을수록 자가관리 이행 정도 또한 높아지게 된다. 그

러나 신체장애를 가진 환자의 경우, 지속적인 자가관리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

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자가관리 이행과 관련된 환자의 소진과 무력감을 예방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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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의료인과 가족의 사회적 지지가 필요하다(Tramonti, Gerini, & Stampacchia, 

2015). 

  사회적 지지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 사회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사람이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의 존재 또는 개인이 속한 사회적 집단의 이용 가능성을 말한

다(Shoji et al., 2014). 그러나 활동범위가 제한적인 척수손상 환자 대부분은 동료집

단으로부터 건강관련 문제에 대한 정보를 습득 및 공유하고 있는 실정이다(Muller et 

al., 2015). 따라서 척수손상 환자에 대한 의료인과 가족의 사회적 지지는 이들의 자

가관리 역량을 향상시켜 주고 합병증 및 만성질환 예방과 같은 자가관리 이행에 도움

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척수손상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외 연구로는 척수손상 환자들의 진단 

후 합병증 발생률, 건강관리 실천의 방해요인, 자가관리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사회

적 지지 프로그램의 효과 등을 찾아볼 수 있었으나(Munce et al., 2016; Nas, 

Yazmalar, Sah, Aydin, & Ones, 2015; Stiens et al., 2013) 척수손상 환자들의 

자가관리 역량과 자가관리 이행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또한 국내 

연구에서 척수손상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는 물리치료요법, 운동요법, 욕창예방, 

삶의 질 등에 관한 내용(곽내화, 장기연, 안규환, & 우희순, 2012; 곽선규, 송영은, 

김병완, 김창환, & 강은범, 2014; 김상진, 2012; 서영미, 2010)이 대부분이었으며 

척수손상 환자가 자가관리 역량을 증진하고 사회적 지지를 통해 자가관리 이행 정도

를 향상 시키는 것에 대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척수손

상 환자의 자가관리 역량과 사회적 지지, 자가관리 이행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척수손상 환자의 자가관리 이행 증진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

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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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척수손상 환자의 신체 기능 유지를 위한 재활치료와 합병증 예방을 위해 

자가관리 이행 증진을 돕는 간호중재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척수손상 환자의 자가관리 역량, 사회적 지지, 자가관리 이행 정도를 파악한다.

2) 척수손상 환자의 자가관리 역량, 사회적 지지, 자가관리 이행간의 관계를 분석한

   다.

3) 척수손상 환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가관리 역량, 사회적 지지, 자가관리 이행

   의 차이를 비교한다.

4) 척수손상 환자의 자가관리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3. 용어의 정의

1) 자가관리 역량(Self-care agency)

� 이론적 정의 

  자가관리 역량이란 생명, 통합된 기능, 안녕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신의 상태나 주어

진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을 말한다(Orem, 1997).

�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 자가관리 역량은 척수손상 환자가 자신의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개

인의 능력으로 Evers 등(1986)이 개발하고 이후 Sousa 등(2010)이 개정한 

Appraisal of Self-care Agency scale-Revised(ASAS-R)를 김호곤(2012)이 한

국어로 번역한 도구를 이용하여 자가관리 역량획득, 자가관리 역량개발, 자가관리 역



- 4 -

량부재 등을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2) 사회적지지(Social support)

� 이론적 정의 

  사회적 지지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 사회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사람이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의 존재 또는 개인이 속한 사회적 집단의 이용 가능성을 말한

다(Shoji et al., 2014).

�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는 척수손상 환자가 의료인과 가족으로부터 관심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으로 김옥수(1993)가 개발한 사회적 지지 측정 도구를 이용하여 

의료인과 가족으로부터의 사회적 지지를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3) 자가관리 이행(Self-care practice)

� 이론적 정의 

  자가관리 이행이란 자신의 건강증진 및 안녕을 위해 능동적으로 자가관리 관련 행

위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Orem, 1985).

�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 자가관리 이행이란 척수손상 후 환자들이 자신의 건강증진을 위해 능

동적으로 자가관리 관련 행위를 실천하는 것으로 Pruitt, Wahlgren, Epping-Jordan, 

and Rossi(1998)가 개발한 Spinal Cord Injury Lifestyle Scale(SCILS)를 이용하

여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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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 헌 고 찰

  이 장에서는 척수손상 환자의 건강문제와 자가관리, 자가관리 역량과 자가관리 이

행의 관계, 사회적 지지와 자가관리 이행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1. 척수손상 환자의 건강문제와 자가관리

척수손상 환자는 독립적인 신체활동의 제한을 받고 손상 부위와 손상 정도에 따라 

신경인성 방광, 배변장애, 심장질환, 심부정맥혈전증, 기립성 저혈압, 자율신경반사부

전, 경련, 자발적 환기 부전 등의 건강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Nas et al., 2015). 뿐

만 아니라 척수손상과 관련된 합병증의 발생도 빈번하게 나타나는데 척수손상 환자의 

재입원을 초래하는 가장 흔한 것으로는 요로감염(45.9%), 욕창(39.7%), 발열

(18.3%), 통증(18.3%) 등이 있으며(Piatt et al., 2016) 이러한 건강문제들은 퇴원 

후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환자의 사회활동 참여와 삶의 질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대부분의 척수손상 환자는 방광 또는 배뇨장애를 갖게 되는데 그 이유는 정상적인 

배뇨가 일어날 수 있도록 배뇨근을 수축시키고 괄약근이 이완되도록 하는 천수배뇨중

추(Sacral micturition center)가 S2~4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발적 배뇨가 어

려운 척수손상 환자들이 배뇨를 위해 사용하는 보조방법으로는 간헐적 도뇨법, 유치도

뇨법, 복압상승, 자극배뇨법, 콘돔카테터, 기저귀 착용 등이 있으며 손동작이 가능한 척

수손상 환자의 경우, 하루에 4~6회 정도로 규칙적인 간헐적 도뇨를 통해 배뇨를 하게 

된다(Sorokin & De, 2015). 간헐적 도뇨법은 도뇨관을 자주 사용하게 됨으로써 요관 

폐쇄, 요도구 미란, 재발성요로감염, 방광염, 부고환염, 요실금 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환자와 주돌봄제공자의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입원 기간 중 간헐적 도뇨법을 교육

받은 환자들이 퇴원 후에는 배뇨방법의 어려움과 불편함으로 자가도뇨 스케줄을 잘 따

르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청결적으로 자가도뇨를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비뇨기계 

관련 감염성 질환을 진단받게 된다(Afsar, Yemisci, Cosar, & Cetin,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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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수손상 환자의 46.9%가 경험하게 되는 신경인성 장은 척수손상의 흔한 결과로 

척수손상 수준이 높고, 사지마비이며, 손상 기간이 10년 이상 일 경우 그 문제가 더

욱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Sezer, Akkus, & Ugurlu, 2015). 신경인성 장은 상

부운동뉴런 장 증후군(upper motor neuron bowel syndrome)과 하부운동뉴런 장 

증후군(lower motor neuron bowel syndrome)의 두 가지 유형이 있으며 전자는 

복부근육의 약화와 외부괄약근의 수의적 조절이 어려워져 변비와 대변의 정체가 일어

나게 되고, 후자의 경우 장 연동운동의 약화로 인한 변비와 괄약근의 기능상실로 인

한 변실금이 나타나게 된다(Shavelle et al., 2015). 외출 시 예고 없이 발생하는 변

실금으로 인해 척수손상 환자는 불안과 두려움 등의 심리적 고통에 시달리게 되고 변

비, 복부팽만감, 치질, 직장출혈과 같은 증상을 경험하게 된다. 척수손상 환자는 변실

금을 예방하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기름진 음식이나 콩류의 섭취를 제한해야 하고, 변

비 예방을 위해 식이섬유와 수분의 섭취를 늘려야 하며 배변시간을 매일 기록지에 기

록하고 필요할 경우 의료진과의 상담을 통해 좌약, 변연화제, 완하제, 섬유질 등의 보

조약물을 사용해야 한다(소희영 등, 2015). 

  척수손상 환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혈액학적 이상으로는 빈혈, 혈소판감소증, 과다

응고, 혈액정체 등이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은 주로 하지마비 환자의 심부정맥혈전증 

발생의 위험요인이 되며 심각할 경우 폐색전증 및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

(Mackiewicz-Milewska et al., 2015). 그 외에도 부정맥, 서맥, 기립성 저혈압, 심

장발작, 심근경색, 쇼크(수축기압<80mmHg), 심부전 등의 심장질환 관련 위험이 있

다(Grossman et al., 2012). 따라서 척수손상 환자는 이러한 심장질환의 발생을 예

방하기 위해 주기적 건강검진과 함께 일상생활에서 부동시간을 최소화하고 규칙적인 

운동시간을 갖도록 하며 콜레스테롤이나 나트륨 섭취를 제한해야 한다. 또한 필요할 

경우 증상관리를 위해 심혈관계 약물 복용, 압박스타킹 및 복대 착용, 발목까지 오는 

낮은 신발 착용 등을 실천해야 한다(소희영 등, 2015).

  자세변경이 어려운 기동성 장애 환자들에게 흔하게 나타나는 피부통합성 장애인 욕

창(Pressure ulcer)은 압력 또는 압력과 마찰력이 결합된 힘이 뼈 전반에 걸쳐 지속

적으로 가해져 피부 및 피부 이하의 조직에 발생하는 손상을 말한다(김정윤,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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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수손상은 진단 자체만으로도 욕창의 고위험 요인이 되며 성인 척수손상 환자의 

90% 이상에서 나타나고 있다. 욕창은 척수손상 환자에게 괴사조직과 관련된 통증 및 

감염 등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수행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한번 발생하게 되

면 회복될 때 까지 환자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게 되므로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Lala, 

Dumont, Leblond, Houghton, & Noreau, 2014). 욕창으로 인한 척수손상 환자의 

어려움을 예방하고자 여러 의료기관에서는 척수손상 환자를 대상으로 한 욕창 예방과 

상처 관리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해왔으며(Ghaisas, Pyatak, Blanche, Blanchard, & 

Clark, 2015; Liu, Moody, Traynor, Dyson, & Gall, 2014; Scovil et al., 2014)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긍정적인 생활습관과 건강행동을 보인 척수손상 환자들

에게서 욕창의 발생이 감소하고 상처회복 시간이 단축되는 등의 효과가 확인되었다.

  척수손상 환자들은 신체활동의 감소로 인해 뼈파괴세포(osteoclast)의 활동이 증가

하여 골다공증이 발생하게 되며 무기질 감소와 근위축 손상이 나타나게 된다. 골절 

부위의 회복은 환자의 장기간 침상안정을 필요로 하지만 부동으로 인한 골밀도 저하

에 따른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 부하운동과 근력운동을 규칙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홍대석, 이준희, & 남혜주, 2015). 또한 휠체어를 이용하여 이동하는 척수손상 환자

들의 경우 어깨관절의 과다한 사용으로 팔의 운동범위가 제한되거나 근육 손상과 관

련된 통증을 호소하게 되는데(Eriks-Hoogland et al., 2016) 이를 관리하기 위한 

합의된 방안은 아직까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척수손상 환자들은 초기에 갑작스러운 신체적 변화에 충격을 받고 현실을 부정하게 

되며 분노와 우울 등의 감정을 느끼게 된다. 특히 후천적 사고로 인한 척수손상 환자

의 경우, 갑작스런 신체마비로 변화된 생활방식과 주변 환경에 새롭게 적응해야 하고 

일상적으로 해왔던 일들이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좌절과 심리적 고통을 경험하게 되며 

심각할 경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로 이어질 수 

있다(Schonenberg et al., 2014). 또한, 신체적 장애로 인한 분노와 우울은 그 원인 

제거가 어려워 장시간 나타나게 되며 가족과 의료진에게 분노와 우울의 감정을 투사

함으로써 회복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김지혜, 황경열, & 박재현, 2012). 척수손

상 환자의 우울증 발병률은 문헌마다 다르게 보고되고 있으나 일반인과 비교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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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그 발병률이 현저히 높다는 것은 공통된 연구결과이다. 우울증은 삶의 질 저하, 일

상생활수행의 독립성 저하, 욕창 및 요로감염의 높은 발생률, 의료비용 지출의 증가와 

같은 부정적인 건강결과와 연관되어 있으며 심각할 경우 자살 및 사망 등을 초래하기

도 한다(Ullrich, Smith, Blow, Valenstein, & Weaver, 2014). 그러나 척수손상 환

자의 관리에 있어 신체적 문제가 우선적으로 다루어지기 때문에 초기 우울증 증상의 

조기 발견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한편, 척수손상 환자의 자가관리에는 신체증상의 관리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건강관

련 생활습관이 포함되는데 국내 척수손상 환자들의 월간 음주율이 45.6%로 확인되었

으며 이는 미국 척수손상 환자의 음주율 59% 보다 낮았다(정성진, 이자호, & 신형

익, 2010). 또한 국내 척수손상 환자의 흡연률이 28.5%로 외국의 척수손상 환자의 

흡연률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고 특히 20~30대의 흡연 비율이 일반인에 비해 유의하

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자호, 고은실, 김정윤, & 신형익, 2010). 

  문헌고찰을 통해 확인한 바와 같이 척수손상 환자의 건강문제는 복합적인 형태로 

나타나며 또한 여러 신체기능장애가 서로 연관되어 있으므로 척수손상 환자는 자가관

리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고 이로 인해 자가관리 이행이 결핍될 경우 이차적인 합병증

이 발생하게 된다. 실제로 척수손상 환자의 높은 재입원률(71.7%)은 환자의 자가관

리가 효과적으로 이행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척수손상 환자

의 배뇨장애, 배설장애, 심혈관계 질환, 피부통합성장애, 근골격계 질환, 심리적 장애 

등은 척수손상 환자의 사회활동 참여와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일

차적인 예방을 위한 자가관리 이행이 중요하다. 

  이러한 건강의 유지와 합병증 예방을 위해 환자의 자가관리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다양한 질병의 환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심부전 환자의 

자가관리 이행 관련 요인으로는 결혼상태, 질병 관련 지식수준, 기능상태, 자가관리 

자신감, 자아통제감(손연정, 김선희, & 김기연, 2011; 옥종선, 고일선, 유규형, 김성

해, & 임서진, 2013)이었고, 만성 B형 간염 환자의 경우 자기효능감, 연령, 음주가 

자가관리 이행 관련 요인이었다(양진향, 2011). 당뇨병 환자의 경우, 가족지지, 혈당

검사횟수, 진단기간, 약물요법, 음주, 정기적인 병원방문, 정기적인 족부 관리(김기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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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지운, 2012; 손나영 & 양진향, 2013; 장해련 & 김현리, 2010)등이 자가관리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로 확인되었다. 또한 척수손상 환자의 자가관리 이

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으나 재활치료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으로는 사회적 지지, 경제수준, 지각된 장애성, 무력감, 우울, 자기효능감 등이 

있었다(김애리, 2010). 

  이렇듯 질병의 특성에 따라 자가관리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르게 나타나

므로 본 연구에서는 척수손상 환자들의 자가관리 이행 정도를 파악하고 자가관리 역

량, 사회적 지지, 자가관리 이행과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추후 척수손상 환자의 신체

기능을 위한 재활치료와 합병증 예방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간호중재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자가관리 역량과 자가관리 이행

  최근 의료기술의 발달로 척수손상 환자의 기대여명이 증가함에 따라 척수손상 환자

가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기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척수손상 환자는 

남은 일생 동안 제한된 신체기능으로 일상생활에 적응하며 살아가야 하고, 추후 발생

할 수 있는 합병증의 예방 및 질병의 조기발견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하므로 개인의 

자가관리 역량을 키워야 할 필요성이 있다. 자가관리 역량이란 개인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목표지향적인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Orem, 1985) 자가관리 이

행을 위해 먼저 갖추어야 하는 개인의 능력이다. 자가관리 역량이라는 개념은 Orem

의 자가관리결핍이론(Self-care deficit theory)에서 처음 언급되어진 것으로 Orem 

(1997)에 따르면 인간은 선천적으로 자신을 스스로 돌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

이며, 인간의 건강 및 안녕은 자가관리 역량과 비례하게 된다. 

  인간은 개인의 안녕이 위협되는 질병상황에 놓이게 될 경우, 치료적 자가관리 요구

도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 때 자가관리 역량이 이를 뒷받침해주지 못하게 되면 자가관

리 결핍상태에 처하게 된다(Orem, 1997). 자가관리 결핍상태에 처한 환자는 독립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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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건강관리 활동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간호사의 도움과 교육 및 지지가 필요

하며 환자의 자가관리 결핍 상태에 따른 적절한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건

강관리에 대한 의지 및 능력,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와 관련된 신체상태 등이 반영

된 자가관리 역량이 우선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간호사가 간호를 제공하기 전 환자

의 자가관리 역량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환자의 자가관리 역량과 자가관리 이행의 결

핍상태에 따른 적절한 간호가 체계적으로 제공되었을 때 대상자의 건강상태에 긍정적

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Kawasaki, Uchinuno, Arao, Kobayashi, & Otsuka, 

2011).

  지금까지 간호학에서의 자가관리 역량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질환별 환자들을 대상

으로 이루어져 왔다. 초기에 이루어진 연구에서는 자가관리 역량이 환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뇌종양수술환자, 장기 암환자, 심장판막수술환자, 류마

티스 관절염 환자 등의 자가관리 역량이 높을수록 이들의 삶의 질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배재문 & 심문숙, 2011; 부선주, 2015; 황혜민 & 이명선, 2011). 이는 질

병상황에 놓인 대상자에게 자가관리 역량 수준을 높여주는 것이 삶의 질 수준 향상과

도 연결된다는 것을 의미하여 자가관리 역량 증진이 환자의 간호에 중요하게 다루어

져야 함을 보여준다. 

  심장판막 수술 환자의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월수입이 높을수록 

자가관리 역량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가관리 역량이 높을수록 자가관리 

이행 정도도 높았다(배재문 & 심문숙, 2011). 또한, 당뇨병 환자의 자가관리 역량이 

우울과 당뇨 자가관리 이행 사이에 매개효과를 가졌으며(Gharaibeh, Gajewski, 

Al-smadi, & Boyle, 2016),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고 있는 환자에서는 연령의 범위

가 35~49세인 경우, 성별이 여자인 경우, 글을 읽고 쓰지 못하는 상태인 경우, 기혼

인 경우, 도시에서 거주하는 경우, 직업이 없는 경우, 질병에 관한 정보가 많지 않는 

경우  자가관리 역량 수준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Ovayolu, Ovayolu, 

& Karadag, 2012). 다발성 경화증 환자의 재활목표는 환자의 일상생활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이들의 근력, 유연성, 기동성, 균형감각, 성 생활, 피부통합성, 안전, 피로

와 통증의 감소, 불안 및 우울 정도의 감소 등으로 척수손상 환자의 재활목표와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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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지 않다. 이러한 다발성 경화증 환자들 중 70% 이상에서 자가관리 역량 수준이 

중간 정도이었으며 환자의 연령, 성별, 결혼상태 등은 자가관리 역량과 관계가 없었으

나 교육수준은 자가관리 역량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asak, Unver, & 

Demirkaya, 2015).

  척수손상 환자는 배뇨 및 배변 조절, 피부통합성 장애 예방, 건강한 생활습관의 실

천 등 총체적인 자가관리를 이행해야 하지만 자가관리 이행의 필요조건인 자가관리 

역량 수준에 따른 자가관리 이행 정도를 평가한 국내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따라

서 본 연구를 통해 척수손상 환자의 자가관리 역량이 자가관리 이행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국내에 거주하는 척수손상 환자의 자가관리 역량 수준을 증진시켜 

자가관리 이행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간호중재 전략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3. 사회적 지지와 자가관리 이행

  사회적 지지는 개인의 안녕을 위해 서로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교환하는 활동으로 

사회적 지지를 받는 이로 하여금 사랑 받고 있음과 돌봄 받고 있음, 그리고 존중과 가

치 있음을 느끼도록 하는 소속감을 제공해준다(Prang, Newnam, & Berecki-Gisolf,

2015). 사회적 지지는 크게 수단적 사회적 지지(instrumental social support), 정서

적 사회적 지지(emotional social support), 정보적 사회적 지지(informational 

social support)의 세 가지 형태로 구분되며 수단적 사회적 지지는 필요한 시설 혹은 

장비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독립적 보행이 어려운 환자들이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예

로 들 수 있다. 정서적 지지는 개인의 심리행동 상태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공감, 

돌봄, 사랑, 신뢰 등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고 마지막으로 정보적 사회적 지지는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정보나 조언 등을 제공하는 것

을 말한다. 이들 중 개인이 요구하는 특정 형태의 사회적 지지가 결핍될 경우, 우울

증, 사회공포증, 물질 및 알코올 남용, 삶의 만족감 저하, 재활치료이행의 중단 등이 

나타날 수 있다(Muller, Peter, Cieza, & Geyh, 2012; Tramonti et a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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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상황에 놓인 환자에게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였을 때 환자의 건강상태와 건강행동

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은 지금까지도 많은 연구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당뇨

환자의 경우, 이들에게 제공된 사회적 지지 정도가 높을수록 환자의 자가관리 이행 정도

가 높아지고 당화혈색소수치가 감소하였으며(Shayeghian et al., 2015), 심부전 환자에

서도 사회적 지지 정도가 높다고 인식하는 환자가 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해 자가관리 

이행 정도가 더 높고 체중관리 수치변화도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Gallagher, Luttik, 

& Jaarsma, 2011). 또한,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의 정신질환자의 경우, 가족의 지지 

정도가 낮을수록 불안장애 증상이 더 심해졌으며 이는 환자의 삶의 질 저하와도 관계가 

있었다(Wang, Chen, Tan, & Zhao, 2016). 이렇듯 신체적, 정신적으로 질병상황에 놓

인 환자에게 사회적 지지가 제공되었을 때 건강 회복 및 증진을 위한 자가관리 이행 정

도가 더 높아지고 치료결과 또한 긍정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척수손상 환자에게 있어서 사회적 지지는 신체장애로 인한 변화된 상황에 대한 적

응과 신체적·정신적 건강 유지에 필요한 자원으로 확인되었으며(Muller, Peter, 

Cieza, & Geyh, 2012; Peter, Muller, Cieza, & Geyh, 2012; Tramonti et al., 

2015) 특히 척수손상 환자의 우울과 회복, 적응과정, 생의 만족감 그리고 삶의 질 향

상에 사회적 지지는 매개변수로 작용하였다(Gargaro, Warren, & Boschen, 2013; 

Huang et al., 2015). 또한 사회적 지지는 척수손상 환자가 지역사회에 복귀하여 직

장을 가질 수 있도록 신체적, 사회적 기능을 증진시켜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가족

으로부터의 사회적 지지는 지역사회 활동의 참여에 필수자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Sutton, Ottomanelli, Njoh, Barnett, & Goetz, 2015). 

  척수손상 환자의 지속적인 자가관리 이행을 위해 환자가 요구하는 것을 충족시켜주

어 일상생활의 안정감과 자신감을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하지만 척수손상 진단 기

간이 길어지고 점점 나이가 듦에 따라 초기에 비해 환자에게 집중되는 사회적 지지 

자원이 감소된다(Jensen et al., 2014; Muller et al., 2012). 국내 연구결과에서도 

척수손상을 진단 받은 기간이 증가할수록 환자와 가족의 건강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자의 가족들도 소진을 경험하며 주위로부터

의 도움을 필요로 하였다(홍현숙 등,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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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수손상 환자의 사회적 지지가 이들의 자가관리 역량과 자가관리 이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내 연구는 찾아 볼 수 없었지만 본 연구를 통해 사회적 지지와 척수손

상 환자의 자가관리 이행과의 관계를 파악하여 척수손상 환자들이 사회적 지지를 받

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자가관리 이행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도록 하

는 간호중재 전략을 개발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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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개념적 기틀

  본 연구는 척수손상 환자의 자가관리 역량, 사회적지지, 자가관리 이행의 관계를 확

인하고자 다음의 개념적 기틀을 구성하였다<Figure 1>. 개념적 기틀의 구성은 문헌

고찰을 통해 확인한 만성질환자의 자가관리 역량이 높아질수록 자가관리 이행도 높아

진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척수손상 환자의 자가관리 역량과 자가관리 이행 사이에도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환자에게 제공되는 사회적 지

지는 이들의 성공적인 건강관리에 중요하게 작용하며 특히, 척수손상 환자의 경우 독

립적인 신체활동의 제한으로 인해 혼자서는 건강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가족

으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을수록 재활치료, 합병증 예방,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결과를 토대로 척수손상 환자의 사회적 지지와 자가관리 이

행 간의 관계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문헌고찰에서 확인한 만성질환자의 자가관리 이

행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특성으로는 연령, 성별, 교육수준, 결혼상태, 소

득수준, 음주력, 흡연력, 동반질환, 주관적 건강상태 등이 있는데 이러한 특성들이 척

수손상 환자의 자가관리 이행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해보

고자 하며 추가로 척수손상과 관련된 척수손상을 진단 받은 기간, 손상부위를 질병관

련 특성에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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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Conceptual Framework for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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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 구 방 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척수손상 환자를 대상으로 자가관리 역량, 사회적 지지, 자가관리 이행과

의 관계를 규명하는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모집단은 국내에 거주하는 척수손상을 진단받은 환자이며, 서울 소재 K

재활병원 척수손상 재활의학과의 입원 및 외래환자와 한국척수장애인협회에 소속된 

척수손상 환자를 근접 모집단으로 하여 편의 추출하였다. 대상자 선정 기준 및 대상

자 수 산출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 선정 기준

� 척수손상을 진단받은 자로 만 19세 이상의 성인

� 척수손상 후, 아급성기 단계(1개월)이상의 환자

� ASIA A등급(완전마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의식이 명료하여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

� 본 연구의 설명문 및 동의서를 이해하고 수락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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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 제외 기준

� 정신과적 병력이 있거나 현재 정신과 치료관련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자

3) 대상자 수 산출 근거

  

  표본의 크기는 Cohen(1988)의 표본추출 공식에 따른 표본 수 계산 프로그램인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의수준(α) .05, 검정력(1-β) .80, 단계적 

다중선형회귀분석 시 효과크기 중간(0.15) 및 예측요인 7개(연령, 결혼상태, 척수손

상 부위, 척수손상 기간, 동반질환, 자가관리 역량, 사회적 지지)로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 최소 표본의 수가 103명이었으며, 탈락률 약 20%를 예상하여 최종 대상자 수

를 130명으로 정하였다.

3. 연구도구

  본 연구의 자료수집 도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로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6문항, 자

가관리 역량 15문항, 사회적 지지 24문항(가족 지지 12문항, 의료인 지지 12문항), 

자가관리 이행 25문항을 포함하여 총 8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에 관한 설문지는 본 연구자가 척수손상 환자의 인구사회학적, 질병관

련 특성을 문헌고찰을 통해 구성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인구사회학적 특성

으로는 성별, 연령, 종교상태, 결혼상태, 가족 동거 유무, 주돌봄제공자, 교육수준, 직

업상태, 소득수준, 흡연력, 음주력 등을 포함하였다. 또한 질병관련 특성으로는 척수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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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과 관련하여 척수손상 부위, 척수손상 기간, 동반질환, 주기적 건강검진 유무, 주관

적 건강상태 등을 포함하였다. 

    

2) 자가관리 역량

  자가관리 역량의 측정도구는 Evers et al.(1986)가 개발한 Appraisal of Self-care 

Agency scale(ASA scale)를 Sousa et al.(2010)이 개정한 Appraisal of Self-care 

Agency Scale-Revised(ASAS-R)을 김호곤(2012)이 한국어로 번역한 것을 사용하

였다. 도구는 자가관리 역량 획득(6문항), 자가관리 역량 개발(5문항), 자가관리 역량 

부재(4문항)의 3개 영역의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구의 측정은 ‘전혀 그렇

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그저 그렇다’3점, ‘그렇다’4점, ‘매우 그렇

다’5점의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단, 자가관리 역량 부재 4문항은 역환산하여 

계산하였다. 가능한 점수 범위는 15~75점이며 총 점수가 높을수록 자가관리 역량 수

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Sousa et el.(2010) 원도구의 개정 시 신뢰도는 Cronbach’s 

α= .90이었고, 김호곤(2012)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87이었으며 본 연구

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77이었다.

3)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는 김옥수(1993)가 개발한 사회적 지지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다. 도구

는 가족 지지(12문항)와 의료인 지지(12문항)의 2개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도구의 측정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

점, ‘그저 그렇다’3점,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의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범위는 24~12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음을 의미

한다. 도구 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α= .9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

도는 Cronbach’s α=.94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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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가관리 이행

  자가관리 이행은 Pruitt et al.(1998)가 개발한 Spinal cord injury lifestyle 

scale(SCILS)를 번역과정을 거친 뒤 임상 전문의, 간호대학 교수, 척수손상 환자를 

간호하는 임상 간호 전문가 등 총 5명에게 자문을 구한 후 1차 수정하였으며, 5명의 

척수손상 환자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설문 문항을 2차 수정 및 보완한 것을 사용

하였다. 도구는 심혈관계(4문항), 비뇨생식기계(4문항), 신경·근골격계(8문항), 피부

(7문항), 사회심리(2문항) 등의 5개 영역으로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도구의 측

정은 행위의 빈도로 이루어지며‘거의 대부분’4점, ‘자주’3점, ‘가끔’2점, ‘드

물게’1점, ‘전혀’0점으로 측정하였고 비뇨생식기계 1문항은 역환산하여 계산하였

다. 도구의 총 점수범위는 0~10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가관리 이행 정도가 높

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72이었다.

4. 자료수집방법 및 절차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16년 4월 12일부터 5월 28일까지 이루어졌다. 연구 자료

수집에 앞서 연구 대상자 모집 및 선정을 위해 서울시 K재활병원의 연구윤리심의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은 후, 척수손상환자를 진료하는 척수손상재활과 교수

진의 동의와 협조를 구하여 시행되었다. 또한 Y대 간호대학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승인을 받은 후, 서울 소재의 척수장애인협회를 통해 소개받은 협회 

소속 척수손상 환자 중 본 연구 대상자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자를 편의 표집하였다. 

설문은 훈련된 연구보조원이 대상자에게 일대일로 진행되었으며 전반적인 연구에 대

한 설명을 제공한 뒤 대상자의 자발적인 참여의사에 따라 동의서에 서명을 하도록 하

였고 이를 회수한 뒤 설문지를 1부씩 배부하였다. 설문지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15분 정도였으며 설문이 끝난 뒤 바로 그 자리에서 회수하였다. 설문지 작성 도중 대

상자의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피로감을 호소할 경우 충분한 휴식시간을 제공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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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구를 사용한 직접 작성을 힘들어한 경우 연구보조원이 대신하여 설문문항을 읽

어주고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설문지 작성과 관련하여 이해가 되지 

않는 문항이나 연구관련 의문 사항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질문할 수 있도록 안내하

였다. 최종적으로 총 130부를 배부하였으며, 110부를 회수하여 회수율이 84.6%이

었다. 이 중 자료분석이 곤란한 설문지 4부를 제외하고 분석에 사용한 설문지는 총 

106부였다. 

5. 윤리적 고려

서울 소재의 K재활병원에서의 자료수집을 위해 해당 의료기관의 연구윤리심의위

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과제번호 NRC-2016-02-01NR5)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대상자 모집이 이루어졌다. 척수손상 재활학과의 주치의와 함께 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 등을 병실에서 일대일로 설명하

였으며, 관심을 보이는 환자에게 설명문을 제공하여 대상자의 익명성 보장, 자발적인 

참여, 중도 포기 가능, 발생 가능한 이익과 불이익에 대하여 추가 정보를 제공하였

다. 본 연구에 참여의사를 밝힌 환자에게 연구자 혹은 연구보조원이 일대일로 설명

문을 통해 재설명하였고, 동의서에 서명을 받은 뒤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직접 필기

도구로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 연구자 혹은 연구보조원이 대신하여 작성하였다. 연구

에 참여해준 환자들에게는 5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하였으며, 추후 본 연구에 

대해 질문사항이나 의문점이 생길 경우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는 24시간 연락처를 

제공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윤리적 측면에 대하여 서울 소재 Y대학교 간호대학의 기관생명윤

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뒤(관리번호 2016-0010-1) 척수장애인협회를 방문하여 

협회 소속 척수장애인 회원들을 대상으로 자료수집이 이루어졌다. 연구자 혹은 연구

보조원은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 및 방법, 연구 참여에 대한 익명성 보장, 자발적인 

연구 참여 동의와 거부, 중도 포기 가능, 발생 가능한 이익과 불이익 등을 포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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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설명문을 통해 안내하였으며 자발적인 참여 동의를 희망하는 대상자에 한해 

연구동의서를 받은 후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에게는 소정의 

답례품으로 5,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하였고, 원할 경우 언제든지 연구자와 연락

할 수 있도록 24시간 연락처를 제공하였다.

  자료 수집을 통해 얻어진 모든 결과물에 대해서는 개별화된 ID를 부여하여 연구자

료 보관 파일에 암호화하여 저장하였고, 연구 대상자의 이름이 나와 있는 동의서는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하였다. 

6.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WIN version 23.0 을 사용하여 통계 처리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척수손상 환자의 일반적 특성(인구사회학적 특성, 질병관련 특성)은 빈도와 백분

율,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2) 척수손상 환자의 자가관리 역량, 사회적 지지, 자가관리 이행 정도는 평균과 표준

편차 등의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척수손상 환자의 자가관리 역량, 사회적 지지, 자가관리 이행 간의 상관관계는 피

어슨 상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4) 척수손상 환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가관리 역량, 사회적 지지, 자가관리 이행 

정도의 차이는 t-검정과 분산분석을 이용하였고 Scheffe 사후 검정을 실시하였

다. 

5) 척수손상 환자의 자가관리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단계적 다중회귀분석

(Stepwise Multiple Linear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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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연 구 결 과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인구사회학적 특성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조사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대상자의 성별은 

남성이 78.3%, 여성이 21.7%로 남성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연령의 범위는 최저  

20세에서 최고 69세이었으며 평균연령은 42.94(±9.98)세였으며 30대가 32.1%, 

40대가 33.0%로 환자의 60%이상이 30~40대에 속하였다. 종교가 있는 대상자가 

54.7%로 종교가 없는 대상자보다 더 많았다. 결혼상태는 기혼이 44.3%, 미혼이 

48.1%로 기혼인 대상자가 미혼인 대상자보다 많았다.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이 

40.6%, 대학교 졸업 이상이 48.1%로 대졸이상 졸업자가 많았다. 대상자의 65.0%가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였으며, 소득 수준에 대해서는 한달 수입이 100

만원 미만 대상자가 28.3%로 가장 높았으며, 대상자의 8.5%는 소득이 없었던 반면, 

한달 수입이 300만원 이상인 대상자가 24.5%이었다. 대상자의 81.1%가 현재 가족

구성원과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배우자 혹은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과반수이상이었다. 대상자의 주돌봄제공자는 배우자인 경우가 32.1%로 가장 

많았다. 가족구성원 외에도 간병인이 일상생활을 도와주고 있는 경우가 17.9%이었다. 

건강관련 생활습관 중 대상자의 35.8%는 흡연경험이 전혀 없다고 하였고, 31.1%의 

대상자는 현재 흡연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평균 하루 흡연량은 12.76개피였다. 음주상

태와 관련하여 현재 음주를 하고 있는 대상자는 64.2%로 과반수이상이었으며, 이들

의 하루 음주량은 평균 5.4잔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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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병관련 특성

  대상자의 질병관련 특성을 조사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손상부위는 흉수 

45.3%, 경수 35.8%, 요수 11.3% 순으로 흉수손상을 받은 대상자가 가장 많았으나 

대상자 7.5%는 자신의 척수손상 부위에 대해 잘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손상기간은 

최소 1년에서 최대 52년 범위이었으며, 평균 15.99(±10.40)년으로 대상자의 과반

수이상이 척수손상을 진단받은 지 10년이 넘은 상태였다. 모든 대상자들이 최소 한 

가지 이상 동반질환 및 증상이 있다고 하였으며 그 중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53.8%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변비 50.0%, 요실금 37.7%, 치질 33.0%, 방

광염 22.6%, 골다공증 21.7%, 고혈압 18.9%, 당뇨 9.4% 등의 순이었다. 대상자의 

47.2%가 주기적 건강검진을 하고 있지 않아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대상자가 

약간 더 많았다.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해‘보통이다’라고 응답 한 경우가 49.1%로 

가장 많았으며 34.0%는‘나쁘다’고 하였고, 17.0%만이 자신의 건강상태가‘좋다’

라고 응답하였다. 

  



- 24 -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N=106)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ender Male 83 78.3

Female 23 21.7

Age(yr)

(42.94±9.98)

20-29 9 8.5

30-39 34 32.1

40-49 35 33

50-59 25 23.6

60-69 3 2.8

Religion Protestantism 33 31.1

Catholicism 10 9.4

Buddhism 11 10.4

Others 4 3.8

None 48 45.3

Marital status Single 51 48.1

Married 47 44.3

Divorced 6 5.7

Widowed 2 1.9

Education Elementary school 3 2.8

Middle school 9 8.5

High school 43 40.6

College≤ 51 48.1

Occupation status Have 32 30.2

None 65 61.3

Part time 9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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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continued)  

                                                                   (N=106)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Income

(10,000won/month)

<100 30 28.3

100≤, <200 23 21.7

200≤, <300 18 17

300≤ 26 24.5

None 9 8.5

Inmate type None 20 18.9

Have 86 81.1

  - Spouse 44 41.5

  - Parent 39 36.8

  - Sibling 11 10.4

  - Nurse’s aid 7 6.6

  - Children 30 28.3

Primary caregiver Spouse 34 32.1

Parent 25 23.6

Sibling 4 3.8

Nurse’s aid 19 17.9

Children 6 5.7

None 18 17

Health related lifestyle

Smoking status None 38 35.8

Discontinued 35 33

Currently 33 31.1

Alcohol drinking 

status
None 20 18.9

Discontinued 18 17

Currently 68 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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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isease related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N=106)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Level of injury Cervical 38 35.8

Thoracic 48 45.3

Lumbar 12 11.3

No response 8 7.5

No. years injured

(15.99±10.40)

<10 33 31.1

10-19 34 32.1

20-29 30 28.3

30-39 6 5.7

40≤ 3 2.8

Co-morbidity Diabetes 10 9.4

Hypertension 20 18.9

Heart disease 4 3.8

Pulmonary disease 3 2.8

Osteoporosis 23 21.7

Cystitis 24 22.6

Urinary incontinence 40 37.7

Hemorrhoid 35 33.0

Constipation 53 50.0

Pain 57 53.8

Others 6 5.7

Periodic health

  examination/test

Yes 56 52.8

No 50 47.2

Perceived health 

status

Good 18 17.0

Common 52 49.1

Bad 36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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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elf-care agency assessment scores of Subjects

                                                                   (N=106)

Categories Items Min Max Mean±SD Mean score±SD

Total 15 32 70 50.87±6.83 3.39±.46

Having power 6 8 28 21.56±3.00 3.59±.50

  for Self-care

Developing power 5 10 25 17.69±3.14 3.54±.63

  for Self-care

Lacking power 4 5 20 11.62±2.86 2.91±.71

  for Self-care

5-Likert scale, *Lacking power for Self-care: Recoded

2. 대상자의 자가관리 역량

  대상자의 자가관리 역량을 조사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자가관리 역량은 최

소 32점에서 최대 70점으로 나타났으며, 75점 만점에 평균 50.87(±6.83)점으로 보

통 수준이었다. 하위영역별로 살펴보았을 때, 자가관리 역량 획득은 최소 8점에서 최

대 28점으로 평균은 30점 만점에 21.56(±3.00)점(평균평점 3.59±.50점)으로 보통

이나 세 영역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자가관리 역량 개발은 최소 10점에서 최대 25

점으로 평균은 25점 만점에 17.69(±3.14)점(평균평점 3.54±.63점)으로 보통 수준

이었으며, 자가관리 역량 부재는 최소 5점에서 최대 20점 범위에서 20점 만점에 평

균 11.62(±2.86)점(평균평점 2.91±.71)으로 중간 정도였다. 

  

  문항별로 살펴보면 자가관리 역량 획득에서 점수가 가장 높은 문항은 ‘몸을 움직

일 때 어려움이 있을 경우, 상황에 따라 나만의 방법으로 대처한다’로 3.87(±1.03)

점이었다. 그 다음으로 점수가 높은 문항으로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들 중에

서 우선적인 것을 먼저 찾는다’(평균 3.82±.89점), ‘나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는 

더 나은 방법을 찾는다’(평균 3.76±.87점) 등이 있었다. 반면에 점수가 가장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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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Self-care agency assessment item scores of Subjects

                                                                  (N=106)

Subcategories Item Mean±SD

Having power 

  for Self-care

As circumstances change, I make the needed     

  adjustments to stay healthy
3.87±1.03

When needed, I set new priorities in the measures that 

  I take to stay healthy
3.82±.89

I look for better ways to take for myself 3.76±.87

If my mobility is decreased, I make the needed

  adjustments
3.73±.85

When needed, I manage to take time to care for

  myself
3.55±.90

I regularly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things that I

  do to stay healthy
2.83±.93

Developing power

  for Self-care

I seek help when unable to care for myself 3.75±.86

I routinely take measures to insure the safety of

  myself and my family
3.59±.83

I am able to get information I need, when health is

  threatened
3.58±.98

In the past, I have changed some of my old habits in

  order to improve my health
3.44±.96

If I take a new medication, I obtain information about

  the side effects to better care for myself
3.31±1.11

Lacking power 

  for Self-care

I seldom have time for myself 3.32±.92

I am not always able to care for myself in a way I

  would like
3.01±1.00

In my daily activities I seldom take time to care for

  myself
2.96±1.00

I often lack energy to care for myself in the way that

  I know I should
2.33±.98

5-Likert scale, *Lacking power for Self-care: Recoded

문항은 ‘나 자신을 돌보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부족함을 종종 느낀다’가 평균 

2.33(±.98)점이었다. 자가관리 역량 개발에서 점수가 가장 높은 문항은‘스스로 건

강관리를 할 수 없을 때 도움을 구한다’로 평균 3.75(±.86)점이었으며‘새로운 약

물을 복용할 때 약물의 부작용에 대한 정보를 구한다’는 평균 3.31(±1.10)점으로 

가장 낮았다. 자가관리 역량 부재에서는‘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거의 갖지 못한다’

가 평균 3.32(±.92)점으로 가장 높았던 반면‘나 자신을 돌보는 데 필요한 에너지

가 부족함을 종종 느낀다’가 평균 2.33(±.98)점으로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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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Social support assessment scores of Subjects

                                                                   (N=106)

Categories Items Min Max Mean±SD Mean Score±SD

Social

support
24 27 120 83.86±15.11 3.49±.63

Family

support
12 14 60 46.66±9.00 3.89±.75

Medical staff

support
12 12 60 37.20±9.91 3.10±.83

5 Likert-scale

3. 대상자의 사회적 지지

대상자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 정도를 파악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사회적 

지지는 최소 27점에서 최고 120점 범위로 나타났으며 120점 만점에 평균 

83.86(±15.11)점(평균평점 3.49±.63점)으로 보통보다 높았다. 대상자의 사회적 지

지를 영역별로 살펴보면 가족 지지에서는 최소 14점에서 최고 60점으로 60점 만점

에 46.66(±9.00)점(평균평점 3.89±.75점)으로 보통보다 높았다.  또한, 의료인 지

지에서는 최소 12점에서 최고 60점으로 60점 만점에 평균 37.20(±9.91)점(평균평

점 3.10±.83점)으로 보통 수준이었다. 따라서 대상자의 가족 지지가 의료인 지지보

다 더 높았다.

  

  문항별로 살펴보면 가족 지지의 경우, ‘가족은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다’가 평균 4.31(±.80)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가족은 나를 가치있는 한 

사람으로 인정해준다’가 4.12(±.95)점으로 높았다. 반면에 가장 점수가 낮은 문항

은‘가족은 내가 잘 지키지 못한 치료법 등을 확실하게 일깨워준다’평균

3.38(±.95)점이었고, 그 다음이 ‘가족은 나의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

해준다’로 평균 3.51±1.02점이었다. 의료인 지지의 경우,‘의료인은 나를 인격적으

로 존중해준다’가 평균 3.49(±.88)점으로 가장 높았고, ‘의료인은 내가 병원의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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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관련 요구사항을 잘 수행했을 때 긍정적인 말을 해준다’가 평균 3.45(±1.00)점, 

‘의료인은 내가 괴롭고 슬플 때 삶에 대한 긍정적인 말과 희망을 갖도록 권유해준

다’가 평균 3.23(±.93)점이었다. 반면‘의료인은 나와 같은 척수손상을 가진 사람

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도록 주선해준다’는 평균 2.63(±1.09)점으로  

점수가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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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Social support assessment item scores of Subjects

                                                                 (N=106)

Categories Item Mean±SD

Family support
I can believe and count on my family 4.31±.80

My family treats me as a valuable person 4.12±.95

My family takes care of me with love 4.10±.87

My family respects with my opinion and gives warm

  words to me
4.07±.92

My family really tries to help me 4.02±.93

I get the emotional help and support whenever I need

  them
3.88±.95

I can talk about my problems with my family 3.88±.88

My family is willing to support economically for my

  treatments
3.80±1.11

I frequently talk with my family 3.80±.98

My family gives me some advice for my social adaptation 3.79±.91

My family gives me information about my problem 3.51±1.02

My family reminds me to keep the treatment whenever I

  forget
3.38±.95

Medical staff

  support

Medical staffs treat me respectfully 3.49±.88

Medical staffs give me a positive feedback when I follow

  the treatment successfully
3.45±1.00

Medical staffs give me hopeful message when I feel

  sorrows
3.23±.93

Medical staffs evaluate my dietetics and treatments

  objectively
3.20±1.01

Medical staffs remind me to do my best for my

  rehabilitation
3.19±1.06

Medical staffs give me information about my problem 3.18±1.01

Medical staffs really try to help me 3.06±1.18

I can believe and count on my medical staffs 3.02±1.10

Medical staffs gives me some advice for my social 

  adaptation
3.00±1.04

I can talk about my problems with my medical staffs 2.93±1.07

Medical staffs listen to my complains without judgement 2.82±1.01

Medical staffs arrange to me someone who can help me

  as a person with a spinal cord injury
2.63±1.09

5 Likert-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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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Self-care practice assessment scores of Subjects

                                                                    (N=106)

Categories Items Min Max Mean±SD Mean Score±SD

Total 25 16 87 52.03±12.05 2.07±.48

Cardiovascular 4 0 14 6.58±2.94 1.64±.74

Genitourinary 4 2 15 8.38±2.73 2.09±.68

Neuromusculo-

skeletal
8 2 32 14.77±5.28 1.85±.66

Skin 7 1 27 16.40±4.93 2.34±.70

Psychosocial 2 0 8 5.91±1.99 2.95±.99

0-4point, *Genitourinary item 7: Recode

4. 대상자의 자가관리 이행

  대상자의 자가관리 이행 정도를 조사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대상자의 자가

관리 이행은 최소 16점에서 최고 87점의 범위로 나타났으며 100점 만점에 평균 

52.03(±12.05)점(평균평점 2.07±.48점)으로 보통보다 낮았다. 

  자가관리 이행의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심혈관계 영역은 16점 만점에 최소 0점에

서 최고 14점, 평균 6.58(±2.94)점(평균평점 1.64±.74점)으로 자가관리 이행의 하

위영역 중 점수가 가장 낮았다. 비뇨생식기계 영역은 16점 만점에 최소 2점에서 최

고 15점 범위였으며 평균 8.38(±2.73)점(평균평점 2.09±.68점)으로 보통 수준이

었다. 신경·근골격계 영역은 32점 만점에 최소 2점에서 최고 32점으로 평균 

14.77(±5.28)점(평균평점 1.85±.66점)으로 심혈관계 다음으로 자가관리 이행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부 영역은 28점 만점에 최소 1점에서 최고 

27점으로 평균 16.40(±4.93)점(평균평점 2.34±.70점)이었다. 사회심리는 8점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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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최소 0점에서 최고 8점이었으며, 평균 5.91(±1.99)점(평균평점은 2.95±.99

점)으로 높은 편이었다.

  문항별로 살펴보면 심혈관계에서는 ‘나는 정기적으로 혈압을 체크한다’가 평균 

2.03(±1.67)점으로 가장 높았다. 비뇨생식기계에서는 ‘나는 도뇨관을 주기적으로 

교체한다’가 평균 2.28(±1.36)점으로 가장 높았고, 신경·근골격계에서는 ‘나는 

근육이 구축되어 관절이 굳는 현상이 생겼을 때,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안다’가 평

균 2.52(±1.17)점으로 가장 높았다. 피부와 사회심리에서 점수가 가장 높았던 항목

은 각각 ‘나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휠체어의 상태를 알고 필요 시 수리한다’(평균 

3.06±1.15점), ‘나는 집 안에서 휠체어를 타고 이동할 수 있으며 집 또는 주변 시

설 이용 시 큰 어려움이 없다’(평균 2.99±1.15점)이었다. 점수가 가장 낮았던 문

항들을 각 영역별로 살펴보면, 심혈관계 영역에서는 ‘나는 지방, 콜레스테롤 섭취를 

제한하기 위해 육류, 가공식품 등을 일주일에 3회 이상 먹지 않는다’가 평균 

1.42(±1.20)점으로 가장 낮았고, 비뇨생식기계에는 ‘나는 규칙적 배변을 위해 좌

약을 사용한다’가 평균 1.87(±1.44)점으로 가장 낮았다. 또한 신경·근골격계에서

는 ‘나는 근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일주일에 3회 이상 근력운동을 한다’가 평균 

1.16(±1.28)점으로 최하 점수를 차지하였고, 피부에서는 ‘나는 의자에 앉거나 운

전을 할 때, 30분마다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자세를 바꾸거나 기능성 쿠션을 사용한

다’가 평균 .63(±1.21)점으로 가장 낮았다. 사회심리에서는 ‘나는 하루에 1회 이

상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있거나 대화를 나눈다’가 평균 2.92(±1.16)점으로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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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Self-care practice assessment item scores of Subjects

                                                                 (N=106)

Categories Item Mean±SD

Cardiovascular I monitor my blood pressure regularly 2.03±1.67

I am aware of and try to reduce my risk for heart

  disease
1.57±1.27

I avoid smoking cigarettes 1.56±1.33

I limit the amount of fat and cholesterol in my diet 1.42±1.20

Genitourinary I change my catheters as often as I have been directed to 2.28±1.36

I use an intermittent catheterization program and stick to 

  the recommended schedule
2.18±1.59

I have episodes of bladder incontinence 2.05±1.57

I use a rectal suppository as part of my regular bowel 1.87±1.44

Neuromusculo-

skeletal

If I noticed the beginning of a contracture I would know

  exactly what to do
2.52±1.17

I pay attention to the position my body is in when I am in

  my wheelchair
2.25±1.28

I do activities which put weight on the bones in my legs 

  to help increase bone density about 3 times a week
2.06±1.39

I pay attention to the position my body is in when I am 

  sleeping
2.06±1.24

I do range of motion exercise daily to keep my joints 

  flexible
1.73±1.31

My muscle strengthening exercises are monitored by a 

  therapist at least once a year
1.37±1.13

I allow my shoulder joints to rest when I am having pain 

  from overusing them
1.36±1.25

I do exercises that enhance my muscle strength at least

  3 times a week
1.16±1.28

Skin I am aware of the condition and repair needs of my wheel  

  -chair
3.06±1.15

I am careful when handling hot liquids by not carrying 

  them in my lap
2.92±1.28

I am aware of the condition of my wheelchair cushion 2.75±122

I am careful not to bump my legs, feet, or buttocks when

  doing transfers
2.62±1.55

I check my skin to look for any areas of redness or 

  breakdown
2.33±1.27

I wear something on my feet when I am out of bed 2.08±1.57

I do some type of pressure relief every 30 minutes any

  time I am in my chair or driving
.63±1.21

Psychosocial I am able to get around in my house 2.99±1.15

I am with or talk to other people at least once a day 2.9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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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Correlation between Independent and Dependent Variables

                                                                 (N=106)

Variables
Self-care 

agency
Social support

Family 

support

Medical staff 

support

Social support .359***(<.001)

Family support .331**(.001) .776***(<.001)

Medical staff  

support
.246*(.011) .820***(.<001) .276**(.004)

Self-care 

practice
.403***(<.001) .337***(<.001) .306**(.001) .236*(.015)

*p<.05, **p<.01,***p<.001  

5. 대상자의 자가관리 역량, 사회적 지지, 자가관리 이행과의 관계

  대상자의 자가관리 역량, 사회적지지, 자가관리 이행의 관계는 <Table 9>와 같다. 

대상자의 자가관리 역량과 사회적 지지의 관계는 순 상관관계(r=.359, p<.001)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대상자의 자가관리 역량이 높을수

록 사회적 지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의 하위영역인 가족 지지

(r=.331, p=.001),  의료인 지지(r=.246, p=.011)와 자가관리 역량간의 관계 또한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한 순 상관관계로 나타나 대상자의 자가관리 역량이 높을수록 

가족과 의료인의 지지가 높았다.

  대상자의 자가관리 역량과 자가관리 이행과의 관계는 순 상관관계(r=.403, 

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따라서 대상자의 자가

관리 역량이 높을수록 자가관리 이행 또한 높았다. 

  대상자의 사회적 지지와 자가관리 이행과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순 상관관계

(r=.337, 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상자의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자가관리 

이행 또한 높았다. 사회적 지지의 하위영역인 가족 지지(r=.306, p=.001), 의료인 

지지(r=.236, p=.015)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순 상관관계가 있었는데 대상자의 

가족 지지가 높을수록 자가관리 이행이 높았고, 대상자의 의료인 지지가 높을수록 자

가관리 이행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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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가관리 역량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인 인구사회학적 특성, 질병 관련 특성에 따른 자가관리 역량

의 차이에 대해 파악하였다(<Table 10> 참조). 이 중 대상자의 주기적 건강검진 유

무, 주관적 건강상태 등이 자가관리 역량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있는 대상자가 그렇지 않은 대상자보다 사

회적 지지가 높았고(t=2.523, p=.013),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다’고 평가한 대상자

가 ‘보통’ 혹은 ‘나쁨’이라고 평가한 대상자보다 사회적 지지가 높았다(F=9.952,

p<.001).

  영역별로 살펴보았을 때, 대상자의 흡연 유무, 주관적 건강상태, 주기적 건강검진 

유무, 주관적 건강상태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자가관리 역량 

개발의 경우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대상자가 흡연을 하고 있지 않는 대상자보다 자

가관리 역량 개발 점수가 더 낮았다(t=-2.084, p=.040). 또한 대상자의 주관적 건

강상태가 좋을수록 자가관리 역량 개발 또한 높았다(F=6.509, p=.002). 자가관리 

역량 부재의 경우,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있는 대상자가 그렇지 않은 대상자보

다 자가관리 역량이 부재하다고 인지하고 있지 않았으며(t=.806, p=.019), 대상자가 

주관적으로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다’고 평가한 경우, ‘보통’, ‘나쁨’이라고 평

가한 경우보다 자가관리 역량이 부재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F=7.284,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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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Comparisons on scores of the Self-care agency by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06)
Self-care agency Having power for SA Developing power for SA Lacking power for SA

Variables Categories n M±SD        t or F(p) M±SD      t or F(p) M±SD        t or F(p) M±SD     t or F(p)

Gender Male 83 51.12±6.92
.722(.472)

21.53±3.08
-.172(.864)

17.78±3.10
.586(.559)

11.81±2.86
1.267(.208)

Female 23 49.96±6.56 21.65±2.76 17.35±3.34 10.96±2.82

Age(yr)
20-39 43 51.77±6.06

.662(.518)

21.84±2.80

.782(.460)

17.93±2.91

.214(.808)

12.00±2.36

.721(.488)40-49 35 50.20±7.45 21.28±3.12 17.52±3.36 11.40±3.22

50≤ 28 51.33±3.22 23.00±3.61 17.67±2.52 10.67±.58

Religion Have 58 51.45±7.02
.961(.339)

21.93±3.31
1.420(.159)

17.86±3.26
.623(.535)

11.66±2.58
.128(.898)

None 48 50.17±6.60 21.10±2.54 17.48±3.01 11.58±3.19

Marital

status

Married 47 51.70±7.02
1.124(.264)

21.83±3.20
.836(.405)

18.17±3.16
1.415(.160)

11.70±3.32
.255(.800)

Others 59 50.20±6.66 21.34±2.84 17.31±3.10 11.56±2.45

Education

level

≤Middle 
  school

12 49.92±7.24

.708(.495)

22.00±2.56

1.721(.184)

17.17±4.09

.189(.828)

10.75±2.56

.821(.443)
High school 43 50.16±7.17 20.91±3.19 17.72±3.28 11.53±3.02

College≤ 51 51.69±6.47 22.00±2.88 17.78±2.82 11.90±2.79

Occupation Have 41 51.15±6.15
.332(.741)

22.93±2.69
1.010(.315)

17.54±2.81
.394(.694)

11.68±2.84
.172(.864)

None 65 50.69±7.27 21.32±3.18 17.78±3.35 11.58±2.89

Income
(10,000won 

/month)

<100 39 48.97±6.85

2.666(.074)

20.97±2.69

1.284(.281)

17.21±3.50

1.035(.359)

10.79±2.61

2.695(.072)100≤, <300 41 51.54±6.73 21.76±3.53 17.73±2.65 12.05±2.59

300≤ 26 52.65±6.53 22.12±2.46 18.35±3.29 12.19±3.39



- 38 -

<Table 10>  Comparisons on scores of the Self-care agency by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continued)

                                                                                                 (N=106)

Self-care agency Having power for SA Developing power for SA Lacking power for SA

Variables Categories n M±SD        t or F(p) M±SD        t or F(p) M±SD       t or F(p) M±SD        t or F(p)

Inmate Have 86 51.30±6.79
1.363(.176)

21.65±2.97
.671(.503)

17.91±3.16
1.492(.139)

11.74±2.96
.908(.366)

None 20 49.00±6.88 21.15±3.18 16.75±2.95 11.10±2.36

Smoking Yes 33 49.67±6.27 -1.220
(.225)

21.27±2.82
-.654(.515)

16.76±2.98 -2.084
(.040)*

11.64±2.40
.033(.974)

No 73 51.41±7.04 21.68±3.09 18.11±3.14 11.62±3.06

Drinking Yes 68 50.66±6.84 -.414
(.680)

21.40±3.15
-.731(.466)

17.51±3.13
-.761(.448)

11.75±2.97
.612(.542)

No 38 51.26±6.89 21.84±2.73 18.00±3.18 11.39±2.67

Level of 

injury

Cervical 38 51.45±7.42

.466(.629)

21.21±3.50

.990(.375)

18.08±3.26

.505(.605)

12.16±2.57

1.197(.307)Thoracic 48 51.02±6.83 22.00±2.49 17.40±3.19 11.63±3.12

Lumbar 12 49.25±5.08 21.00±3.05 17.5±3.00 10.75±2.18

No. years  

injured

<10 33 51.82±7.28

.460(.633)

21.58±3.38

1.890(.156)

18.15±3.31

.640(.529)

12.09±2.73

1.897(.155)10≤, <20 34 50.47±6.33 20.82±2.56 17.68±2.77 11.97±3.10

20≤ 39 50.41±6.96 22.18±2.94 17.31±3.33 10.92±2.67

Periodic

health

examinatio

n/test

Yes 56 52.41±7.23
2.523
(.013)*

21.98±3.23

1.557(.123)

18.20±3.15

1.779(.078)

12.23±2.81

.806(.019)*
No 50 49.14±5.96 21.08±2.67 17.12±3.06 10.94±2.78

Perceived

health 

status

Good
 18 55.72±7.33

9.952
(<.001)***
a>b>c

22.83±3.13

3.092(.050)

19.70±2.89
6.509(.002)**
a>b>c

13.17±3.55
7.284
(.001)***
a>b>c

Common
 52 51.37±6.29 21.67±3.05 17.73±3.01 11.96±2.54

Bad
 36 47.72±5.80 20.75±2.68 16.61±3.01 10.36±2.43

*p<.05, **p<.01,***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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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지지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지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11>과 

같다. 사회적 지지는 소득수준, 손상부위, 주기적 건강검진 유무, 주관적 건강상태 등

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월 가계 소득이 많은 대상자의 사회적 지

지가 높았고(F=7.636, p=.001), 척수 손상부위가 경수인 대상자가 흉수나 요수인 

대상자보다 사회적 지지 또한 높았다(F=4.203, p=.018).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

고 있는 대상자가 그렇지 않은 대상자보다 사회적 지지가 높았고(F=3.330, 

p=.001), 주관적 건강상태를 ‘좋다’고 평가하는 대상자가 ‘보통’ 혹은 ‘나쁨’

으로 평가한 대상자보다 사회적 지지가 높았다.(F=8.380, p=.001).

  영역별로 살펴보았을 때, 가족 지지는 교육수준, 직업상태, 소득수준, 손상부위, 주

기적 건강검진, 주관적 건강상태 등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최종학

력이 고등학교인  대상자보다 대학교 이상인 대상자의 가족 지지가 더 높았고

(F=3.471, p=.035), 현재 직업이 있는 대상자가 무직인 대상자보다 지각하고 있는 

가족 지지가 더 낮았다(t=-2.594, p=.011). 한 달 수입이 300만원 이상인 대상자

가 100만원 미만의 저소득 대상자와 100~300만원 사이인 대상자보다 가족 지지가 

높았다(F=8.699, p<.001). 척수 손상부위가 경수인 대상자가 흉수나 요수인 대상자

보다 가족 지지가 높았으며(F=9.862, p=.001),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있는 

대상자(t=2.552, p=.012)가 그렇지 않은 대상자보다,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다’고  

평가하는 대상자(F=5.685, p=.005)가 ‘보통’이나 ‘나쁨’으로 평가하는 대상자

보다 가족 지지가 높았다.

  또 다른 하위영역인 의료인 지지에서는 연령, 주기적 건강검진, 주관적 건강상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가 20~30대인 대상자보다 50대 

이상의 대상자의 의료인 지지가 높았고(F=4.311, p=.016), 대상자가 주기적 건강검

진을 받고 있을수록(t=2.665, p=.009) 의료인 지지가 높았다. 또한 주관적 건강상태

를 ‘좋다’고 평가하는 대상자가 ‘보통’ 또는 ‘나쁨’으로 평가하는 대상자보다 

(F=4.692, p=.011) 의료인 지지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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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Comparisons on scores of the Social support by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06)
Social support Family support Medical staff support

Variables Categories n M±SD          t or F(p) M±SD        t or F(p) M±SD         t or F(p)

Gender Male 83 84.53±14.95
.869(.387)

46.65±9.06
-.021(.983)

37.88±9.55
1.351(.180)

Female 23 81.43±15.75 46.70±8.98 34.74±10.98

Age(yr) 20-39
 43 80.86±11.45

1.438(.242)

46.98±7.67

.044(.957)

33.88±8.75
4.311(.016)*
c>a40-49

 35 85.88±17.32 46.45±10.09 39.43±10.26

50≤
 28 86.33±7.37 46.33±3.22 40.00±6.25

Religion Have 58 84.12±14.13
.196(.845)

46.00±8.75
-.881(.409)

38.12±9.77
1.055(.294)

None 48 83.54±16.35 47.46±9.31 36.08±10.06

Marital status Married 47 85.45±14.13
.966(.336)

47.77±8.07
1.065(.289)

37.74±9.94
.505(.614)

Others 59 82.59±15.84 45.83±9.66 36.76±9.94

Education level ≤Middle school
 12 87.17±15.22

2.470(.090)

46.25±9.93
3.471(.035)*
b<c

40.92±9.38

1.261(.288)High school
 43 79.98±16.48 44.12±9.72 35.86±10.61

College≤
 51 86.35±13.35 48.90±7.63 37.45±9.34

Occupation Have 41 82.54±16.44
-1.134(.259)

44.91±9.45
-2.594(.011)*

37.63±9.63
.564(.574)

None 65 85.95±12.69 49.44±7.53 36.51±10.41

Income

(10,000won/

month)

<100
 39 79.38±17.02

7.636(.001)**
c>a>b

43.15±9.39

8.699(<.001)***
c>a>b

36.26±9.80

2.772(.067)100≤, <300
 41 82.27±11.15 46.63±7.94 35.63±9.76

300≤
 26 93.08±13.98 52.00±7.47 41.08±9.62

*p<.05, **p<.01,***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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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Comparisons on scores of the Social support by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continued)

                                                                                               (N=106)
Social support Family support Medical staff support

Variables Categories n M±SD          t or F(p) M±SD        t or F(p) M±SD         t or F(p)

Inmate Have 86 84.71±15.48
1.205(.231)

47.01±8.83
.832(.407)

37.70±17.17
1.078(.284)

None 20 80.20±13.08 45.15±9.78 35.05±8.59

Smoking Yes 33 84.79±13.68
.424(.672)

48.61±8.65
1.506(.135)

36.18±9.23
-.709(.480)

No 73 83.44±15.78 45.78±9.07 37.66±10.22

Drinking Yes 68 83.63±14.43
-.205(.838)

47.00±9.14
.518(.605)

36.63±9.58
-.709(.480)

No 38 84.26±16.43 46.05±8.82 38.21±10.22

Level of injury Cervical
 38 86.74±13.09

4.203(.018)*
a, b>c

49.63±6.94
9.862(.001)***
a>b>c

37.11±10.74

.401(.671)Thoracic
 48 84.85±14.07 46.81±8.11 38.04±9.31

Lumbar
 12 73.67±14.79 38.42±7.96 35.25±9.14

No. years injured <10 33 83.36±16.11

.092(.912)

45.58±8.81

.429(.652)

37.79±9.80

.522(.595)10≤, <30 34 83.38±16.62 47.62±9.54 35.76±10.70

30≤ 39 84.69±13.07 46.74±8.80 37.95±9.38

Periodic health  

examination/test

Yes 56 88.27±13.21
3.330(.001)**

48.71±7.51
2.552(.012)*

39.55±9.72
2.665(.009)*

No 50 78.92±15.68 44.36±10.00 34.56±9.53

Perceived health  

status

Good
 18 95.06±15.96

8.380(.001)***
a>b, c

52.89±6.70
5.685(.005)**
a>b, c

43.17±13.22
4.692(.011)**
a>b, cCommon

 52 82.37±12.20 45.56±8.00 36.81±8.27

Bad
 36 79.92±15.75 45.14±10.18 34.78±9.23

*p<.05, **p<.01,***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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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가관리 이행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가관리 이행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12>

와 같다. 대상자의 자가관리 이행은 배우자 유무, 소득수준, 주기적 건강검진 등에 따

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배우자가 있는 대상자가 배우자가 없는 대상자

보다 자가관리 이행 정도가 더 높았고(t=2.173, p=.032), 소득수준이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혹은 300만원 이상인 대상자의 자가관리 이행이 소득수준이 100만원 

미만인 대상자보다 높았다(F=5.412, p=.006). 또한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있

는 대상자의 경우 그렇지 않은 대상자보다 자가관리 이행이 높았다(t=2.330, 

p=.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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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Comparisons on scores of the Self-care practice by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06)

Variables Categories n M±SD              t or F(p)

Gender Male 83 52.28±12.51
.402(.688)

Female 23 51.13±10.44

Age(yr) 20-29 43 51.65±11.33

.334(.717)30-49 35 53.34±11.03

50≤ 28 50.96±14.44

Religion
Have 58 52.84±11.30

.765(.446)
None 48 51.14±12.75

Marital

status

Married 47 54.83±13.17
2.173(.032)*

Others 59 49.80±10.68

Education   

level

≤Middle school 12 52.33±13.41

.455(.636)High school 43 50.70±13.13

College≤ 51 53.08±10.86

Occupation Have 41 52.12±12.14
.101(.919)

None 65 51.88±12.06

Income

(10,000won

/month)

<100
 39 47.18±11.78

5.412(.006)**
b, c>a100≤, <300

 41 54.85±9.85

300≤ 26 54.85±13.64

Inmate Have 86 52.12±12.49
.319(.750)

None 20 51.25±10.23

Smoking Yes 33 51.52±12.17
-.293(.770)

No 73 52.26±12.08

Drinking Yes 68 52.06±11.73
.035(.972)

No 38 51.97±12.78

Level of

injury

Cervical 38 53.53±12.41

1.423(.246)Thoracic 48 53.40±11.42

Lumbar 12 47.33±11.10

*p<.05, **p<.01,***p<.001  



- 44 -

<Table 12> Comparisons on scores of the Self-care practice by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continued)

                                                                    (N=106)

Variables Categories n M±SD              t or F(p)

No. years

injured

<10 33 52.79±14.55

.170(.844)10≤, <20 34 51.09±12.65

20≤ 39 52.21±9.10

Periodic 

health

examinatio

n/test

Yes 56 54.55±11.47

2.330(.022)*

No 50 49.20±12.17

Perceived 

health 

status

Good 18 54.67±14.99

1.671(.193)Common 52 53.10±8.80

Bad 36 49.17±14.15

*p<.05, **p<.01,***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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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3> Factors Influencing the Self-care practice of Subjects

        (N=106)

Variables B SE β t   ∆  p

constant 6.924 8.485 .816 .416

Self-care agency .531 .165 .301 3.227 .154 .154 .002

Social support .195 .074 .244 2.618 .189 .035 .010

Income:

100≤,<300

(10,000won/month)

4.534 2.151 .184 2.107 .215 .026 .038

F(p)=10.612(<.001) 

9. 대상자의 자가관리 이행 관련 영향요인

  

  대상자의 자가관리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일반적 특성 중 

자가관리 이행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배우자 유무, 소득수

준, 주기적 건강검진 실천여부와 자가관리 역량, 사회적 지지 등을 중심으로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13>과 같다. 이 중 배우자 유무(유=1, 무

=0), 소득수준(100만원 미만 기준), 주기적 건강검진 실천여부(네=1, 아니오=0)는 

더미화하여 처리하였다. 다중공선성은 공차값이 최대 .979였고 분산팽창지수는 모든 

값이 10미만이었으며, Durbin-Watson 지수 또한 2.185로 독립변수간의 상관관계는 

없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10.612, p<.001). 대상자의 자가관리 이행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가관리 역량(β=.301, p=.002), 사회적 지지(β=.244, 

p=.010), 소득수준(β=.184, p=.038)으로 설명력이 21.5%이었고, 이 중 자가관리 

역량이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치는 요인으로 전체의 15.4%를 설명하였다. 즉, 자가관리 

역량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자가관리 이행이 높

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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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논 의

  본 연구는 척수손상 환자의 자가관리 역량, 사회적 지지, 자가관리 이행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시도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로 첫째, 자가관리 역량 수준, 둘째, 사회

적 지지 정도, 셋째, 자가관리 이행 수준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1. 대상자의 자가관리 역량

  본 연구에서 척수손상 환자의 자가관리 역량의 평균평점은 5점 만점에 3.39점으로 

보통 수준이었다. 기존에 척수손상 환자를 대상으로 자가관리 역량을 측정한 선행연

구를 찾아볼 수 없어 그 차이를 비교할 수는 없었지만 국내에서 동일한 자가관리 역

량 측정도구를 사용한 선행 연구결과와 비교해보면, 김호곤(2012)의 연구에서 폐암

환자의 자가관리 역량은 평균평점 3.47점으로 본 연구대상자의 자가관리 역량보다 약

간 더 높았다. 이는 김호곤(2012)의 연구에서 폐암환자들은 폐절제술을 받은 지 1년 

미만의 상태로 회복에 대한 의지가 높은 시기이며 수술 후 합병증 예방을 위한 호흡

운동중재 및 통증조절 등에 대한 교육을 퇴원 전 받게되고 또한 폐암병기가 1기인 경

우가 54.7%로 호흡기계 외 증상이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45세에서 60세 미만의 폐경을 진단받은 중년여성을 대상으로한 최성미(2014)의 연

구에서 자가관리 역량은 평균평점 3.02점으로 본 연구대상자의 자가관리 역량이 더

높았다. 이는 폐경을 진단받은 여성의 경우,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 갑작스럽게 나타나

는 폐경 증상 경험 기간이 길지 않으며, 만성질환처럼 합병증 예방을 위해 체계적으

로 자가관리를 실천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 평생 자가관리를 하며 남은 생을

살아가야 하는 본 연구대상자의 자가관리 역량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대상자의 자가관리 역량과 관계있는 요인은 사회적 지지, 주기적 건강검진, 

주관적 건강상태이었으며, 흡연상태는 자가관리 역량 개발과 특히 관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대상자의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자가관리 역량이 높았는데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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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결과는 최성미(2014)의 연구에서 폐경기 여성의 사회적 지지와 자가관리 역

량이 순 상관관계를 보인 것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대상자가 외부환경으로부터 수단

적 지지를 제공받게 될 경우, 일상생활에 독립적인 자가관리 행위가 용이해지고 정서

적 지지를 통해 우울감이나 고립감 등이 경감되며 또한 정보적 지지는 건강관리에 대

한 자신감을 높여준다(Graven & Grant, 2014).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있는 본 연구의 대상자가 그렇지 않은 대상자보다 자

가관리 역량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Shih-Kai Tu & Hung-En 

Liao(2014)의 연구에서 주기적 건강검진은 이를 실천하는 환자들의 자가관리 역량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이들의 식이습관, 의료기관의 이용, 건강증진에도 긍정적인 효

과를 보인다고 제시한 결과와 유사하였다. 따라서 척수손상으로 인한 신체변화를 경

험하는 환자들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천하여 합병증을 예방하고 만성질환을 조

기발견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이 지속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자신의 건강상태를 ‘좋다’고 평가한 본 연구의 대상자가 ‘보통’ 혹은 ‘나쁘

다’고 평가한 대상자보다 자가관리 역량이 높았으며 다시 말해 주관적 건강상태를

긍정적으로 인지하고 있을수록 자가관리 역량이 높았다. Yildirim et al. (2013)의 연

구에서도  대상자의 52.6%가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인지하고 있었으며 건

강에 대한 불안과 우울은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자신의 건강상태를 부정적으로 인식

하는 척수손상 환자들이 불안과 우울수준이 높아지지 않도록 자가관리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자가관리를 통해 자신이 건강하다고 인식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자가관

리 역량 또한 증진시킬 수 있는 간호중재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대상자의 자가관리 역량개발이 현재 흡연을 하고 있지 않

은 대상자보다 낮았는데, 이는 Yildirim et al. (2013)의 연구에서 흡연을 하지 않는

만성폐쇄성 폐질환 환자의 자가관리 역량이 흡연을 하고 있는 폐 질환 환자보다 더

높다는 연구결과와도 비슷한 것이었다. 본 연구 대상자의 30.6%가 현재 흡연을 하

고 있었는데 이는 이자호 등(2010)의 연구에서 성인 척수손상 환자의 흡연율

38.2%보다 낮았다. 그러나 척수손상 환자의 경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만성질환

발생률이 더 높기 때문에 척수손상 환자를 위한 지역사회 기반의 금연프로그램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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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하여 실시함으로써 이들의 흡연율을 낮출 뿐만 아니라 흡연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척수손상 환자 스스로 자가관리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

이 필요하다. 

2. 대상자의 사회적 지지

  본 연구대상자의 사회적 지지의 평균평점은 5점 만점에 3.49점으로 보통보다는 높

은 수준이었다. 이는 폐경기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연구한 최성미(2014)의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 평균평점 3.47점과도 비슷한 점수였다. 또한 김민선(2010)이 골다공증 

환자의 사회적 지지를 조사한 결과 평균평점은 3.50점으로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

다. 즉, 척수손상은 신체기능의 상실, 자아개념의 혼란, 무력감, 우울 등을 유발하고 

영구적인 후유증으로 남은 일생 동안 본인과 가족에게 부담을 주는 심각한 것으로 알

려져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척수손상 환자의 사회적 지지는 다른 질환의 환자

와도 비슷한 수준이었다. 영구적인 기능장애가 있는 척수손상 환자들은 평생 재활치

료를 받아야 하고 합병증 예방을 위해 자신의 신체변화에 항상 민감해야 하므로 이들

에게 지속적인 사회적 지지를 제공해 주는 것은 척수손상 환자의 건강 및 삶의 질 향

상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지지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

이 모색되어져야 한다.

  연구대상자의 사회적 지지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일반적 특성으로는 소득수준, 척

수 손상부위, 주기적 건강검진 유무, 주관적 건강상태 등이 있었다. 월 가계소득이 

300만원인 대상자가 100만원 미만인 대상자 혹은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인 대

상자보다 사회적 지지가 높았다. 즉, 월 가계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

았으며 이러한 결과는 Bekele et al. (2013)의 연구에서 월 수입이 증가할수록 HIV 

감염환자가 인지하는 사회적 지지 정도가 높았다는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었다. 소

득수준이 안정적인 척수손상 환자의 경우, 지역사회 내의 자원에 대한 접근이 자유로

운 편이며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 또한 의료비용에 대한 부담이 적어 재활치료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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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건강관리에 집중 할 수 있게 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인 인구로 진입하는 

척수손상 환자의 수가 증가하는 만큼 앞으로도 이들에게 필요한 건강관련 가계지출이 

점점 증가하게 되므로 저소득층의 척수손상 환자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의료서비스의 지원을 제공해주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척수의 손상부

위가 경수인 환자가 요수인 환자보다 사회적 지지가 높았으며 흉수인 환자가 요수인 

환자보다 사회적 지지가 높았다. 다시 말해, 척수 손상부위의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았다. 척수손상 환자는 손상부위에 따라 환자의 운동 가능성, 기능약화의 유

형, 의존 정도가 달라지는데 경수손상 환자의 경우, 상지 운동에 제한이 있고 흉수손

상 환자는 몸통과 하지의 마비가 동반되지만 어느 정도 상지 기능이 유지되며 보조장

치가 있을 경우,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도 있다(소희영 등, 2015). 경수손상 환

자는 사용할 수 있는 운동능력이 흉수 및 요수손상 환자보다 제한적이기 때문에 가족

과 의료인의 도움이 더 필요하므로 사회적 지지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주

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연구대상자가 그렇지 않은 대상자보다 사회적 지지가 높았

는데 그 이유는 가족과 함께 정기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면서 자신이 돌봄을 받고 

있음을 인지하게 되고, 의료인과의 정기적인 만남으로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므로 사

회적 지지가 높았던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본 연구대상자 중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있는 대상자는 52.8%로 Roach, Nagy, Mejia, and Nemunaitis (2013)의 연구

에서 제시된 척수손상 환자의 건강검진 수검률 61.0%보다 낮았다.  척수손상 환자의 

경우, 신경계 손상으로 인한 신체변화를 확인하고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건강검진

이 재활치료와 함께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직도 건강검진의 필요성을 인

식하지 못하는 척수손상 환자들이 필요성을 인지하게 하고 의료기관 접근성의 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사회 차

원의 지원 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주관적 건강상태를 좋다고 생각하는 연구대

상자가 ‘보통’ 또는 ‘나쁨’이라고 생각하는 대상자보다 사회적 지지가 높았다. 

이는 Huang et al.(2015)의 연구에서 척수손상 환자가 주관적으로 평가한 건강상태

가 좋을수록 외부 지지자원에 대한 활용에 적극적인 모습 보이게 된다는 결과와도 유

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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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대상자의 가족 지지의 평균평점은 3.89점으로 높은 수준이었으며 최성미

(2014)의 연구에서 폐경기 중년여성의 가족지지 3.81점보다 높았다. 폐경기 중년여

성의 경우 대부분 스스로 건강관련 행위를 실천할 수 있는 상태이며, 호르몬 수치의 

변화로 인해 나타나는 폐경관련 증상들은 약물치료 시 호전되는 양상을 보이므로 가

족이 도움이 필요한 신체장애를 가진 본 연구대상자의 가족 지지가 높은 것으로 생각

된다.

  본 연구대상자의 가족 지지는 교육수준, 직업상태, 소득수준, 척수 손상부위, 주기적 

건강검진, 주관적 건강상태 등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대학교 졸업 이상인 연구대상자

가 고등학교 졸업 학력의 연구대상자보다 가족 지지가 높았다. 교육수준이 높음에 따

라 가족 지지가 높아지는 것은 척수손상과 관련된 많은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

가 많고 자신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가족의 도움과 조언 등을 직접 구하기 때

문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학력이 낮은 척수손상 환자를 돌보는 가족구성원에게 척수

손상 관련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환자의 요구를 살피게 함으로써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황혜민 & 이명선, 2011). 직

업이 없는 연구대상자가 직업이 있는 대상자보다 가족 지지가 높았다. 이는 Aylaz, 

Karadağ, Işik, and Yildirim (2015)의 연구에서 직업이 있는 제 2형 당뇨병환자가 

직업이 없는 제 2형 당뇨병 환자보다 사회적 지지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는 상반되는 것이었다. 또한, Bekele et al.(2013)의 연구에서도 직업이 있는 

HIV 감염환자가 직업이 없는 HIV 감염환자보다 사회적 지지가 높아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았다.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은 척수손상 환자의 가족 지지가 높았던 이

유는 본 연구대상자의 60.2%가 직업이 없는 상태이고 또한 신체활동 제한으로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가 없어 가족에게 더 많이 의지하게 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대상자의 의료인 지지의 평균평점은 3.10점으로 가족 지지보다 낮았다. 폐

경여성(최성미, 2014), 폐결핵환자(이상아, 2015), 골다공증 환자(김민선, 2010)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의료인 지지가 가족 지지보다 낮아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

다. 척수손상 환자의 경우, 재활치료와 합병증 및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의료진들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하지만 일상생활 중 신체활동범위의 제한으로 신체적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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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필요한 경우가 많고, 가족으로부터 제공받는 심리적 지지가 재활치료와 건강관리

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족 지지가 의료인 지지보다 높았던 것으로 보여진다.

본 연구대상자의 의료인 지지에 차이를 보인 일반적 특성으로는 연령, 주기적 건강

검진, 주관적 건강상태 등 이었다. 50대 이상의 연구대상자가 20대 연구대상자보다 

의료인 지지가 더 높았다. 연령이 높은 척수손상 환자의 경우 만성질환의 발병률이 

높고 신체 노화로 인해 기능수준이 저하됨을 느끼게 되고 자아존중감의 상실, 정체감 

상실로 인하여 정신건강에도 변화가 생기게 됨으로 인해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횟수가 

젊은 층에 비해 더 잦아지고 자신의 건강과 관련하여 의료인에게 많이 의지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주기적 건강검진을 실천하는 연구대상자가 그렇지 않은 연구대상자보

다 의료인 지지가 더 높았으며 이는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 의료인과의 접

촉이 더 잦고 의료인과 함께 건강상태를 확인하며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기 때문에 의

료인 지지가 높은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척수손상 환자가 사회적 지지에 대해 높게 인지할수록 고립감과 소외감, 무력감을 

느끼는 정도가 감소되어 긍정적인 심리상태와 함께 자가관리 이행을 적극적으로 실천

하게 되므로(Jensen et al., 2014) 고령의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지 않고 주관적 

건강상태가 낮은 척수손상 환자의 사회적 지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간호중재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3. 대상자의 자가관리 이행

  본 연구대상자의 자가관리 이행의 평균평점은 4점 만점에 2.07점으로 보통수준이

었다. 이는 척수손상 환자의 자가관리 이행을 측정하기 위해 Spinal Cord Injury 

Lifestyle Scale(SCILS)를 개발한 뒤 이를 척수손상 환자들에게 처음으로 적용한 

Pruitt, Wahlgren, Epping-Jordan, and Rossi (1998)의 연구에서 제시된 평균평점 

2.81점보다 낮았다. 본 연구대상자들의 자가관리 이행의 하위영역 중 심혈관계와 관

련된 자가관리가 평균평점 1.64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Pruitt, Wahlgren, 

Epping-Jordan, and Rossi (1998)의 연구에서 제시된 평균평점 2.40점보다도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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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결과였다. 본 연구대상자들의 자가관리 이행이 더 낮았던 이유는 선행연구에 포함

되었던 척수손상 환자의 경우 이미 척수손상 관련 이차 합병증이 발생하여 척수손상 

재활병원에 입원 중인 상태로 합병증 관리에 대해 의료진으로부터 교육받고 이를 실

천하고 있었으므로 자가관리 이행이 높을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척수손상 환자가 예방할 수 있는 심혈관계 질환관련 위험인자로는 비만, 신체

활동 부족, 흡연, 지방·육류 섭취 등이 있으며, 척수손상 재활기간이 경과할수록 BMI

와 체내 지질량이 점차 증가되므로(de Groot, Post, Snoek, Schuitemaker, & van 

der Woude, 2013) 척수손상 환자의 심혈관 질환을 위한 자가관리를 적극적으로 수

행할 수 있는 간호중재 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신경근골격계 관련된 자가관리 이행

이 평균평점 1.85점으로 보통수준에도 미치지 못하였으며 이는 Pruitt et al(1998)

의 연구에서 제시된 평균평점 2.38점보다 낮았다. 척수손상과 관련된 대표적인 손상

은 저하된 근력이며, 척수손상 환자에게 있어서 근력수준은 이동과 독립성을 반영하

는 중요한 지표임에도 불구하고(곽선규, 송영은, 김병완, 김창환, & 강은범, 2014) 

척수손상 재활에서 근력강화를 위한 능동적인 운동이 실천되지 않는다는 것은 주의

깊게 살펴야 할 간호문제이며 추후 연구를 통해 척수손상 환자들이 근력운동을 잘 실

천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을 파악한 뒤 이를 반영한 운동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문항별로 살펴보았을 때 가장 부족한 자가관리 이행은 욕창예방과 관련된 자세변경

이었으며 평균평점 .63점으로 Pruitt et al.(1998)의 연구에서 제시된 평균평점인

2.96점 보다 낮았다. 욕창은 척수손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차 합병증 중 빈번하게

발생하는 건강문제로서 척수손상 환자의 삶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회복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욕창의 위험성에 대해 알고 욕창관련 위험요인들을 일상생활

에서 제거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Lala, Dumont, Leblond, Houghton, & Noreau, 

2014). 욕창과 관련된 합병증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환자교육을 통해 퇴원 후 일상생

활에서도 꾸준히 자가관리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지해야 한다.

  본 연구대상자의 자가관리 이행과 관련이 있는 요인은 사회적 지지, 결혼상태, 소득

수준, 주기적 건강검진 등이 있었다. 연구대상자의 사회적 지지가 높아질수록 자가관

리 이행이 높아진다는 본 연구결과는 Graven & Grant(2014), Salyer, Schub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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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aranai(2012)가 심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가 자가관리 

이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었다. 현재 기혼상태로 배우

자와 함께 동거하고 있는 연구대상자가 배우자가 없는 대상자보다 자가관리 이행수준

이 더 높았으며 이는 심부전 환자의 자가관리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

옥종선, 고일선, 유규형, 김성해, and 임서진 (2013)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

었다. 뿐만 아니라 외상성 척수손상에 대한 적응 기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이 배우자 지지라는 Rintala(2013)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였다. 따라서 배우자가 

없는 척수손상 환자가 자조모임을 형성하여 사회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정보를 공유하

고 심리적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척수손상 환자간의 연계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또한 주기적 건강검진을 받는 대상자의 자가관리 이행이 그렇지 않은 대상

자보다 더 높았으며 이는 건강검진 또한 자가관리의 영역에 속하며 자신의 신체상태

에 대해 모니터링하는 건강관련 행위이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건강

검진을 받지 않는 척수손상 환자가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며 신체기능유지를 위

한 재활치료를 잘 이행하고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방안모색이 필요하

다. 월 가계소득이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인 대상자가 100만원 

미만인 대상자보다 자가관리 이행이 높게 나타나 월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자가관리 

이행이 높았다. 김애리(2010)의 연구에서 척수손상 환자의 경제수준은 재활치료의 

지속적인 이행에도 영향을 미쳐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재활치료 지속이행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였다. 또한 척수손상을 진단받은 이후부터 장기적인 재

활치료로 의료비용 지출이 많아지지만 척수손상 환자의 대부분은 20~40대의 경제활

동이 왕성한 시기의 남성으로 직업의 상실, 가계소득의 감소 등은 이들에게 필요한 

건강관리에 장애요인으로 자가관리 및 재활치료 뿐만 아니라 총체적인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으므로(이금주 등, 2015) 저소득 척수손상 환자

를 대상으로한 자가관리 이행 증진 간호중재전략의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연구대상자의 자가관리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가관리 역량, 사회적 

지지, 소득수준으로 자가관리 이행의 21.5%를 설명하였다. 이 중 연구대상자의 자가

관리 이행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가관리 역량이었다. Orem(1985)은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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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결핍이론에서 대상자의 자가관리 역량을 자가관리 이행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으

로 언급한 바 있으며, 대상자의 자가관리 역량이 결핍된 상태일 경우 간호사가 이를 

충족시켜주는 지지체계가 우선적으로 형성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척수손상 환

자가 퇴원 후 지역사회 내에 거주하면서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성공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지지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퇴원 전 간호사가 척수손상 환자의 자가관

리 역량을 평가하여 자가관리를 이행할 수 있는 지를 판단하고, 자가관리 역량을 강

화할 수 있는 간호중재를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가족구성원이 척수손상 환자 

곁에서 적절하게 지지할 수 있도록 가족구성원에게 척수손상 환자 건강관련 정보를 

제공해주는 교육도 포함되어야 하며 척수손상 환자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간호중재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수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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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척수손상 환자들의 자가관리 역량과 사회적 지지, 자가관리 이행과의 관

계를 파악하여, 척수손상 후 합병증을 예방하고 필요한 자가관리 이행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간호중재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

관계 연구이다. 연구도구로는 Evers et al.(1986)가 개발하고 Sousa et al.(2010)

가 개정한 Appraisal of Self-care Agency-Revised(ASAS-R)를 김호곤(2012)

이 한국어로 번역한 자가관리 측정도구와 김옥수(1993)가 개발한 사회적 지지 측정 

도구, 자가관리 이행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Pruitt et al.(1998)의 Spinal Cord 

Injury Lifestyle Scale(SCILS)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시 K재활병원과 척수

장애인 협회 소속 회원들 중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106명을 대상으로 

2016년 4월 12일부터 5월 28일 까지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평균연령은 42.94세로 대부분이 30~40대였으며 남자

가 여자보다 2배 이상 많았다. 무직 상태의 대상자가 61.3%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

며 월 수입이 전혀 없거나 100만원 미만인 경우가 36.8%였다. 81.1%의 대상자가 

가족구성원과 함께 동거하고 있었으며,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있는 대상자가 

52.8%로 그렇지 않은 대상자보다 더 많았고, 17.0%만이 자신이 건강하다고 인지하

고 있었다.

  대상자의 자가관리 역량과 자가관리 이행 수준은 보통수준이었으며, 사회적 지지는 

약간 높은 편이었다. 대상자의 자가관리 역량이 높을수록, 인지하는 사회적 지지가 높

을수록 자가관리 이행이 높았다. 대상자의 자가관리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가관리 역량, 사회적 지지, 소득수준으로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가관리 역량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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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언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1. 척수손상 환자의 대부분은 30~40대의 젊은 연령층으로 미취업상태인 경우가 많아 

소득수준이 불안정하므로 저소득층의 척수손상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자가

관리 역량 증진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2. 척수손상 환자를 위한 지역사회 기반의 금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함으로써 금

연의 필요성을 알리고 척수손상 환자의 흡연율을 낮추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

요하다. 

3. 척수손상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자가관리 이행 증진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심혈관질

환 예방을 위한 식이요법, 근력강화를 위한 능동적 운동요법, 욕창예방을 위한 자

세변경에 초점을 맞추어 척수손상 환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전략이 필요

하다.

4. 척수손상 환자가 퇴원 후 지역사회 내에 거주하면서 지속적으로 자가관리를 이행

하기 위해서는 퇴원 전 간호사가 척수손상 환자의 자가관리 역량을 평가하여 자가

관리를 이행 할 수 있는 지를 판단하고, 자가관리 역량이 결핍된 환자의 경우 적

절한 사회적 지지를 통해 이를 증진시킴으로써 자가관리 이행 수준을 향상시키는 

추후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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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lationship of Self-care agency, Social support, and Self-care practice 

in people with Spinal cord injuries

                                                    Choi, So Young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of self-care 

agency, social support and self-care practice in people with spinal cord 

injuries. The structured questionnaires used for this study included the Korean 

version of Appraisal of Self-care Agency Scale-Revised(ASAS-R)(Kim, 

2012), Social Support Scale(Kim, 1993), and Spinal Cord Injury Lifestyle 

Scale(SCILS)(Pruitt et al., 1998). Data for this study were collected from 

April 12 to May 28, 2016. Participants were 110 patients with spinal cord 

injuries who completed a self-report questionnaire. Of the 110 

questionnaires, 106 were used for statistical analysis.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WIN Statistics 23.0.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in this study: mean age was 42.94 

years, 78.3% were men, more than 2 times the number of women. 44.3% 

were married, more than 60% had no job, and 27.8% had no income or 

earned less than 1,000,000 won per month. 31.1% smoked, and 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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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unk alcohol. While 52.8% took a physical examination periodically, only 

17.0% felt their health status was fine. 

2. The average score for self-care agency of patients with spinal cord 

injuries  was 50.87(±6.83) out of 75. By components of social support, 

the average score for family support and medical staff support were 

46.66(±9.00) and 37.20(±9.91) out of 60 respectively. The average 

score for self-care practice was 52.03(±12.05) out of 100.

3. Self-care agency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family support (r=.331, 

p=.001), medical staff support (r=.246, p=.011), and self-care practice 

(r=.403, p<.001). Family (r=.306, p=.001) and medical staff (r=.236, 

p=.015) support had a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self-care practice. 

4. Self-care practice had s significant association with self-care agency (β

=.301, p=.002), social support (β=.244, p=.010), and monthly income 

(β=.184, p=.038). 

  In the study, it was shown that self-care agency and social support 

positively related to self-care practice.  In other words, high in self-care 

agency and social support showed a high level of self-care practice. Also 

patients’ self-care practice was affected by their self-care agency, social 

support, and monthly income. The findings indicate that the low income 

patient group needs a positive approach and strategic efforts to enhance 

their self-care agency and self-care practice. To develop more positive 

self-care practices for these patients with spinal cord injuries, there is a 

need to strengthen support for them and their families in their community. 

Key words: Spinal cord injury, Self-care agency, Social support, Self-care 

pract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