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과학논집 제2 권 1호
Chonnam Journal of Nursing Sciences
Vol. 2 No. 1, February, 1997，pp. 119 ~ 133

류마리스 관절염환자의 신체적 기능장애정도에 관한 연구
남광병원 간호사* •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정

학

명* •최

순

희**

..........0 ..........

O.......... .....

A study on the Degree of Physical Disability in Patients
with Rheumatoid Arthritis
Hak Myong Chung* - Soon Hee Choi**
Namkwang Hospital* Department o f Nursing, Medical School, Chonnam National University**

O

......

O.............. .......

> Abstract <
To

investigate the degree of physical disability,

129 patients diagnosed

with

Rheumatoid Arthritis were examined from August 7 to August 13， 1994 through
interviews by questionnaires.
The

data

were

analysed

by

the

use

of

freq 니ency ， t-te s 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s 니m m arised

as follows :

1. The range o f total physical disability scores w as 45 points to 164 points and

the mean score of that was 85.9 points. In comparison of mean scores depending on
each item of 8 dimensions, mean scores of each items tended to show the higher
scores in order of, ,rising(2.25)/, 'general activities(2.22)', ,walking(2.05)/.
2. The range of total depression scores w as 2 points to 5 points and the mean

scores of that was 21.2 points. The range of total social support was 65 points to
158 points and the mean scores of that was 116.8 points.
3.

The

total

physical

disability

score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variables o f Age(F=4.14, p=.018), Sex(t= 11.98, p=.001), M arital Status(t= 4.70, p=.032),

Admission Experience(F=6.43, P=.012), and Number of involved joints(F=18.08, p=.000),
but didn't show significant difference in variables, Duration of Disease(F=1.23, p=.297),
Education Level(F=2.52, p=.084).

Therefore the hypothesis, 'the total physical disability scores will be diffe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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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the variables of age, education level, marital status, sex, duration of
disease, admission experience level, number of involved joints' was partilly supported.
4. The hypothesis, 'the higher

the depression scores, the higher the physical

disability scores' was supported(r=.438, p=.000)
5. The hypothesis, 'the higher the social support scores, the lower the physical
disability scores' wes supported(r=-.329, p=.000)
6. By using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t was determined that the main
influencing

factors

on the physical

disability

were

'number of

involved joints',

'depression' and 'social support'. These variables made it possible to explain 33.5%
of varience in physical disability.

I . 서

볼 때 이들의 신체적 기능장애와 관련된 문

론

제점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
Meenan, Yelin, Nevitt and Epstein(1981)

1. 연구의 필요성

현대에 들어와 60-70년대에 주종을 이루었

은 신체적 기능장애정도가 신체적 요인보다
는 사회심리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에 의해서

던 급성，감염성 질환은 감소하는 반면 만성，

결정된다고 하였고, Anderson Bradely, Young,

퇴행성 질환이 급증하고 있으며(양，1986)，

McDaniel and Wise(1985)도 우울이 기능장

이러한 질병양상의 변화로 만성질환이 현대

애를 예측하는 유일한 심리적 요인이라고 하
였으므로 신체적 기능장애는 신체적 요인,

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만성질환은 암, 당

사회심리적 요인 및 환경적인 요인과의 복합

뇨병，고혈압, 관절염, 호흡기질환 등이 있는

있다.
그러므로 류마티스 관절염환자의 기능장애

데 이중에서 류마티스 관절염은 아직까지 정
확한 원인과 병리적인 생리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정확한 치료법이 알려져 있지 않으며
성인에게 흔히 발생되는 관절의 부종, 통증，
관절강직 및 변형이 유발되는 염증성, 전신
성 질환이다(Wess and Klerman, 1976).
류마티스 관절염환자들은 주증상인 관절의

적인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할 수

정도를 완화시키고 최상의 기능상태를 유지
시킬 수 있는 간호중재를 하기 위해서는 먼
저 신체적 기능장애정도와 이에 영향을 미치
는 관련요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류마티스 관절염환자의 신체적 기능장애에
관련된 국내 • 외의 문헌들을 살펴보면 국내

동통, 부종 및 신체적 기능장애를 겪게 되고,

에서는 만성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일상활

또한 기능장애로 인하여 활동제한, 역할상실,

동시 불편감의 정도와 우울(홍，1990)이나 통

노동력감소，생산성 저하, 경제적인 부담감

증(홍, 1990 : 이 둥, 1988)의 관계를 다룬 극

등을 경험하게 된다. 특히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76.2%가 의존과 기능의 감소를 가장

소수의 연구들에 불과하며, 외국의 경우에는
류마티스 관절염과 신체적 기능장애 (Mc

큰 문제점으로 들었고，42.9%가 신체적 기능

Daniel, 1976 ；Patrick, Morgan & Charlton,

장애를, 35%가 직업유지의 어려움을 두려워

1986；Wood, Yates & Primono, 1989), 신체

했다는 Liang et al.(1984)의 연구를 통해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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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Rosenb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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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Turner, 1984；Frank et al, 1988), 신

력감

체적 기능장애와
(Morgan, Patrick

(Battle,

사회적 지지의
관계
& Charlton, 1984 ；

및

무가치함을
1978)로,

나타내는

정서장애

Rad]off(1977)가

개발한

CES-D(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Patrick et al, 1986)에 대한 연구들이 있었는

Depression Scale)척도로 측정된 점수를 말

데 이들에서 우울이나 사회적 지지가 신체적

한다.

기능장애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지니는 것으
로 나타났으나 이들 변수가 신체적 기능장애
를 어느정도 설명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자

n . 문헌고찰

료는 미약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류마티스 관절염환

1. 류마티스 관절염고!■신체적 기능장애

자의 신체적 기능장애정도를 알아보고 환자
의 일반적 특성, 신체적 요인 및 사회심리적

류마티스 관절염은 퇴행성 관절질환 다음

요인이 신체적 기능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정

으로 흔하게 나타나는 질환으로， 활액막에

도를 각각 파악하여 류마티스 관절염환자의

만성적 비대 및 염증 반응이 나타나 관절 연
골과 그 주위 조직이 파괴되어 초기에는 관

신체적 기능장애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간호중재 방향을 모색하는데
를 제공하고자 한다.

기초자료

절의 부종과 동통이 나타나고, 진행됨에 따
라 관절강직 및 변형이 유발되면서 전신적으
로 쇠약해지는 질환이다.
이 질환의 발현 양상은 급성관절염의 소견

2. 용어정의

을 보이는 경우에서부터 만성관절염의 소견
1) 신체적 기능장애 : 일상생활의 수행이
어렵거나 곤란하다는 것을 의미하며(Mcfa-

을 보이는 경우까지

많은 차이가 있는데

25%의 환자가 급성관절염의 소견을 나타내

rlane & Brooks, 1988), 본 연구에서는 Fries,

고 75%의 환자는 만성관절염의 소견을 보인

Spitz, Guy and Holman(1980) 이 개발하고

다(Karen, Anderson and Laurance, 1985).

Kirwan 과

류마티스 관절염환자들의 증상의 정도도 극

Reeback(1986) 이

수정한

HAQ

(Stanford Health Assesment Questionaire)

히 경미한 상태에서부터 매우 심한 상태까지

의

하위영역들(Dressing

and

grooming,

차이가 심한데, 10-20%의 환자만이 경미한

activities,

Gripping,

증상을 경험하고，70%의 환자는 증상의 악

Arising, Eating, Reaching, General acti-

화와 호전이 불규칙적으로 반복되면서 점진

walking,

Hygiene

vities)에 준하여 일상활동상의 불편감 측정

적으로 관절 변형과 기능장애가 유발되며，

도구(이등，1988)를 참고로 해서 본 연구자가

10-15%의 환자는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작성한 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극심한 관절변형과 기능장애를 경험한다.

2) 사회적 지지 : 개인이 지각한 대인관계

이와 같이 류마티스 관절염환자 대부분이

적 상호작용을 의미하며(이등, 1988), 본 연

경험하게 되는 기능장애는 질병에 적응해 가

구에서는 Cohen과 Hoberman(1983)이 개발

는 최종 산물 (Mathew, Liang and Jette,

한 대인관계적 지지의 지각 척도로 측정된

1981)로서 진행의 과정으로 여겨지며 일상생

점수를 말한다.

활의 수행이 어렵거나 곤란하다는 것으로 표

3) 우울 : 정서적인 기분변화로부터 병적
인 상태에 이르는 근심, 침울감，실패감, 무

현된다(McFarlane,

Kalvcy

and

Brooks,

1987). 그리고 한 개인의 신체적 기능장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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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질병과 관련된 신체적 요인과 사회심리

에 대한 예측정도를 조사한 결과 질병활성

적 요인(적응기술, 지지, 동기, 사회경제적

측정치들은 30%, 심리적 측정치들은 36%를

상태) 및 환경적 요인(이송, 적응도구)과의

각각 예측했다고 하였다.

복합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된다(Liang

et al, 1984).

Vignos, Thompson, Moskowitz, Fink and
Svec(1972)도 1년 간격의 종단적 연구를 실

즉 류마티스 관절염의 주 증상인 관절의

시하여 신체적 기능장애는 사회적 관계의 유

부종, 동통, 운동제한, 관절강직 등은 어느

지능력과

정도의 능손상을 일으키고(Yelin, Lubeck,

Meenan et al(1981)도 625명의 환자를 대상

Holman and Epstein, 1987) 이 기능손상은
사회심리적 요인 및 환경적 요인과의 복합적

으로한 연구에서 신체적 기능장애정도응 심

인 상호작용을 통해 기능장애를 유발하여 일

하였다.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리적 변수와 경제적 변수와 관련이 있다고

상생활의 수행을 어렵게 한다. Deyo, Inui,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통해서 신체적 기능

Leininger and Overman(1982)은 류마티스
관절염이 미치는 기능적 영향을 연구하여 류

장애는 질병의 병리적인 상태와 건강상태를
동시에 연결하는 것으로 신체적, 정신적, 사

마티스 관절염환자의 50% 혹은 그 이상의

회적 측면의 영향을 받는 개념이며 일상생활

환자들이 걷기, 자가간호，가사노동, 여가시

의 수행정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그리

간，성행위, 수면 등에 문제점을 지니게 된다

고 신체적 기능장애는 인구학적 특성인 연

고 하였고，Liang et al(1984)은 류마티스 관

령，성별，교육정도, 결혼상태, 입원여부 및

절염환자의 76.2%가 의존과 기능의 감소를

유병기간 그리고 신체적 요인인 관절점수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였고 42.9%는 기

침범관절부위수, 통증 및 악력 등과 관계가

능장애를, 35%는 직업유지의 어려움을 두려
워했다고 하였다.

적 관계 및 질병확신 등과 같은 변수들과 관

문헌상 류마티스 관절염환자의 신체적 기

있으며, 또한 사회심리적 변수인 우울, 사회
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능장애와 관련이 있는 인구학적 특성과 신체
적 요인을 보면 성별(Sherrer et al, 1987；

2. 우울과

신체적 기능장애

McFarlane and Brooks, 1988), 연령 (Sherrer
우울은 기분이 저조하고 울적한 기분상태

et al, 1987； Keefe, Brown, Wallston and
al,

로서 정상적이거나 비정상적인면 모두를 포

1989)，결혼상태와 입원여부(Murphy, Creed

함하는 개념으로 정상적인 기분 변화로부터

and Jayson, 1988), 관절점수나 침범관절부위

병적인 상태에 이르기까지 연속선상에 있으

Caldwell,

1989),

교육정도 (Parker

et

수, 유병기간(Anderson et al, 1987) 및 통증

며, 짐울감, 실패감, 무가치함 등을 나타내는

(홍, 1990; 이등, 1988) 등으로 나타났다.

기분장애이다(Battle, 1978).

그리고 McFarlane and Brooks(1988)는 류

문헌상 류마티스 관절염환자의 우울 발생

마티스 관절염환자를 대상으로한 3년 간격의

빈도를 보면 연구자가 사용한 기준에 따라

종단적 연구에서 연구초기에 신체적 기능장
애정도와 유의한 관련이 있었던 질병활성 측
정치와 심리적 측정치들은 동통，관절점수,

Pliner, Goldenberg and Pope(1985)는 DSM-III

그 수치가 다양하였다. Hurdson, Hurdson,

악력, 우울, 질병확신 등으로 나타났고，염증

기준을 이용하여 류마티스 관절염환자의 우
울정도를 연구하였는데 14%의 환자들이 우

성 요소가 감소되는 3년 후 신체적 기능장애

울증(MDD)을 지니고 있었으며，Rimo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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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akso(1984)도 15년의 병력을 지닌 100명의

높음을 발견하였다.

류마티스 관절염환자를 대상으로한 연구에서

그러나 이러한 연구결과들과는 상반되게,

20%의 환자가 우울증을 지니고 있었고，8%

단계적 중회귀분석을 이용한 연구들에서는

는 15년 동안 지속되는 정서장애(DD)를 지

신체적 기능장애가 우울의 중요한 예측요인

니고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라고(Turner and Noh, 1988； 홍, 1989;
Dia

Mindham et al, 1981)보고되었는데, 이러한

gnostic Criterria)기준을 이용한 Lindsay and

DSM-II 와

유사한

RDCXResearch

일관성 없는 연구결과들을 통해서 우울과 신

Wyckoff(1981)는 300명의 류마티스 관절염환

체적 기능장애 정도는 상관관계를 지니지만,

자중 87%가 우울을 지니고 있다고 했으며,
Frank et al(1988)도 류마티스 관절염환자의

신체적 기능장애정도가 높기 때문에 더 우울
할 수도 있고, 우울이 낮기 때문에 신체적

43.2%가 우울을 경험한다고 하였다.

기능장애정도가 낮게

이처럼 류마티스 관절염환자가 흔히 경험
하게 되는 우울에

대해 Beck, Steer and

Garbin(1988)등은 질환으로 인한 만성 스트

나타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신체적 기능장애와 우
울의 관계에 대한 방향을 결정할 수 없다고
주장되고 있다(Beckham et al, 1992).

레스가 우울을 초래한다고 언급하였고 Mindham, Bagshaw, James and Swannell(1981)

3. 사회적 지지와 신체적 기능장애

은 류마티스 관절염환자가 정서적인 증상을
나타내게 되는 상황을 연구하여 우울 증상의
발현은 질병의 다양한 양상과 관련되고 증상
의 악화에 기여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
고 Rimon(1969)은 류마티스

관절염환자는

신체적 발생 이전에도 우울했고 증상의 발생
후에도 여전히 우울했으며, 대부분의 경우에
우울의 회복에 따라 임상적인 호전이 나타난

사회적 지지는 건강에 대한 스트레스의 충
격을 감소시키거나 완충시실 수 있는 특성을
갖춘 용어로 1970년대 Cassel(1974), Caplan
(1974), Cobb(1976)에 의해 처음 소개되었다.
사회적 지지는

일반적으로 두가지로 구분

하는데 이는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유효한
조직망인 구조적 속성과 조직망의 지지기능
인 기능적 속성이다. 구조적인 사회지지망은

다고 주장하였다.
우울과 신체적 기능장애의 관계에 대한 연
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Aderson et al(1987)

자신과 절친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배우자, 자녀, 직계가족 및 절

은 기능장애정도의 예측인자를 찾기위한 회

친한 친구로 구성된 ‘개인적 또는 핵심적 지

귀분석에서 질병기간, 질병활성수준, 우울 등

지’와 절친한 관계를

이 변량의 50%를 설명했으며, 우울이 기능

알고 지내는 정도의 사람들 즉 비직계 가족,

적 상태변량의 유일한 심리적 변수였다고 언
급하면서 우울의 영향력을 시사하였고, Peck,

유지하기 보다는 서로

이웃，조직체의 일원으로 구성되는 ‘확장된
지지’로 나눌 수 있으며 조직망의 크기, 밀

Fitz

도, 접근가능성, 친척관계, 접촉빈도와 안정

patrick, Newman, Lamb and Shipley(1988)

성의 빈도를 포함한다(Norbeck, 1982). 사회

도 우울과 신체적 기능장애는 상관관계를 지
닌다고 하였으며, Beckham et al(1992)도

적 지지의 기능적인 측면은 자신이 돌보아지
고 있으며 사랑받고 있다는 ‘감정적 지지’와

149명의 류마티스 관절염환자를 대상으로 15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존중감 지지’로

개월 간격의 종단적 연구를 실시하여 우울의

분류되는데 이는 지지의 질과 내용을 중요시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적 기능장애의 정도가

한다(Thoits, 1982).

Smith,

Ward

and

Milano(1989)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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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개인에게는 객관적인 지지자원이 있다는

이처럼 사회적 지지는 신체적 기능장애를

것과 지지를 받았다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지닌 사람들에게 매우 필요하며, 이와 관련

있을 수 있는데 개인의 인지 평가과정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는 지각의 기능에 대해서

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Mitchel et al(1992)은

Cobb(1976)과 Kessler, Price and Wortman

지 않은 집단의 신체적 기능장애의 정도를
비교하였는데 교육을 받은 집단이 더 감소된

(1985)은 객관적인 사회적 지지망을 지니고

가족 지지의 교육을 받은 집단과 교육을 받

있더라도 이 지지의 이용이 지각되지 않으면

기능장애 점수를 나타냈으며 , Williams, Ware

무의미하다고 하였고, Cohen과 Horberman

and Donaid(1981)는 사회적 지지가 신체적

(1983)도 구조적인

기능장애를 갖는 사람들의 생존률에 영향을

지지보다는

주관적으로

미친다고

지각한 지지가 더 의미있다고 하였다.

하였다.

Morgan,

Patrick

and

또한 여러 학자들이 사회적 지지를 건강과

Charlton(1984)은 사회적 지지가 신체적 기능

간호에 연결시켜 설명하고있다. Lin, Ensel,

장애의 악화정도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그리고 Wortman and Conway(1985)는 문제

Simeone and Kuo(1979)는 사회적 지지가 병
에 대한 유해한 요인이나 충격적인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여 질병발생을 차단시키며，어
떤 충격이나 위기를 당하는 경우 그 사실에
대한 각 개인의 인식을 덜 충격적이도록 하
고，여러가지 정보와 심리적인 정보를 제공

가 되는 상황이나 대상자를 회피하거나 문제
를 과소평가하는 태도와 같은 지지제공자의
부정적인 태도는 질환의 증상과 신체적 기능
장애의 정도를 악화시킨다고 하였다.

하여 그러한 위기에서 빨리 회복될수 있도록

이상의 연구결과들에 의하면 사회적 지지
는 구조적 지지보다는 인지된 지지가 더 중

해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요하며, 사회적 지지가 신체적 기능장애에

Norbeck, Lindsey and Carrieri(1983)는 적
절한 사회적 지지를 받은 사람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건강결과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고, 효율적인
m. 연구방법

간호중재 없이 부적절한 사회적 지지를 받은
사람은 부정적인 건강결과를 초래할 가능성
이 높다고 하였다.

1. 연구대상

이러한 제안들 이후에 사회적 지지에 대한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는데 사회적 지지
는 특히 일상생활을 수행해가면서 어떤 도움
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욱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Cassel, 1974), 다른 사람과의 사
회적 연대감과 이 연대감이 잠정적으로 제공
하게될 지지는 신체적 기능장애를 영구적으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 시내에 위치한
H 대학교 류마티스 센터를 방문한 류마티스
관절염환자중 1)16세 이상의 환자 2) 의사소
통과 국문해독이 가능한 자 3)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를 수락한 자 4)의사에 의해서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을 받은 자 129명
을 유의표출 하였다.

로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특히 .중요하
며, 공식적인 지지 체계는 신체적 기능장애

2. 자료수집방법

에 적응하면서 부딪히는 여러가지 문제에 대
자료수집은 1994년 8월 7일부터 1994년 8

해 대응하도록 하고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보조력을 제공할 수 있다(Wortman

월 13일 까지 서울 H 대학교 류마티스 센터

and Conway, 1985).

를 방문한 류마티스 관절염환자중 유의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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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129명에게 연구목적과 내용을 설명한 후

우울 및 사회적 지지와 신체적 기능장애정도

대상자에게 직접 기재토록 하고 직접할 수

간의 관계는 pearson 적율상관계수를, 그리

없는 경우에는 면담자가 직접 질문지를 읽어

고 신체적 기능장애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예

주고 응답토록 하였다.

측요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단계적 중회귀
분석을 각각 이용하였다.

3. 연구도구
IV. 연구결고는

1) 신체적 기능장애측정도구 : 신체적 기
능장애의 측정은 본 연구자가 간호 대학 교
수 2인의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자문을 받아 제작한 45문항으로

구성된 4점척도의 질문지로서 그 점수범위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평균연령이 41.6

최저 40점에서 최고 180점이며, 점수가 높을

세였고, 여자가 73.6%, 고졸이 42.6%, 기혼자

수록 신체적 기능장애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

가 81.4%, 중정도의 경제상태가 83.7%, 가족

한다.

수는 3-5명이 75.2%로 각각 가장 많았다. 내

2) 사회적 지지측정도구 : 사회적 지지의

원전 치료형태는 한약 복용이 34.9%로 가장

즉정은 Cohen과 Hoberman(1983)이 개발한

많았다. 평균 유병기간은 6년 6개월로 3-10

도구를 기초로 하여 서(1989)가 작성한 대인

년이 50.4%로 나타났고 입원여부에서 대상

관계 지각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40

자의 38%만이 입원 경험이 있었으며，이들

문항으로 구성된 4점 척도로서 점수범위는

의 평균 입원 기간은 26.3일로 나타났다. 평

최저 40점에서 최고 160점이며, 점수가 높을
수록 사회적 지지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

47.3%였고, 침범관절부위수의

다.
3) 우울 측정도구: 우울의 측정은 Radloff

균

치료기간은 5년 5개월로

1년

미만이

평균은 4.5군

데로 대상자의 42.6%가 5군데 이상의 관절
을 침범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977)가 개발한 CES-D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2. 우울，사회적 지지 및 신체적 기능장

도구는 20문항으로 구성된 4점 척도로서 점수

애정도

범위는 최저 40점에서 최고 160점이며，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우울정도는 최소 2점, 최대 50점의 범위에
서 평균 21.2점이었으며, 사회적 지지의 정도

4. 자료분석방법

는 최소 65점에서 최대 158점의 범위에서 평

자료분석은 SAS를 이용하였으며，대상자

균 116.8점 이었다. 신체적 기능장애정도는

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신체적 기능장애정도
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ANOVA나 t-검증을，

최소 45점, 최대 164점의 점수범위에서 평균
85.9점이었다〈표 IX

표 1. 우울, 사회적 지지 및 신체적 기능장애정도
변 수
우
울
사*;희적지지
신체적 기능장애

점수범위
0-60
40-160
45-180

최소값
2
65
45

최대값
50
158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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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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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9.52

116.8
85.9

20.63
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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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역별 신체적 기능장애정도

경향을 보였으며, 그 다음은 ‘물건을 쥐기’와

신체적 기능장애의 각 영역에 따른 항목별

‘팔을 뻗치기’(1.8) ‘위생활동’과 ‘몸단장하기’

평점을 비교해 보면 ‘일어서기’(2.25)，‘일상적

(1.7), ‘음식을 먹기’(1.6)의 순으로 나타났다<

인 활동하기’(2.22)，‘걷기’(2.025) 등이 높은

표 2〉.

표 2. 영역별 신체적 기능장애정도
영

역

최소값

항목수

일어서기
일상적인 활동하기
걷기
물건을쥐기
팔을 뻗치기
위생활동
몸단장하기

평균

표준편차
0.76
0.88
0.67
0.82

6
7
4

1.0

4.0

1.0
1.0

4.6
4.0

2.3
2.2
2.1

5
3
8

1.0
1.0
1.0
1.0
1.0

3.8
4.0
3.6
3.6
3.3

1.8
1.8
1.7
1.7
1.6

8
4

음식을먹기

최대값

0.79
0.69
0.61
0.64

표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신체적 기능장애정도
트

성

구 분

Mean(S.D)

연 령

16-29
30-49
50이상
남 자
여 자

79.2
82.9
97.6
72.4
90.9

성 별

(25.31)
(26.59)
(29.69)
(20.381
(28.64)

92.5 (29.65)
80.4 (26.05)
85.7 (26.41)
75.0 (22.23)
88.5 (28.50)
81.0 (36.99)
86.7 (26.12)
83.3 (37.02)
하
가족수 1-2 명 97.6 (22.21)
3-5 명 87.5 (29.17)
6명이상 83.9 (25.08)
84.2 (31.40)
0명
관 심
1- 2명 85.6 (26.92)
3- 5명 87.5 (29.17)
6명이상 83.9)25.08)
중 졸
고 졸
대 졸
결 혼 미 혼
상 태 기 혼
경 제
상
중

t or F ( P ) 트
4.14
(.018)
11.98
(.001)

학

2.52
(.084)
4.70
(.032)
0.24
(.789)
1.05
(.353)
0.10
(.985)

성

구

분

본 인
배 우자
가 족
내원전
양 약
한 약
치 료
양，
한약
형 태
양，
한，
민간
유 병 3년미만
기 간 3-20년
11년이상
입 원
입 원
부
비입원
여
1달미만
입 원
1 - 5달
기 간
5달이상
1년미만
치 료
1
- 3년
기 간
3년이상
2군데미만
병
침 1
3 -4 군데
관 절
부위 수5군데이 상
치료비
부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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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S.D.) t or F(p)
86.4 (25.90)
89.3 (29.61)
80.6 (25.05)
87.2 (23.93)
75.1 (22.58)
89.9 (24.60
112.4 (33.57)
79.7 (27.18)
86.8 (28.05)
90.3 (27.94)
93.8 (29.35)
81.2 (25.97)
83.3 (27.71)
94.1 (28.80)
93.8 (13.10)
84.5 (27.89)
89.6 (27.18)
81.8 (28.34)
71.1 (19.91)
78.7 (22.57)
100.8 (28.71)

1.17
(.315)
9.49
(.000)

1.26
(.297)
6.43
(.167)
1.80
(.167)
0.72
(.489)
18.08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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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고ᅡ 신체적 기

6. 신체적 기능장애의 예측요인

능장애정도의 관계
대상자의

신체적 기능장애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예측요인을 파악하기위해 신체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신체적 기능장애정도

적 기능장애정도와 상관관계를 나타낸 제변

는 연령(F=4.14, P=.018), 성별(t=11.98, P=.001),

수들 즉 연령, 입원여부, 침범관절부위수, 우

결혼상태 (t=6.43,

P=.012),

내원전치료형태

(F=9.49, P=.000),입원여부(t=6.43, P=.012), 침

울 및 사회적 지지를 단계적 중회귀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범관절부위수(F=18.08, P=.000)에 따라 유의
한 차이를 나타내었다<표 3>.

가장 중요한 설명 변수는 침범관절부위수
로서 신체적 기능장애정도를 20.9%설명하였

즉 여성이 남성보다, 미혼군이 기혼군 보

고, 우울과 사회적 지지는 각각 10.7%와
1.9%를 설명한 것으로 나타나 이 세 변수가

다, 입원을 경험한 군이 입원 경험이 없는
군보다 신체적 기능장애정도가 유의하게 더

신체적 기능장애 총변량의 33.5%를 설명할

높았으며, 내원전 여러가지 치료를 혼용한

수 있었다<표 5X

군이 한가지 치료법을 이용한 군보다 귈고
연령과 침범관절부위수가 많을수록 신체적
기능장애정도가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

V. 논

5. 우울, 사회적 지지 및 신체적 기능장
애정도간의 관계
대상자의

신체적

의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중 남과 여의 비율은
1 ：2.8로 Keefe et al(1987)이 보고한 1 : 2.5

기능장애정도는 우울과

순상관(r=.438， p=.000)을, 사회적

지지와는

역상관 (r=-.329, p=.000)을 각각 나타내 우울
정도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정도가 낮을수
록 신체적 기능장애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표 4〉.

와 비슷한 분포를 보였고 연령층별 분포율은
40-60대가 57.4%로 McDaniel et al(1986) 의
결과인 60.5%와 유사하였는데, 이는 류마티
스 관절염이 남자보다는 여자에게 더 많이
이환되고 특히 40 -60대에 호발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대상자의 평균 유병기간은 6년 6개월로 국

표 4. 우울, 사회적 지지 및 신체적 기능장애
정도간의 관계

내에서 발표된 김(1990)의 결과인 6년 4개월,
이 등(1993)의 8년 8개월과 유사하였으나
Beckham et al(1992)의 16.45년의 유병기간

변

수_________ 우

울

신체적 기능장애 .438(p=.000)

사회적지지

보다는 짧은 편이었다.

-,329(p=.000)

대상자의 38%만이

입원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등

표 5. 신체적 기능장애의 예측요인
변

수

침범관절부위수
우
울
사회적 지지

다변수상관계수
(R)
11.693
.847
-.201

기여도
(R2)

회귀계수
(B)

.209
.316
.335

0.278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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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47

F값

P값

4.542
3.404
-1.622

.000
.000
.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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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의 보고인 36.7%와 유사하여 류마티스

통을 받고 있으나 의료진은 아직까지도 이러

관절염환자에게는 장기간의 입원보다는 계속

한 영역에 관심을 두지 않고 신체적 증상의

적인 통원 치료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완화에만 촛점을 두고 있으므로 간호학 측면

치료기간은 1년 미만인 경우가 47.3%로 가

에서 신체적 기능장애의 문제성에 대한 인식
을 확대시키고 환자 사정시에 신체적 기능장

장 많았는데 이는 증상이 장기화되고 극적인
경향으로(김,

애를 필수적으로 평가하는 체계가 이루어져
야 한다고 본다.

1986), 계속적인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우울 정도는 총 60점중 평균 21.2점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로 어느 정
도 치료를

받다가

포기하는

할 수 있는데, 가족의 지지가 많을수록 치료

100점 만점으로 환산시 평균 35.3점이었으며,

지시이행이 잘 이루어지므로(최, 1987) 계속

CES-D의 개발자 Radloff(1977)가 우울 증상

적인 치료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족의
지지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절단점(Cut Point)인 16점이상이 72.1%로 나

을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한 임상적 우울의

대상자의 일한적 특성중 신체적 기능장애
정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들은 연령,

타나 2/3이상의 환자가 임상적 우울증상을

성별, 결혼상태，내원전 치료형태, 입원여부

를 이용한 홍(1990)연구에서는 100점 만점으

및 침범관절 부위수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러

로 환산했을때 평균 28.2점이었고 우울 증상

연구에서 연령 (Sherrer et al, 1987；Keefe et

으로 평가되는 중우울증과 경우울중 환자가

al, 1989), 성별 (Sherrer et al, 1987； Mc

63.7%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차이를 보였

Farlane and Brooks, 1987), 결혼상태와 입원

는데 우울 측정도구인 B이가 질병의 심각성

나타냈다. 본 측정도구와 다르지만 BDI 도구

여부(Murphy et al, 1988), 침범관절 부위수

을 반영하는 신체적 항목을 포함했음에도 불

나 관절 점수(Anderson et al, 1987； Mc

구하고 본 연구결과가 더 높게 나타난 사실
은 류마티스 관절염환자에게 나타나는 우울

Farlane and Brooks, 1988)가 신체적 기능장
애와 유의한 관계가 있었던 결과들과는 일치

증상을 간과할 수 없음을 보여주며, 측정도

하였으나

질병기간

구상의 차이도 있겠지만 류마티스 관절염환

(Anderson et al, 1987；Sherrer et al, 1987)

자들이 경험하는 우울정도를 평가하고 관절

이나 학력(Parker et al, 1989)과 유의 한 차이

염과 관련된 우울의 예방이나 감소를 위한

를 나타냈다는 결과들과는 상반되었다.

간호중재가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

신체적

기능장애가

사회적

신체적 기능장애정도는 총 180점중 평균

지지

정도는 총

160점중

평균

85.9점이며, 100점으로 환산시 평균 47.7점에

116.8점으로 같은 도구를 이용한 김(1990)의

해당되므로 홍(1989)의 47.6점과 유사하다고

결과인 120.8점보다 약간 낮은 경향을 보였

볼 수 있다. 또한 류마티스 관절염환자를 포

다.

함한

만성

통증환자를

대상으로한

우울과

이등

신체적

기능장애정도는

순상관

기능장애정도가

(r=.438, p=.000)으로 나타나 우울이 신체적

높은 것은 다른 근골격계환자들보다 류마티
스 관절염환자들이 일상활동에 더 많은 제한

기능장애정도와 관계가 있다는 여러 연구들
의 결과들(Fitzpatrick et al, 1988；Fitzpa

을 받는다는 Young(1992)의 결과를 지지하

trick, Newman, Archer and Shipley, 1991；

며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인한 기능장애는 심

Hawley and Wolfe, 1988；McFarlane and

각한 문제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류마티스

Brooks, 1988；Peck et al, 1989；Anderson

관절염환자들이 신체적 기능장애로 많은 고

et al, 1987；Beckham et al, 1992；Wells et

(1987)의 결과보다 신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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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1989) 과 일치하였으며，이는 신체적 기능
장애정도를' 완화시키고 최적의 기능상태로

1994년 8월 7일부터 8월 13일까지 H 대학교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우울의 정도를 파악하

자중 연구에 동의한 129명을 대상으로 조사

고 우울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간호중재
가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

한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사회적 지지와 신체적

류마티스 센터에 내원한 16세이상의 성인환

1. 대상자의 우울정도는 최저 2점, 최고 50

기능장애정도간는

점의 점수범위에서 평균 21.2점 이었으며 사

역상관(r=-.329, p=.000)으로 나타나 이는 사

회적 지지정도는 최저 65점 최고 158점의 점

회적 지지정도가 신체적 기능장애정도에 영

수범위에서 평균 116.8점 이었다.
2. 대상자의 총 신체적 기능장애정도는 최

향을 미쳤다는 여러 결과들(Mitchel et al,
1992；Williams et al, 1981；Morgan et al,

하 45점 최고 164점의 점수범위에서 평균

1984)과 일치하였다

85.9점 이었으며 각 영역에 따른 신체적 기

신체적 기능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제 변수

능장애정도의 항목별 평점을 비교해 보면 일

침범관절부위수가

어서기(2.25), 일반적인 활동하기(2.22), 걷기

20.9%,우울이 10.7%, 사회적 지지가 1.9%로

(2.05)의 순으로 신체적 기능장애가 높은 경

이

향을 보였다.

들에 대한 회귀분석에서
세변수가

신체적

33.5%를 설명하여

기능장애의

중요변수로

정도를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신체적

나타났는데

이는 신체적 기능장애정도를 연령，류마티스

기능장애정도는 연령 (F=4.14，P=.018), 성별

활성지표, 질병기간 및 우울이 50%를 설명

(t=11.98,P=.000),

결혼상태 (t=4.70,

P=.032),

했다는 Anderson et al(1987)의 결과와 차이

내원전 치료형태(F=9.49, P=.000), 입원여부

가 있었다. McFarlane and Brooks(1988)에

(t=6.43, P=.012) 및 침범관절부위수(F=18.08,

의하면 연구 초기에는 통증, 관절점수 및 악

P=.000)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4.

력이 신체적 기능장애정도를 32%, 우울, 건

신체적 기능장애정도는 우울과 순상관

강염려증 및 질병확신이 33%를 각각 설명했

(r=.438, P=.000)을, 사회적 지지정도와는 역

으나 3년후에는 질병활성치가 변량의 30%，

상관(r=-.329，P=.000)을 각각 나타냈다.
5.

신체적 기능장애의 예측요인을

찾기위

심리적 변수가 36%를 설명했다는 결과를 통
해서 볼 때 신체적 기능장애정도는 일차적으

한 제변수들의 회귀분석에서는 침범관절부위

로 신체적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나 질

수(20.9%), 우울(10.7%), 사회적 지지 (1.9%)

환이 장기화 되면서 신체적 요인보다는 사회
심리적 요인에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됨을 알

가 신체적 기능장애 총변량의 33.5%를 설명
하여 주요 예측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

수 있으며, 본 연구대상의 질병기간이 다른
요인이 사회심리적 요인보다 더 중요한 예측

언한다.
1. 질병의 발생 초기부터

요인으로 나타났을 것으로 사료된다.

신체적 기능장애，우울 및 사회적 지지정도

연구들에 비해 짧은 편에 속하므로 신체적

일정 간격으로

의 변화를 장기간에 걸쳐 측정하여 어떤 인
과성을 지니는지를 밝히는 종단적 연구를 해
볼 것을 제언한다.

VI. 결론 및 제언

2.
류마티스 관절염환자의 신체적 기능장애정
도와 이와 관련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신체적 기능장애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통증이나 인지왜곡등의 더 많은 변수를 포함
시킨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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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구의 표준화와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1VL (1985). Rheumatoid arthritis: Review

위해 더 많은 표본을 추출하여 반복 연구할

of psychological factors related to

것을 제언한다.

etiology, effects and treatment. Psy
chol. Bull，98’ 358-387.

Battle, J. C.(1978). Relationship betw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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