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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2011년 현재 고령화율은 11.4%이며, 2020년경

에는 평균수명이 81.35세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평균수명

의 연장으로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 환자가 증가되어 65세 이

상 노인 중 88.5%가 한 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만성질환들은 약물치료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아 

65세 이상 노인의 84.0%가 한 가지 이상의 처방약을 복용하

고 있고, 세 가지 이상을 복용하는 노인도 32.6%로 보고되고 

있다(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1).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노인의 약물복용이행 정도는 14∼77%

가 약물복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대체로 아주 낮은 수준

으로 보고되고 있다(Schlenk, Dunbar-Jacob, & Engberg, 2004). 

약물복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는 약물로 

조절·치료 가능한 질환을 더욱 악화시켜 치료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점이다. 또한 약물복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초래되는 병원입원의 증가 및 입원기간의 연장은 궁극적으로 

전체 의료비용의 상승 및 의료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Wertheimer & Santella, 2003). 따라서 약물복용이행을 증진시

켜 질병의 진행을 지연시키고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은 만성

질환을 가진 노인 간호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 연구되어온 노인의 약물복용이행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노인의 약물복용실태조사나 관련 요인

에 관한 연구였다. 이들 연구에서 제시된 약물복용이행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인구학적 요인, 가족 지지 등의 사회

적 지지, 약물 및 질병에 관한 지식, 우울, 자기효능감, 약물 

부작용, 약물 불편감, 약물복용기간 등이었다(Han, 2007; Kim 

& Kim, 2007; Kim, 2011; Ko, 2010; Oh, 2011; Park et al, 

2010).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약물복용에 영향을 미치는 각

각의 변인들과 약물복용이행에 대하여 단순 상관관계나 회귀

분석을 통한 관계의 규명에 그치고 있음으로서 종합적으로 

약물복용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설명력을 제시한 연구

가 다소 미흡하며, 대부분 뚜렷한 이론적 기틀 없이 시행되어 

약물복용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들에 대한 간접 효과

와 제 삼 변수의 효과를 설명하는데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노인의 약물복용이행을 증진하기 위한 효과적인 간호

중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약물복용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다

양한 요인들을 파악하고 이 요인들을 총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모델개발이 필요하다.  

약물복용이행과 같은 건강관련 행위는 행위의 특성상 다양

한 요인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으면 행위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기틀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약물복용이행을 설명하기에 유용한 이론으로 

인간행위에 대해 광범위하고 통합적인 이론을 제공하여 다양

한 건강 행위(식이, 운동, 금연 등), 처방이행, 자기 간호 행위 

영역에서 건강관련 행위와 관련한 많은 연구에서 지지된(Gu, 

Yu, Kwon, Kim & Lee, 1994) 사회인지이론을 선택하였다. 

선행 국외 연구들에서 약물복용이행에 관한 개념적 기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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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한 보고들이 있기는 하지만 심리적, 환경적 또는 사회적 

요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Murray et al., 2004), 행위에 영향

을 주는 심리사회적 요인과 행위의 변화를 증진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포함하기에 사회인지이론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

다(Bandura, 198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의 약물복용이

행을 총체적으로 설명하는 구조모형을 개발하고자, Bandura 

(1986, 1997, 2000)의 사회인지이론과 선행연구의 문헌고찰을 

토대로 약물복용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인구

학적 요인,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 약물지식, 우울, 결과기

대, 장애요인을 설정하였다. 또한 이 요인들의 약물복용이행

에 대한 직접, 간접적인 영향과 요인들 간의 관계를 규명함으

로써 노인의 약물복용이행을 증진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효율

적인 간호 중재프로그램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의 약물복용이행을 

총체적으로 설명하는 이론적 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실증적 

자료를 통해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

음과 같다.

첫째, Bandura (1986, 1997, 2000)의 사회인지이론과 문헌고

찰을 토대로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의 약물복용이행을 설명하

는 가설적 모형을 구축한다.

둘째, 노인의 약물복용이행을 설명하는 가설적 모형과 실제 

자료간의 적합도 검정을 통해 노인의 약물복용이행을 설명하

고 예측하는 수정모형을 제시한다.

셋째, 노인의 약물복용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간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를 파악하여 변수들 상호간의 인

과 관계 및 강도를 확인한다.

연구의 개념적 기틀 및 가설적 모형

본 연구의 이론적 기틀은 Bandura (1986, 1997, 2000)의 사

회인지이론과 선행 연구에 대한 문헌 고찰을 토대로 <Figure 

1>과 같은 이론적 기틀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약물복

용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인구학적 요인,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 약물지식, 우울, 결과기대, 장애요인 등을 다음

과 같이 선정하였다. 

약물복용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인구학적 요인으로

는 노인의 약물복용이행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규명된 성별, 

연령, 교육정도를 선정하였다. 특별히 이 세 가지 요인을 선

정한 이유는 약물복용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

구들을 통합적으로 정리한 논문들을 통해 공통적인 요인으로 

인구학적 요인들이 영향요인으로 보고되었는데(Jin, Sklar, Oh, 

& Li, 2008), 특히,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인구학적 요인들 중에

서 성별, 연령, 교육정도에 따라 약물복용이행이 유의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기 때문이다(Kim & Kim, 2007; 

Okuno, Yanagi, & Tomura, 2001). 

사회인지이론에 따르면, 자기효능감은 인간의 동기부여와 

행위에 영향을 주는 첫 번째 핵심 요인이며 지식과 행위사이

의 관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행위가 습관화될 

때까지 모든 유형의 행위조절에 관여하여 행동의 변화와 그 

행동을 지속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Bandura, 

1986, 1997).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약물복용이행이라는 행위에 

영향을 주는 핵심요인으로 자기효능감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선행연구를 

통해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로 규명된 사회적지지, 

약물지식, 우울을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 사회적 지지는 폐

결핵 환자와 노인을 대상으로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요

인에 관한 연구에서 중요한 요인이었다(Oh, 2011). Bandura 

(1997)는 자기효능감과 우울이 양방향적인 영향을 주어 낮은 

자기효능감은 우울을 유발하고 또 우울은 자기효능감을 감소

시킨다고 하였으며, Noh (2003)도 우울은 자기효능감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우울은 노인의 약

물복용이행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노인의 우울정도가 낮을수

록 약물복용이행이 높다고 하여 약물복용이행에 중요한 요인

으로 나타났다(Ko, 2010). 또한, 약물복용 목적과 방법에 관한 

약물에 대한 지식도 많을수록 약물복용이행이 더 높다고 하

였다(Kim, N. J., 20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지지, 약물지식, 우울은 직접적으로 약

물복용이행에 영향을 주거나, 자기효능감이 매개역할을 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사회인지이론의 두 번째 핵심 요인인 결과기대는 자기효능

감과 함께 건강한 행동을 유발하고, 나쁜 습관을 제거하며, 

변화된 행동의 유지 등에 많은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Bandura, 1986, 1997, 2000).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

이 결과기대에 영향을 주고, 이 영향을 받은 결과기대가 약물

복용이행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Bandura 

(2000)는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에 인지된 촉진요인과 장애요

인을 포함한 사회구조적 요소들을 포함시켜 목표와 행동 단

계로의 구조를 구성하였는데,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약물복용과 

관련된 약물관련 특성들이 약물복용이행에 영향을 주는 것을 

규명하기 위하여 장애요인으로 지각된 장애성과 현재 복용하

고 있는 약물 개수로 선정하여 자기효능감이 장애요인 영향

을 주고 그 영향을 받아 장애요인이 약물복용이행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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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heoretical framework of this study 

Figure 2. Path diagram for modified model (***p<.001) 

Bandura (2000)는 목표와 행위사이의 상관관계는 매우 다양

하게 나타나며 특별한 행위를 선택한 경우에 목표는 의도된 

행위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으로 

변형되어 일련의 행위를 포함하는 행위계획으로 구체화되어 

행위이행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목표가 구체적인 행위

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만

성질환을 가진 노인의 질환관리라는 건강관련 목표를 약물복

용이행이라는 행위로 구체화하여 이론적 기틀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은 사회인지 이론과 선행연구들의 문

헌고찰을 토대로 확인된 영향요인에 부합하는 변수를 구성요

소로 하여 가설적 모형을 <Figure. 2>와 같이 설정하였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Bandura (1986, 1997, 2000)의 사회인지이론과 

문헌고찰을 토대로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의 약물복용이행에 

관한 가설적 설명모형을 구축하고, 횡단적 조사연구를 통해 

노인의 약물복용이행 설명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고 변수 간

의 관계를 가설검증하는 공분산 구조분석 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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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D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재가 노인으로 5개 구에 있는 경로당, 복지관, 노인대학 등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였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고혈압, 심장

병, 관절염, 기관지 천식, 당뇨병, 고지혈증 등과 같이 지속적

인 약물치료가 필요한 질환을 진단받고 6개월 이상이 경과되

었으며, 질환과 관련하여 처방된 약물을 복용하고 있으며, 

MMSE-K (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Korea Version, Park 

& Kwon, 1989)점수가 24점 이상으로 인지기능에 문제가 없

고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연구 참여에 동의한 노인이었다. 연

구 표본 크기와 대상자 수의 선정기준으로는 구조방정식모델

에서 표본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관측변수가 12개 이하인 경

우에는 최소한 200-400명 정도 되어야 하므로(Kim, K. S., 

2010), 본 연구에서는 총 350명을 대상으로 직접 면담식 조사

를 실시하였고, 조사 후 인지기능이 24점미만으로 대상자 선

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38부를 제외하여 312명을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연구 도구

⦁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 : 사회적 결속을 통하여 개인

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지지로서, 본 연구

에서는 Kim. M. S. (2010)가 수정 보완한 가족 지지 6문항

과 의료인 지지 10문항, 총 16문항으로 구성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환자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

지가 높음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의 가족 지지 신뢰도 

Cronbach's α=.93이었고, 의료인 지지의 신뢰도 Cronbach 

's α=.92였으며, 가족 지지와 의료인 지지를 합한 사회적 

지지의 신뢰도 Cronbach's α=.93이었다.  

⦁ 약물지식(Medication Knowledge) : 개인이 특정 약물이나 

약물복용과 관련된 사항을 이해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Burge 등(2005)이 개발한 도구를 Han (2007)이 

번역하여 사용한 도구를 간호대학 교수 세 명의 검수를 거

친 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총 5문항으로 점수가 높을수

록 약물지식이 높음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 .79였다.

⦁ 우울(Depression) : 근심, 침울함, 무력감, 무가치함을 나타

내는 기분장애를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단축형 노인우

울척도(Geriatric Depression Scale Short-Form Korea version, 

GDSSF-K, Kee, 1996) 15문항을 사용하였다. 우울이 심할

수록 높은 점수를 보이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86이었다.

⦁ 자기효능감(Self Efficacy) : 바람직한 결과를 얻기 위해 필

요한 행위를 자신이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 신

념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Lee (2002)가 개발한 복약관

련 자기효능감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8

문항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90이었다. 

⦁ 결과기대(Outcome Expectations) : 행위 수행에 의해 특정결

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자신의 판단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

서는 Kim (2011)이 개발한 약물복용 이행 관련요인 도구 

중에서 약물 복용에 대한 기대감 5문항을 이용하였다. 각 

문항은 점수가 높을수록 약물복용에 대한 기대감이 큰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98이었다.

⦁ 지각된 장애성(Perceived Barriers) : Seo (2001)가 개발한 

지각된 장애성 도구 5문항을 이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된 장애성이 높음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75였다. 이 도구의 측정점수와 복용 중인 

약물 개수로 장애요인(Impediments)을 측정하였다. 

⦁ 약물복용이행(Medication Adherence) : 약물복용에 관여하는 

건강 전문가의 처방에 따라 약물을 정확하고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Morisky, Ang, 

Krousel-Wood와 Ward (2008)가 개발한 Morisky Medication 

Adherence Scale (MMAS-8)를 Kim, M. S. (2010)이 번역하

여 사용한 도구를 간호대학 교수 세 명의 검수를 거쳐 사

용하여 측정하였다. 원 도구는 총점 8점 만점으로 6점미만

은 낮은 이행도, 6∼8점미만은 중간 이행도, 8점은 높은 이

행도를 의미하는 도구이나 본 연구에서는 보다 정확한 결

과를 위해 개발자에게 서면으로 연속변수로 측정하여 사용

하는 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고 그에 대한 승낙을 받아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72였다. 

자료 수집 

본 연구를 수행하기에 앞서 연구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를 

위하여 연구 시작 전 C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생명윤리심의

위원회(IRB) 승인을 얻은 후 연구를 진행하였다(제11-25호). 

2011년 7월 연구자가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 3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설문지 순서를 연구변수 설문지, 일반

적 특성, 인지기능설문지 순으로 설문지내용 순서를 수정하여 

2011년 8월 8일부터 8월 31일까지 연구목적을 설명한 후 서

면동의 한 경우 연구자와 교육을 받은 보조 연구원 5명이 직

접 면담을 통해 설문지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9.0 프로그램과 AMOS (Analysi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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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Variables                                                                       (N=312)

Variables item Mean (SD)  Range Cronbach's α Skewness Kurtosis

Demographic factors
   Age (years)  1 73.3 ( 5.67) 65 ∼ 91 - 0.77 0.03
   Education Level (years)  1 5.0 ( 4.02) 0 ∼ 20 - 0.75 -1.19
Social Support 16 52.8 (15.67) 16 ∼ 80 .92 -0.15 -0.76
   Family Support  6 17.0 ( 7.95)  6 ∼ 30 .93  0.11 -1.22
   Medical team Support 10 36.8 (10.61) 10 ∼ 50 .92 -0.62 -0.63
Medication Knowledge  5 16.9 ( 5.04)  5 ∼ 25 .79 -0.51 -0.34
Depression 15  4.3 ( 3.82)  0 ∼ 14 .85 0.79 -0.36
Self Efficacy  8 33.6 ( 6.52) 13 ∼ 40 .89 -0.73 -0.50
Outcome Expectations  5 13.4 ( 5.27)  5 ∼ 20 .97 -0.16 -1.20
Perceived Barriers  5 14.2 ( 4.25)  5 ∼ 25 .75 -0.38 -0.17
Number of Medications  1  1.7 ( 0.99) 1 ∼  6 - 1.53 2.44
Medication Adherence  8  5.9 ( 1.86) 0.25 ∼ 8  .71 -0.80 -0.12

Moment Structure) 19.0 프로그램의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 SE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SPSS WIN 19.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

성, 연구변수에 대한 서술적 통계, 연구 변수간의 상관관계 

및 도구의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 AMOS 19.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가설적 모형의 적합도 

검증과 연구 가설검증을 위한 공분산 구조분석을 실시하였다.

⦁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이 자료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평가

하기 위해 x2 (Chi-Square), x2/df, GFI (적합도지수), AGFI 

(조정된 적합지수), RMR (평균제곱잔차제곱근), RMSEA 

(개략오차평균제곱의 제곱근), NNFI (비표준적합지수), NFI 

(표준적합지수),  PNFI (간명표준적합지수), CFI (비교적합

지수)를 이용하였으며, 모형의 수정은 다중상관자승치

(SMC), 표준화 잔차(SR), 결정계수(CD), 수정지수(MI), t값

을 근거로 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73.3세(SD=5.67)로, 65∼74세 

노인이 63.1%로 가장 많았고, 성별은 여성 67.6%, 남성 

32.4%였으며, 교육정도는 국졸 36.2%, 무학 34.9% 순이었다. 

결혼상태는 결혼 60.6%, 사별 36.2%였고, 동거 유형은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는 41.3%, 노부부만 사는 경우는 34.9%, 혼자 

사는 경우는 23.7%였다. 진단받은 질병의 종류는 고혈압 

59.0%, 당뇨병 20.2%, 관절염 17.5%순이었고, 처방된 약물 복

용 개수는 평균 1.7개(SD=0.99)로 한 가지는 52.9%, 두 가지

는 28.8%였고, 질병유병기간은 평균 9.9년(SD=5.72)으로 5∼

10년인 경우는 28.5%, 10∼15년인 경우는 24.3% 순이었다.   

연구변수의 서술적 통계와 상관관계

연구변수의 서술적 통계는 <Table 1>과 같다. 인구학적 요

인 중 연령은 평균 73.3세였고, 교육정도는 평균 5.0년이었으

며, 사회적 지지 중 가족 지지는 평균 17.0점이었고, 의료인 

지지는 평균 36.8점이었다. 약물지식은 평균 16.9점으로 나타

나, 전체적으로 약물에 대한 지식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

고, 우울은 평균 4.3점, 자기효능감은 평균 33.6점이었으며, 결

과기대는 평균 13.4점이었다. 지각된 장애성은 평균 14.2점이

었고,  처방된 약물 복용 개수는 평균 1.7개로 가장 많은 약

물을 복용하는 개수는 6개였다. 약물복용이행은 평균 5.9점으

로 낮은 이행도를 보였다. 

본 연구의 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12개의 관찰변수

간의 상관관계 계수 중 가장 높게 나타난 변수는 결과기대와 

약물복용이행(r=.69, p<.01)으로 나타나, 전체 변수들 간의 다

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변

수인 약물복용이행과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

과 인구학적 요인인 성별, 연령, 교육정도와는 상관관계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외에 다른 변수들과는 유의한 상관관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r=-.27, p<.01), 지각된 장애

성(r=-.33, p<.05)과 약물개수(r=-.29, p<.05)와는 음의 상관관계

가 있었고, 가족 지지(r=.59, p<.01), 의료인 지지(r=.53, p<.01), 

약물지식(r=.56, p<.01), 자기효능감(r=.64, p<.01), 결과기대

(r=.69, p<.01)와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들 중 노인의 

약물복용이행과 가장 상관성이 높은 변수는 결과기대였다. 

구조모형분석 결과

 가설적 모형의 인정성

가설적 모형의 검증에 앞서 우선 모형이 검증될 수 있는 

모형인가를 파악하는 모형의 인정성은 중요하다. 모형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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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arameter Estimate for the Modified Model                                                             (N=312)

Endogenous variable Exogenous variable
Standardized

coefficient (β)
S.E.  C.R. SMC

Self Efficacy Social Support  .17 .05 3.68*** .51
Medication Knowledge  .26 .04 4.11***
Depression - .21 .03 -5.01***

Outcome Expectations Self Efficacy  .45 .06 6.05*** .57
Impediments Self Efficacy - .32 .10 -3.07*** .40
Medication Adherence Social Support  .17 .05 2.25*** .69

Medication Knowledge  .05 .05 0.58***   
Depression - .13 .07 -2.58***
Self Efficacy  .45 .16 3.21***
Outcome Expectations  .22 .10 5.35***
Impediments - .27 .04 -3.46***

***p<.001    S.E. = Standard Error    C.R. = Critical Ratio 
             SMC = Squared Multiple Correlation 

되기 위한 필요조건은 측정변수 x, y가 제공해주는 정보의 수

가 추정되는 미지수의 수보다 많거나 같아야 한다. 이 경우를 

간명모델(overidentified model)이라고 한다(Kim, K. S., 2010). 

본 연구는 8개의 이론변수와 12개의 측정변수로 구성되어 있

으며, 정보의 수는 78개이고, 미지수의 수는 31개로 정보의 

수가 미지수의 수보다 크므로(78>31) 모형인정을 위한 필요조

건을 충족하여 가설적 모형이 충분 인정모형으로 인정되었다.

 가설적 모형의 적합도 검증

연구문제의 검증에 앞서 연구모형의 전반적인 모형 적합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모형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구조방정

식 모형의 적합도 평가는 공분산 구조모형이 가정에 얼마나 

적합한가를 살펴보는 절차이며, 절대적합지수(Absolute Fit 

Measures), 증분적합지수(Incremental Fit Measures), 간명부합

지수(Parsimonious Fit Measures)를 이용하였다(Kim, K. S., 

2010). 

본 연구에서는 각 단계별로 항목의 구성의 최적상태를 도

출하기 위한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x2, x2에 대한 p값, 

x2/df, GFI, AGFI, RMR, RMSEA, NNFI, NFI,  PNFI, CFI 등

을 이용하였는데, x2은 164.1이었으며 유의확률은 p<.001로 나

타났다. 또한 x2/df=3.49, GFI=0.91, AGFI=0.92, RMR=0.09, 

RMSEA=0.09, NNFI=0.84, NFI=0.89, PNFI=0.63, CFI=0.91로 

GFI, AGFI,  NNFI, NFI, PNFI, CFI는 권장수준에 도달했으

나, x2, x2/df, RMR, RMSEA가 적합한 모형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가설적 모형의 수정

가설적 모형의 수정은 이론적으로 간명하면서 경험적 자료

에 적합한 모형을 얻기 위해서이다.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을 

전반적 적합지수를 가지고 평가한 결과 가설적 모형과 실제

자료가 부분적 수정이 필요하여 가설적 모형에서 적합도와 

간명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수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모형수정

은 전반적인 적합지수와 수정지수, 경로계수의 통계적 유의성

과 이론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인구학적 요인이 약물복용이행

에 영향을 주는 경로가 영향력이 미약하고 효과가 유의하지 

않아(β= .03, t= 0.04, p>.05) 그 경로를 제거하여 수정모형을 

구성하고 분석하였다. 

 수정모형의 부합도 검증과 경로의 모수추정치

모형수정 결과, x2은 29.95이었으며 유의확률은 p<.001로 나

타났다. 또한 x2/df=1.49, GFI=0.95, AGFI=0.92, RMR=0.05, 

RMSEA=0.03, NNFI=0.91, NFI=0.90, PNFI=0.88, CFI=0.95로 

나타나, 수정모형이 가설적 모형에 비해 적합도가 향상된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모형은 실제자료와 잘 부합

되는 적절한 모형이라고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수정모형의 

경로도해는 <Figure 2>와 같다. 또한 수정모형의 모수추정의 

가중최소자승법에 의한 모수추정치의 비표준화계수(B), 표준

화 계수(β), 표준오차(SE), 고정지수(C.R.)값과 내생변수의 다

중상관자승치(SMC)를 이용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자기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변수로는 사회적 지지, 

약물지식, 우울로 나타났고, 약물복용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변수로는 사회적 지지, 우울, 자기효능감, 결과기대, 장애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자기효능감은 결과기대와 장애요인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변수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변수는 사회적 지지, 약물지식과 우울이었고, 세 

변수가 자기효능감을 설명한 정도는 51.6%로 나타났다. 자기

효능감은 결과기대에 양의 관계로 영향을 주었으며, 자기효능

감이 결과기대를 설명한 정도는 57.3%로 나타났고 장애요인

에는 음의 관계를 영향을 주었으며, 자기효능감이 장애요인을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의 약물복용이행 설명모형 구축 

기본간호학회지 19(4), 2012년 11월 http://dx.doi.org/10.7739/jkafn.2012.19.4.463 469

Table 3. Effect Coefficients of Modified Model by the Variables                                                  (N=312)

Endogenous variable/

Exogenous variable

Standardized Coefficient (β)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Self Efficacy
   Social Support   .17***    -      .17***
   Medication Knowledge   .26***    -      .26***
   Depression - .21***    -    - .21***
Outcome Expectations
   Self Efficacy   .45***    -      .45***
Impediments
   Self Efficacy - .32***    -    - .32***
Medication Adherence
   Social Support   .17***       .11**      .29**
   Medication Knowledge   .05***       .17*      .22**
   Depression - .13***     - .14*    - .27**
   Self Efficacy   .45***       .18**      .64***
   Outcome Expectations   .22***        -      .22***
   Impediments - .27***        -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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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한 정도는 40.9%로 나타났다. 

약물복용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변수 중에서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는 양의 관계를 영향을 주었고, 

우울과 장애요인은 음의 관계를 영향을 주었으며, 이들 변수

가 약물복용이행을 설명한 정도는 69.1%로 나타났다.

 수정모형의 효과분석

수정모형의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요인간의 직접효과, 간접

효과 및 총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자기효

능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약물지식으로 나타났

으며, 우울, 사회적 지지 순으로 의미있는 영향을 나타냈다. 

약물지식(.26), 사회적지지(.17)는 양의 관계로 직접적인 영향

을 주었고, 우울(-.21)은 음의 관계로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

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은 결과기대(.45)에는 양의 관계로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고, 장애요인(-.32)에는 음의 관계로 직

접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약물복용이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변수는 자기효능감이

었고, 사회적 지지, 우울, 장애 요인, 약물지식, 결과기대 순이

었다. 자기효능감이 약물복용이행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효과

(.45), 간접효과(.18)와 총효과(.64) 모두가 유의하게 나타났고, 

사회적 지지도 직접효과(.17), 간접효과(.11)와 총효과(.29) 모

두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우울이 약물복용이행에 미치는 영향

은 직접효과(-.13), 간접효과(-.14)와 총효과(-.27) 모두가 유의

하게 나타났고, 장애요인은 직접효과(-.27)가 유의하게 나타났

다. 결과기대는 약물복용이행에 직접효과(.22)가 유의하게 나

타났고, 약물지식은 직접효과는 없었지만, 간접효과(.17)와 총

효과(.22)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에서 규명된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의 약물복용이행

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수들은 사회적지지, 약물지식, 우울, 

자기효능감, 결과기대, 장애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를 만성질환

을 가진 노인의 약물복용이행에 관련된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제 변수의 효과와 약물복용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제 

변수의 효과로 나누어 각각 살펴보면 우선 자기효능감에 가

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약물지식이었다. 이 결과는 

Bandura (1986)가 자기효능감이 지식과 행위를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교육이 자

기효능감 증진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Kim, N. J., 2010)와 

맥을 같이 한다. 따라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약물복용이행에 

관한 교육을 통해 약물지식을 높여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며 

나아가서 약물복용이행 증진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 다음으로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준 변수는 우울이었는데, 

이는 Bandura (1997)가 우울이 자기효능감을 감소시킨다고 한 

주장을 확인할 수 있었고 치료지시이행 모형을 개발한 선행

연구(Noh, 2003)에서 우울이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변수

였던 것과 일치하였다. 사회적 지지도 자기효능감에 직접효과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사회인지이론(Bandura, 

1986, 2000)에서 자기효능감의 자원 중에서 세 번째 자원인 

언어적 설득을 사회적 지지로 선정하여 연구했던 결과와 일

치하였다. 따라서 노인에 대한 가족의 관심을 제고하고, 지지

모임이나 자조집단의 구성과 교육활동 등에 있어서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서 자기효능감 증진에 효

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만성질환을 가진 



민 신 홍  외

470 http://dx.doi.org/10.7739/jkafn.2012.19.4.463 기본간호학회지 19(4), 2012년 11월

노인을 위한 간호 시에는 의료인들의 직접적인 지지를 높여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간호중재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약물복용이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기효능감

이었는데, 이 결과는 약물복용이행에 자기효능감이 가장 큰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Park et al, 2010)의 결과와도 일치하

였다. 그 행동을 수행하는 능력에 대한 개인의 자신감의 정도

인 자기효능감이 특정행동인 약물복용이행의 가장 중요한 행

동변화 요인임을 알 수 있었으므로, Bandura (1986)가 자기효

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자원으로 제시한 숙달 경험, 대리 

경험, 언어적 설득, 생리적·정서적 상태를 활용한 간호중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자기효능감은 결과기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변

수였으며, 영향을 받은 결과기대 또한 약물복용이행에 직접적

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이는 Bandura (2000)가 주장

한 자기효능감이 통제되었을 때 결과기대는 행위에 대한 예

측력이 없다는 주장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결과기대가 약물

복용이행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수였다는 연구결과와도 일

치하였다(Kim, M. S., 2010; Murphy, Greenwell, & Hoffman, 

2002). 따라서, 약물에 대한 교육과 사회적 지지를 통하여 노

인의 약물복용이행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증진시켜 결과기대를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약물복용이행을 증가시키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자기효능감은 장애요인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이에 

영향을 받는 장애요인은 약물복용이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어 약물복용이행을 저해하는 요인이었다. 이는 사회인지이

론에서 자기효능감이 사회구조적인 요소들 중 장애요인을 인

지하고 조절하여 건강행위이행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장애성이 높을 때 약물복용이행이 낮

았던 선행연구(Buabeng, Matowe, & Plange-Rhule, 2004)의 결

과와 일치하였다. 따라서, 자기효능감을 증진시켜 결과기대도 

높이고, 장애요인을 조절하여 약물복용이행을 더욱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지지는 약물복용이행에 직접인 영향변수이며 자기효

능감을 통한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주는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가족과 의료인의 지지가 약물복용이행에 중요한 

요인이었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였다(Han, 2007; Kim & 

Kim, 2007; Kim, M. S., 2010; Seo, 2001). 이와 같이 사회적 

지지는 약물복용이행을 예측하는 변수로서 약물복용이행을 증

진시키기 위하여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과 가족이 함께 참여

하여 약물복용이행에 관하여 가족의 관심과 지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또

한, 의료진과의 관계를 향상 시키고 의료진의 지지를 높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

에서 동거가족이 있는 노인이나 배우자가 있는 노인보다 혼

자 사는 노인의 약물복용이행이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동

거노인보다 독거노인이 약물복용이행이 더 높았던 선행연구

(Ko, 2010)와 같은 결과였다. 즉, 노인에게 있어 가족의 동거

여부가 가족의 지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반드시 동거하는 가족의 지지만을 강조하는 것보다 

노인 각각에게 필요한 영역을 규명하여 지지적 접근을 시도

하는 것이 약물복용이행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

라고 생각한다. 

약물지식은 약물복용이행에는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지

만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와 총효과는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환자의 지식이 약물복용이행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 선행연구결과(Kressin et al, 2007)와 일치하였으

나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로서 약물복용이행에 영

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처음 보고하는 것으로서 매우 중요한 

새로운 사실이다. 본 연구 결과에서 약물지식이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어 약물복용이행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노인을 

위한 약물복용이행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간호중재 전략 개발

에 매우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약물지식이 

약물복용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노인의 경우 약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특히 부작용에 대한 지식이 많이 부족하였다. 그러므

로 약물복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때, 약물의 효과뿐 아니라 

질병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과 약물 치료의 중요성, 약물의 부

작용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약물에 대한 정확한 지식 전달

을 위한 효율적인 교육을 통해 자기효능감을 증진시켜 약물

복용을 제대로 이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울은 약물복용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우울정도가 낮을수록 약물복용이행이 높

았던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Ko, 2010). 이와 같이 우울

은 약물복용이행에 중요한 변수이므로 약물복용이행 증진을 

위하여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의 우울을 완화시킬 수 있는 프

로그램들이 개발되어져 할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약물복용이행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단순하

고, 비용 효과적이며, 임상현장에서 가장 유용한 방법인 설문

지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는데 이 방법은 환자의 편견이 쉽게 

반영된다는 단점이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측정방

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대상자를 구

체적인 질환으로 한정하지 않고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으로 

선정하여 다양한 질환과 약물을 모두 포함함으로서 각각의 

질환마다의 약물복용에 관한 특성에 의한 차이를 세세하게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그렇지만, 본 연구에서 제시된 

예측모형은 종합적으로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의 약물복용이행

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설명력을 제시하고, 약물복용이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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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들에 대한 간접 효과와 제 삼 변수의 

효과를 설명하여 약물복용이행 증진에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이론적 기틀 정립과 약물복용이행 증진 프로그램 개발

에 기초를 마련하였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의 약물복용이행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간의 경로와 영향력을 분석하여 노인의 약물복

용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이론적 근거와 실증적 자료를 제시

하고 효과적인 간호 중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시행되었다. 

본 연구는 Bandura (1986, 1997, 2000)의 사회인지이론과 문

헌고찰을 토대로 연구의 이론적 기틀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

로 변수를 확인하여 가설적 모형을 구축한 후 변수간의 인과

경로와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공분산 구조분석(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 가설적 모형과 실증적 자료 간의 적합도를 검

증하여 분석한 결과,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의 약물복용이행은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약물지식이 높을수록, 우울이 낮을

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결과기대가 높을수록, 장애요인

이 낮을수록 높게 제시되었다. 그 중에서도 자기효능감의 영

향이 가장 컸으며, 자기효능감은 사회적 지지, 약물지식, 우울

에 영향을 받고 있었다. 

본 연구결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영향요인으로 

제시된 사회적 지지, 약물지식, 우울 외에 또 다른 요인들을 

보완하여 이를 규명할 수 있는 추후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의 영향요인으로 사회적 지지

와 약물지식, 우울 등의 변수들이 확인되었으므로 이 결과를 

활용한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는 간호중재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에 관한 연구를 제언한다. 

셋째, 본 연구모형을 실제 사례에 적용시켜 봄으로써 모형의 

정확성과 유용성을 평가하는 타당성 검증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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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ion of Explanatory Model for Medication Adherence 
in Older People with Chronic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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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factors affecting medication adherence and to develop 
an explanatory model for medication adherence in elders with chronic disease. Method: Empirical data were 
collected from 312 older adults with chronic disease and the data collect period was from August 8 to 31, 2011, 
and were analyzed using SPSS for Windows 19.0 program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with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SEM) procedure performed with AMOS 19.0 program. Results: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perceived self-efficacy was the strongest factor influencing medication adherence, and it affected also outcome 
expectations positively but impediments were negatively influenced by self-efficacy. Outcome expectations and 
impediments subsequently acted on medication adherence with the same relationship as self-efficacy. In additional 
results, self-efficacy and medication adherence were further significantly affected by the factors; social support, 
medication knowledge, and depression. Conclusion: These results show that nursing interventions to promote 
medication adherence in this population should focus on self-efficacy promotion including social support, education 
for delivery of medication knowledge, and reduction in depression.

Key words : Aged, Chronic disease, Medication Adherence, Self Effic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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