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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examined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Self-Care in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Inventory (SC-COPDI) and the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Self-Care Self-Efficacy Scale (SCES-COPD). The SC-COPDI consists 

of the Self-Care Maintenance Scale (SCMES), Self-Care Monitoring Scale (SCMOS), and Self-Care Management Scale (SCMAS). Methods: 

The original tool was translated using a back-translation process. Participants were 241 patients with COPD at the Chonnam National Uni-

versity Hospital in Korea. The construct validity was verified through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was verified using Cron-

bach’s α. Results: The SCMES consisted of 10 items of three factors―one of four factors was deleted from the original tool. In the SC-

MOS, there were six items of two factors after two items were deleted from the original tool. The SCMAS consisted of the original 10 items 

of three factors. The SCES-COPD consisted of six items of two factors, with one item removed from the original tool. The model fit indices 

of all tools were good, and the construct validity was confirmed. Cronbach’s α of SCMES was .72, SCMOS was .90, SCMAS was .81, and 

SCES-COPD was .85. Conclusion: The Korean version of SC-COPDI and SCES-COPD are valid and reliable instruments for measuring self-

care in people with COPD. These instruments can be used in self-care studies of COPD patient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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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만성폐쇄성폐질환(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COPD])은 유해입자나 숙주 인자로 인하여 지속적인 호흡기 증

상과 기류 제한을 보이는 특징을 갖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예방 

및 치료가 가능한 질환이다[1]. COPD는 전 세계적으로 사망 원

인 3위에 이르고 있으며[2] 국내의 경우도 2019년 기준 65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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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COPD의 성인 유병률은 남자 38.8%, 여자 14.9%, 사망원인

은 8위, 10위를 기록하고 있다[3]. 세계적으로 고령화와 COPD 

위험인자에 대한 노출 증가가 지속되어 COPD로 인한 경제적, 사
회적인 부담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1,4].

COPD 환자는 호흡곤란, 기침, 가래 등을 포함하는 신체적 증

상을 경험하고[1] 이와 함께 불안 및 우울과 같은 정신적 증상을 

호소하는데[5], 이로 인해 COPD 환자의 삶의 질이 저하된다[6]. 

또한 호흡곤란, 피로감 등의 증상으로 인해 신체적 제약이 발생하

고 이는 다시 사회적 활동 감소 및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

다[7]. 따라서 COPD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결과를 예방, 
통제 및 관리하기 위해 COPD 환자들은 복잡한 치료요법과 더불

어 환자 스스로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건강행동을 실천하며, 질병

관리에 대한 기술을 습득하는 등의 자가간호가 필요하다[1,8-12].

자가간호는 건강한 상태는 물론 질병 악화상태에서 건강증진 

활동과 질병관리를 통해 건강을 유지하는 과정이다[13]. 만성질

환자인 경우 질병의 악화, 동반질환 발생,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

한 상황 발생과 같은 질병의 진행과정 동안 자가간호 행동을 조

절하고 이에 적응하는 것이 필수적이다[13]. COPD 환자의 안정 

시 규칙적으로 시행하는 일반적인 자가간호 행동에는 금연, 호흡

재활, 신체적 활동 및 운동과 흡입기의 올바른 사용을 포함한 약

물복용 이행 등이 있다[1,14]. 그리고 증상 악화 시의 자가간호 

행동에는 증상을 관찰하고 휴식을 취하거나 추가적 흡입약물 사

용, 처방된 항생제 복용 등 행동수칙의 변화를 포함한다[1,14]. 

자가간호 중재는 COPD 환자의 증상을 관리하고 신체적 건강상

태를 최적화함으로써 일상생활에 요구되는 기능의 손상을 감소시

키고, 정서적, 사회적 안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8]. 자가간호 중재 내용으로는 질병관련 지식, 증상감시 및 

증상조절, 전문가와의 상담, 급성 악화 시 행동수칙 등을 포함한

다[9,10]. COPD 자가간호 프로그램은 호흡기 관련 입원율을 줄

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10], 사망률의 감소에도 영향을 미쳤

다[9,11]. 그러나 COPD 환자의 자가간호 관련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과 적용방법 등의 중재 간의 이질성, 다양한 대상자 특성 및 

결과 측정도구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1].

특히 자가간호 측정도구는 만성질환자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자가간호를 수행하는 복잡하고 역동적인 과정적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의미있는 도구이다[13,15]. 그러나 COPD 자가간호 

측정도구는 COPD 환자의 삶의 질과 같은 환자결과를 측정하는 

도구에 비해 개발이 활발하지 않았고 검증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동안 국내연구에 사용된 COPD 자가간호 측정도구

[16]는 2003년에 개발되어 도구 개발과정 시 이론에 기반하여 

개발되지 못했고 간호사가 환자에게 교육시키는 내용을 기반으

로 개발되어 증상관찰과 증상 악화 시 대처와 같은 COPD 자가

간호를 측정하기 위한 개념을 모두 포함하였는지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16]. 또한 The Global Initiative for Chronic 

Obstructive Lung Disease (GOLD) 가이드라인의 자가관리 지

침에는 체질량지수가 낮거나 영양실조 환자에 대한 영양보충을 

권고하고 있으나 기존 도구에는 음식을 골고루 먹거나, 칼로리가 

높은 음식을 먹는 내용 등의 가이드라인과 관련이 없는 일반적인 

식습관에 대한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1]. 그리고 최근 COPD 환

자의 팔의 힘과 지구력을 향상시키고 상지기능 향상 및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효과가 지지된 상체 운동[17,18]이나 급성악화 발생

률과 사망률에 영향을 주는 신체활동[19,20]과 관련 문항을 포

함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최신 근거기반 실무

를 반영하면서도 이론 기반 신뢰성과 타당성 있는 COPD 자가간

호 측정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Riegel 등[13]의 만성질환 자가간호 중범위이

론을 기반으로 Matarese 등[15]이 만성폐쇄성폐질환 자가간호도

구(Self-Care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Inven-

tory, SC-COPDI)와 자가간호 자기효능감도구(Chronic Obstruc-

tive Pulmonary Disease-Self-Care Self-Efficacy Scale, 
SCES-COPD)를 이탈리아 환자를 대상으로 개발하고, 미국 환

자를 대상으로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였다[21]. 만성질환 자

가간호 중범위이론에 따르면 자가간호는 건강증진과 질병관리를 

통한 건강유지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자가간호 유지(self-

care maintenance)’, ‘자가간호 관찰(self-care monitoring)’, ‘자
가간호 관리(self-care management)’의 세 가지 핵심 개념으로 

구성된다[13]. ‘자가간호 유지’는 신체적, 정서적으로 건강을 유지

하기 위한 행동이고, ‘자가간호 관찰’은 스스로 징후와 증상의 변

화에 대해 관찰하는 과정이며, ‘자가간호 관리’는 질환의 증상과 

징후가 발생 시 취하는 행동을 말한다[13]. 이 개념은 COPD 환자

가 자가간호를 위해 금연, 약물복용, 운동 등의 건강실천 행동을 

유지하고, 신체적, 정서적 증상을 모니터링하며, 급성 악화와 같

은 호흡기 증상이 심해질 때 행동수칙을 실천하는 자가관리의 속

성과 일치한다[8-11].

자가간호 자기효능감은 발생 가능한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질

병과 관련된 자가간호 행동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을 말

한다[13]. 자가간호 자기효능감은 자가간호를 수행하는 데 소비

되는 에너지양, 인내력, 회복력, 스트레스와 불안, 의사결정 과정

에 영향을 미쳐 정신적, 신체적 건강결과를 개선시킨다[22]. 자가

간호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자가간호 수행능력이 높았고

[13,15,22] 자가간호 자기효능감 평가로 자가간호 행동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자가간호와 함께 평가할 필요가 있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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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SC-COPDI와 SCES-COPD의 한국어판 타당성과 신

뢰성 검증을 통해 국내 COPD 환자의 자가간호 유지, 관찰, 관리 

영역의 자가간호와 자가간호 자기효능감 정도를 파악하고, 환자

의 결과변수와의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데 공헌할 수 있다고 생

각된다. 또한 국내외 COPD 환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도구로 자가

간호 정도를 파악할 수 있어 국내외적으로 COPD 환자의 자가간

호 정도를 비교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COPD 환자의 자가간호, 자가간호 자기효능감 정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SC-COPDI와 SCES-COPD를 한국어로 번안하고 신뢰

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COPD 환자의 자가간호와 자가간호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측정하는 Matarese 등[15]의 SC-COPDI와 

SCES-COPD를 한국어로 번안하고, 한국어판 SC-COPDI와 

SCES-COPD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는 것이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는 방법론적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COPD를 진단받고, 현재 광주광역시 소재

의 전남대학교병원 호흡기내과 외래에서 통원치료 중인 자였다. 

대상자 선정 기준은 질병의 자가간호 수행 및 실천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COPD를 진단받은 지 6개월 이상인 자, 질병의 중증도

가 GOLD 2단계 이상인 만 40세 이상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하

였다. 대상자의 배제 기준은 주진단이 천식이나 심장질환인 경

우, 최근 6개월 이내에 정신과 약물을 복용 중인 자이다. 도구검

정을 위한 연구대상자 수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위한 측정모델을 

포함하는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최소 200명 이상의 표본 수가 필

요한 기준[23]을 고려하였다. 목표 연구대상자 수는 탈락률 20%

를 고려하여 240명으로 설정하였고, 본 연구에서 241명의 대상

자가 자발적으로 참여에 동의하였으며 응답이 불충분하거나 중

도에 설문을 중단한 경우가 없어 최종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

자 수는 241명이었다.

3. 연구 도구

1) 자가간호

COPD 환자의 자가간호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Matarese 등

[15]이 개발한 SC-COPDI를 사용하였다. SC-COPDI는 자가간

호 유지 도구(Self-Care Maintenance Scale, SCMES; 13문항), 
자가간호 관찰 도구(Self-Care Monitoring Scale, SCMOS; 9문

항), 자가간호 관리 도구(Self-Care Management Scale, SC-

MAS; 10문항)의 독립된 도구로 구성되어 있다. SCMES는 

COPD 환자의 호흡기 감염 예방, 신체활동 증진, 치료이행 정도

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질병 예방행동’, ‘호흡 개선행동’, ‘신체

활동 증진행동’, ‘치료 이행행동’의 4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SCMOS는 COPD 환자에게 나타나는 호흡기 증상, 피로 및 수면 

장애, 약물 부작용과 같은 증상 경험을 확인하고, COPD 증상 발

현 시 이를 얼마나 빠르게 인식하는지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도

구로 ‘호흡기증상 관찰’, ‘비호흡기증상 관찰’의 2요인으로 구성되

어 있다. SCMAS는 증상 발현 시 COPD 환자의 자율성, 의료인

에게 자문을 구하고 수행하는 정도, 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를 묻는 내용으로 ‘자발

행동’, ‘자문행동’, ‘문제 해결행동’의 3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거의 그렇지 않다’ 2점, 
‘가끔 그렇다’ 3점, ‘종종 그렇다’ 4점, ‘항상 그렇다’ 5점으로 응

답하도록 되어있고 총점을 100점으로 점수를 환산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가간호 수행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신뢰도 Cronbach’s α는 SCMES .73, SCMOS .87, SCMAS .83

이었다.

2) 자가간호 자기효능감

COPD 환자의 자가간호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Matarese 등[15]이 개발한 SCES-COPD를 사용하였다. SCES-

COPD는 약물 처방을 준수하고 증상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COPD 환자의 자기 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이며 ‘증상

관리’, ‘치료이행’의 2요인, 총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

에 대하여 ‘자신없다’ 1점, ‘약간 자신있다’ 3점, ‘매우 자신있다’ 5

점, ‘자신없다’와 ‘약간 자신있다’의 사이 2점, ‘약간 자신있다’와 

‘매우 자신있다’ 사이 4점으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가간호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

발당시 신뢰도 Cronbach’s α는 .86이었다.

3)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연령, 성별, 결혼상태, 교육수준, 직업상태, 경제적 수준을 조

사하였고, 질병 관련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흡연상태, 질병기간, 
동반질환을 조사하였으며 질병의 중증도는 GOLD grade, 호흡곤

란 정도는 American Thoracic Society Dyspnea Scale grade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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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여 조사하였다.

4. 연구 진행 절차

1) 도구의 번역과 문화적 개작

SC-COPDI와 SCES-COPD의 원저자에게 도구 사용의 허락

을 받았고 도구의 번역 절차는 World Health Organization의 가

이드라인[24]에 따라 진행하였다.

(1) 1차 번역

1차 번역은 한국어가 모국어이면서 영어와 한국어 모두 구사

가능한 간호학 교수 1인이 영어로 작성된 원도구를 한국어로 번

역하였다. 

(2) 2차 번역

2차 번역은 도구개발 경험이 있고 영어권 문화에 익숙한 간호

학 교수 2인, 1차 번역자 1인, 호흡기내과 의사 1인 및 영어권 문

화에 익숙한 언어학자 1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패널을 활용한 토

의를 통해 진행되었다. 전문가 패널 토의에서 원문과 일차 번역

본 사이의 불일치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한 표현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구체적으로 SCMES에서 ‘사람과 교류하는 사회활

동’을 ‘사람과 함께하는 사회활동’으로, SCMAS에서 ‘의료인에게 

말한다’를 ‘병원에 가서 의료인에게 상담한다’로, ‘의사를 만난다’

를 ‘병원에 간다’로 등 국내상황에 맞게 문화적 개작으로 번역을 

수정하였고, 전문가 패널 토의를 통해 일차 번역본을 수정 및 보

완하여 2차 번역본을 작성하였다.

(3) 역번역

1차와 2차 역번역은 모두 한국어에 능통하면서 영어가 모국어

인 원어민이 시행하였다. 완성된 역번역본은 전문가집단의 재검

토 과정을 거쳐 문화적 차이를 포함하여 발견된 불일치에 대해 

합의를 이루었다. 설문 내용 중 SCMES에서 ‘피한다’를 ‘장소에

서 멀어진다’로, ‘잠자는 것’을 ‘잠들기’로 등 원문과 의미가 다른 

영어 표현을 수정하였고 척도 용어를 통일시켰으며, 전체 도구의 

설문작성에 대한 설명에서 ‘알려 주십시오’를 ‘표시해 주십시오’로 

수정하였다. 

(4) 3차 번역

번역 및 역번역을 통해 완성된 설문지는 원저자의 확인을 거쳤

으며 원저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한글로 3차 번역을 시행하였고 

다시 최종 원저자의 확인을 거쳤다. 원저자의 의견 반영은 ‘생활

하면서’를 ‘무언가를 하면’으로 수정하였고 ‘take a rest’의 신체 

휴식, ‘sit down’의 일어서 있는 상태에서 아래로 앉는 의미에 대

한 지적에는 한국어에서는 구분없이 사용한다는 점, ‘비록 ~하지

만’을 문장 시작에 두지 않는 것 등의 영어적 표현의 차이를 지적

하였으나 어순의 차이에 따라 그대로 사용하는 것 등의 의견을 

교환하였다. 

(5) 예비조사 및 최종완성

번역이 완성된 도구로 연구 대상자와 동일한 조건의 COPD 환

자 10인에게 예비조사를 시행하였다. 예비조사 대상자에게 문장

이나 표현의 모호성이나 애매함을 확인하였으며, 예비대상자들

은 이해가 어려운 문항이 없다고 하여 최종도구를 확정하였다. 

SC-COPDI와 SCES-COPD를 작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12분이었다.

2) 자료수집 방법

훈련된 연구원 1인이 2021년 2월 10일부터 8월 10일까지 광주

광역시에 소재한 전남대학교병원 호흡기 내과 외래에 있는 교육

실에서 외래 진료를 마치거나 대기 중인 COPD로 진단받고 치료

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자발적 연구참여 동의 후 자료수집을 진

행하였다. 연구책임자가 동의 취득 연구원 1인과 자료수집 연구

원 1인에게 설명문 및 동의서와 설문지 내용을 설명하고 연구원

들의 질의에 응답하는 훈련을 하였으며, 훈련시간은 30분 정도 

소요되었다. 설문지는 COPD 환자가 직접 질문을 읽고 기입하였

으며, 도움을 청한 질문은 없었다.

5.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IBM Statistics SPSS ver. 28.0 

(IBM Corp., Armonk, NY, USA)과 R 프로그램(version 4.0.2; 

R Foundation for Statistical Computing, Vienna, Austria)을 사

용하여 분석하였고, 모든 통계적 분석은 유의수준 .05로 판단하

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이용하였으며 기존에 체계적인 이론을 기반으로 개발된 도구의 

타당화 과정이므로[25] 탐색적 요인분석은 시행하지 않았다. 모

형의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시행하였으며 

확인적 요인분석을 위한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는 표준 χ2 지

수를 산출하였고, Turker–Lewis Index (TLI), comparative fit 

index (CFI),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

SEA), standardized root mean-square residual (SRMR) 지수

를 확인하였다. 모형적합성은 χ2 (minimum chi-squared, 
CMIN)의 p값이 .05 이상, CFI, TLI는 .90 이상이면 적합한 것

으로 판정하였고[23,26], RMSEA는 .10 이하이면 적합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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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판정하였다[27]. 모형의 적합도를 개선하기 위해 수정지수

(Modification Index)를 사용한 공분산을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도구의 집중타당도 검증은 표준화요인 부하량(standardized 

factor loading), 유의성(critical ratio, C.R), 개념신뢰도(con-

struct reliability, CR), 평균분산 추출(average variance ex-

tracted, AVE), 판별타당도는 상관계수와 AVE 값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구성타당도의 수용 기준은 CR .70, AVE .50 이상이

나[25], Fornell와 Larcker [28] 기준에 의해 AVE가 .50보다 작

은 경우 CR이 .60보다 크면 집중타당도를 수용하였다. 판별타당

도는 AVE 값이 상관계수의 제곱보다 크다는 조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하였다[25]. 결측값은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을 

사용하여 처리하였다. 도구 간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으로 검증하였다. 최종 도구의 신뢰도의 내적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체 측정도구의 Cronbach’ α 계수를 분석하였다. 신뢰

도의 수용 기준은 .07 이상이었다[29].

6. 윤리적 고려

연구의 윤리성 확보와 연구대상자의 안전보호를 위해 전남대

학교병원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인을 받았다(no. CNUH-2020-213). 훈련된 연구보조원 2인

이 연구설명서 및 동의서를 이용하여 연구의 목적과 방법, 연구

참여 예상 소요시간, 예상되는 불편 및 부작용, 연구참여에 대한 

보상, 개인정보 관리방안에 대해 설명한 후 대상자의 연구참여 

동의를 진행하였다. 연구참여는 전적으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

록 하였고 연구에 대해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에게 서

면으로 동의서를 받고 연구를 시행하였다. 대상자의 개인정보 보

호를 위하여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기록은 기밀유지를 

기본으로 하며 이를 코드화하여 연구자료를 통한 개인 신상 확

인이 불가능하도록 하였다. 연구자료는 패스워드가 걸린 파일에 

저장하여 잠금장치가 있는 연구실에 보관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에게 자료수집 후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연령의 범위는 40~89세이었고 60세 이상이 전체의 

80.1% (193명)이었으며 남성(73.4%)이 대부분이었다. 흡연상태

는 금연(46.1%)이나 비흡연 상태(45.6%)였으나 여전히 20명

(8.3%)은 흡연상태였으며 COPD 진단받은 기간은 평균 6.14년이

었다. GOLD grade는 2단계(62.7%)가 가장 많았다(Table 1).

2. 한국어판 SC-COPDI, SCES-COPD 구성타당도 검증

타당성 검증을 위한 조건확인에서 왜도 및 첨도가 정규분포와 

유의하게 다른가를 검증하기 위해 표준화값(standardized score, 

Table 1. Sociodemographic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Participants (N = 241)

Variables Categories n (%) M ± SD/range

Age (yr) 40~49 10 (4.1) 65.51 ± 10.82/40~89

50~59 38 (15.8)

60~69 114 (47.3)

70~79 61 (25.3)

≥ 80 18 (7.5)

Gender Man 177 (73.4)

Woman 64 (26.6)

Marital 
status

Alone 19 (7.9)

Married 195 (80.9)

Widow 20 (8.3)

Etc. 7 (2.9)

Education 
level

No education 6 (2.5)

Elementary 
school

42 (17.4)

Middle school 53 (22.0)

High school 80 (33.2)

University 56 (23.2)

Others 4 (1.7)

Employment 
status

Employed 95 (39.4)

Unemployed 146 (60.6)

Economic 
level

Upper 6 (2.5)

Middle 141 (58.5)

Lower 94 (39.0)

Smoking 
status

Smoking 20 (8.3)

Quit smoking 111 (46.1)

Non-smoking 110 (45.6)

COPD years < 2 70 (29.0) 6.14 ± 5.94/0.5~30.0

2~5 55 (22.8)

> 5 116 (48.2)

Comorbi-
dities

Yes 220 (91.3)

No 21 (8.7)

GOLD grade 2 151 (62.7)

3 66 (27.4)

4 24 (9.9)

ATS grade 1 117 (48.5)

2 48 (19.9)

3 58 (24.1)

4 18 (7.5)

ATS = American Thoracic Society Dyspnea Scale; COPD =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GOLD = Global Initiative for Chronic 
Obstructive Lung Disease; M = Mean; SD =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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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score)을 확인하였을 때 C.R 값이 2.47~19.13 범위로 나타나 

1.96 이상(p < .05)의 분석 조건을 만족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한국판 SC-COPDI와 SCES-COPD

의 각 도구별 문항의 표준화요인 부하량(β)을 살펴본 결과, 
SCMES의 ‘치료 이행행동’ 요인을 구성하는 3문항 중 10번 ‘매

년 독감 백신을 맞는다’와 11번 ‘의료인이 처방한 약을 처방대로 

복용한다’ 문항의 표준화요인 부하량 값이 .18, .25로 낮아 ‘치료 

이행행동’ 요인을 삭제하였다. SCMOS에서 다른 요인에 교차 적

재된 4번 ‘호흡곤란이 증가하거나 쌕쌕거리는 숨소리가 나는지를 

지켜본다(모니터링한다)’ 문항과 다른 문항들과 공분산 관계를 

형성하여 모형적합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5번 ‘밤에 호흡하기 어

려워서 잠에서 깨는지를 지켜본다(모니터링한다)’ 문항을 삭제하

였다. SCES-COPD에서 다른 요인에 교차 적재된 5번 ‘호흡기질

환이 악화될 때 증상을 알아챌 수 있다’ 문항을 삭제하였다. 

SCMOS의 4번 문항과 SCES-COPD의 5번 문항의 교차요인 적

재값은 각각 .51, .40이었으며 교차요인 적재값이 .40 이상일 경

우 삭제하였다[30].

문항 삭제 후 모형의 적합도는 Table 2와 같다. 모형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해 χ2 검증을 할 경우, 표본의 크기가 클수록(n > 200) 

연구모형은 기각되기 쉬워 본 연구에서는 χ2 검증에서 표본 크기

에 의한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TLI, CFI, RMSEA 

모형적합지수를 사용하였다. SCMES의 모형적합지수는 

χ2 = 49.27 (p = .026), TLI = .95, CFI = .96, RMSEA = .05, 
SCMOS의 모형적합지수 χ2 = 13.56 (p = .094), TLI = .98, 
CFI = .99, RMSEA = .07로 적합하였다. 그러나 SCMAS의 모형

적합도 지수(χ2 = 83.05 [p < .001], TLI = .89, CFI = .92, RM-

SEA = .10)의 TLI 지수, SCES-COPD의 모형적합도 지수

(χ2 = 28.50 [p < .001], TLI = .94, CFI = .97, RMSEA = .10)에

서 RMSEA 지수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모델의 적합도를 높이

기 위해 수정지수를 적용하여 측정모형을 재설계하였다. SCMAS

의 3번 문항 ‘숨이 막히는 정도가 심해지면 병원에 가서 의료인에

게 상담한다’와 4번 문항 ‘기침이 심해졌다고 느끼면 병원에 가서 

의료인에게 상담한다’ 문항, SCES-COPD의 3번 문항 ‘쉬운 일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본인의 증상을 확인할 수 있다’와 7번 문항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한 행동들이 효과적이었는지 평가할 수 

있다’의 오차항에 공분산을 설정하였다. SCMAS의 3번의 호흡곤

란과, 4번 문항의 기침은 COPD의 주요 증상이고 증상악화 시 두 

증상을 포함한 호흡기 증상이 심해지는 근거[1]로 문항간 상관성

을 인정하였고, SCES-COPD의 3번과 7번 문항은 자가관찰

(self-monitoring)을 통해 환자의 증상을 스스로 인지하는 과정

으로 증상의 조기발견뿐만 아니라 발견된 증상에 대한 행동적 조

치의 효과, 즉 증상조절 정도를 평가하는 과정이므로[31] 문항 간 

상관성을 인정하였으며 수정된 모델적합지수는 모형적합도 기준

을 충족하였다.

SCMES 6번, 9번, 12번 문항의 표준화요인 부하량이 다소 낮

으나(.33~.45) SCMES의 모형적합도 지수가 기준에 충족하였고 

6번 ‘호흡을 조절하기 위해 복식 호흡을 하거나 입술 오므리기 호

흡을 한다’와 9번 ‘일주일에 적어도 1회 이상 다른 사람과 함께하

는 사회활동에 참여한다’, 12번 ‘밖에 나갈 때와 추울 때면 입과 

코를 보호한다’는 각 요인을 설명하는 데 필수적인 내용이므로

[1,11] 분석에 포함하였다. 위 3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문항의 표

준화요인 부하량은 .50~.96으로 최소 기준을 충족하였다.

최종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SCMES의 ‘질병 예방행동’ 4문항, 
‘호흡 개선행동’ 3문항, ‘신체활동증진행동’ 3문항, SCMOS의 ‘호

흡기증상 관찰’ 3문항, ‘비호흡기증상 관찰’ 3문항, SCMAS의 ‘자

발행동’ 3문항, ‘자문행동’ 5문항, ‘문제 해결행동’ 2문항이 최종 

선정되었고, SCES-COPD의 ‘증상관리’ 3문항, ‘치료이행’ 3문항

이 최종 선정되었다. 한국어판 SC-COPDI, SCES-COPD의 측

정모형은 Figure 1과 같다.

3. 한국어판 SC-COPDI, SCES-COPD 집중타당도 검증

한국어판 SC-COPDI와 SCES-COPD의 집중타당도는 AVE, 
CR 값으로 검증하였다. SCMES의 ‘질병예방행동(.41)’, ‘호흡 개선

Table 2. Goodness of Fit on SC-COPDI and SCES-COPD

 χ2 df p-value TLI CFI SRMR RMSEA

Self-care 
maintenance

49.27 32 .026 .95 .96 .06 .05

Self-care 
monitoring

13.56 8 .094 .98 .99 .02 .07

Self-care 
management

83.05 32 < .001 .89 .92 .06 .10

Self-care 
management 
(modified)

64.92 31 < .001 .92 .95 .06 .08

Self-care self-
efficacy

28.50 8 < .001 .94 .97 .04 .10

Self-care 
self-efficacy 
(modified)

13.14 7 < .001 .98 .99 .03 .06

CFI = Comparative fit index; SC-COPDI = Self-Care in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Inventory; SCES-COPD =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Self-Care Self-Efficacy Scale; RMSEA =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SRMR = Standardized root 
mean-square residual; TLI = Turker–Lewis index.
Model fit criteria: p ≥ .05, CFI ≥ .90, TLI ≥ .90, SRMR ≤ .08, RMSEA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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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37)’, ‘신체활동 증진행동(.43)’ 요인, SCMAS의 ‘자발행동

(.37)’ 요인의 AVE 값이 기준보다 낮았으나, SCMOS와 SCES-

COPD는 AVE 값이 .50 이상 값을 만족하였다. CR 값은 SCMES

의 ‘호흡 개선행동(.62)’, ‘신체활동 증진행동(.67)’ 요인과 SCMAS

의 ‘자발행동(.64)’ 요인을 제외한 나머지 요인에서 CR 값이 .70 이

상 값을 만족하였고, SCMOS와 SCES-COPD는 CR 값이 .70 이

상 값을 만족하였다. 그러나 AVE 값이 .50보다 작은 모든 요인에

서 CR 값이 .60보다 커 집중타당도가 수용 가능하였다(Table 3).

4. 한국어판 SC-COPDI, SCES-COPD 판별타당도 검증

한국어판 SC-COPDI와 SCES-COPD의 판별타당도는 ‘AVE 

값 > 상관계수의 제곱’의 조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하였다. SCMES

의 ‘질병 예방행동’ 요인과 ‘호흡 개선행동’ 요인의 상관계수 제곱

값(.49)이 각 요인의 AVE 값(.41, .37)보다 커서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였으나 나머지 요인에서는 문항의 판별타당도 조건을 만족

하였다. SCMAS의 ‘자발행동’ 요인과 ‘자문행동’ 요인의 상관계

수 제곱값(.46)이 ‘자발행동’ 요인의 AVE 값(.37)보다 커서 조건

Figure 1. Graphical representation of the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for the three self-care scales and the self-care self-efficacy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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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만족하지 못하였으나 나머지 요인에서는 문항의 판별타당도 

조건을 만족하였다. SCMOS와 SCES-COPD의 요인에서는 판별

타당도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였다(Table 4).

5. 신뢰도 검증

한국어판 SC-COPDI와 SCES-COPD의 신뢰도 검증은 

Cronbach’s α 값으로 검증하였다. SCMES의 Cronbach’s α 값은 

.72, SCMOS는 .90, SCMAS는 .81, SCES-COPD의 Cronbach’s 

α 값은 .85로 신뢰도 수용 기준을 만족하였다.

6. 한국어판 SC-COPDI와 SCES-COPD의 상관관계

한국어판 SC-COPDI로 측정한 자가간호 유지는 자가간호 관

Table 3. Contents Validity and Convergent Validity of the Korean Version SC-COPDI and SCES-COPD (N = 241)

Scale/factor Item UnStd λ SE C.R p-value Std λ CR AVE

Self-Care Maintenance Scale

    Disease prevention 1 1.00 < .001 .70 .73 .41

2 0.90 .11 6.93 < .001 .64

3 0.88 .10 8.60 < .001 .72

12 0.49 .08 5.94 < .001 .45

    Improving breathing behaviors 4 1.00 < .001 .75 .62 .37

5 0.78 .11 7.24 < .001 .66

6 0.61 .14 4.31 < .001 .33

    Physical activities promotion 7 1.00 < .001 .75 .67 .43

8 1.07 .21 5.13 < .001 .78

9 0.47 .11 4.16 < .001 .33

Self-Care Monitoring Scale

    Respiratory symptom monitoring 1 1.00 < .001 .89 .94 .85

2 1.05 .05 19.13 < .001 .96

3 0.96 .06 17.12 < .001 .91

    Extra-respiratory symptom        
monitoring

6 1.00 < .001 .80 .84 .63

7 0.83 .08 9.93 < .001 .81

8 0.89 .09 9.52 < .001 .77

Self-Care Management Scale

    Autonomous 1 1.00 < .001 .55 .64 .37

2 0.91 .17 5.30 < .001 .71

8 0.92 .19 4.82 < .001 .55

    Consulting 3 1.00 < .001 .50 .86 .56

4 1.89 .25 7.52 < .001 .80

5 2.33 .35 6.69 < .001 .89

6 2.18 .33 6.70 < .001 .89

7 1.39 .26 5.30 < .001 .55

    Problem-solving 9 1.00 < .001 .70 .75 .60

10 1.19 .48 2.47 .013 .84

Self-Care Self-Efficiency

    Symptom management 1 1.00 < .001 .65 .83 .62

6 1.38 .13 10.35 < .001 .87

7 1.29 .13 10.26 < .001 .83

    Treatment adherence 2 1.00 < .001 .82 .85 65

3 1.05 .08 12.50 < .001 .79

4 0.82 .06 12.60 < .001 .80

AVE = Average variance extracted; CR = Construct reliability; C.R = Critical ratio; SC-COPDI = Self-Care in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Inventory; SCES-COPD =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Self-Care Self-Efficacy Scale; SE = Standard error; Std = Standardized; UnStd = 
Unstandard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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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r = .50, p < .001), 자가간호 관리 정도(r = .29, p < .001)와 서

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자가간호 관찰도 자가간호 

관리 정도(r = .31, p < .001)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SCES-COPD로 측정한 자가간호 자기효능감과 자가간호 유지

(r = .41, p < .001), 자가간호 관찰(r = .29, p < .001), 자가간호 관

리(r = .40, p < .001)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논    의

본 연구는 COPD 환자의 자가간호와 자가간호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SC-COPDI와 SCES-COPD를 한국어로 

번안하고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여 국내 COPD 환자의 자가

간호라는 과정적 지표를 확인하는 데 공헌하고자 하였다.

본 한국어판 SC-COPDI는 기존 도구와 비교하였을 때 크게 4

가지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첫째, 이론에 근거한 자가간호에 

요구되는 자가간호 유지, 관찰, 관리의 행동 영역을 포함하고 있

다. 기존 COPD 자가간호 도구[16]는 8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었고 

그 중 기도 청결, 증상관리, 대처 요인의 특성이 중복되어 있고 

‘가족지지’ 요인에 정기적인 병원 방문에 대한 문항, ‘운동’ 요인에 

호흡법에 대한 문항이 포함되어 있는 등 도구의 구조적 특성이 

이론적으로 맞지 않았다. 둘째, 본 도구의 문항은 COPD GOLD 

가이드라인[1]과 국내 가이드라인[14]에 포함된 공기오염 및 미

세먼지 회피, 상지운동, 사회활동 참여 등의 근거에 기반한 자가

간호 행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존 도구[16]에 복식호흡보다 흉

식호흡을 권장하는 문항, 영양상태에 대한 고려 없이 일반적인 

식습관을 권장한 문항, 폐속 가래 배출을 용이하기 위해 가슴과 

등을 두드리는 문항 등 근거에 맞지 않거나 근거가 불충분한 문

항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본 도구는 최신의 근거[1,14]에 기반

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근거기반 자가간호를 측정하는 데 적절한 

도구로 판단된다. 셋째, SC-COPDI는 만성질환 자가간호 중범위

이론을 COPD 환자에게 적용하여 개발되었으며 자가간호의 세가

지 이론적 차원인 ‘자가간호 유지’, ‘자가간호 관찰’, ‘자가간호 관

리’를 측정하는 각각의 도구로 구성되어 영역별 자가간호의 수준

을 파악하기 용이하다[15]. 본 연구결과 SC-COPDI가 포함하는 

세가지 도구가 각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만성질환 자

가간호 중범위이론의 구조를 동일하게 표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SC-COPDI가 3가지 차원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3가지 차

원의 자가간호 중 개인의 강점 및 취약한 행동영역의 파악이 용

이하다. 이로써 강점 행동영역은 지지하고 강화시키며 취약한 행

동영역을 집중적으로 중재할 수 있는 시간 및 비용 효율적인 자

가간호 중재가 가능할 수 있다. 넷째, SC-COPDI와 SCES-

COPD의 설문지가 이해하기 쉽고 빠르게 작성할 수 있으며[15] 

자료수집 과정에서 추가 설명을 요구한 사례가 없어 본 연구대상

자의 80.1%가 60세 이상의 연령이었던 점에 비추어 복잡한 임상

환경에서 고령의 COPD 환자에게 적용하기에 적절하다 생각된다.

한국어판 SC-COPDI와 SCES-COPD 도구는 검증과정에서 

원도구와 차이가 발생하였다. SCMES 원도구 문항 중 표준화요

인 부하량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치료 이행행동’ 요인이 삭제

되었다. 이는 미국의 COPD 환자를 대상으로 SC-COPDI와 

SCES-COPD의 타당도를 검증한 연구[21]에서 SCMES의 4요인

이 모두 도출된 결과와 달랐다. 미국에 비해 국내 의료보험 제도

Table 4. Discriminant Validity of the Korean Version SC-COPDI and 
SCES-COPD (N = 241)

Scale/Factor
Correlation coefficient (ρ2)

AVE
Factor1 Factor2 Factor3

Self-Care 
Maintenance Scale

    Factor1: Disease 
prevention

1 .41

    Factor2: Improving 
breathing behaviors

.70 (.49) 1 .37

    Factor3: Physical 
activities promotion

.13 (.02) .30 (.09) 1 .43

Self-Care Monitoring 
Scale

    Factor1: Respiratory 
symptom 
monitoring

1 .85

    Factor2: Extra-
respiratory 
symptom 
monitoring

.72 (.52) 1 .63

Self-Care 
Management Scale

    Factor1: 
Autonomous

1 .37

    Factor2: Consulting .68 (.46) 1 .56

    Factor3: Problem-
solving

.22 (.05) .23 (.05) 1 .60

Self-Care Self-
Efficiency

    Factor1: Symptom 
management

1 .62

    Factor2: Treatment 
adherence

.63 (.40) 1 .65

AVE = Average variance extracted; SC-COPDI = Self-Care in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Inventory; SCES-COPD =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Self-Care Self-Efficacy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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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의료 접근성은 COPD 환자가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 지시를 

이행하기 매우 용이한 편이다. 2019년 기준 OECD 국가별 의사 

상담건수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국민은 1인당 의사 상담 건수가 

연간 17.2회로 OECD 평균보다 2.5배나 높았으며, OECD 국가 중 

의사를 가장 많이 만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32]. 한국의 의료

보험 제도와 의료 접근성뿐만 아니라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운영하여 독감예방 접종률이 높은 점 역시 국내 상

황에서 치료 이행행동 영역의 문항의 변별력이 없었던 점으로 생

각된다. 게다가 본 연구대상자가 상급종합병원의 외래를 주기적

으로 방문하는 환자로 치료이행 정도가 높았던 점이 작용하여 

‘치료 이행행동’ 영역의 타당도가 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

서 상급종합병원 외래를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COPD 대상자에

서는 치료 이행행동 영역을 제외한 자가간호 측정도구가 타당하

다고 판단되지만 그 외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주기적으로 병원

방문이 이루어지지 않는 COPD 대상에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SCMES 6번, 9번, 12번 문항의 표준화요인 부하량이 다소 낮

았으나 본 연구에서 삭제하지 않고 분석에 포함하였다. 6번 ‘호

흡을 조절하기 위해 복식 호흡을 하거나 입술 오므리기 호흡을 

한다’는 ‘호흡개선행동’ 요인을 구성하는 필수적인 개념으로 복식

호흡과 입술 오므리기 호흡은 호흡수를 개선시키고 특히 입술 오

므리기 호흡은 1회 호흡량과 흡기 시간과 전체 호흡시간을 개선

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33] 문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하다. 

기존 COPD 자가간호 측정도구[16]에도 ‘입술을 오므리고 천천히 

숨을 내쉬는 운동을 한다’와 같은 호흡운동에 관한 문항이 있어 

COPD 자가간호에 필수적인 문항으로 판단하였다. 9번 ‘일주일에 

적어도 1회 이상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사회활동에 참여한다’는 

구조적, 기능적 사회적 지원을 활용하고 COPD 환자들의 신체적

인 활동을 독려하여 건강결과를 개선할 수 있는 행동이다[1,34]. 

12번 ‘밖에 나갈 때와 추울 때면 입과 코를 보호한다’는 급성악

화의 원인이 되는 호흡기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지침

이다[1]. 그러나 자료수집 기간이 Coronavirus disease-2019 

(COVID-19) 팬더믹으로 인해 사회활동에 제약이 있었고, 마스

크를 착용하는 지침을 준수하는 이례적인 상황에 COPD 환자가 

노출되어 본 연구에서 표준화요인 부하량이 낮게 측정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표준화요인 부하량을 활용하여 측정하는 

AVE 값도 영향을 받아 판별타당도 검증 시 기준을 충족하지 못

하였으므로 COVID-19 감염병 종식 이후에 반복연구를 통하여 

타당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SCMOS는 COPD 환자가 관찰해야 할 호흡곤란, 기침, 가래양

상의 호흡기 증상과 피로감, 수면장애, 약물부작용 증상의 비호

흡기 증상의 두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원 도구에서는 이요인 모형

(bifactor model)을 이용하여 전체 일반적인 증상관찰 요인과 각

각의 구체적 증상관찰 요인으로 설명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

요인 모형 적용에서 표준오차 추정이 수렴하지 않아 고려하지 않

았다. 원도구에서 삭제된 4번 ‘호흡곤란이 증가하거나 쌕쌕거리

는 숨소리가 나는지를 지켜본다’ 문항은 ‘비호흡기 증상관찰’ 요

인에 교차 적재되었는데 천명음이 COPD 환자들이 호흡곤란, 기
침, 가래양상의 호흡기 증상보다 일반적으로 인지하거나 경험하

는 증상이 아니기[35]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5번 ‘밤에 호

흡하기 어려워서 잠에서 깨는지를 지켜본다’ 문항은 분석 결과 6

번 문항과 상관성이 높았고 ‘호흡곤란 때문에 잠들기 어려운지를 

확인한다’와 비슷한 의미로 해석되어 척도의 적절한 모형적합도

를 유지하기 위해 삭제되었다.

본 연구에서 SCMAS 원도구의 문항대로 ‘자발행동’, ‘자문행

동’, ‘문제 해결행동’의 3개 요인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자발행동’

과 ‘자문행동’의 상관성이 높게 나타나 판별타당도 검증 시 일부

를 만족하지 못하였다. SCMAS의 판별타당도를 검증한 연구가 

없어 비교하기 어렵지만 원도구에서도 두 개 요인의 상관성이 

.65로 높았으며 두 행동의 높은 상호 연관성은 여러 연구에서 확

인되었다[36,37]. 도구개발 시에는 ‘자발행동’은 의료인의 권고에 

따라 악화에 대응하여 치료를 수정하거나 의료인과 접촉하는 

것, ‘자문행동’은 증상이 발생하거나 악화될 때 의료 전문가와 상

담하는 것[15]으로 설명하였다. 이렇게 ‘자발행동’과 ‘자문행동’ 

요인이 독립적인 행동으로 가정되었지만 두 행동이 궁극적으로 

의료인과의 접촉하거나 상담하는 의료인과의 만남을 의미하기 

때문에 본 연구대상자가 비슷한 개념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Bugajski 등의 연구[21]와도 일치하였다. 추후 반복연구를 

통하여 두 요인의 구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SCES-COPD는 COPD 환자들의 특정 증상이나 특정 자가간

호 행동에 대한 효능감이 아니라 전반적인 자가간호에 대한 자기

효능감을 측정하는 도구이다. SCES-COPD는 COPD 환자대상 

자기효능감을 측정하는 도구 중 개발과정의 방법론적인 질과 타

당성과 신뢰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38]. 본 연구에서 5

번 문항인 ‘호흡기질환이 악화될 때 증상을 알아챌 수 있다’가 다

른 요인에 교차 적재되어 삭제되었다. 삭제된 문항의 ‘악화 증상

의 인지’가 다른 요인의 증상확인과 약물복용 등의 ‘치료이행’ 행

동과 연결되는 자가간호 행동이어서 본 연구대상자가 유사한 개

념으로 인식하여 다른 요인에 함께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SCES-COPD 점수는 SC-COPDI의 SCMES, 
SCMOS, SCMAS 3가지 도구 점수와 상관성이 유의하게 지지되

었다. 이는 약물복용 이행과 자기효능감과의 관계를 확인한 연구

에서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39], COPD 환자의 자기효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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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가 증상경험 감소 및 신체기능 증가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

과[40,41]와 일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SCES-COPD와 SC-

COPDI의 3가지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한 자가간호 정도의 상관

관계가 모두 지지되기는 하였으나 이 중 SCMOS와의 상관관계

가 가장 낮았다. 따라서 추후 자가간호 중재 프로그램 개발 시 

약물복용 이행뿐만 아니라 자가간호 관찰 영역의 행동을 교육하

고 증진시켜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를 통하여 실무에서는 COPD 환자의 자가간호 수준을 

‘자가간호 유지’, ‘자가간호 관찰’, ‘자가간호 관리’의 3가지 행동영

역별로 파악이 가능하여 자가간호 교육 시 중점을 두어야할 세

부사항을 확인할 수 있어 환자 중심의 개별화된 교육중재에 활

용할 수 있다. 또한 COPD 환자의 자가간호 수준과 자가간호에 

대한 자기효능감 정도를 파악할 수 있어 자가간호중재 프로그램

의 효과를 평가하는 데 직접적인 결과변수로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일개 대학병원에서 자료가 수집되었고 자료수집 기

간이 COVID-19 감염병 유행 상황이어서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

크 착용 등 전염병 예방지침이 COPD 환자의 자가관리 행동에 영

향을 주었으며, SCMES와 SCMAS의 판별타당도가 일부 만족하

지 못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가 일 지역 상급종합병원 외래를 방

문하는 환자만 포함되었으므로 지역을 확대하고 다양한 수준의 

보건의료기관의 환자를 대상으로 포함하는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결    론

본 연구는 COPD 환자 대상으로 개발된 SC-COPDI와 SCES-

COPD를 한국어로 번안하고 국내환자를 대상으로 타당도와 신

뢰도를 검증한 연구이다. SCMES는 원도구의 4요인 13문항에서 

표준화요인 부하량이 낮은 1개 요인이 삭제되어 총 3요인 10문항

으로 구성되었고 SCMOS는 2개 문항이 삭제되어 2요인 6문항, 
SCMAS는 삭제된 문항 없이 3요인 1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SCES-COPD는 1개 문항이 삭제된 2요인 6문항으로 구성되었

다. 한국어판 SC-COPDI와 SCES-COPD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함으로써 국내 COPD 환자를 대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도구임을 확인하였고 국내 COPD 환자대상의 자가간호 연구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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