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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퇴원을 준비하는 노인 호흡기질환자의 

일상생활수행능력과 관련 요인

본 연구는 퇴원을 준비하는 노인 호흡기질환자의 일상생활수행능력수준을 

파악하고 관련된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자료수집 기간

은 2018년 11월 28일부터 2019년 3월 15일까지이며, 서울시에 위치한 S대

학병원에 입원 중인 만성폐쇄성 폐질환, 폐렴, 간질성 폐질환, 항산균 감염증

(폐결핵, 비결핵성 항산균증)으로 진단받은 만 65세 이상 노인 환자를 대상으

로 하였다.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일대일 면담 방식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최종 분석에 이용된 설문지는 총 104부로 수집된 자료는 SPSS Windows 

version 24.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독립표본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Multiple linear regression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평균 연령은 75.02±6.59세, 응답자의 

62.5%(65명)가 남성이었다. 기혼인 경우가 81명(77.9%), 고등학교 졸업자

가 33명(31.7%), 무직(주부 포함)이 85명(81.7%)으로 가장 많았다.

2. 대상자의 호흡기 증상경험은 72점 만점에 평균 14.75±9.93점이었고, 사회

적 지지는 6점 만점에 평균 5.28±1.17점이었다. 불안과 우울은 21점 만점 

중 각 7.04±4.60점, 9.19±4.61점이었으며, 일상생활수행능력은 평균 

1.56±1.81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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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자의 주 돌봄 제공자에 따라 일상생활수행능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F=3.147, p=.028), 기저질환이 많을수록 일상생활수행능

력 수준이 낮고(F=3.735, p=.027), 신경학적 또는 정신과적의 질환의 과거

병력이 있는 노인이 병력이 없는 노인보다 일상생활수행능력의 수준이 더 

낮았다(t=3.218, p=.002).

4. 대상자의 사회적지지가 높을수록 일상생활수행능력(r=-.212, p=.030)이 증

가하고, 불안이 증가할수록(r=.303, p=.002) 우울이 증가할수록(r=467, 

p<.001) 일상생활수행능력이 감소하였다.

5. 다중 회귀분석시, 모델은 일상생활수행능력을 38.1% 설명하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F=4.259, p<.001). 노인 호흡기질환자의 우울이 높을수록 일상생

활수행능력 수준이 낮았고(β=.425, p<.001), 신경학적 또는 정신과적의 병

력이 없는 노인이 병력이 있는 노인보다(β=-.224, p=.024) 일상생활수행

능력 수준이 높았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퇴원을 준비하는 노인 호흡기질환자의 일

상생활수행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우울과 신경학적 또는 정신과적의 병

력 유무에 따른 중재가 개입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퇴원을 준비하는 노인 호흡기질환자를 대상으로 일상생활수행능

력의 수준을 파악하고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복합적인 이해를 제공하기 

위한 연구로서 의의가 있다. 또한 추후 노인 호흡기질환자의 퇴원준비 정도를 

포괄적으로 사정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노인의 일상생활수

행능력을 증진시킴으로써 건강관련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핵심 되는 말 : 노인, 퇴원준비, 호흡기질환자, 일상생활수행능력, 호흡기 증상

경험, 사회적 지지, 불안, 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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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노인에서의 호흡기 질환은 빈번하게 발생되며 환자의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질환으로 노인이 되면서 수반하는 생리적인 변화와 폐기능 및 

면역 기능의 감소에 기인한다(용석중, 2003). 다양한 호흡기계 질환 중 

대표적인 질환으로 만성폐쇄성 폐질환, 천식, 폐결핵을 꼽을 수 있는데, 

집중적인 관리와 중재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질병의 발생은 심각한 

수준이다(한미희, 2018). 대표적인 만성호흡기 질환인 만성폐쇄성 폐질환은 

2030년에는 보유 만성질환의 46%를 차지하며 전체 사망 원인의 3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고(WHO, 2008), 폐렴은 국내 노인 사망의 직접 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폐결핵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발생률, 유병률, 

사망률 1위(통계청, 2018)로 호흡기질환의 관리가 중요하다. 더욱이 우리 

사회의 급속한 노인인구 증가와 고령화 추세로 인하여 이러한 호흡기질환이 

급증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최근 포괄수가제의 확대실시 및 병상 회전율 제고 등과 같은 의료 효

율을 강조하는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와 조기퇴원 증가경향으로 국내 평균재원

일수는 감소하였다(오의금 외, 2016). 반면에, 상급병원-재활의료기관-요양기

관(유지기 재활)의 전달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환자들은 준비가 안 된 

채로 퇴원이 진행되면서 재정 부담과 질병 악화는 물론, 건강보험 재정 지출 

증가 등의 문제까지 발생하여, 요양병원 입원진료비는 2008년 9400억 원에서 

2016년 4조6000억 원으로 4.9배 증가했고, 내원진료비는 540억 원에서 

1100억 원으로 2.1배 증가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18). 국외에서도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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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만성질환의 재입원율 증가로 의료비가 비효율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이는 

세금인상을 초래할 것이며 정부의 사용 가능한 자원을 줄일 수 있다고 언급하

고 있다(Medicare Payment Advisory Commission, 2007). 2010년 미국 

Center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s(CMS)에서는 30일 이내 재입원율

을 줄이기 위해서 병원에게 전체 상환금의 3%를 벌금으로 부과하고 있는데, 

6개의 대상 상병 중에는 폐렴과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미

국 CMS에서는 재입원율을 줄이기 위한 HRRP(Hospital Readmissions 

Reduction Program)정책을 펼치면서 각 병원마다 퇴원 환자의 준비를 강화

하는 추세이며, 우리나라도 2016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 질평가 

지표로 30일 이내 재입원율을 추가하면서 실태를 파악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재입원율 감소에 국내외 정책이 집중되는 것으로 알 수 있듯이 노인에게 높은 

유병률을 가지고 있는 호흡기질환에 대해서 퇴원준비가 더욱 강조된다. 퇴원 

후 환자의 건강상태 및 간호 요구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환자의 

신체적 기능상태가 있는데(오의금 외, 2016), 기능상태 및 사망률의 예측인자

로 일상생활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의미있다고 밝혀졌다(원장원, 양금열, 

노용균, 김수영, 이은주, 윤종률, ... & 윤도경., 2002; 박수지 & 박병선, 

2017).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전체 노인의 8.7%가 일상생활수행

능력에 제한이 있었는데, 특히 85세 이상인 경우 32.0%로 제한 비율이 급격

히 증가하였고(이윤경, 2018), Van Helvoort et al(2016)은 호흡곤란과 피로 

같은 증상이 일상생활수행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노

년기에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주

는 요인으로 일상생활수행정도(Takemasa et al., 2014; 김정연, 이석구, & 

이성국, 2010), 자기효능감(박영숙, & 권윤희., 2015; 왕명자, 2010; 양남형, 

2009), 사회적 지지(조원정 외, 2010; 박기선 외, 2009), 우울(김홍남, 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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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 김경호., 2017; 김은하 & 이지원., 2009) 등이 있는데 일상생활수행능

력이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노인의 일상생활수행능력을 증가시

키면 건강관련 삶의 질이 높아지고 병실에서 가정으로의 전환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어, 퇴원 후에 대처능력이 증가할 수 있다. 그러나 노인 호흡기질환자

를 대상으로는 이러한 변수로 연구가 되어있지 않고, 일상생활수행능력과 관

련된 요인을 밝혀내기에는 정보가 미흡하다. 특히 호흡기질환자가 경험하는 

호흡곤란과 같은 증상은 하나에만 국한된 것이 여러 요인에 영향을 줄 수 있

어 통합적으로 사정하여 관리해야 하고, 노인의 제한된 폐기능 내에서 최적의 

기능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인의 특성을 고려해야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퇴원

을 준비하는 노인 호흡기질환자를 대상으로 일상생활수행능력 수준을 파악하

고, 관련된 요인을 확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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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퇴원을 준비하는 노인 호흡기질환자의 일상생활수행능력

을 파악하고, 이에 관련된 요인을 규명하기 위함이다. 이는 호흡기질환자의 퇴

원에 대한 다차원적인 사정과 그에 맞는 교육 및 간호 중재 개발의 기초자료

로 활용하는 것이 목적이며,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호흡기 증상경험, 사회적 지지, 불안과 우울, 일상생활수행능

력 수준을 파악한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질병 관련 특성에 따른 호흡기 증상경험, 사회

적 지지, 불안과 우울, 일상생활수행능력을 분석한다.

셋째, 대상자의 호흡기 증상경험, 사회적 지지, 불안과 우울과 일상생활수행능

력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넷째, 대상자의 일상생활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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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의 정의

1) 일상생활수행능력

① 이론적 정의

  목욕이나 식사와 같이 가장 기본적인 활동으로 자신의 신체를 돌보는 것

에 중점을 두고 있다(Foti & Koketsu, 2013).

② 조작적 정의

  Katz et al(1963)이 개발한 Katz Index of Independence in the 

activities of daily living를 김수영 외(2004)가 한국어로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는데, 이 도구는 목욕하기, 옷입기, 식사하기, 화장실 사용

하기, 이동하기, 대소변 조절하기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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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본 장에서는 퇴원을 준비하는 노인 호흡기질환자의 간호 이슈를 파악하고, 

퇴원을 준비하는 노인 호흡기질환자의 일상생활수행능력과 관련된 요인을 살

펴보기 위해 Lenz et al(1997)의 불쾌증상 이론(Theory of Unpleasant 

Symptoms, TUS)을 기반으로 하였다.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우리나라 학

술지에 게재된 연구 중 노인의 일상생활수행능력 관련 요인에 대한 논문을 

검색하여 총 95개를 분석한 결과 일상생활수행능력(증상경험의 결과)과 관련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질병에 대한 주관적인 건강상태(호흡기 증상경

험)와 사회적 지지(증상경험에 영향을 주는 상황적 요인), 불안과 우울과 같

은 정신건강(증상경험에 영향을 주는 심리적 요인)으로 나타나 문헌고찰을 

시행하였다.

1. 퇴원을 준비하는 노인 호흡기질환자의 간호 이슈

  대표적인 만성호흡기 질환인 만성폐쇄성 폐질환(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은 의학적인 중재에도 불구하고 증상의 악화와 완화가 

반복되는 질병의 특성으로 인해, 암, 당뇨, 간질환, 신질환 등의 다른 만성 질

환에 비하여 사망률이 높아지고 있다. 2030년에는 보유 만성질환의 46%를 

차지하며 전체 사망 원인의 3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어 질병 부담률에 영

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WHO, 2008). 또한 국내 COPD 유병률은 

40세 이상에서 흡연에 상관없이 약 14%인 300만 여명으로 추정되며 특히 남

성의 경우 40세 이상에서 5명 중 1명(20.5%), 65세 이상에서 3명 중 1명

(31.5%)이 가지고 있을 정도로 흔하다(대한 결핵 및 호흡기학회,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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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렴은 2016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체 사망인구의 사망원인 중 4위이며 

십만 명 당 사망률 32.2(통계청, 2018)로 입원 환자의 15%, 병원 사망률의 

15%를 점유하고 있고, 노인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폐

렴을 일으키는 위험요인에는 연령, 동반질환, 영양결핍, 전반적인 기능상태 저

하, 거동 어려움, 연하장애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 체계적인 퇴원계획이 반

드시 필요하다(Jung, 2008; Burke & Coleman, 2013).

간질성 폐질환은 폐의 간질을 주로 침범하는 비종양성, 비감염성 질환들의 

총칭하는 말로, 병의 경과가 좋지 않고 증명된 치료 방법이 없는 질환이다. 흔

히 흡연 경력이 있는 중년 정도의 연령대에 발병하여 서서히 호흡곤란을 유발

하며 병이 진행하면서 주로 호흡곤란이 심해진다(대한 결핵 및 호흡기학회, 

2018).

폐결핵은 최근 우리나라의 결핵 발생과 사망은 감소되고 있는 추세이나 

OECD국가 중 발생률, 유병률, 사망률 모두 1위로, 2018년 국내 결핵환자는 

33,796명(10만 명당 65.9명)으로서(질병관리본부, 2019), 결핵균에 의해 파괴

된 폐는 기관지 혈관 기형, 기관지 확장증, 기관지 및 실질세포 파괴 등으로 

장기적인 호흡기능 장애를 초래한다(Pasipanodya et al., 2007). 퇴원손상 심

층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65세 이상 노인환자의 의료 이용을 분석한 결과 주

된 질병으로는 뇌경색, 협심증, 폐암, 폐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많았다는 

연구(정규호, 2012)로도 알 수 있듯이, 만성폐쇄성 폐질환, 천식, 혹은 폐결핵

과 같은 호흡기계 질환이 많은 의료비 지출을 유발하고 질병부담률을 높이고 

있다. 

UN의 기준에 따르면 이미 우리나라는 2000년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2%

에 이르러 고령화 사회에 들어섰으며, 2017년에는 전체 인구의 13.8%를 차

지하였고, 2045년에 47.7%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통계청 고령자통계, 2017). 

이처럼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노화의 과정으로 진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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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폐 탄성의 저하와 흉곽 강성(stiffness)의 증가, 호흡 근육의 근력 저하로

(권용수, 2010), 노년기의 호흡곤란을 호소는 환자는 더욱 증가할 것이며, 국

가적 차원에서 노인 호흡기질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시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제도가 완성된 뒤 2000년 7월 1일 모

든 의료보험이 국민건강보험으로 통합되어 의료의 공공성을 보장하고 국민복

지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많은 의료이용자들이 필요 이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의원이나 병원급 의료기관을 찾기보다는 상급종

합병원이나 대학병원을 찾고 있다. 의료자원의 활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환자는 종합병원으로 몰려들고 외래환자의 대기시간이 지연되게 되

고 병상 수의 부족으로 입원치료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이종선, 2016). 더

욱이 우리 사회의 급속한 노인인구 증가와 고령화 추세로 인한 만성 질환의 

증가 등으로 의료기관 이용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김미혜 & 김소

희, 2002), 최근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진료협력팀을 구성하여 지방의 1, 2차 

진료기관과 협력기관을 구성하여 장기 재원환자와 상급병원으로 몰리는 지방

거주 환자를 분배하여 전원(transfer)시킴으로서 의료 경영의 효율성을 추구하

고 있다. 그러나 권희경(2016)의 연구에서는 정작 환자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의 전환, 일반병실에서 가정으로의 전환을 경험하면서 회복에 대한 갑

작스럽고 빠르게 이루어지는 건강-질병 전환기에 새로운 역할을 충분히 준비

하지 못하면, 퇴원 시 대처능력인 퇴원준비도가 저하될 수 있다고 말한다.

박희옥 외(2001)는 종합병원 장기입원 환자들의 재원사유에 대해 규명하였

는데, 필요한 치료의 불완전, 외래 환자 진료의 어려움 및 물리 치료를 받는 

것이 장기 체류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으며, 퇴원 후 환자를 보살피

는 가족 자원이 부족하다고 하였다. 더욱이 호흡기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는 

호흡곤란을 피하기 위하여 활동을 줄이게 되고, 그로 인해 일상생활수행능력

이 떨어질 뿐 아니라 신체적 재조건화에 의해 호흡곤란이 더욱 악화되어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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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환자들의 삶의 질이 저하된다

(장희정 & 김정엽, 2006). 또한 주관적인 증상이 남아있는채로 퇴원을 진행하

게 되면 삶의 질이 낮고(Benzar, Hansen, Kneitel, & Fromme, 2011), 의료

서비스 만족도가 떨어지며(Strong & Bettin, 2015), 합병증이 증가하고

(Titler & Pettit, 1995), 재입원율이 증가하며(Kang, 2007) 결국 의료재원이 

낭비되는 결과(Jencks, Williams, & Coleman, 2009)를 초래한다.

2000년대 후반부터는 질병과 관련된 지식을 제공시 대상자들의 교육수준을 

고려하는데, 특히 노인에게는 단순히 단어나 문장을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이 

아닌 건강정보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능력(health literacy)을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다(Baker et al., 2007). 성공적인 퇴원을 위해서는 치료지시 

이행이 높은 것으로 보고된 질병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이를 활용하는 능력이 

필요하다(김난희 외, 2016). 지식수준과 건강정보 이해능력이 낮을수록 질병

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건강문제가 더 많이 발생하고 건강관리를 소

홀히 하여(Dewalt & Pignone, 2005) 퇴원 후 재입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다. 또한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하며, 개인이 갖

고 있는 신념에 따라 행동으로 옮기게 되므로 건강신념은 올바른 치료지시 이

행과 접한 관계가 있다(민은실 & 허명행, 2012).

이처럼 호흡기질환자의 퇴원은 의학적 치료의 종결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호

흡곤란 증상, 일상생활 수행능력, 심리적인 요소, 사회적 지지체계, 인식 능력 

등으로도 접근하여 다양하게 사정하여 준비해야하고, 환자와 보호자 또한 다

양한 요구와 기호를 갖고 있음을 인식해야한다(Dutton et al.,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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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인 호흡기질환자의 일상생활수행능력 관련요인

1) 일상생활수행능력

노인의 기능 상태를 측정하는 도구는 일상생활수행능력(activities of daily 

life, ADL)과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fe, 

IADL)의 두 가지가 가장 흔히 사용되는데, 이는 노인의 환경과 사회지지 

네트워크 배경과 관련하여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축소해서 측정하는 도구로 

여겨지고 있다(권인순, 2014). 일상생활수행능력은 목욕, 식사, 옷입기, 

대소변 보기와 가리기, 이동 등과 같이 개인의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항목이고,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은 음식조리, 청소, 세탁, 

약물 복용, 전화걸기, 장보기, 교통수단 이용과 같은 사회적인 독립에 필요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7년 노인실태조사에서는 7개의 지표(옷 입기/ 세수, 양치질, 머리감기/ 

목욕 또는 샤워하기/ 차려놓은 음식 먹기/ 누웠다 일어나 방 밖으로 나가기/ 

화장실 출입과 대소변 후 닦고 옷 입기/ 대소변 조절)로 일상생활수행능력을 

조사하였는데, 완전 자립률이 가장 높은 것은 누웠다 일어나 방 밖으로 나가

기(98.8%)이고, 가장 높게 어려움을 호소하는 동작이 목욕 또는 샤워하기로 

나타났다. 한편, 가구형태별로는 노인부부가구가 93.6%로 완전 자립률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자녀동거가구는 89.0%로 가장 낮은데 이는 자녀 등으로부

터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어 자녀와 동거하게 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과 기능적 일상생활수행능력까지 세분화시켜 노인

에게 다각적으로 접근한 연구는 주로 치매노인(김지훈 & 김환, 2015; 김연옥 

& 심문숙, 2015), 지역사회 거주노인(박선영, 2009; Mao et al., 2018)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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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하여 수행되었는데, 일상생활수행능력은 노인들의 자립과 삶의 질을 

유지하는 기본이라고 강조하고 있으며 신체활동 독립성의 손실은 간병인 부

담, 자원 사용 증가 및 사망과 관련이 있다(Covinsky et al., 2003). 

2) 호흡기 증상경험

American Thoracic Society(1999)에서는 호흡곤란은 ‘질적으로 강도가 다

른 감각으로 구성된 호흡 불쾌감의 주관적인 경험’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는 환

자에게 쇠약한 영향을 주는 증상으로 환자의 임상 경과를 예측하는 생리적인 

측정치를 능가하는 사망률의 강력한 예측 인자이다(O’Donnell et al., 2013).

최근에는 ‘삶의 질’ 특히, ‘건강관련 삶의 질’의 개념이 등장하면서 환자의 

판단이 치료방침을 결정하는데 중요하게 부각되었고(Kim et al., 2006), 환자

의 주관적인 증상과 증상경험에도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만성 폐질환자의 건

강 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호흡곤란, 기침, 객담과 같은 질병 

자체로 인한 증상뿐만 아니라 증상의 악화 경험, 폐기능 저하, 피로, 동반 질

환 여부, 수면의 질, 불안, 우울, 자기효능감 등 다양한 요인들이 있다(Akinci, 

Pinar, & Demir, 2013; Burgel et al., 2013; Jones et al., 2011; Stahl et 

al., 2005). 

만성질환 중 노인의 호흡기 질환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며, 진단을 받았을 

때 이미 중증인 경우가 많으며, 간단한 수술 후에도 폐렴과 같은 합병증이 발

생하여 입원기간이 연장되거나 심하면 호흡부전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된다

(강인순 & 정희진, 2010). 노인에서 호흡기 질환이 쉽게 초래되는 이유는 노

화로 인한 신체적인 변화 가운데 노인은 흉곽운동이 제한되고, 복근의 수축력

이 약해져 폐활량 또한 감소하게 되는데 전체적인 폐용적은 가슴근육 위축으

로 방해를 받으므로 잔기량(residual volume)의 증가가 폐활량의 감소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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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나기 때문이다(정현철, 2008). 만성 폐질환자의 호흡곤란은 오래 지속되

거나 다루기 힘든 고통과 삶의 질 저하를 초래하는데, 오의금 등(2002)은 만

성 폐 질환자의 기능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호흡곤란이 가장 첫 번

째로 49%를 설명한다고 하였고, Polatli et al(2012)의 연구에서도 호흡곤란 

증상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83.1%로 가장 많았으며, 그 중 계단을 보

행하는 것이 66.6%로 가장 힘들다고 언급하였다. 

3) 사회적 지지

노인은 자녀, 형제, 친구, 이웃 등에게 다양한 사회적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하여 노인들은 새로운 문제해결능력을 강화시키고 개인

의 심리적 적응을 도와준다(Dickinson et al., 2011). 사회적 유대는 노인의 

건강에 매우 중요한데, 특히 노쇠한 노인의 경우 사회 지지망의 적정 정도에 

따라 집에 머무를 것인지, 시설에 갈 것인지 결정된다(권인순, 2014). 이혜경 

& 이병록(2011)의 연구에서는 노인의 가족지지와 일상생활기능은 우울에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지지는 우울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

지만, 자기수용은 우울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외 문헌에서는 병원에서 기관절개술(tracheostomy)후 가정에서의 삶을 

연구한 McCormick et al(2015)는 많은 가족들이 기관절개 치료에 대한 만족

감을 나타내면서 지식 교육, 팀워크 및 병원에서의 원활한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퇴원 시 환자와 가족들에게 효과적인 교육을 실시하면 퇴원 후 

환자 재입원율과 사망률이 감소 할 수 있다고 하였다(Koelling, Johnson, 

Cody, & Aaronson, 2005). 퇴원 후 가정용 인공호흡기로 집에서 생활한 환

자의 경험에 대한 연구(Ballangrud et al., 2009)에서는 유능한 돌봄자의 중

요성과 보살핌의 연속성에 대하여 강조하며, 환자와 함께 사는 사람들이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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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필요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통찰력을 기르는 것이 치료의 질을 향

상시킨다고 말하였다.

4) 불안과 우울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인의 건강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증가하고 있

는데 우울은 노인에게 가장 흔히 발생하는 건강문제의 하나이다. 노인은 질병

과 신체기능의 약화와 같은 신체적, 생리적 변화뿐 아니라 경제적 불안정, 사

회나 가정에서의 역할변화 등으로 심리적인 문제들을 겪게 되며 기분을 조절

하는 신경전달물질의 분비 감소와 조절장애로 인해 젊은 사람에 비해 우울에 

취약하다(Tiemeier, 2003).

특히 불안은 만성질환을 가진 대상자에게 자주 나타나는 정서적 문제인데, 

COPD환자는 질병이 진행됨에 따라 기도 폐쇄의 증상으로 인해 호흡곤란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이로 인해 금방이라도 질식하거나 죽음에 이를 것만 같은 

경험을 하거나 호흡곤란 등의 증상악화로 인한 입 ․ 퇴원의 반복으로 불안을 

경험한다(Willgoss & Yohannes, 2013). 이러한 불안은 호흡기질환자들이 운

동을 기피하게 만들고 신체적 기능을 저하시키며 일상생활에 대처하는 능력도 

감소시켜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한다(Willgoss & Yohannes, 

2013). 또한 증상의 악화로 인한 입원의 반복은 환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더

욱 저하시키고 일상생활 수행정도에서 의료진이나 가족에 대한 의존성을 증가

시키며 우울을 더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된다(Pooler & Beech, 

2014; 방수향 & 장희정, 2007). 호흡곤란을 가지고 있는 노인 환자는 일상생

활을 유지하기 위한 능력을 더욱 제한할 뿐 아니라, 호흡곤란으로 인한 불안

과 기능상태의 저하는 환자의 자기효능감도 감소시켜 배우자나 돌봄 제공자에

게 새로운 역할을 부담하도록 한다(Polatli et 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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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노인의 일상생활수행능력에 대한 다양한 변수들로 연구들이 발표되

었고, 호흡기질환자의 퇴원에 대한 다양한 선행연구들이 있어 관련된 요인들

을 파악할 수 있었지만 노인의 특성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미흡하여 노인의 

일상생활수행능력 향상을 목표로 호흡기질환자의 총체적인 퇴원준비에 대해 

파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퇴원을 준비하는 노인 호흡기

질환자의 일상생활수행능력의 수준을 파악하고 관련 요인을 규명하여 일상생

활수행능력을 증진시키고 나아가 노인 호흡기질환자의 퇴원준비 정도를 포괄

적으로 사정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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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개념적 기틀

본 연구는 퇴원을 준비하는 노인 호흡기질환자들의 일상생활수행능력과 관

련된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문헌고찰에서 확인된 호흡기 증상경험과 증상경

험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통합적으로 파악하는 불쾌증상이론(Theory of 

Unpleasant Symptoms)을 기반으로 하였다. 이 이론을 통해 퇴원을 준비하는 

노인 호흡기질환자들이 경험하는 증상경험과 생리적, 정서적, 상황적 요인간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이해함으로써 그에 따른 효과적인 증상관리를 제공하고, 

노인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일상생활수행능력과의 관계를 파악

하고자 한다. 

불쾌증상이론은 Lenz 등(1997)이 개발한 이론으로 1995년에 소개되어 이

론의 수정과 보완으로 거쳐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론은 증상경험과 그 

증상 간의 관계에 대한 모델을 제공하는데 증상경험, 증상경험에 영향을 주는 

생리적 요인뿐만 아니라 정서적 요인과 상황적 요인들, 증상경험의 결과로 구

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증상경험은 시간(timing), 강도(intensity), 

불편감 인지 수준(level of distress), 질(quality)의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보

며, 단독으로 발생하거나 두 가지 이상의 증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서로 상호작용하여 더욱 불유쾌한 느낌을 야기한다. 증상경험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는 생리적 요인으로 정상적인 신체기능, 병리적 소견, 에너지의 수준 등

이 포함되며 심리적 요인으로는 기분 및 정서적인 상태, 질병과 증상에 대한 

지식수준의 정도 등이 포함되며 상황적 요인에는 직업, 결혼 여부, 사회적 지

지, 생활습관 등의 환경적 및 사회적 요소들이 포함된다. 증상경험의 결과는 

개인의 신체활동과 인지능력을 포함한 개인의 수행능력을 포함하도록 증상의 

결과나 효과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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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는 퇴원을 준비하는 호흡기질환자의 호흡기 증상경험을 포괄

적으로 파악하고, 생리적 요인(호흡기질환 진단명과 기저 질환), 상황적 요인

(사회적 지지), 심리적 요인(불안과 우울), 증상경험(호흡기 증상경험의 빈도와 

강도)이 기능적 상태인 일상생활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하여 

연구의 개념적 기틀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Figure 1. Conceptual framework of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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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퇴원을 준비하는 노인 호흡기질환자를 대상으로 일상생활수행능

력 수준을 확인하고 관련 요인을 파악하는 연구로서, 구조화된 설문지와 전자

의무기록을 이용하여 호흡기질환자의 일반적인 특성, 질병 관련 특성을 파악

하고 주관적인 호흡기 증상경험, 사회적 지지, 불안과 우울을 확인하여 일상생

활수행능력과 관련된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시에 위치한 상급종합병원인 S대학병원 내과병동

에 입원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의료진은 환자

가 입원하는 시점부터 구체적인 퇴원계획을 작성하고 관리하여 조기퇴원을 목

표로 하기 때문에 일정한 입원기간을 거친 환자를 대상으로 편의표집 하였다. 

구체적인 선정 기준과 제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 선정 기준

   ① 호흡기내과 전문의에 의해 만성폐쇄성 폐질환(ICD-10: J44), 폐렴

(ICD-10: J12-J18), 간질성 폐질환(ICD-10: J84), 항산균 감염증(폐결

핵(ICD-10: A15-A16), 비결핵성 항산균증(ICD-10: A31))으로 진단받

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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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입원기간이 4일 이상인 자

   ③ 연구의 목적을 듣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로,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질문지 내용을 이해하여 응답(혹은 필담)이 가능한 자

2) 대상자 제외 기준

   ① 기관지내시경, 폐 조직검사 등 검사만을 진행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입

원한 자

   ② 임종이 임박하여 연명의료계획서(Physician Orders for Life-Sustaining 

Treatment, POLST)를 작성한 자

 

3) 대상자 수 산출 근거

  표본 크기는 Cohen(1992)의 방식에 따라 유의수준 .05, 검정력 .80, 중간

정도의 효과크기 .15를 기준으로 예측되는 변수를 7개로 설정하여 G-Power 

3.1.7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에 필요한 연구대상자 수를 103명으

로 산출하였다. 이에 탈락률 10%를 고려하여 총 114명을 대상자로 자료수집

하여 배부된 114부의 설문지 중 110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고, 결측값이 포

함된 설문지를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104부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4) 모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서울시에 소재한 3차 종합병원인 S병원에서 [연구대

상자 모집 공고문]을 내과병동에 게시하여 입원 중인 만성폐쇄성 폐질환, 폐



- 19 -

렴, 간질성 폐질환, 항산균 감염증(폐결핵, 비결핵성 항산균증)을 진단받은 환

자를 대상으로 연구대상자를 편의 표집법을 통해 모집하였다. 연구대상자 모

집은 연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연구 참여에 동의하는 대상자 수가 목표한 대

상자의 수에 도달할 때까지 지속하였다. 모집 및 연구 설명은 연구자가 시행

하였으며, 연구자는 인종이나 사회경제적 상태에 근거해서 이 연구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를 배제시키지 않았다. 이 연구의 선정기준에 합당하다

면, 가능한 많은 대상자들이 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였

으며 본 기관에서 치료받는 노인 호흡기질환자의 전체를 대표할 수 있도록 대

상자들에게 연구의 목적을 주지시켜 모집하였다.

3. 연구 도구

1) 일반적 특성 및 질병 관련 특성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와 전자의무기록을 이용하여 호흡기질환자의 일반적인 

특성, 질병 관련 특성을 파악하였다. 일반적 특성으로는 성별, 나이, 직업, 교

육정도, 경제상태, 종교, 결혼상태, 동거가족 등으로 질문을 구성하였고, 질병 

관련 특성은 진단명, 동반질환, 호흡기질환의 유병기간 등으로 구성하여 조사

하였다

2) 호흡기 증상경험

본 연구의 증상경험 측정도구는 Park(2001)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자의 삶

의 질에 대한 설명모형을 개발하고 검증하기위해 만성 폐쇄성 폐질환자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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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과 문헌고찰을 통해 가장 많이 경험하는 증상경험을 도출하여 개발한 도

구이다. 총 8문항으로 이루어져있으며, 각각 증상경험의 빈도(frequency)와 

강도(intensity)를 측정한다. 증상경험의 빈도는 증상을 얼마나 자주 경험하느

냐에 관한 것으로, 0점(경험 없음)에서 3점(항상 경험)까지의 4점 척도이고, 

강도는 증상 경험이 얼마나 심한가(severe) 즉, 경험한 증상의 양(amount)에 

관한 것으로, 0점(경험 없음)에서 3점(매우 심함)까지의 4점 척도이다. 증상경

험의 점수는 각 증상 경험의 빈도와 강도를 곱한 값을 합산한 점수로서 문항 

당 0~9점의 범위이며 도구의 총 점수의 범위는 0~72점으로, 총 점수가 높을

수록 증상경험 정도가 심함을 의미한다. Park(2001)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의 값은 .87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의 값은 .81

이었다.

3) 사회적 지지

본 연구에서는 Mitchell et al(2003)이 심혈관 질환과 사회적 지지의 관련

성을 확인하기위해 개발한 ENRICHD(Enhancing Recovery in Coronary 

Heart Disease) ESSI(ENRICHD Social Support Instrument)를 전경숙, 장숙

랑, & 박수잔(2012)이 한국어로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ESSI는 7문항으

로 사회적 지지의 표준이 없는 경우, 우울, 사회적, 정신적 및 신체 기능, 질

병 특이 증상의 중증도, 삶의 질과 비교하여 구성타당도가 평가되었고, 높은 

신뢰도를 가지고 있다.

전경숙, 장숙랑, & 박수잔(2012)은 ESSI에서 “현재 결혼했거나 동거 중입

니까?” 문항을 제외하여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도구적 지지의 6개 문항

으로 구성하였다. 각 항목에 ‘예’ 혹은 ‘아니오’의 응답이 주어지고, 각 항목에 

‘예’의 응답의 경우 1점을 부여하고 ‘아니오’의 응답인 경우 0점을 부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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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점수는 0~6점까지 가능하다. 총점을 합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

지가 좋음을 의미한다. 전경숙 외(2012)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의 값

은 .84, 본 연구에서의 Kuder-Richardson 20 (KR-20)의 값은 .66이었다.

4) 불안

본 연구에서는 Zigmond와 Snaith(1983)가 일반병원을 방문한 환자의 불안, 

우울 정도를 의사의 진료를 받기위해 기다리는 짧은 시간에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한 병원 불안-우울 척도(Hospital Anxiety and Depression Scale, 

HADS)를 오세만, 민경준과 박두병(1999)이 한국어로 표준화한 도구를 사용

하였다. 전체 문항 14개 중에서 불안을 측정하는 홀수 번호의 문항 7개를 이

용하여 측정하는데,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0점은 없음, 1점은 가끔, 2점은 자

주, 3점은 심함으로 구성되며 총 점수는 0~21점의 범위를 나타내고 총 점수

가 높을수록 불안이 높음을 의미한다. Zigmond & Snaith(1983)은 불안 도구

의 절단점을 8점으로 제시하였으며 3개의 군으로 나누었는데, 0∼7점은 불안

이 없는 상태, 8∼10점은 경증의 불안, 11∼21점은 중등도 이상의 불안으로 

구분한다. 오세만, 민경준, & 박두병(1999)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의 

값은 .89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의 값은 .78이었다.

5) 우울

본 연구에서는 Zigmond와 Snaith(1983)가 일반병원을 방문한 환자의 불안, 

우울 정도를 의사의 진료를 받기위해 기다리는 짧은 시간에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한 병원 불안-우울 척도(Hospital Anxiety and Depression Scale, 

HADS)를 오세만, 민경준과 박두병(1999)이 한국어로 표준화한 도구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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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전체 문항 14개 중에서 우울을 측정하는 짝수 번호의 문항 7개를 이

용하여 측정하는데,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0점은 없음, 1점은 가끔, 2점은 자

주, 3점은 심함으로 구성되며 총 점수는 0~21점의 범위를 나타내고 총 점수

가 높을수록 우울이 높음을 의미한다. Zigmond & Snaith(1983)은 우울 도구

의 절단점을 8점으로 제시하였으며 3개의 군으로 나누었는데, 0∼7점은 우울

이 없는 상태, 8∼10점은 경증의 우울, 11∼21점은 중등도 이상의 우울로 구

분한다. 오세만, 민경준, & 박두병(1999)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의 값

은 .86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의 값은 .76이었다.

6) 일상생활 수행능력

본 연구에서는 여러 ADL을 측정하는 도구 중에서 Katz Index of 

Independence in the activities of daily living(Katz et al., 1963)를 Kim et 

al(2004)이 한국형 카츠 일상활동 지표로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Katz 지

표는 가장 유명하고 오래전부터 사용되어온 장애 척도로 노인 환자들의 상태

를 기술하기 위하여 개발되었는데, 쇼핑, 이송, 집안일이 포함된 문항도 있고, 

쇼핑, 청소, 이송, 빨래, 요리 등이 포함된 문항도 있는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본 도구는 총 6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는 Katz 등이 제안한 방법으

로 각 행동에 대하여 ‘도움이 전혀 필요없다’, ‘일부만 도움이 필요하다’, ‘도움

이 필요하다’로 평가한 뒤, ‘도움이 전혀 필요없다’는 0점, ‘도움이 필요하다’

는 1점을 부여한다. ‘일부만 도움이 필요하다’에 해당할 경우 목욕하기, 옷입

기, 식사하기 항목은 1점을 부여하고, 화장실 사용하기, 이동하기, 대소변 조

절하기 항목은 0점을 부여하여, 총점 0~6점으로 채점하였다. 총 점수가 높을

수록 일상생활수행능력 수준이 낮고, 점수가 낮을수록 일상생활수행능력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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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다. Kim et al(2004)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의 값은 .90으로 나

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KR-20값은 .84이었다.

4.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서울시에 위치한 상급종합병원인 S대학병원 내과병동에 입원 중

인 노인 호흡기질환자를 근접모집단으로 하여 편의 표집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8년 11월 28일부터 2019년 3월 15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자료수집에 대해 

기관의 생명 윤리 심의위원회(IRB) 승인(서울대학교병원 H-1811-081-985)

을 받은 후 기관 내 간호본부 및 해당 부서로부터 자료수집에 대한 협조를 요

청하였다. 내과병동에 [연구대상자 모집 공고문]을 게시하고, 입원 중인 만성

폐쇄성 폐질환, 폐렴, 간질성 폐질환, 항산균 감염증(폐결핵, 비결핵성 항산균

증)으로 진단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표준화된 설문지와 전자의무기록을 이용

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지는 설문완료 즉시 바로 수거되었으며, 연구 과

정에 있어 연구대상자에 대한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진행하였다.

대상자의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대상자를 모집하였으며,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예상되는 이익과 위험, 

개인 정보 및 기록에 대한 비 보장, 참여 및 철회의 자발성에 대해 연구자가 

직접 일대일로 설명한 후 대상자가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다.

서면으로 연구 참여 동의서를 취득한 후 구조화된 설문지를 제공하여 연구 

대상자가 직접 설문지에 기입하였으며 시력 등의 문제로 글씨를 읽기 어려울 

때는 연구자가 문항 전체를 그대로 읽고 대상자가 응답한 대로 표기하였다. 

설문 문항은 46개로 설문 작성 시간은 약 10분에서 2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에게는 3천원 상당의 사례품과 함께 연구자의 연락처가 

적힌 설명문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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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지는 대상자의 개인 식별 정보를 제외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무

기명으로 진행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에게는 연구자의 이름과 연락처

를 기재한 설명문을 배부하여 필요한 경우에 언제든지 연구자와 연락이 가능

하도록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수집한 자료는 대상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

여 별개의 고유 식별번호를 부여하여 자료를 관리하였고, 모든 연구 자료는 

연구 종료 후 3년 동안 비 번호가 설정된 컴퓨터와 잠금장치가 있는 서랍에 

보관하여 연구자 외에는 접근을 제한할 계획이며, 연구 종료 3년 후 폐기할 

것이다.

본 연구로 인하여 예측되는 부작용은 크게 없으나 설문지를 작성하는 과정

에서 불쾌한 감정이나 호흡곤란이 유발되면 언제든지 설문지 작성을 중단하도

록 하였으며, 연구 참여에 동의하였더라도 대상자가 동의를 철회한 즉시 연구

를 중지하였다. 

5.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는 연구 목적에 따라 SPSS Windows version 

24.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수준은 .05로 분석하였다. 각 

변수에 대한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질병 관련 특성은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2) 대상자의 호흡기 증상경험, 사회적 지지, 불안과 우울, 일상생활 

수행능력은 평균,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질병 관련 특성에 따른 호흡기 증상경험, 사

회적 지지, 불안과 우울, 일상생활수행능력은 독립표본 t-test,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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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y ANOVA로 분석했으며, 사후 검정은 Bonferroni test 분석 방법

을 시행하였다.

4) 대상자의 호흡기 증상경험, 사회적 지지, 불안, 우울과 일상생활수행능

력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5) 대상자의 일상생활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Multiple linear regression(Enter method)을 실시하여 독립변수들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6) 다중 회귀분석의 가정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변수들의 정규분포 여부를 

확인하였다. 왜도와 첨도를 확인한 결과 사회적 지지변수는 왜도 

-2.05, 첨도 4.81로 정규분포를 가정하지 않았는데, 이는 변수들 간 

변동량(variation)이 작아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설명하는 폭의 변

동량이 작아 변별력이 되지 않는 수준이다. 그래서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하도록 사회적지지 변수를 제곱하여 역수를 취하는 변수변환

(transformation)과정을 거친 후 수정된 사회적 지지변수를 도출하였

고, 이 변수는 왜도 .20, 첨도 -.84로 정규분포를 가정하므로 회귀분석

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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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질병 관련 특성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1>과 같다. 연구 대상자로 포함

된 퇴원을 준비하는 노인 호흡기질환자는 총 104명이며 그 중 남성은 65명

(62.5%)이었고,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75.02±6.59세로 연령대가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범위가 54명(51.9%)으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현재 직업 

상태는 무직(주부 포함)이 85명(81.7%)으로 무직자의 비율이 훨씬 높았고, 결

혼 상태는 기혼이 81명(77.9%)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육 수준은 고등학교 졸

업자가 33명(31.8%)으로 가장 많았다. 종교는 기독교가 36명(34.6%)으로 가

장 많았고, 가구 월 평균 수입은 100만원 미만이 38명(36.5%)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동거 가족이 있는 경우가 89명(85.6%)으로 대부분을 차지

하였으며, 주 돌봄 제공자는 배우자가 43명(41.3%)으로 가장 많았고 퇴원 후

에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91명(87.5%)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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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104)

Variables Categories n(%) Mean±SD

Gender Men 65(62.5)

Women 39(37.5)

Age(yrs) 65~74 54(51.9) 75.02±6.59

75~84 40(38.5)

85 ≤ 10(9.6)

Occupation Yes 19(18.3)

No 85(81.7)

Marital status Married 81(77.9)

Others † 23(22.1)

Education ≤ Elementary school 28(26.9)

Middle school 15(14.4)

High school 33(31.8)

College ≤ 28(26.9)

Religion None 32(30.8)

Protestant 36(34.6)

Catholic 12(11.5)

Buddhism 24(23.1)

Monthly household 

income

(10,000 KRW)

< 100 38(36.5)

100~199 34(32.7)

200~299 14(13.5)

300 ≤ 18(17.3)

Living with family Yes 89(85.6)

No 15(14.4)

Main caregiver Spouse 43(41.3)

Offspring 32(30.8)

None 13(12.5)

Others ‡ 16(15.4)

Place after 

discharge

Home 91(87.5)

Others 13(12.5)

†:Widowed, Divorced, not married,  ‡: Paid care assistant, Rel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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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의 질병 관련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질병 관련 특성은 <Table 1-2>와 같다. 진단명은 현재 

입원 기간 중에 기록된 주 진단명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폐렴과 간질성 폐질환

의 각각 29명(27.9%)이었고 만성 폐쇄성폐질환 25명(24.0%), 항산균 감염증

(폐결핵, 비결핵성 항산균증)이 21명(20.2%) 순이었다. 기저질환의 수는 평균 

2.01±1.60개로 확인되었는데 주로 고혈압과 당뇨병이었고, 호흡기질환 유병

기간은 평균 8.02±7.57년이었다. 신경학적 또는 정신과적의 병력이 없는 대

상자가 67명(64.4%)이었는데, 과거 병력이 있는 대상자 37명(35.6%)은 주로 

우울증을 겪었다고 응답하였다.

 퇴원 후 가장 절실하다고 생각하는 국가로부터의 도움은 2개의 중복 응답

을 포함하는 것으로 방문 수발(목욕, 일상생활 동작 등) 45명(43.3%), 간병비 

지급 도입 또는 확대 39명(37.5%), 호흡 보조기구 지급 및 확대 36명

(34.6%)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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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Disease related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104)

Variables Categories n(%) Mean±SD

Diagnosis COPD1 25(24.0)

Pneumonia 29(27.9)

ILD2 29(27.9)

Tb3, NTM4 21(20.2)

Number of 

underlying disease

0 22(21.1)
 

 

2.01±1.60

1~2 48(46.2)

3 ≤ 34(32.7)

Duration of 

pulmonary  disease

(yrs)

＜5 44(42.3)
 

8.02±7.57

5~＜10 24(23.1)

10 ≤ 36(34.6)

History of neurologic 

/psychiatric disease

Yes 37(35.6)

No 67(64.4)

Need of 

government support

(Duplicate response)

Visiting help 45(43.3)

Visiting doctor & 

nurse service
24(23.1)

Visiting rehabilitation 29(27.9)

Expanding attendance 

allowance
39(37.5)

Expanding the supply 

of respiratory aids
36(34.6)

Expanding the supply 

of assist device
18(17.3)

Others 17(16.3)
1 COPD :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2 ILD : Interstitial lung disease
3 Tb : Pulmonary tuberculosis
4 NTM : Nontuberculous mycobac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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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 Respiratory symptoms experience of the participants

(N=104)

Item
Frequency Intensity F*I

Mean±SD

I have dyspnea. 1.40±1.05 1.39±1.04 2.92±3.05

I can not sleep well. 1.27±1.26 1.14±1.14 2.78±3.32

I feel tired. 1.31±1.12 1.18±1.03 2.59±3.03

I have sputum. 1.16±0.88 1.09±0.79 1.89±2.46

I have a cough. 1.13±0.81 1.11±0.75 1.78±2.20

I forgot about the recent work. 0.78±0.85 0.78±0.85 1.25±1.91

I am not clear minded. 0.65±0.89 0.64±0.87 1.13±1.88

It's hard for me to remember the past 0.28±0.57 0.29±0.59 0.40±1.15

Total score 7.99±3.93 7.63±3.65 14.75±9.93

2. 대상자의 호흡기 증상경험, 사회적 지지, 불안과 우울, 일상생

활수행능력

1) 호흡기 증상경험

대상자의 호흡기 증상경험을 조사한 결과는 <Table 2-1>과 같다. 본 연구

에서 호흡기 증상 빈도(frequency)의 평균은 7.99±3.93점, 강도(intensity)의 

평균은 7.63±3.65점이었으며, 빈도와 강도를 곱하여 합산한 증상경험 점수의 

평균은 총점 72점 만점에 14.75±9.93점이었다. 퇴원을 앞두고 있는 대상자의 

특성으로 최근 3일 동안의 호흡기 증상경험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각 문항

별 평균을 살펴보면 “숨쉬기 힘들다” 문항이 호흡기 증상의 빈도와 강도가 가

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각각 1.40±1.05점, 1.39±1.04점), 그 다음으로 

“잠을 잘 못 잔다.” 문항의 빈도와 강도가 두 번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각

각 1.27±1.26점, 1.39±1.0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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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2. Social support of the participants

(N=104)

Item
Yes No

n(%)

Do you have someone to give you with interest 
and affection?

99(95.2) 5(4.8)

Is there anyone close to you who you trust who 
can contact you whenever necessary?

98(94.2) 6(5.8)

Is there anyone who helps you with your heart 
when you need to make important decisions or 
when you're in trouble?

97(93.3) 7(6.7)

Is there anyone who can help me with trivial 
things or housework when I need them?

89(85.6) 15(14.4)

Is there anyone you can listen to and rely on 
when you want to talk to someone?

86(82.7) 18(17.3)

Is there anybody who can give you good advice 
when you have a problem?

80(76.9) 24(23.1)

Total mean 5.28±1.17

2) 사회적 지지

본 연구 대상자의 사회적 지지를 조사한 결과는 <Table 2-2>와 같다. 본 

연구에서는 ‘예’라고 응답한 경우 1점을 부여하였고, 6점 만점 중 총점 평균 

5.28±1.17점으로 사회적 지지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문항별로는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귀하를 대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문항에 99명

(95.2%)이 ‘예’라고 응답하여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문제가 있을 때 좋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는 문항에 ‘예’의 응답률이 80명

(76.9%)으로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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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3. Anxiety of the participants

(N=104)

Item
0 1 2 3

Mean±SDn
(%)

Worrying thoughts go through my 
mind.

32
(30.8)

30
(28.8)

19
(18.3)

23
(22.1) 1.32±1.13

I can sit at ease and feel 
relaxed.* 

23
(22.1)

43
(41.3)

20
(19.3)

18
(17.3) 1.32±1.01

I get a sort of frightened feeling 
as if something awful is about 
to happen.

43
(41.3)

22
(21.2)

18
(17.3)

21
(20.2) 1.16±1.18

I feel tense or wound up. 40
(38.5)

36
(34.6)

16
(15.4)

12
(11.5) 1.00±1.01

I get a sort of frightened feeling 
like 'butterflies' in the stomach.

49
(47.1)

31
(29.8)

17
(16.4)

7
(6.7) 0.83±0.94

I feel restless as if I have to be 
on the move.

52
(50.0)

34
(32.7)

11
(10.6)

7
(6.7) 0.74±0.90

I get sudden feelings of panic 54
(51.9)

34
(32.7)

12
(11.5)

4
(3.9) 0.67±0.83

Total score n(%) Min~Max Total Mean±SD

0~7 (Normal) 58(55.8)

1~19 7.04±4.608~10 (Mild) 25(24.0)

11~21 (Moderate~Severe) 21(20.2)

3) 불안

본 연구 대상자의 불안을 조사한 결과는 <Table 2-3>와 같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평균 불안 점수는 7.04±4.60점이었다. 각 문항별로 살펴보면 “마음

속에 걱정스러운 생각이 든다.” 문항의 점수가 1.32±1.13점으로 불안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나는 편하게 긴장을 풀 수 있다(역문항)” 질문에 

1.32±1.01점으로 점수가 높았다. 또한 불안이 없는 상태(normal)는 58명

(55.8%), 경증의 불안(mild)은 25명(24.0%), 중등도 이상의 불안(moderate)

은 21명(20.2%)의 분포로 나타났다. 

⁕* Reversed i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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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4. Depression of the participants

(N=104)

Item
0 1 2 3

Mean±SDn
(%)

I still enjoy the things I used to 
enjoy.*

18
(17.3)

13
(12.5)

15
(14.4)

58
(55.8) 2.09±1.18

I feel as if I am slowed down. 15
(14.4)

43
(41.3)

27
(26.0)

19
(18.3) 1.48±0.96

I have lost interest in my 
appearance.

30
(28.9)

23
(22.1)

23
(22.1)

28
(26.9) 1.47±1.17

I feel cheerful.* 21
(20.2)

32
(30.8)

37
(25.6)

14
(13.4) 1.42±0.96

I can laugh and see the funny 
side of things.*

26
(25.0)

36
(34.6)

22
(21.2)

20
(19.2) 1.35±1.06

I look forward with enjoyment to 
things.*

48
(46.2)

25
(24.0)

22
(21.2)

9
(8.6) 0.92±1.01

I can enjoy a good book or TV 
programme.*

72
(69.3)

18
(17.3)

12
(11.5)

2
(1.9) 0.46±0.78

Total score n(%) Min~Max Total M±SD

0~7 (Normal) 42(40.4)

1~21 9.19±4.618~10 (Mild) 23(22.1)

11~21 (Moderate~Severe) 39(37.5)

4) 우울

  본 연구 대상자의 우울을 조사한 결과는 <Table 2-4>와 같다. 본 연구에

서 대상자의 평균 우울 점수는 9.19±4.61점이었다. 각 문항별로 살펴보면 

“나는 즐겨오던 것들을 현재도 즐기고 있다(역문항)” 문항의 점수가 가장 높

아(2.09±1.18점) 즐기지 못하는 대상자가 많음을 알 수 있고, “나는 좋은 책 

또는 라디오, 텔레비전을 즐길 수 있다” 문항의 점수(0.46±0.78점)가 가장 낮

아 책 과 라디오, 텔레비전을 즐기는 대상자가 많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우울

이 없는 상태(normal)는 42명(40.4%), 경증의 우울(mild)은 23명(22.1%), 중

등도 이상의 우울(moderate)은 39명(37.5%)의 분포로 나타났다. 

* Reversed i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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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5. ADL of the participants

(N=104)

Item
Independence Dependence

n(%)

Bathing 39(37.5) 65(62.5)

Dressing 71(68.3) 33(31.7)

Toileting 87(83.7) 17(16.3)

Transferring 86(82.7) 18(17.3)

Continence 97(93.3) 7(6.7)

Feeding 82(78.8) 22(21.2)

Total mean 1.56±1.81

5) 일상생활수행능력

  

  본 연구 대상자의 일상생활수행능력을 조사한 결과는 <Table 2-5>와 같

다. 일상생활수행능력의 총점 평균은 1.56±1.81점이었다. 각 문항별로는 “대·

소변 조절하기”항목에서 타인의 도움 없이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97명(93.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화장실 사용하기” 항목이 87명

(83.7%)으로 많았다. “목욕하기” 항목은 타인의 도움 없이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39명(37.5%)으로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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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일상생활수행

능력과 관련요인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관련요인을 조

사한 결과는 <Table 3-1>,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관련

요인을 조사한 결과는 <Table 3-2>와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대상자의 주 돌봄 제공자에 따라 일상생활수행능

력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F=3.147, p=.028), 주 돌봄 제공자가 없는 대상

자(.85±1.07)보다 유료 간병도우미 혹은 친척인 경우(2.69±1.85)가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더 높았다.

대상자의 질병관련 특성 중 기저질환의 수는 일상생활수행능력(F=3.735, 

p=.27)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Bonferroni 사후검정 결과에서는 기저질환

이 없는 대상자(1.00±1.41)보다 기저질환이 3개 이상인 대상자(2.21±2.07)가 

일상생활수행능력 수준이 더 낮았다. 신경학적 또는 정신과적의 병력의 유무

에 따라 일상생활수행능력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과거 병

력이 있는 대상자가(2.38±2.18) 없는 대상자보다(1.10±1.38) 일상생활수행능

력의 수준이 더 낮았다(t=3.218, p=.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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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 ADL and related factor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104)

Variables Categories n

Respiratory  

symptoms experience
Social support Anxiety Depression

Activities of daily 

living

Mean±SD
t / F

Mean±SD
t / F

Mean±SD
t / F

Mean±SD
t / F

Mean±SD
t / F

(p) (p) (p) (p) (p)

Gender Male                 65 14.00±9.65  -.994

(.322)

5.25±1.24 -.366

(.715)

6.78±4.69 -.725

(.470)

9.51±4.82 .900

(.370)

1.66±1.91 .756

(.452)Female              39 16.00±10.39 5.33±1.06 7.46±4.48 8.67±4.25 1.38±1.62
   

Age 65~74  54 14.74±11.04
.240

(.787)

5.20±1.355.20±1.35
.245.245

(.783)(.783)

6.89±4.716.89±4.71
.245.245

(.783)(.783)

9.07±4.69
.261

(.771)

1.28±1.66
1.411

(.249)
75~84 40 15.25±9.39 5.38±.935.38±.93 7.00±4.247.00±4.24 9.01±4.51 1.90±1.89

85 ≤ 10 12.80±4.83 5.30±1.065.30±1.06 8.00±5.708.00±5.70 10.20±4.92 1.70±2.11
   

Occu-

pation

Yes   19 12.68±10.11 -1.00

(.318)

5.68±0.75 2.28

(.028)

5.68±4.45 -1.427

(.156)

8.05±5.23 -1.19

(.235)

1.21±1.69 -.93

(.356)No 85 15.21±9.89 5.19±1.23 7.34±4.60 9.45±4.46 1.64±1.83
   

Marital 

status

Married 81 14.38±9.87 -.706

(.482)

5.35±1.12 1.095

(.276)

7.12±4.77 .352

(.725)

9.10±4.56 -.387

(.700)

1.59±1.79 .368

(.713)Others 
†

 23 16.04±10.27 5.04±1.33 6.74±4.01 9.52±4.89 1.43±1.88
   

Education ≤Elementary schoola28 15.71±8.65
3.473

(.019)

c<b‡

4.79±1.40
2.805

(.044)

a<d‡

6.93±3.31

.826

(.483)

9.82±4.31

.969

(.411)

1.46±1.92

.046

(.987)

 Middle schoolb 15 21.33±13.08 5.20±1.21 8.33±5.62 10.40±5.82 1.53±2.03

High schoolc 33 12.12±7.96 5.45±1.12 7.33±4.97 8.94±4.34 1.58±1.73

College ≤d 28 13.36±10.10 5.61±.79 6.11±4.71 8.21±4.59 1.64±1.75
   

Religion None  32 14.81±9.87

1.806

(.151)

5.13±1.34

.479

(.698)

6.81±3.93

.577

(.631)

10.28±4.98

1.575

(.200)

1.59±1.93

.639

(.592)

Protestant 36 12.17±7.28 5.25±1.27 6.72±4.92 7.97±4.00 1.25±1.52

Catholic 12 15.58±10.61 5.33±.89 8.67±5.03 8.92±5.30 1.92±2.19

Buddhism 24 18.13±12.37 5.50±.89 7.00±4.83 9.71±4.44 1.79±1.81
†:Widowed, Divorced, not married, ‡: Bonferroni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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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 ADL and related factor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continued)

(N=104)

Variables Categories n

Respiratory 

symptoms 

experience

Social support Anxiety Depression
Activities of daily 

living

Mean±SD
t / F

Mean±SD
t / F

Mean±SD
t / F

Mean±SD
t / F

Mean±SD
t / F

(p) (p) (p) (p) (p)

Monthly

 income

 (10,000

 KRW)

< 100a     38 16.58±9.88

2.46

(.067)

4.82±1.49
4.671

(.004)

a<c,d‡

6.84±4.38

1.851

(.143)

9.89±4.44

1.682

(.176)

1.74±1.84

.299

(.826)

100~199b  34 15.65±9.90 5.29±1.03 8.21±4.66 9.79±4.51 1.50±1.81

200~299c  14 8.57±4.91 5.86±.36 4.86±3.57 7.29±4.12 1.21±1.67

300 ≤d    18 14.00±11.63 5.78±.55 6.94±5.26 8.06±8.22 1.56±1.92
   

Living 

with 

family

Yes      89 14.71±10.01 -.105

(.179)

5.37±1.06 1.980

(.050)

7.22±4.55 1.006

(.317)

9.35±4.70 .839

(.406)

1.56±1.81 .056

(.958)No       15 15.00±9.79 4.73±1.62 5.93±4.91 8.27±4.08 1.53±1.85

   

Main

 caregiver

Spouse    43 12.60±9.29

1.448

(.233)

5.53±.96

1.513

(.216)

6.40±4.72

.997

(.398)

8.74±4.42

.641

(.590)

1.53±1.76
3.147

(.028)

c＞d‡

Offspring  32 15.91±11.60 5.22±1.07 6.88±4.26 8.94±5.17 1.31±1.89

Others 
‡

     16 15.19±6.33 5.06±1.39 8.63±4.26 10.50±4.53 2.69±1.85

None      13 18.46±10.55 4.85±1.63 7.62±5.38 9.69±3.97 .85±1.07
‡:Paid care assistant, Relative. ‡: Bonferroni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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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 ADL and related factors according to disease-related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104)

Variables Categories n

Respiratory 

symptoms experience
Social support Anxiety Depression

Activities of daily 

living

Mean±SD
t / F

Mean±SD
t / F

Mean±SD
t / F

Mean±SD
t / F

Mean±SD
t / F

(p) (p) (p) (p) (p)

 Diagnosis COPD 25 14.92±9.94

1.469

(.228)

5.12±1.20

.615

(.607)

7.84±4.90

.426

(.735)

9.48±4.82

.113

(.952)

1.64±1.68

.150

(.930)

Pneumonia 29 11.93±9.39 5.14±1.58 6.41±4.53 8.86±4.90 1.66±1.93

ILD 29 15.24±8.77 5.41±.87 7.00±3.91 9.41±3.66 1.55±1.76

Tb, NTM 21 17.76±11.70 5.48±.81 7.00±5.35 9.00±5.38 1.33±1.93

   

Underlying 

disease

0 
a 22 11.41±9.10

1.630

(.201)

5.41±1.01

.303

(.739)

5.95±4.40

.845

(.433)

7.77±3.93
3.634

(.030)

a<c‡

1.00±1.41
3.735

(.027)

a<c‡

1~2 
b 48 15.42±9.06 5.19±1.28 7.17±4.56 8.69±4.76 1.35±1.66

3 ≤ 
c 34 15.97±11.34 5.32±1.12 7.56±4.79 10.82±4.45 2.21±2.07

   

Duration of 

pulmonary 

disease(yrs)

＜5 
a 44 11.48±8.70 6.12

(.003)

a<c‡

5.48±1.02
1.562

(.215)

4.82±3.34 10.65

(<.001)

a<b,c‡

7.66±4.26 5.242

(.007)

a<c‡

1.32±1.72
1.138

(.324)
5~＜10 

b 24 14.50±9.34 4.96±1.43 8.96±5.04 9.50±4.07 1.46±1.47

10 ≤ 
c 36 18.92±10.42 5.25±1.13 8.47±4.58 10.86±4.85 1.92±2.08

   

History of 

neurological 

or psychiatric 

disease

Yes 37 16.54±9.25 1.372

(.173)

5.22±1.21 -.404

(.687)

8.03±5.00 1.643

(.104)

10.46±4.54 2.117

(.037)

2.38±2.18 3.218

(.002)No 67 13.76±10.22 5.31±1.16 6.49±4.30 8.49±4.53 1.10±1.38

 ‡: Bonferroni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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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상자의 호흡기 증상경험, 사회적 지지, 불안과 우울, 일상생

활수행능력과의 상관관계

본 연구 대상자의 호흡기 증상경험, 사회적 지지, 불안과 우울, 일상생활수

행능력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호흡기 증상경험은 

불안(r=414, p<.001)과 우울(r=471, p<.001)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

계를 보여, 호흡기 증상경험이 높을수록 불안과 우울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사회적 지지는 우울(r=-.257, p=.009)과 일상생활수행능력(r=-.212, 

p=.030)과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 사회적지지가 높을수록 우울이 감

소하고 일상생활수행능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은 우울(r=.468, 

p<.001)과 일상생활수행능력(r=.303, p=.002)이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나 불안이 증가할수록 우울이 증가하고, 일상생활수행능력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은 일상생활수행능력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

의 상관관계를 보여(r=467, p<.001) 우울이 증가할수록 일상생활수행능력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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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rrelation between Respiratory symptoms experience, 

Social support, Anxiety, Depression, and ADL

(N=104)

Respiratory 

symptoms

experience

Social 
support

Anxiety
Depressio

n
Activities of 
daily living

r
(p)

Respiratory 
symptoms

experience

Social 
support

-.134
(.174)

Anxiety .414
(<.001)

-.04
(.969)

Depression .471
(<.001)

-.257
(.009)

.468
(<.001)

Activities of 
daily living

.188
(.056)

-.212
(.030)

.303
(.002)

.467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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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상자의 일상생활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퇴원을 준비하는 노인 호흡기질환자의 일상생활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 다중 회귀분석의 기본 

가정인 정규성과 독립성 및 등분산성을 검토하기 위해 정규 P-P곡선과 잔차 

산점도,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별 잔차들의 독립성과 

등분산성은 입증되었고, 왜도와 첨도를 확인한 결과 호흡기 증상경험, 수정된 

사회적 지지, 불안과 우울을 포함한 변수들은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다.

  만성질환이 일상생활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Kim, 2011)에서 연령과 성별

의 차이가 관찰되어 연령과 성별은 보정하였고 본 연구에서 유의하게 검증된 

변수인 주 돌봄 제공자, 기저 질환, 신경학적 또는 정신과적의 병력의 유무, 

호흡기 증상경험, 변수변환 과정을 거친 수정된 사회적 지지, 불안과 우울을 

예측 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확인한 결과, 공선성 통계량 중 공차는 최소 .249에서 

최대 .758로 모든 값이 .1이상이었고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의 범위는 최소 1.319 최대 4.010으로 모든 값이 10미만으로 다중 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 상관(독립성)을 나타내는 Durbin-Watson 

통계량은 1.805로 2에 근접하여 잔차 간의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에 적합

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은 F통계값이 p<.001에서 4.259의 수치를 보이

며, 이 모형은 일상생활수행능력을 38.1% 설명하였다. 

퇴원을 준비하는 노인 호흡기질환자의 일상생활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노인 호흡기질환자의 우울과 신경학적 또는 정신과적의 병력의 유

무만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노인 호흡기질환자의 우울이 높을수록 일상

생활수행능력 수준이 낮았고(t=3.986, p<.001), 신경학적 또는 정신과적의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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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없는 노인이 병력이 있는 노인보다(t=-2.301, p=.024) 일상생활수행능

력 수준이 높았다. 또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하부요인의 중요도를 판단하

기 위하여 표준화 회귀계수 β값을 비교한 결과 우울(β=.425), 신경학적 또는 

정신과적의 병력의 유무(β=-.224)로 나타나 우울이 신경학적 또는 정신과적

의 병력의 유무보다 일상생활수행능력에 더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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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2. Factors associated with ADL

(N=104)

ADL

Variables Categories B S.E β t p

(Constant) .323 1.444 .224 .823

History of neurologic
/psychiatric disease

Yes(ref.)

No -.841 .366 -.224 -2.301 .024

Underlying disease
0(ref.)

1~2 .064 .451 .018 .143 .887

3 ≦ .204 .473 .053 .430 .668

Main caregiver
Spouse(ref.)

Offspring  -.230 .413 -.059 -.557 .579

Others ‡ .508 .515 .102 .987 .326

None     -.824 .553 -.152 -1.490 .140

Respiratory symptoms 
experience

-.009 .029 -.051 -.325 .746

Modified social 
support

.028 .263 .018 .107 .915

Anxiety .036 .040 .091 .893 .374

Depression .166 .042 .425 3.986 .000

R2 = .381, adjusted R2 = .291, F = 4.259, p <.001

(ref.) Reference group, Adjusted for gender, age

‡:Paid care assistant, Rel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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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논의

본 연구는 퇴원을 준비하는 노인 호흡기질환자의 일상생활수행능력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노인 호흡기 질환자를 위한 효율적인 

퇴원 준비를 돕고, 일상생활수행능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간호중재를 개발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본 논의에서는 첫째, 퇴원을 준비하는 

노인 호흡기질환자의 특성, 둘째, 노인 호흡기질환자의 일상생활수행능력의 수

준, 셋째, 불쾌증상이론을 기반으로 일상생활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결과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1. 퇴원을 준비하는 노인 호흡기질환자의 특성 

본 연구에 포함된 대상자는 퇴원이 예정되어 있어 퇴원을 준비하고 있는 노

인 호흡기질환자 104명에게 자료수집 시점의 호흡기 증상경험, 사회적 지지, 불

안과 우울, 일상생활수행능력 수준을 확인하였다. 일반적으로 남성의 평균 수명 

77.2세보다 여성의 평균 수명이 84세로 여성의 평균 수명이 더 높아 노년기에

는 여성이 더 많은 인구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국민건강영양조사(2018)에 

따르면 2017년 폐쇄성폐질환 유병률(만 40세 이상)은 남성 18.2%, 여성 5.9%

로 남성의 유병률이 더 높게 나타났고 결핵환자 신고 현황 연보 통계에서도 거

의 모든 연령에서 남성의 신규 결핵환자 수(결핵신환자율)이 높았다. 특히 80대 

이상에서는 인구 10만 명당 남성은 430.4명 여성은 285.2명으로 여성에 비해 

남성의 결핵신환자율이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질병관리본부, 2017). 또한 

대한 결핵 및 호흡기학회(2018)에서는 간질성 폐질환 임상진료지침을 발간하였

는데 간질성 폐질환은 50세 이후의 남자, 흡연자에서 호발한다고 명시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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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노년기의 전체 인구 비율과 달리 본 연구에서도 호흡기질환자는 여성(39명)

에 비해 남성(65명)의 수가 많았다. 그러나 앞으로 여성 흡연인구가 늘어나고 

있어 여성 노인의 폐질환 빈도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이관호, 2008).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호흡기질환 주 진단명은 만성 폐쇄성폐질환, 폐렴, 간

질성 폐질환, 항산균 감염증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고, 동반된 기저질환은 

2.01±1.60개로 나타났다. 이는 고숙자(2011)의 연구에서 나타난 성인 만성질

환 보유개수 평균 2.3개와 큰 차이가 없었다. 호흡기질환 유병기간은 만성 폐

쇄성폐질환이 11.40±8.85년으로 가장 길었고, 폐렴이 4.87±4.71년으로 가장 

짧았다. 이는 현재 입원을 하게 된 주 진단명을 수집하였고 호흡기질환 유병 

기간은 환자의 기저 호흡기질환의 총 기간을 산출하였는데, 상대적으로 폐렴

의 유병 기간이 수개월 이하로 타 질환보다 짧아 진단명에 대한 유병 기간의 

차이로 추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중증 희귀질환자들의 호흡보조기 관리 실태 조사(신형익, 

2009)에서 주 수발자에게 묻는 질문을 환자에게 묻는 질문으로 변경하여 저

자의 허가를 받은 후 퇴원 후 가장 절실하다고 생각하는 국가로부터의 도움 

중 가장 필요한 것 2개를 순위에 관계없이 응답하도록 하여 정보를 수집하였

다. 그 결과 대상자들은 목욕, 일상생활 동작 등을 포함한 방문 수발이 45명

(43.3%)으로 가장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미충족 간호요구도에 대한 오의

금 외(2016)연구에서는 만성 호흡기질환그룹이 신체활동영역에서 타 질환(장

루보유 대장암, 뇌졸중 환자)보다 미충족 간호요구도가 유의하게 높았는데 이

는 만성 호흡기질환으로 인한 지속적인 호흡곤란, 기침, 수면장애, 피로 등으

로 인해 독립적인 일상생활수행능력이 감소됨을 보고하고 있다. 현재 국가차

원에서 장기 요양등급을 받으면 방문목욕과 방문요양 등 재가급여지원이 시행

되고 있지만, 독립적인 활동의 감소로 호흡기질환자들은 방문 수발이 본 연구

에서 노인 호흡기질환자가 가장 받고 싶은 국가의 지원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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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간병비 지급의 도입 또는 확대 

항목으로 39명(37.5%)이 응답하였다. 20세기부터 인구의 평균 수명이 비약적

으로 증가하게 되면서 한국은 심각한 노인빈곤 문제를 겪고 있으며 특히 연금 

등 고정적인 소득이 없는 노인의 경우 만성질환의약품 비용이 부담되어 처방

의약품을 복용하지 않거나, 적절히 복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하고 

있다(박은자, 2010). 본 연구에서 해당되는 질환인 간질성 폐질환자가 1일 3

회, 1회 3정까지 복용하는 Pirfenidone는 한 알에 3,304원(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의약품의 비용부담을 호소하는 대상자들이 있었다.

도움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세 번째 순위는 호흡 보조기구 지급 확대(가정용 

산소, 가정용 인공호흡기, 산소포화도 측정기 등)가 36명(34.6%)으로 뒤를 이

었다. 신형익(2009)의 연구에서는 가장 도움이 필요한 항목이라고 보고되었는

데, 이는 2016년 1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공호흡기 대여료 및 소모

품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면서 기침 유발기, 가정용 산소발생기, 가정용 인공호

흡기 등의 사용 시 비용에 대한 부담이 감소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네 번째

로 높은 응답은 방문 재활치료를 받고 싶다는 대상자가 29명(27.9%)이었고, 

그 다음으로 방문 의사 또는 방문 간호사 서비스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24명

(23.1%), 마지막으로 욕창 메트리스, 휠체어 등 보조기구 지급 확대에 대해 

18명(17.3%)이 응답하였다.

대한민국은 초고령화 사회를 앞둔 국가로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

면서 노인의 질병부담률과 노인을 돌보는 가족의 돌봄 소진은 감소되고 있으

나 홍보의 부족과 관련 제도의 미비로 퇴원을 준비하는 환자들은 국가로부터 

다양한 정책을 지원받기를 원하였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제도의 적극적인 정

보 제공과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폭넓은 지원, 노후소득 개선을 위한 대안 마

련 등으로 퇴원 후의 생활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과 

지역사회가 긴 히 협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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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인 호흡기질환자의 일상생활수행능력 수준

본 연구는 퇴원을 준비하는 노인 호흡기질환자의 일상생활수행능력을 

확인하고 관련요인을 파악하는 것이다. 노인의 건강상태는 신체적, 기능적, 

심리적인 요소들이 균형과 조화를 이룰 때 유지되므로(Park et al., 2002) 

신체적, 기능적, 심리적 요소를 총체적으로 사정하고 퇴원이라는 전환기를 

맞는 노인 환자의 건강상태를 파악하는 것은 노인의 삶의 질 수준을 높이고, 

재입원율을 낮추는 현대 의료의 흐름에서 중요하다. 특히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지와 환자의 기능 상태를 파악하는 일상생활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퇴원 후 노인 환자의 기능 상태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로, 만성질환 

노인 환자에게 있어서 혼자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최대한 

보존해주는 것은 노인환자 간호중재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여연옥 & 

유은광, 2010). 

Katz 지표로 확인한 본 연구 대상자의 일상생활수행능력은 대·소변 조절

과 화장실 사용하기, 이동하기는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의 비율이 

전체의 80%가 넘는데, 목욕하기 항목은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39명(37.5%)에 그친다. 이는 독거노인의 일상생활수행능력에 대해 연구한 

안수연(2007)의 결과에서도 목욕하기 항목이 가장 낮게 나타났고, 노인실태

조사(2017)에서도 일상생활수행능력 중에서 가장 높게 어려움을 호소하는 

동작이 목욕 또는 샤워하기로 나타났다. 더욱이 노화의 과정으로 인한 근력 

약화와 호흡곤란을 완화하기 위한 이동용 산소발생기, 가정용 인공호흡기 등

도 사용하는 호흡기질환자들은 혼자 목욕하는 것이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건강보험제도의 의료기관 중심 가정간호나 노인 장기 요양보험제도의 

방문간호 하에 가정으로 방문하는 간호사들은 환자에게 간호, 검사 시행,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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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과 교육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사회 복지사, 요양 보호사는 신

체·가사활동 지원, 방문 목욕, 외출 등을 돕는 개인 활동을 지원하며 말벗이 

되어주는 정서지원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다. 간호사는 환자가 퇴원 후에 

정부에서 제공하는 재가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해서 일상생활수행에 어려움

이 없도록 퇴원을 준비하는 기간에 노인 장기요양인정서를 신청할 수 있게 

정보를 제공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서 퇴원을 진행하도록 환자를 도와

야한다. 

본 연구의 대상자의 주 돌봄 제공자로는 배우자와 자녀(각각 41.3%, 

30.8%)로 대상자는 이들에게 대부분 도움을 받고 있는데, 이윤경(2018)의 연

구에서도 기능제한이 있는 노인은 가족에게 89.4%의 돌봄을 받고, 장기요양

보험 등의 공공서비스로 23.2%의 돌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향후 

인구의 고령화와 핵가족화의 진행으로 인해 노인의 돌봄을 가족 내에서 해결

하기보다 정부와 지역사회에서의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고 

의료·돌봄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간호사는 노인 호흡

기질환자의 특성을 파악하여 퇴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호흡기질환자가 경험

하는 호흡기 증상들에 대해 평소 건강관리 방법과 응급상황 대처법을 체계적

으로 교육하고, 퇴원 교육에 가족을 참여시켜 정보를 충분하게 습득하고 수행

할 수 있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 일상생활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진 우울과 신경학적 또는 정신과적의 병력에 대해서도 우울을 사정하고 

평가하여 노인의 건강관리 수행을 증진하고, OECD 국가 중 1위인 노인자살

률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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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쾌증상이론을 기반으로 일상생활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 연구는 불쾌증상 이론을 기반으로 생리적 요인(호흡기 질환 진단명과 

기저질환), 상황적 요인(사회적 지지), 심리적 요인(불안과 우울), 호흡기 

증상경험과 일상생활수행능력 간의 관계를 파악하여 효율적인 증상관리 

근거를 제공하고자 수행하였다.

생리적 요인인 호흡기질환 진단명과 일상생활 수행능력 간에는 유의한 상관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기저질환이 많을수록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낮게 나

타났다. 이관호(2008)의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의 48%에서 세 가지 이

상, 21%에서 5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동반하며, Koivula & Makela (1994)

에 의하면 노인성 폐렴의 위험인자로 천식은 4.2배, 폐질환은 3.0배, 심질환은 

1.9배의 비교위험도가 보고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만성 폐쇄성폐질환

이나 폐결핵 환자가 이번 입원에는 폐렴으로 입원하여 진단명이 폐렴으로 자

료 수집되는 등 호흡기 질환을 동반한 기타 기저질환이 있음에도 현재 입원을 

하게 된 주 진단명만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진단명에 따른 일상생활 수행능

력 간의 유의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고 사료된다. 기저질환의 수는 평균 

2.01±1.60개로 확인되었는데 주로 고혈압과 당뇨병이었고 이는 고혈압(28%), 

당뇨(14%), 허혈성 심질환(10%) 순서로 동반질환이 많은 선행연구(이관호, 

2008)와 유사하였다. 노인에게는 폐질환 이외의 동반된 기저질환에 대한 진단

과 치료도 병행해야 치료 효과의 질을 높아질 수 있다. 특히 노화과정 중 호

흡근의 근력저하가 천천히 진행되면서 환자들은 50%이하의 폐기능이 남아야 

가벼운 운동에 호흡곤란을 호소하기 시작하는데(권용수, 2010), 노인 호흡기 

질환자의 진단명과 기저질환 뿐만 아니라 폐기능 같은 생리적 요인에 대한 추

가적인 탐색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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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적 요인인 사회적 지지는 호흡기 증상경험과 불안 간에는 유의한 상관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우울과 일상생활수행능력과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

계를 보였다.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우울이 감소하고 일상생활수행능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회귀분석에서는 유의한 변수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노인의 사회적 지지가 낮을수록 우울수준이 높다고 보고한 선행연구 결

과(오세은 & 고영, 2015; 염정희 & 신용순, 2017)와 일치하였다. 본 연구에

서 측정한 사회적 지지는 0~6점 범위에서 5.28±1.17로 높은 총점 평균을 보

이는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함께 살고 있는 가족원이 있는 경우가 89

명으로 전체의 85.6%를 차지하면서 사회적 지지가 높게 측정이 된 것으로 사

료된다. 그러나 본 연구의 도구는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도구적 지지를 

포함한 지지의 형태에 대한 6개의 문항으로 의료인에게 받는 지지, 가족에게 

받는 지지, 동료/친구에게 받는 지지 등 대상자가 지각하는 지지체계의 주체

에 대해 세부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기 위하여 다양한 관점에서의 지지체계에 대한 추가

적인 파악이 필요하다.

심리적 요인인 불안과 우울은 모두 호흡기 증상경험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호흡기 증상경험이 높을수록 불안과 우울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으로 영향관계를 분석한 결과 우울이 증가할수록 

일상생활수행능력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선행연구(여연옥 & 유은광, 

2010)의 결과와 일부 일치하였다. 노인은 신체적 질환뿐만 아니라, 소외감, 

고독감 등의 심리적 갈등과 사회생활에 대한 부적응으로 우울증을 쉽게 동반

하는데, 특히 노인에게 질환이 있을 때 우울증 유병률이 높고(Choi & Kim, 

2007), 노인에서 자살하고 싶었던 이유가 질환과 장애(34.5%)로 가장 큰 이

유라고 보고되고 있다(통계청 사회조사, 2018). 노인의 우울수준은 특히 일상

생활수행능력과 기능적 일상생활수행능력과 높은 관련성이 있어, 노인에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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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를 할 때는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건강관련행위 및 건강상태 등 여러 

요인을 파악하여 종합적으로 접근해야한다고 말한다(조영채 & 신은숙, 2012). 

또한 집이나 재활병원으로의 퇴원은 환자와 가족에게 건강-질병 전환기, 역할 

전환기로 환자의 상태가 안정되어 회복되는 과정에서 자신감과 대처능력 향상

을 요구하며, 이 전환기를 잘 극복하게 되면 불안, 부담감, 스트레스를 감소시

킬 수 있다(권희경, 2017). 따라서 호흡기 질환이 있는 노인 대상자의 불안과 

우울을 측정하여 퇴원이라는 전환을 맞이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증상경험

을 낮추고 일상생활수행능력을 증진시키도록 적절한 도움을 제공하는 간호 중

재의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대상자의 호흡기 증상경험은 Park(2002)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자가 가장 

많이 경험하는 증상으로 도출된 호흡곤란, 기침, 객담, 피로, 수면장애, 기억력 

감퇴 증상의 빈도와 강도를 곱한 점수를 합친 것으로 평균 14.75±9.93점이었

다. 이는 원 저자가 개발하여 측정한 만성 폐쇄성 폐질환자의 삶의 질 설명모

형(Park, 2002)에서 평균 12.92점,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의 증상경험(공경

란& 이은남, 2015)연구에서 15.56±10.67점으로 큰 차이가 없다. 원 저자는 

증상경험의 분포가 설문조사 당시 증상을 전혀 호소하지 않는 대상자에서부터 

최대 47점까지 증상을 호소하는 대상자까지 다양하게 나타나 전반적으로 증

상을 경미하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퇴원이 예

정되어 있는 퇴원을 준비하는 대상자로 호흡기 증상이 처음 입원 시점보다 완

화되어 최근 3일 간 호흡기 증상경험을 묻는 점수가 전반적으로 낮고, 0점에

서 72점까지 가능한 점수 범위에서 원 도구의 최대 점수와 비슷하게 48점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호흡기 증상경험 중 호흡곤란을 가장 빈번하고 심

하게(평균 2.92±3.05점, 0~9점 범위) 경험한 반면에, 과거의 기억력 감퇴 항

목(평균 .40±1.15점, 0~9점 범위)에서는 매우 낮은 경험률을 보였다. 이는 

노년기 기억에 관한 연구에서 용량감소이론, 선택감소이론, 보상-상호작용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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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등을 제시하여 연령이 증가할수록 기억 수행의 저하가 현저하게 나타난다

는 연구 결과(이현수, 2005)와 차이를 보였는데, 이성애 et al(2011)는 노인 

환자의 경우 인지기능 감퇴에 대한 병식의 부족 및 부인 현상(denial 

phenomenon)으로 인해 주관적 기억문제 호소가 저평가될 가능성을 제기했

다. 그래서 노인의 기억력 문제는 보호자 등 제 3자의 보고를 통해 측정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는 반면 본 도구는 대상자의 자가보고 형식의 설문으로 정확

한 응답의 한계점이 존재한다. 호흡기 증상경험 및 일상생활수행능력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대상자가 병적 호전을 보여 퇴원

을 준비하는 상태로 이미 호흡기 증상경험이 낮고, 일상생활수행능력이 증가

되었으므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왔다고 사료된다. 최근에는 재입원

율 감소를 위해 퇴원준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퇴원을 준비하는 

대상자를 위한 국내의 의료현실에 맞는 증상경험 도구가 개발되어야 하며, 질

환 별로 특수성을 고려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본 연구에서 퇴원을 준비하는 노인 호흡기질환자의 일상생활수행능력과 요

인들의 관계를 종합해 볼 때, 생리적 요인인 기저질환의 수, 상황적 요인인 사

회적 지지, 심리적 요인인 불안과 우울은 일상생활수행능력과 통계적으로 유

의했으나, 생리적 요인의 호흡기 질환 진단명과 호흡기 증상경험은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불쾌증상이론은 

퇴원을 준비하는 노인 호흡기질환자의 일상생활수행능력을 일부 설명하였다. 

그러나 퇴원을 준비하는 노인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사정하고 미충족되는 요구

를 확인하며, 퇴원 시점에서 주관적으로 완화된 호흡기 증상을 감안한 증상경

험 도구를 개발해서 퇴원 후의 일상생활수행능력과의 연관성에 대해 추가적인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심리적 요인에 대해 일반 환자

의 불안과 우울을 넘어서 퇴원을 준비하는 대상자가 겪는 불안과 우울에 초점

을 맞추어 민감성 높은 척도를 확인하여 대상자를 선별하면 간호중재를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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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생리적 요인에서는 진단명과 기저질환 뿐

만 아니라 폐기능 검사 혹은 pH, 경피적 산소 및 이산화탄소 분압, 동맥혈 가

스분압(Arterial blood gas analysis) 혹은 산소포화도 등 더 객관화 할 수 있

는 요인들에 대해서도 고려하여 객관적 증상과 주관적 증상을 모두 수집하여 

영향을 미칠 여러 요인에 대한 탐색연구가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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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퇴원을 준비하는 노인 호흡기질환자의 생리적 요인, 상황적 요인, 

심리적 요인, 증상경험과 일상생활수행능력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일상생활수

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시에 위치한 상급종합병원인 S대학병원 내과병동

에 입원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호흡기내과 전문

의에 의해 만성폐쇄성 폐질환, 폐렴, 간질성 폐질환, 항산균 감염증(폐결핵, 비

결핵성 항산균증)으로 진단받은 총 104명을 대상으로 자료 수집기간은 2018

년 11월 28일부터 2019년 3월 15일까지 실시하였다. 표준화된 설문지로 호

흡기 증상경험, 사회적 지지, 불안과 우울, 일상생활수행능력 개념을 측정하였

고, 수집된 자료는 SPSS Windows version 24.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연

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평균 연령은 75.02±6.59세로 응답자의 

62.5%(65명)가 남성이었고, 결혼 상태는 기혼이 81명(77.9%)으로 가장 

많았다. 종교는 기독교가 36명(34.6%)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자가 33명(31.7%)으로 가장 많았고, 가구 월 평균 수입은 

100만원 미만이 38명(36.5%)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현재 직

업 상태는 무직(주부 포함)이 85명(81.7%)으로 무직자의 비율이 훨씬 높

았고, 동거 가족이 있는 경우가 89명(85.6%)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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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주 돌봄 제공자는 배우자가 43명(41.3%)으로 가장 많았다. 퇴원 후

에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91명(87.5%)으로 요양병원·재

활병원·기타 장소로 돌아가겠다고 응답한 대상자 13명(12.5%)보다 더 

많았다. 

2. 대상자의 질병관련 특성으로 진단명은 폐렴과 간질성 폐질환의 각각 29

명(27.9%)이었고 만성 폐쇄성폐질환 25명(24.0%) 항산균 감염증(폐결

핵, 비결핵성 항산균증)이 21명(20.2%) 순이었다. 기저질환의 수는 평균 

2.01±1.60개로 확인되었는데 주로 고혈압과 당뇨병이었고, 호흡기질환 

유병기간은 평균 8.02±7.57년이었다. 신경학적 또는 정신과적의 병력이 

없는 대상자가 67명(64.4%)으로 과거 병력이 있는 대상자 37명(35.6%)

보다 높았다.

3. 대상자의 호흡기 증상경험은 증상의 빈도(F)와 강도(I)를 곱하여 합산한 

점수로 평균 14.75±9.93점이었다. 호흡기 증상경험이 가장 높은 항목은 

호흡곤란(F*I=2.92±3.05)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불면(F*I=2.78±3.32)이

었다. 사회적 지지는 평균 5.28±1.17점이었고 하부 영역별로는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귀하를 대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문항에 99명(95.2%)

이 “예”로 응답하여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불안은 평균 7.04±4.60점으

로 불안이 없는 상태는 58명(55.8%), 경증의 불안은 25명(24.0%), 중등

도 이상의 불안은 21명(20.2%)의 분포로 나타났고, 우울은 평균 

9.19±4.61점으로 우울이 없는 상태는 42명(40.4%), 경증의 우울은 23

명(22.1%), 중등도 이상의 우울은 39명(37.5%)의 분포로 나타났다. 일상

생활수행능력은 평균 1.56±1.81점으로 “대·소변 조절하기” 항목에서 타

인의 도움 없이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97명(93.3%)으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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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많았고, “목욕하기” 항목은 타인의 도움 없이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39명(37.5%)으로 가장 낮았다.

4. 대상자의 특성 중 일상생활수행능력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요인은 주 돌봄 제공자(F=3.147, p=.028), 기저질환의 수(F=3.735, 

p=.027), 신경학적 또는 정신과적의 병력의 유무로 나타났다(t=3.218, 

p=.002). 불쾌증상이론을 기반으로 노인 호흡기질환자의 생리적 요인 중 

기저질환이 많을수록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낮고, 신경학적 또는 정신과

적의 질환의 과거병력이 있는 노인이 병력이 없는 노인보다 일상생활수

행능력의 수준이 더 낮았다. 

5. 대상자의 호흡기 증상경험, 사회적 지지, 불안과 우울과 일상생활수행능

력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호흡기 증상경험이 높을수록 불안(r=414, 

p<.001)과 우울(r=471, p<.001)이 증가하였고, 상황적 요인에서는 사회

적지지가 높을수록 우울(r=-.257, p=.009)이 감소하고 일상생활수행능력

(r=-.212, p=.030)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요인에서 불안

이 증가할수록 우울(r=.468, p<.001)이 증가하고, 일상생활수행능력

(r=.303, p=.002)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울이 증가할수록 

일상생활수행능력(r=467, p<.001)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 본 연구에서 유의하게 검증된 변수인 주 돌봄 제공자, 기저 질환의 개수, 

신경학적 또는 정신과적의 병력의 유무, 호흡기 증상경험, 변수변환 과정

을 거친 수정된 사회적 지지, 불안과 우울을 예측 변수로 하여 다중회귀

분석을 시행한 결과 노인 호흡기질환자의 우울이 높을수록 일상생활수행

능력 수준이 낮았고(β=.425, p<.001), 신경학적 또는 정신과적의 병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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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노인이 병력이 있는 노인보다(β=-.224, p=.024) 일상생활수행능력 

수준이 높았다. 이러한 요인들은 일상생활수행능력을 38.1% 설명하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불쾌증상이론을 토대로 퇴원을 준비하는 노인 환자

의 호흡기 증상경험, 사회적 지지, 불안, 우울과 일상생활수행능력 수준을 파

악하고, 일상생활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복합적인 이해를 

제공하였다. 특히 우울은 호흡기 증상경험과 사회적 지지, 불안과 관련이 있고 

일상생활수행능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는데, 노인 대상자의 특

성에 따라 불안과 우울과 같은 심리적 요인들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평가하

고 개별화된 간호중재를 제공해야한다. 간호사는 환자의 신체적·심리적·사회적 

기능 상태를 포괄적으로 사정하고, 중재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

써 환자의 교육자, 지지자, 옹호자의 역할을 수행하여 나아가 노인의 건강관련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야한다.

2.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간호 교육 측면

노인 호흡기질환자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여 퇴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호

흡기질환자가 경험하게 되는 신체적인 증상에 대해 평소 건강관리 방법과 

응급상황 대처법 등을 환자와 보호자에게 체계적이고 반복적으로 교육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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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안한다. 환자가 퇴원 후 가정으로 돌아가 생활하면서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현재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복지제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이용 가능한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도록 도울 것

을 제언한다. 또한 다학제 간 협력의 중요성을 환자를 대하는 의료진에게 교

육하여, 의사, 간호사, 사회 복지사, 재활치료사, 영양사 등 포괄적인 범위에

서 환자를 사정하여 성공적인 퇴원을 할 수 있도록 인식의 전환을 강조할 

수 있다. 

2) 간호 실무 측면

노인 호흡기질환자의 재입원률을 낮추고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대상

자의 특성에 맞게 퇴원 준비도를 측정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퇴원 전까지 

환자와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중재를 개발해서 수행해야한다. 의사, 간호사, 

재활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협력을 기반으로 퇴원 알고리듬이 개발되면 퇴원

이라는 전환기를 맞이하는 대상자를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도 장기적으로 

추적 관리할 수 있으며 의료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다. 또한 간호 중재의 개발

로 치료지시의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간호실무가 조금 더 과학적인 배경을 

지향할 것을 제언한다.

본 연구에서 일상생활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진 우울과 신

경학적 또는 정신과적의 병력에 대해서 사정하고 평가하여 노인의 건강관리 

수행을 증진을 돕고, 퇴원을 앞둔 노인 환자에게 민감성 높은 우울 감별 척도

를 개발하여 고위험 대상자를 선별해서 간호중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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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호 연구 측면

퇴원을 준비하는 대상자를 위한 국내의 의료현실에 맞는 질병에 따른 증상

경험 도구가 개발되어야 한다. 국내에는 호흡기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호흡기 

증상경험도구가 이미 있으나 특이도가 낮으므로, 퇴원을 앞둔 시점에서 주관

적으로 완화된 호흡기 증상을 감안한 증상경험 도구를 개발하기 위해서 대상

자의 총체적인 증상에 대한 질적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그리고 환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증상을 바탕으로 한 도구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생리적인 

요인을 확인할 생체 지표들을 탐색하여 퇴원 후의 일상생활수행능력과의 연관

성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 연구가 이루어져야할 필요가 있다. 질환별로 특수성

을 고려하여 반복연구를 시행하여, 퇴원준비 정도를 미리 측정해서 퇴원을 준

비한 그룹과 준비하지 않은 그룹을 비교하여 재입원률과 사망률, 의료지출비

용 등이 실제로 감소했는지 확인하는 실험연구까지 수행할 것을 제언한다. 

본 연구는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인구사회학적 특성, 질병관련 특성

을 포함하였으나 질환의 중증도, 객관적인 호흡곤란 지표(폐기능 검사,  

mMRC grade 등), 회복 가능성 등의 임상적 특성이 포함되지 않은 제한점이 

있다. 이는 호흡기질환자의 일상생활수행능력에 대한 요인을 명확하게 파악하

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추후 임상적 특성을 포함한 포괄적인 추가연구를 제언

한다. 

4) 간호 이론 측면

불쾌증상이론과 같은 중범위 이론을 확장시켜 환자의 증상경험에 더 집중하

면서도, 퇴원 환자에 맞는 실무이론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이론과 실무 모두 

개발되어 총체적으로 환자 상태에 맞는 간호중재 전략을 위한 연구가 계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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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질환별로 다양한 연구가 반복하여 수행된다면 간호이

론과 간호실무의 차이를 줄일 수 있고, 보다 더 과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간호

학 문헌에 기여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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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ctivities of Daily Living and Related Factors in 

Elderly Pulmonary Disease Patients Preparing for 

Discharge

Jeong, Hyunwoo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level of ADL (activities of daily 

living) of elderly pulmonary disease patients preparing for discharge 

and the factors affecting it.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November 28, 2018 to March 15, 2019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and individual semi-structured  

interviews with elderly patients aged over 65 years who were 

diagnosed with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pneumonia, 

interstitial lung disease, and infectious disease in mycobacterium 

(pulmonary tuberculosis and nontuberculous mycobacteria) at an acute 

care hospital in Seoul.

A total of 104 responses were used in the final analysis.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independent t-test, on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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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 24.0. The following are the result of 

this study.

1. The average age of the subjects was 75.02 ± 6.59 years and 62.5% 

(65 of them) were male. Moreover, 81 (77.9%) were married, 33 

(31.7%) were high school graduates, and 85 (81.7%) were 

unemployed (including housewives).

2. The average score of respiratory symptom experience was 14.75 ±  

9.93 out of 72, and that of social support was 5.28 ± 1.17 points 

out of 6. The anxiety and depression scores were 7.04 ± 4.60 and 

9.19 ± 4.61, respectively, and the average score of ADL was 1.56 

± 1.81.

3. The level of ADL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the main caregiver (F=3.147, p=0.028) and ADL levels were 

lower with more underlying disease (F=3.735, p=0.027), those with a 

history of neurological or psychiatric disease had lower levels of 

ADL than those without it (t=3.218, p=.002).

4. The higher the level of social support, the higher was the level of 

ADL (r=-.212, p=030). Further, the higher the anxiety (r=.303, 

p=.002) and depression (r=467, p<.001), the lower was the level of 

ADL.

5. In the enter method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the model 

explained 38.1% of the ADL (F=4.259, p<.001). The higher the 

depression of the elderly pulmonary disease patients, the lower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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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ir level of ADL (β=.425, p<.001), and the elderly patients without 

a history of neurological or psychiatric disease had higher levels of 

ADL than the elderly patients with it (β=-.224, p=.024).

These findings suggest that intervention based on depression and 

history of neurological or psychiatric disease should be involved in 

promoting ADL of elderly pulmonary disease patients preparing for 

discharg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level of ADL in 

elderly pulmonary disease patients preparing for discharge and provide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factors affecting ADL. In 

addi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a fundamental 

information to assess the readiness for hospital discharge of the 

elderly pulmonary disease patients and improve the health - related 

quality of life by promoting ADL of the elderly.

Key words: Elderly, Preparing for Discharge, Pulmonary disease 

patients, ADL, Respiratory symptom experience, Social 

support, Anxiety, Depres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