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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간호과학의 정립에 관한 소고

최명애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 명예교수

Establishment of biological nursing science in Korea
Myoung-Ae Choe

Professor Emeritus, College of Nurs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서론

간호학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실천적 특성을 가진 응용학문이며 인문과학, 자연과학, 사회과학을 

기초로 한다. 1955년 간호교육이 시작된 이래 심리학과 사회학을 제외한 기초과목을 기초의과학으로 교

육하여 왔으며 그 내용은 의학의 축소판으로 기초의학 교수들에 의해 강의되어왔다.

1900년대 들어 일부 간호대학과 간호학과에서는 기초의과학분야를 기초간호자연과학으로 통합하여 

교육하고 있고[1] 간호학에서 기초의과학을 교육하는 경우 의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과는 다르게 간

호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 근거가 되는 자연과학적 지식들을 가르쳐야 한다고 했다[2]. 대한기초간

호자연과학회는 1998년 학회 창립 시에 간호학의 기초가 되는 과목에서 심리학, 사회학이 포함되지 않

은, 간호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 근거가 되는 기초의학 지식을 비롯한 자연과학 지식을 고유한 지

식체로 재편집, 구성한 것을 기초간호자연과학이라고 했다.

간호현장에서 간호사들은 실무 수행 시 자기들에게 가장 어려운 점은 기초간호자연과학에 대한 기본

지식이 매우 약한 것이라고 하였고 이들 내용의 보수교육에 대한 요구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3]. Choe 

등[4]은 임상간호사의 기초간호자연과학교과목 전체에 대한 만족도가 전부 낮은 것으로 보고했다.

이러한 현상은 간호학 기초과목의 교육이 간호학적 특성에 기초하여 이루어지지 못한 것 에서 비롯되

었다고 생각한다. 한국에서 간호교육이 시작된 이래 40년 이상에 걸쳐 간호학 기초과목이 기초의학 교

수들에 의해 의학교육의 모델을 모방하여 교육되어 왔고 의과대학에서 학습하는 기초과학 지식이 그대

로 도입되어 간호학적 특성에 기초한 전공 기초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본인은 1984년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의학(생리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후 간호학문에서 기초

간호자연과학을 정립시켜야 하며 연구를 통해 간호 지식체를 생성하고 확장시켜야 한다는 학자로서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다. 1987년 서울대학교에 부임한 이후 이러한 포부를 실현할 수 있는 기

회를 얻게 되었으며 20년 이상에 걸쳐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다.

한국의 간호교육에서 전공 기초과목의 강의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를 살펴보고 기초의과학을 간

호학적 틀에서 기초간호과학으로 어떻게 정립하였는지를 기술해 보고자 한다. 또한 본인이 기초간호과

한국기초간호학회 창립 25주년 특별기고

https://doi.org/10.7586/jkbns.23.351


https://doi.org/10.7586/jkbns.23.351

최명애 • 기초간호과학의 정립에 관한 소고

2

학을 기반으로 어떻게 연구주제를 확립하고 연구를 수행하였는지

도 기술하고자 한다.

본고는 간호학의 지평[5], 서울대학교 간호교육 100년사[6], 기

초간호학회 15주년 기념집[7], 최명애 교수 정년기념문집[8], 서울

대학교 간호대학 동창회보[9,10]에 게재 되었던 본인의 기초간호학

과 관련된 글의 일부를 발췌하였음을 밝혀둔다.

본론

I. 기초간호과학 교육

1. 한국의 간호교육에서 전공기초과목의 강의

우리나라의 간호교육은 1900년대 초 미국 선교사에 의해 서구식 

간호교육이 시작되었고 1955년 이화여자대학교를 시작으로 의과

대학에 간호학과가 발족하면서 본격적인 간호교육이 시작되었다. 

초창기의 간호교육 내용은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으로 분류되었으

며 전공과목은 전공필수와 전공기초로 다시 세분되었다.

전공기초과목은 의학과에서 기존에 강의되고 있던 해부학, 생리

학, 미생물학, 약리학, 병리학의 5개 기초의과학 교과목을 도입하

여 의학과의 제도를 비판없이 수용하였으며 강의의 운영도 의학과 

전공 교수들의 도움에 전적으로 의존했다[11]. 이와 같이 간호교육

에서 전공기초과목의 교육이 기초의학전공자들에 의해 의학교육

의 모델을 모방하여 이루어져 왔으며 의과대학에서 학습하는 기초

과학지식을 그대로 도입하면서 간호학적 특성에 기초한 전공기초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11]는 의과대학의 교수를 초빙하여 간호학

을 전공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초의과학 강의를 하는 것은 강의

가 의학지향적일 수 있음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으며 이는 학제간

의 특수성 및 전문성의 차이로 인하여 교육 면에서 효과가 저하된

다고 했다. 극히 일부 간호대학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간호대학/

간호학과 및 간호전문대학에서는 기초의과학 교과목에 대한 골격

을 의과대학에서 사용하는 모형 및 명칭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의 원인으로는 기초의과학 교과목이 간호학적 특성

을 고려하여 개발, 적용되지 못하였음을 들 수 있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간호대학/간호학과 및 간호전문대학에서는 

기초의과학 과목을 독립적으로 해부학, 생리학, 생화학, 미생물학, 

병리학, 약리학으로 표방하여 교육하거나 일부대학 에서는 해부학

과 생리학을 해부생리학으로 통합하여 가르치고 있으나 여전히 의

과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12]. 또한 그 내용을 고찰해 볼 때도 간호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기

초의과학 교과목의 강의는 의과대학 교수에게 의뢰되어 진행되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간호학의 고유 지식체를 기준으로 하여 교과

내용을 개발한 것이 아니다. 대부분 의과대학 강의를 중심으로 내

용을 구성하여 강의해 왔으므로 간호학의 전공과목과의 연계성이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간호학적 특성에 근거한 교과과정을 개발하

지 못해온 것이 사실이다[13,14].

이와 같은 현상은 결국 간호학을 전공하는 간호학생들이나 간호

사들이 간호현장에서 간호현상의 합리적 근거를 수립하는데 기초가 

되는 기초의과학의 지식들을 간호학고유의 체계 내에서 학습하지 

못함으로써 기초적인 지식을 간호 실무에 연결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간호의 기반이 되는 지식의 부족을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

간호학에서 기초의과학을 교육하는 경우 의학에서 가르치고 있

는 내용과는 다르게 간호학의 틀 속에서 간호현장에 적용할 수 있

도록 그 근거가 되는 자연과학적 지식들을 고유한 지식체로서 재편

집, 구성하여 가르쳐야 한다는 의식을 갖고 기초간호과학으로 기초

의과학 교과목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이 강구되어 왔다[2]. 일부 간

호대학과 간호학과에서 기초의과학 분야를 기초간호자연과학으로 

통합하여 교육하고 있으나 교과목의 단원구성의 범위와 깊이에 대

해서는 심층 논의된 바 없다[1].

2. 기초간호과학

기초간호과학이라는 용어는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에서 1981년 

생리학, 생화학, 미생물학, 면역학으로 분산되어 학습하였던 교과

목들을 간호학의 기초가 되는 개념들을 통틀어 기초간호과학(자

연)이라는 과목으로 통합한 것에서 시작되었으며 1993년 Hong 

등[15]은 기초의과학을 전공과목 중 기초간호과학으로 분류했다. 

Cho 등[2]은 간호학에서 기초의과학을 교육하는 경우 의학에서 

가르쳐지고 있는 내용과는 다르게 기초간호과학으로 기초의과학 

교과목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했다. 간호모델을 적용한 새

로운 교육과정을 개발하면서 간호학에서 필요로 하는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을 통합, 개발하여 기초간호과학[13,16,17]으로 사용하

고 있다.

대한기초간호자연과학회는 1998년 학회 창립 시에 간호학의 기

초가 되는 과목에서 심리학, 사회학이 포함되지 않은, 간호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 근거가 되는 기초의학지식을 비롯한 자연과학

지식을 고유한 지식체로 재편집, 구성한 것을 기초간호자연과학이

라고 했다. 대한기초간호자연과학회지 창간호 발간을 축하하는 축

사에서 기초의학협의회 회장인 Lee [18]는 기초간호과학이라는 용

어를 사용하였으며 현대간호의 활동영역이 나날이 확장되는 추세 

속에서 이제 새로운 간호학의 정립을 위하여 간호교육의 관점에서 

새로이 의학 지식을 비롯한 자연과학적 지식을 도입하여 간호현장

에 적용할 수 있는 기초간호과학으로 발전시키려는 노력은 시의 적

절하다고 했다.

3. 기초간호과학 정립을 위한 노력

본인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생리학교실의 고(故) 신동훈 교수님

의 지도하에 의학박사(생리학전공) 학위를 취득했다. 간호학 배경

으로 생리학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기초간호과학을 정립시켜야 한

다는 사명감이 싹트기 시작하였고 이 무렵 한국 간호계에서 간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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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으로 생리학 또는 해부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간호학자들의 

배출이 점차 증가되면서 기초간호과학을 정립해야 하는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했다.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이 기초간호과학을 새롭게 설정하여 간호학

에서 기초과목의 필요성을 선구적으로 인식시키고 기초간호과학과

목을 개설한 것이 기초간호과학 정립을 촉구한것으로 생각한다.

1) 서울대학교 학부 교과과정에서의 전공기초과목의 강의

간호학기초과목은 서울대학교의 경우 1959년 간호학과가 개설

된 이래 해부학, 생리학, 생화학, 세균학(미생물), 약리학, 병리학 

등의 의과대학 교수들이 가르쳐 왔던 기초의과학 과목들을 1999년

에 간호학의 기초과목인 기초간호과학으로 개편한 것이다. 간호학

의 기초과목인 기초간호과학으로 개편되기 전까지 기초의과학 과

목의 강의는 의대 교수들에 의해 이루어져 왔으나 책임 있는 교육

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으며, 의학과에 비해 학점 및 시간 수가 

적어서 의학과 교수들의 강의 내용은 범위가 축소되고 깊이가 제한

되어 있었다.

① 1959년 의과대학 간호학과가 설립되면서 질병-신체기관 중

심의 교과과정이 운영되었다. 간호학과로 출발한 1960년대는 초창

기로 간호학을 전공한 교수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의학과 각 전공

별 교실에 소속된 교수들이 대부분 간호교육에 참여했다. 간호학의 

기초로 이수해야 할 기초의과학 분야로 해부학은 1학년에서 이수

하였고 2학년에서는 생리학, 예방의학, 생화학, 미생물학, 약리학, 

기생충학, 병리학을 배웠다. 각 과목은 실습이 있었지만 의학과 학

점 수에 비하면 워낙 학점이 적었기 때문에 각 과목을 담당한 의학

과 교수는 강의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실습은 꼭 필요한 몇 가지만 

실시하고 거의 강의 위주의 수업을 진행했다[6].

이 시기에 기초의과학 과목이 간호학의 정체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비판적으로 간호학 교과과정에 도입되어 의학의 축소판으로 기

초의학교수들의 강의로 진행되었다. 해부학은 의과대학 해부학교

실에서 생리학은 생리학교실에서 영양학은 생화학교실에서 병리학

은 병리학교실에서 약리학은 약리학교실에서 미생물학은 미생물학

교실에서 기생충학은 기생충학교실에서 담당했다. 이후 영양학이 

생화학 및 실험으로 변경되었고 기생충학 교과목이 폐지되었다.

② 1983년은 한국간호교육의 방향이 전면적으로 재검토된 해였

다. 기존 교과과정에 대한 졸업생, 교수, 병원임상전문가의 평가를 

토대로 1985년도에 간호과정중심의 교과과정으로 개편했다[6]. 인

체의 생리병리적인 변화 양상과 미생물, 약리와 같은 기초간호과학

을 배워 환자의 변화와 치료의 방향에 대한 기전을 이해하도록 구

성되었다[6].

본인은 의과대학 생리학교실에서 박사과정을 이수하고 박사학

위를 취득(1984년)한 후 1987년에 간호학과 교수로 발령을 받았

다. 이때부터 의대생리학 교수들과 팀티칭(team teaching)으로 ‘생

리학 및 실험’ 과목의 강의를 시작하였고 1993년부터는 이 과목의 

모든 내용을 담당했다. “생리학 및 실험” 과목을 제외한 다른 교과

목의 강의는 기초의학 교수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서울대학교에 부임 당시 재학생 및 졸업생들의 기초의과학 과목

에 대한 불만은 매우 팽배해 있었다. 해부학, 생리학, 생화학, 미생

물학, 약리학, 병리학 등의 기초의과학 과목은 주로 의과대학 교수

들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의학과교수들의 강의내용은 범위가 축소

되고 깊이가 제한되어 있으며 간호학과 연관성이 부족하여 간호학

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이들은 강의 내

용뿐 아니라, 교재, 강의 진행방식 등 모두에서 우리 간호대학생들

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었으며, 졸업 후 임상 실무에서도 이들로

부터 배운 지식은 간호사들에게 매우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기초의과학 과목 강의에 대한 재학생과 졸업생의 평가결과 기초

의과학 교과목 강의는 간호학 전공과목과 연계가 잘 되지 못하고 

의과대학의 축소판으로 진행되고 있어 기초의과학의 내용과 깊이

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뿐 아니라 담당교수들의 잦은 변동으로 인

하여 간호 전공분야에서 인체 현상을 체계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인과 신기수 교수가 공동으로 서울

대학교 간호대학 2,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기초의과학 교과목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였고, 조사결과 기초의과학 과목의 강의내용

이나 교재, 강의시간, 강의진행방식, 교수의 태도 등에 많은 불만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생들은 기초의과학 과목의 강의에 대하

여 ‘강의의 초점과 방식이 전혀 체계가 없으며 효율적이지 못하다’, 

‘교수가 너무 자주 바뀌어 적응하기가 힘들다’, ‘성의가 없다’, ‘간

호학과 연관성이 떨어진다’라고 지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간호학과 기초의과학을 동시에 전공한 교수(본인)가 강의하는 과목

은 기초의과학 만족도의 모든 문항에서 다른 과목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만족도를 보였는데, 그 이유는 간호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

로 교재가 구성되고 강의가 진행되기 때문이었다[14].

③ 1992년 의과대학 간호학과에서 간호대학으로 분리개편하면서 

본인은 기초의과학 교과목강의는 간호대학이 주체가 되어야 하며 기

초의학은 의학의 기초이므로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기초의학

을 학습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간호학의 

기초과목을 학습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1998년 교과과정 개편 시 간호학과 교수들의 지지로 반영되었다.

1999년 본인은 과목의 명칭과 내용을 간호학적 틀에서 재정립했

다. 기초의과학 과목 명칭과 내용을 간호학적 틀에서 재정립해야 

하는 당위성은 간호학은 인문과학, 자연과학, 사회과학을 기초로 

하는 응용과학이며 간호학 교육목표는 변화, 발전해나가고 있는 사

회 속에서 전문직업인으로서 인간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 요

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간호사를 육성하는데 있는 반면, 의학과의 

교육목표는 학구적이고 유능한 의사를 양성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교육목표의 차이는 의학과 간호학의 학제간의 특

수성 및 전문성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다. 기초간호과학이 의과대학

의 기초의학을 그대로 모방하거나 축소한 것이어서는 안 되고 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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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의 기초과목으로 재정립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1999년부터 개편된 교과과정에 의해 간호교육이 운영되었다. 새

로운 교과과정 틀에 따라 간호학의 기초가 되는 항목들을 기초간호

과학의 범주 하에 해부학과 생리학은 “인체구조와 기능 및 실험”으

로, 약리학은 “약물의 기전과 효과”, 생화학은 “영양과 식이”, 병리학

은 “병태 생리학”으로 과목 명칭을 변경했다. 교과목명칭을 간호학

의 틀 속에서 간호학의 기초가 되는 교과목으로 표방하기 위해 기초

의과학의 명칭에서 탈피하여 간호학적 관점으로 변경하였으며 교과

목의 내용은 기초의과학을 토대로 간호학에서 중요하고 필요한 내용

으로 재편집하고 구성했다. 이를 바탕으로 인체구조와 기능, 병태생

리학 등의 단행본이 집필되어 출간되었으며 교재로 이용되고 있다.

‘인체 구조와 기능 실험’ 교과목에서 인체 구조를 육안으로 보고 

익히도록 사체 실습을 하였고, 사체에서 관찰한 구조를 직접 그리

게 하는 과제를 부여하여 인체 구조를 확실하게 이해시키려고 했

다. 인체 기능의 실습은 서울대학교 기초간호과학 실험실에서 이루

어졌고 실습 준비와 실습 지도를 대학원생들과 공동으로 하고 있어 

대학원생 훈련의 기회도 부여했다.

인체 구조와 기능 및 실험교과목의 실습 중 근육, 뼈, 신경계 등

의 모형 실습은 간호대학의 기초간호과학 실험실, 사체 실습은 의

과대학 해부학실습실, 심전도 실습은 기본간호학 실습실, 물질 이

동은 기초간호과학 실습실, 폐 기능 측정은 의과대학 종합실습실에

서 이루어졌다. 또한 인체 구조를 효율적으로 습득 시키기 위한 방

안으로 컬러링북(coloring book)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학습하도록 하였으며, ‘병원미생물학’ 교과목의 실습은 의과대학 

미생물학교수들이 담당하며 의과대학 종합실습실에서 이루어졌다.

종합실습실은 의과대학의 교과과정이 개정되면서 각 과별로 분

리되어 시행하던 실습 체제를 단일화하고 실습 재료 및 도구를 효율

적으로 사용할 뿐 아니라 학생들의 실습 교육에 교수의 참여를 높이

고 학구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1974년에 마련되었다[6].

‘병태생리학’은 간호학의 기초과목과 임상간호과목 간의 연계를 

가능하게 하는 다리를 만들어주는 과목으로 질병의 발생 기전과 증

상 및 징후가 나타나는 기전을 이해하도록 했다. 또한 “사례연구”

를 하도록 하여 학생들 스스로가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기초간호과학을 간호학 

내에 뿌리내리게 했다[6].

본인의 강의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는 ‘강의 준비가 충실하고 강

의 내용 설명이 명확하고 자세하며’,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

도록 성의를 다하여 수업한다’, '많은 질의응답을 통하여 학생과의 

상호작용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적극적인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

여 학습을 이끌어 나가며 교육기자재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강의 내

용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강의 주제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여 학생들

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것이었다.

간호학 기초과목으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졸업 후 임상에서 

간호학 기초지식이 확실하게 향상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졸

업생들에게서도 강의 내용과 활용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아 근무

에 대한 자신감이 증가되었다는 피드백을 받았다.

2006년 서울대학교는 정운찬 총장의 야심 찬 계획의 하나로 교

육상을 제정하였고 우수한 강의 및 창의적 교육 등 탁월한 업적을 

낸 교수들을 대상으로 제1회 서울대학교 교육상을 시상했다. 간호

대학에서는 의학적 모형이 아닌 간호학적 모형에서 기초간호과학 

과목을 개발하여 교육한 업적과 우수한 강의로 강의 평가에서 간호

대학 전체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점을 근거로 본인을 추천하

였고 교육상을 받게 되는 영광을 안게 되었다. 교육자로서 최고의 

영예를 차지했다고 생각한다[9].

4. 학회창립으로 기초간호과학의 정립을 가속화하다

기초간호과학의 정립은 1998년에 대한기초간호자연과학회를 창

립하면서 가속화되었다. 간호학자(교수) 중 기초의학(해부학, 생리

학, 약리학)을 전공한 교수들과 이 분야의 교육을 담당해 온 교수들

이 간호 실무에 적합한 기초간호자연과학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

해 기초간호자연과학회를 구성하여 1997년 12월 27일 첫 모임을 

시작하였으며 매월 1회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기초간호자연과학 

교과과정개발과 교과내용구성에 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해왔다. 연

구회에 참여하는 교수들은 간호학의 기초가 되는 기초간호과학을 

정립하려는 사명감과 간호 실무에 적합한 기초간호자연과학 교육

과정을 개발하려는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 시절 기초간호과

학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일념으로 연구회에 참여하는 교

수들 모두가 사기충천해 있었다.

연구회를 운영한 지 1년 후인 1998년 12월에 기초간호자연과학

연구회는 한국간호교육에서 기초간호과학의 내용표준화와 역할을 

확립하고 간호 실무의 발전을 위해 대한기초간호자연과학회를 창

립했다. 학회창립으로 기초간호과학의 발전을 위한 발판이 마련된 

것으로 생각되어 무척 기뻤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무겁게 작용했다.

본인은 초대학회장으로서 1998년부터 2002년까지 4년간 역할 하

면서 학회의 토대 구축과 회원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간호학의 

기초학문 발전을 위한 기틀을 확립했다. 학회 명칭을 기초간호자연

과학회라고 한 것은 간호학의 기초가 되는 과목에서(심리학, 사회학

이 포함되지 않은) 간호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 근거가 되는 기

초의학지식을 비롯한 자연과학지식을 고유한 지식체로 재편집, 구

성한 것을 기초간호자연과학이라고 정의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1) 간호교육에서 기초간호자연과학적 접근 방법에 초점을 두어 

학회 창립 후 임원들이 주축이 되어 교과목명칭을 전환하고 기초간

호자연과학의 내용을 구성하였으며 교과내용의 표준화작업을 수

행했다.

① 교과목명 전환; 교과목 명칭을 종래의 의학적 모델에서 탈피

하여 간호학적모형에서 간호학고유의 교과목명으로 다음과 같이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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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되는 논문의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관심 주제와 연구방법

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다른 학회지에 비해 실험 연구의 비율이 높

고 창간호에서 2000년 초기에 기초간호과학교육과 관련된 연구가 

많이 게재되었음을 알 수 있다. 기초간호과학교육과 관련된 연구는 

간호학 기초과목을 강의하는 교수들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간호학

교육에서 기초의과학 운영에 대한 연구와 임상 실무와 연계되는 기

초간호과학의 교과내용을 개발 하기 위한 시도로 현재 임상에서 근

무하고 있는 간호사들이 필요로 하는 기초간호자연과학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결과는 간호 실무의 

근거를 제공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근거기반간호에 기여하고 있음

을 보여주고 있다.

II. 기초간호과학 연구

본인이 기초간호과학 기반으로 어떻게 연구방향을 설정하고 연

구주제를 확립하고 수행하였는지를 기술하고자 한다.

박사학위취득 후 연구를 통해 간호 지식체를 형성하고 확장시켜

야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박사학위논문 주제인 골격근을 간호학에 

적용시키기 위해 연구방향을 설정하려고 여러모로 모색하던 중 서

울대학교에 부임한지 3년 후인 1990년에 UCLA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간호대학 근육생리실험실에서 postdoctoral 
fellow로 일 년간 근위축실험에 참여했다. 그곳 실험실에서는 동물 

모형을 이용하여 활동 저하에 의한 근위축 발생과 회복에 관한 연

구가 수행되고 있었다. 근위축에 관한 연구의 시작은 박사학위 논

문의 주제를 골격근으로 다룬 것에서 시작된다.

이때의 경험이 근위축을 연구주제로 결정하는 계기가 되었고, 

귀국 후 근위축실험을 계속하려는 의지로 충만해 있었다. 그러나 

실험 공간, 기구, 장비, 시설 등이 없어 실험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

황이었다. 실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의과대학실험실 중에서 본인

의 연구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가 있는 실험실을 찾던 중 기초병리

학 실험실과 임상병리실이 가장 근접한 실험실이라는 것을 발견하

고 실험실을 책임 맡은 교수에게 실험실 사용을 요청하여 실험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 받았다. 또한 근육 표본(sample)을 보관할 

냉동고가 없어 생화학교실의 냉동고에 근육 표본을 보관하도록 허

락을 받았다. 실험실을 빌려서라도 근위축 실험을 계속할 수 있게 

된 것이 큰 행운으로 생각되었다.

인구의학연구소 별관으로 연구실을 옮기면서 실험 공간이 마련

되어 근육절제실험이 가능 하게 되었으나 시약을 저장할 냉장고가 

없어 사재로 냉장고를 구입하여 실험에 이용할 시약을 보관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이외의 실험은 여전히 기초병리학실험실과 임상병

리실에서 실시하였으며 액체 질소는 생화학교실에서 얻어서 이용

했다. 실험실을 빌려 연구하면서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연구비를 

수주 받아 냉동고, 흄 후드(fume hood), 초자기구등의 실험 장비와 

기구를 하나씩 갖추어 나갔다.

간호대학 신축 교사에 실험실이 마련되도록 요청하여 두 개의 

기초간호자연과학 I; 인체의 구조와 기능(해부학, 생리학, 생화

학, 면역학)

기초간호자연과학 Ⅱ; 병원 미생물학

기초간호자연과학 Ⅲ; 병태생리학

기초간호자연과학 Ⅳ; 약물의 기전과 효과

② 내용구성; 국내 간호대학, 간호학과의 기초간호자연과학의 교

과목, 기초간호자연과학에 대한 교재, 국내외 간호학자가 집필한 

기초간호자연과학 교재 및 간호진단 목록 등을 참조하여 심층 논의

를 통해 기초간호자연과학의 내용을 구성했다.

③ 교과내용의 표준화; 기초간호자연과학의 간호학적 접근이라

는 주제로 학술대회와 워크숍을 개최하여 1999년 10월 두 차례에 

걸쳐 인체 구조와 기능, 병태생리학, 미생물학 및 약리학의 단원, 

소단원 및 교과내용선정에 회원들의 중지를 모아 기초간호자연과

학 교과내용의 표준화작업을 수행했다. 기초간호과학의 내용 표준

화를 위한 기반작업으로 기초간호자연과학의 교과 내용별 필요도

에 관한 연구(중환자실 간호사의 기초간호과학지식의 필요성 분

석, 기초간호자연과학의 인체 구조와 기능 내용별 필요도에 관한 

연구, 기초간호자연과학의 병태 생리학, 병원미생물, 약물의 기전

과 효과 내용별 필요도에 관한 연구)를 실시했다.

내용 표준화와 더불어 인체 구조와 기능, 핵심 인체 구조와 기능, 

병태생리학, 기초간호과학 등의 교과서를 집필했다. 이들 교과서를 

전국의 간호교육기관에서 이용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간호대학들

이 기초의학과목에서 기초간호과학으로 교과과정을 변경하였거나 

변경하고 있다.

④ 표준강의계획서 개발; 2012년 기초간호자연과학회는 학부과

정의 기초간호자연과학 4개 교과목(인체 구조와 기능, 병원미생물

학, 병태생리학, 약물의 기전과 효과)의 표준강의계획서를 개발하

기 위해 이들 교과목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간호학 교수로 소위원

회를 구성하여 간호사가 요구하는 과목별 내용, 각 대학의 강의 계

획서와 교재를 분석하고 수 차례의 논의를 거쳐 강의계획서 초안을 

작성했다. 그 후 전체 연구진의 논의를 거치고 다시 소위원회 에서 

최종안을 완성하여 기초간호자연과학 I, Ⅱ, Ⅲ, Ⅳ의 학습목표와 

강의내용을 포함하는 표준 강의 계획서를 제시했다. 이 표준강의계

획서는 2013년 2월 기초간호자연과학회지에 게재되었다[19]. 이는 

기초간호자연과학회를 중심으로 학회에서 개발한 표준 강의 계획

서를 전국의 간호교육기관에 확산시킴으로써 기초간호과학 교육

의 표준화라는 목표를 달성시키기 위한 노력이라고 본다.

2) 기초간호자연과학회지의 발간; 기초간호과학의 학문적 영역

을 확보하기 위해 1999년 12월 기초간호자연과학회지(The Journal 
of Korean Biological Nursing Science)의 창간호를 발간하였으며 

이후 학회장 재임기간 동안 1년에 2회 발간했다. 학회지를 통해 회

원들의 연구결과를 공유하며 토의하는 장을 마련했다.

기초간호자연과학회지에 게재된 1999년(창간호)부터 2010년까

지의 179편의 논문을 분석한 연구보고[20]를 통해 우리 학회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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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과 준비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2000년부터 BK 

(Brain Korea)연구에 참여하는 대학원생들과 함께 제대로 갖춘 우

리 실험실에서 실험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때의 기쁨은 말

로 표현하기 어렵다. 월세, 전셋집에서 내 집을 마련했을 때의 기쁨

과도 같았다. 근위축 실험에 필요한 장비와 기구를 갖추게 되었으

나 BK대학원생이 졸업한 이후 전일제 대학원생들이 없어 실험실

에서 실험할 학생이 없는 상황에 처했다. 차선책으로 학부생을 개

별적으로 지도하고 훈련했다. 4학년 학생을 훈련하여 이 학생들로 

하여금 3학년 학생을 훈련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선배가 후배를 훈

련하도록 하였고 2, 3, 4학년 학생들이 실험 팀을 이루게 되었다.

학부생 중에서 실험에 관심이 있는 학생을 모집하여 본인의 연구

에 참여하도록 하여 직접 실험실에서 지도하고 있다. 이러한 실험을 

이용한 지도 방식은 타 간호대학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

나, 학부생들은 이러한 실험을 통하여 간호기초과목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 학생들은 학

부 졸업 후 대학원 과정에서 이러한 분야를 깊이 있게 연구하게 되

어 기초간호과목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또한 실험에 

참여하는 학생들과 별도의 연구 그룹을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추가 

학습을 지도하고 있다. 실험을 통한 연구를 지도하여 지도 받은 학

부학생들의 논문이 전국대학생 학술 연구 발표대회에서 우수하다고 

평가되어 연구에 참여한 학부학생들이 네 차례에 걸쳐 수상했다.

서울대학교, 한국학술진흥재단 및 한국과학재단으로부터 연구

비를 수주 받아 실험팀의 학부생들이 실험을 하면서 대학원생들도 

시간제로 참여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실험팀에 “SNU Bionursing 

Team”이라는 명칭을 부여 하였고 4학년 학생이 팀장이 되어 실험

팀을 이끌었다. 방학 중에 집중적으로 실험하고 학기 중에는 강의

를 마친 후 저녁시간과 주말을 활용하여 실험을 했다. 또한 실험실 

회의를 통해 실험상의 문제와 실험결과를 논의했다. 국내 간호대학

에서 첫 번째로 bioscience laboratory를 만들어 학부생과 대학원생

을 훈련시킴으로써 학문후속세대 양성에 기여했다.

Bionursing team을 이끌고 동물모형을 이용하여 부동(immobility)

과 동반되는 근위축 발생, 영양, 탈신경, 스테로이드치료, 신경병증

성 통증 및 파킨슨씨병이 근위축에 미치는 영향 과 회복에 관한 연

구를 수행하였으며 이들에 의해 유발되는 근 위축의 발생기전을 규

명했다. 또한 근위축이 발생하는 동안 운동을 부하하고 DHEA 

(Dehydroepiandrosterone)를 투여하여 근위축을 경감시킬 수 있음

을 증명했다.

1991년 이후 초창기에 실험을 도운 학생들이 교육부 주최 전국

대학생 학술연구발표대회 에서 근위축 연구의 실험결과를 발표하

여 네 차례에 걸쳐 수상을 했다. 그리고 대한기초간호자연과학회지

에 두 편의 연구논문을 게재했다. 더 나아가 이 학생들은 대학원에 

진학하여 보다 전문적으로 기초간호과목을 탐구함으로써 기초간

호과학 분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리고 그 당시 실험에 

참여하였던 학생 중 일부가 교수가 되어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본인은 근위축에 관한 기초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이를 임상에

서 근위축의 위험이 있는 환자들에게 적용하는 중개연구

(translational research)를 수행했다. 신장이식 후 장기간 스테로이

드치료를 받는 환자, 고관절 전치환술 후 부동환자, 석고붕대 적용

환자에서 근위축 발생을 확인하기 위해 중개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운동이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후 환자와 골수 이식 후 절대안정을 

하는 환자의 근위축 예방과 근위축경감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했다. 

이와 같이 20년 이상에 걸친 근위축에 대한 연구는 간호 지식체 확

장과 임상간호실무의 과학적 근거를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서울대학교 이장무 전 총장은 2007년 취임 후 연구업적이 탁월

한 교수를 격려하기 위해 연구공로상을 제정했다. 이 제도는 서울

대학교에서 처음 시행된 제도로서, 본인은 간호대학에서 연구업적

이 탁월한 교수로 추천되어 제1회 연구공로상을 수상했다.

근위축의 병태생리적 기전에 대한 연구와 기초간호과학교육의 

학술적 공헌이 인정되어 2011년 11월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

으로 선정되었고 2012년 5월 미국간호학술원 회원 (Fellow of 
American Academy of Nursing, FAAN)에 선정되는 영광을 안게 

되었다. 이 두가지 경사는 간호학에서 기초간호과학을 튼튼한 반석 

위에 올려놓기 위해 기울인 간호학문에 대한 애정과 그간의 노력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되어 무척 영광스러웠다[10].

결론

한국에서 간호 교육이 시작된 이래 40년 이상에 걸쳐 기초의학 

교수들에 의해 가르쳐 왔던 기초의과학을 간호학적 틀에서 기초간

호과학으로 정립한 것은 간호학에서 획을 긋는 괄목할 만한 성취였

다.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이 한국의 간호 분야에서 선구적으로 기초

간호과학을 정립 시키고 자리매김을 가능하게 하였고 기초간호자

연과학회 창립으로 학회 회원들의 열정과 노력에 의해 기초간호과

학의 정립이 가속화되었다. 간호학의 발전과 함께 간호학과들이 간

호대학으로 승격되면서 종래의 기초의학교육을 기초간호과학이라

는 간호학의 기초학문으로 확립시키고 있다.

간호는 대상자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무한한 욕구에 부

응하고 날로 변화되는 의료현장에서 전문직 책무를 선도하기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둔 간호를 실천해야 하며 높은 수준의 지식

과 기술을 바탕으로 전문적 간호를 제공해야 한다. 이와 같이 근거

기반실무와 전문적 간호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심도 깊은 기초

간호과학 지식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기초간호과학교육의 중요성

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기초간호과학이 간호학의 기

초학문으로 더욱 확고하게 자리 잡고 발전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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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experiences and perceptions of nursing students 
related to their cadaver practice through an integrative review.
Methods: An integrative review was conducted using Whittemore and Knafl’s framework published in 
2005. The key words, “nursing students & cadaver” and “nursing students & anatomy” were used to 
search peer-reviewed publications in six databases. Among 373 searched articles, 15 articles were se-
lected after excluding articles that did not meet the inclusion criteria. The literature quality was mod-
erate (levels C and B).
Results: The results from the 15 selected studies were integrated and classified into seven themes: 
“anxiety and discomfort,” “gratitude and respect for donors,” “dignity of the human body and life,” 
“acceptance of death,” “getting closer to the nursing profession,” “enhanced understanding and mem-
ory of the human body” and “enhancement of learning motivation.”
Conclusion: In conclusion, cadaver practice provided an opportunity to form values about the dignity 
of life and death, helped nursing students understand the human body, and motivated them to ap-
proach the profession of nursing. It is suggested to develop integrated cadaver practice programs that 
incorporate bioethics, spiritual nursing, and the vocation of the nursing profession.

Key Words: Nursing; Student; Review; Cad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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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학생의 카데바 실습에 관한 통합적 고찰

안경주

청주대학교 간호학과 

An integrative review on cadaver practice among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Gyeong-Ju An

Department of Nursing, Cheongju University, Cheongju, Korea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간호학 교육에서 인체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인체의 변화를 신속하게 인식하고 안전한 임상 실무를 수행하

기 위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중요한 기초지식이며, 주로 저학년

에 개설된 기초간호학 교과목인 ‘인체구조와기능’이나 ‘해부학’을 

통해 습득하게 된다. 인체 구조를 더욱 효과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인체의 구조에 대한 전체 이론강의가 끝난 후 카데바 실습을 실시

하기도 하는데, 이는 의학 교육에서는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

방법이지만 간호학 교육에서는 카데바 실습에 참여 기회가 부족하

기 때문에 국내[1]와 국외[2-3] 모두 일부 간호대학생들만 경험하고 

있는 실정이다[1-3].

이와 같이 간호학 교육에서 카데바 실습을 활발히 하지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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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은 카데바 실습의 비용이 저렴하지 않고, 시간 측면에서도 교

과목 시간 외에 1~3일간 의과대학 해부학교실을 방문하여 실습을 

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간호학 전공 대학생들이 경험하기에는 제한

적인 상황이다[4]. 주로 의과대학이 같이 있는 간호대학에서는 비교

적 용이하게 카데바 실습에 참여할 수 있으나, 의과대학이 없는 간

호학과인 경우에는 간호대학생들의 카데바 실습가능 여부를 타 의

과대학에 문의해야 되기 때문에 접근성의 문제도 있다.

카데바 실습은 직접 학생들이 카데바를 절개(dissection)하는 방

법과 이미 계획대로 해부되어 있는(prosection) 카데바를 관찰하는 

방법으로 구분하는데, 대부분 간호대학생들은 이미 해부되어 있는 

카데바를 의과대학 해부학 교수의 지도에 따라 관찰하는 방법으로 

실습에 참여하게 된다[1]. 간혹 카데바를 해부학 교수가 처음 절개

하는 장면부터 표층에서 심부층으로 절개하는 과정을 관찰할 수 있

는 방법도 있으나 이런 방식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3].

최근 의과대학에서도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비대면 수업의 

연장선에서 디지털화 가상 카데바(virtual cadaver dissection)를 이

용하거나 카데바 촬영 동영상을 이용한 온라인 비대면 실습도 증가

하고 있으나, 의과대학생의 약 80%가 카데바 실습이 꼭 필요하다

고 응답함으로써 새로운 가상 카데바 실습이 전통적인 카데바 실습

을 완전히 대치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 의학 교육에서는 

전통적인 카데바 실습에 관한 관심과 연구가 수십 년간 많이 발표

되었고, 최신 기술을 이용한 비대면 카데바 실습이 다양하게 개발

됨에 따라 전통적인 카데바 실습과의 비교 등에 관한 연구도 지속

적으로 진행되고 있다[6].

그러나 전통적인 카데바 실습의 역사는 오래 되었지만 간호학 교

육에서는 필수적인 교육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미 의대생을 대상으

로 한 카데바 실습에 관한 연구들이 많이 발표된 것에 비해 간호대

학생을 대상으로 카데바 실습에 관한 연구는 활발하지 않았다[4]. 

국내 간호학 연구에서 카데바 실습과 관련 연구가 활발하지 않았던 

이유는 90년대까지 국내 간호대학에서 ‘해부학’ 교과목을 의대 해

부학 교수나 외부 강사가 담당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7]. 2000년

대 이후 본격적으로 국내에서 간호학 교육에서 카데바 실습에 대한 

연구들이 발표되기 시작하였는데, 초창기 대부분의 연구는 카데바 

실습에 참여한 간호대학생들의 경험을 탐색한 질적 연구가 많았다

[1,4]. 설문지를 이용한 조사연구가 간헐적으로 이루어졌으나 결과

가 일관적이지 않았고[8,9], 간호대학생들이 경험한 카데바 실습의 

장소와 기간도 다양하여 카데바 실습프로그램을 비교하기 어려웠

다. 따라서 현재까지 간호대학생들의 카데바 실습에 관한 선행연구

의 다양한 결과들을 고찰해 볼 필요가 증가되었으나 선행연구들을 

통합적으로 고찰한 연구는 아직 수행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카데바 실습에 참여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

로 이루어진 국내외 연구들을 통합적으로 고찰함으로써, 간호대학

생들이 카데바 실습에 참여했을 때 어떠한 경험과 인식을 하였는지

에 대해 탐색하여 향후 기초간호학 교육에서 인체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카데바 실습 교육전략 수립 시에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외 간호대학생의 카데바 실습 수행과 관

련된 연구들을 대상으로 간호대학생들의 경험과 인식을 통합적 고

찰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향후 간호학 교육에서 카데바 실습을 기획

할 때 교육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Whittemore와 Knafl [10]이 제시한 통합적 문헌 고찰

(Integrative literature review) 방법에 따라 카데바 실습에 참여한 간

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행된 국내외 선행 연구들을 선정하여 이

론적으로 고찰하고 분석한 통합적 문헌고찰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 연구 대상의 선정 기준은 국내외 간호대학 학부과

정에서 인체의 구조를 학습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면 카데바 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수행된 연구로 선정하였

다. 구체적인 선정 기준과 배제 기준은 아래에 제시하였다.

(1) 선정 기준

- 2022년 3월까지 출판된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

- 양적 연구인 경우 카데바 실습을 수행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

로 측정된 변수들을 통계적으로 분석한 연구

- 질적 연구인 경우 카데바 실습 후 간호대학생들의 경험을 분석

한 연구

- 한국어와 영어로 출판된 논문

- 동료 심사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 전문(full-text) 확보가 가능한 논문

(2) 배제 기준

- 카데바 실습 참여를 하지 않고 단순히 카데바 실습에 대한 의견

을 조사한 연구

- 의과대학생이나 보건계열 타과 학생을 포함한 연구

-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

- 종설 논문이나 편집 사설

3. 연구 절차

본 연구에서 이용한 통합적 고찰 연구방법은 질적 연구나 양적 

연구 결과들을 분석하고 통합하여 특정한 주제에 대해 포괄적인 시

각을 제시함으로써 현재 간호학 연구에서 활발히 이용하고 있는 방

법이다[10]. 따라서 본 연구는 카데바 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모두 대상으로 고찰하였기 

https://doi.org/10.7586/jkbns.2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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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통합적 고찰 방법이 적합한 연구방법이라 볼 수 있으며 5단

계에 따라 진행되었다.

1) 1단계: 문제 확인(Problem identification)

카데바 실습에 참여한 간호대학생들이 경험한 인식과 감정이 다

양하였으며[1,4] 양적 조사연구에서 동일한 변수에 대한 결과가 상

반되게 나타났다[8,9]. 또한 간호대학생들이 경험한 카데바 실습의 

장소와 기간도 다양하여 연구결과를 해석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의 연구문제는 ‘카데바 실습 이후 간호대학생이 경험한 인

식과 감정은 어떤 것이며, 카데바 실습이 인체의 구조 학습에 어떠

한 영향을 미쳤을까?’ 이다.

2) 2단계: 문헌 검색(Literature search)

본 연구자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도서관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자료를 검색하고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용한 검색 

데이터베이스는 국내 학술연구 논문 검색을 위해 한국과학기술정

보연구원(KISTI), 한국학술정보(Korean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KISS), DBpia를 이용하였고 국외 논문은 MEDLINE, 

PubMed, Google scholar, CINAHL을 활용하여 검색하였다. 주요 

검색어는 ‘nursing students&cadaver’, ‘nursing students&anatomy’, 

‘간호 학생&카데바’, ‘간호 학생&해부’이었다.

국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검색한 논문은 KISTI 7편, DBpia 13

편, KISS 1편으로 나타났고, 국외 3개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검색 

논문은 PubMed 46편, Medline 195편, CINAHL 111편으로 총 

373편이었다. 이 논문 중 제목과 초록을 검토하면서 선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318편을 배제하였고 중복된 논문 35편을 배제하였

으며, 전문을 구할 수 없는 논문 1편을 제외하였다. 전문을 검토하

던 중 연구대상자에 간호학생 뿐 아니라 타 보건전공 학생이나 임

상간호사를 포함한 4편을 제외함으로써 총 15편의 논문을 최종 선

정하였다(Figure 1).

3) 3단계: 자료 평가(Data evaluation)

이론적으로 Whittemore와 Knafl [10]은 통합적 고찰 방법론에서 

자료의 질 평가는 단순하지 않고 복합적이므로 자료의 질을 평가하

기 위한 표준은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통합

적 고찰의 목적에 따라 미국중환자간호사회에서 제시하여 통합적 

고찰방법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는 근거수준체계(evidence-leveling 

system)에 따라 논문의 질을 평가하였다[11]. 이 근거수준체계는 5
가지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 선정된 15편 논문 중 

14편이 서술연구, 상관관계연구, 단일군 전후실험연구와 질적 논

문이기 때문에 수준 C에 해당되는 것으로 평가하였고 1편이 유사

실험연구로 수준 B에 속하였다. 따라서 통합적 고찰을 위한 연구로 

이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평가하였다.

Figure 1. Flow chart of the literature selection process for the present research. CINAHL: Cumulative Index to Nursing and Allied Health 
Literature. KISTI: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KISS: Korean 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Database searched:
PubMed (n = 46), CINAHL (n = 111), Medline (n = 195) 

KISTI (n = 7), DBpia (n = 13), KISS (n = 1), 
Records identified (n = 373)

Records screened (n = 55)

Records after duplicates removed (n = 20)

Full-text articles assessed for eligibility (n = 19)

Studies finally included
(n = 15)

Excluded full-text articles in which allied 
health students and clinical nurses were 

included in the samples (n = 4)

No full-text articles (n = 1)

Duplicates among records identified (n = 35)

Exclude after screening of title (n = 287)
and abstract (n =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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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단계: 자료 분석(Data analysis)

본 연구자는 이미 통합적 고찰연구를 수차례 수행한 경험을 바

탕으로 자료 분석 단계에서 최종 15편의 논문을 읽고 분석한 내용

을 추출하고 기록하고 자료들을 비교하여 연구 문제에 대한 통합된 

분석을 수행하였다[10]. 이 과정에서 일차 문헌의 주요 내용을 표

로 제시하였다(Table 1).

5) 5단계: 자료 제시(Presentation)

Whittemore과 Knafl [10]의 통합적 고찰방법에 따라 마지막 단

계는 통합적 이해를 돕기 위해 위에서 제시된 자료의 통합적 분석 

결과를 표로 제시하였다(Table 2).

4.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이미 학술지에 발행되어 공개된 연구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헌고찰 연구이기 때문에 본 학술지 윤리규정에 근거하여 기

관윤리위원회의 승인은 추가로 받지 않았다.

연구 결과

1. 선정 논문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선정된 논문은 15편이었다(Table 1). 논

문들을 발표 연도별로 분류했을 때 2005~2010년도 1편[12], 

2011-2016년 4편[1,3,4,8], 2017~2022년 10편[9,13-21]으로 나타

났다. 연구 설계는 질적 연구 6편[1,4,13-15,20], 서술적 연구 6편

[3,12,16,18,19,21], 실험연구 3편[8,9,17]이었고, 자료 수집이 이

루어진 국가는 한국 11편[1,4,8,13-17,20,21], 아일랜드 2편[3,12], 

스페인 1편[18], 대만 1편[19]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학년은 1학

년 7편[3,12,13,16,18,20,21], 2학년 5편[8,9,15,17,19]이며 1학년

과 2학년을 모두 포함한 연구 1편[14], 학년이 표시되지 않은 연구

는 2편[1,4]으로 나타났다.

2. 카데바 실습의 특성 분석

본 연구에서 선정된 15편에 나타난 카데바 실습의 구체적인 특

성을 파악한 결과, 4일간[20,21] 3일간[1,15], 4-5시간[9,13,17,18], 

3시간[8], 1시간30분[16]으로 나타났다. 한 학기 동안 진행되었다

는 Lai 등[19]의 연구에서는 실습시간이 명기되지 않았고, 3편은 카

데바 실습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3,4,14].

카데바 실습 전에 이론교육을 수강한 경우는 4편[9,16,17,19]이

었고, 실습 전에 시신을 기증하신 고인의 인생 스토리를 듣는 시간

을 가진다는 연구[19]도 있었다. 카데바 실습 후에 실습일지 기록

이나 정리 시간을 가진 경우는 4편[1,9,16,17]으로 나타났으며 나

머지 연구에서는 이론교육이나 기록 및 정리시간에 대한 내용이 제

시되지 않았다.

실습시 테이블 당 10명 이하인 경우는 4편[8,16-18]으로 나타났 Ta
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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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mes Identified from Selected Studies in the Integrative Review

Domain Themes Identified results from primary studies
Emotion Anxiety and discomfort · Worried about not being able to understand the practice process well  [1,15].

· Anxiety and fear of seeing a dead body before cadaver practice [3,13,15,18,19].
· The smell of formalin in the practice area was unbearable [1,4,12,13,14,18].
· The cadaver's appearance was different from what I thought, and I felt uncomfortable [15,18].
· I felt uncomfortable when I saw students treating the cadaver carelessly during practice, and this led to 

negative feelings about cadaver donation [13,14,21].
· Touching the cadaver was stressful during practice [12].
· After the cadaver practice,  I suffered from afterimages [1].

Gratitude and respect for 
donors

· Respected cadaver donors who helped students by donating their bodies [1,4,13,15,21].
· I felt that the cadaver was a silent mentor or teacher [19,20].
· I have a positive feeling about body donation [13,14,20].

Value Dignity of the human body 
and life

· Facing death made me reflect on life and death [1,18].
· I realized the preciousness and value of life [9,15].
· Looking at the actual inside of the human body, I felt that the human body is a truly mysterious and  

amazing being [15].
· I learned to be altruistic and to deepen my understanding of human beings. [13].

Acceptance of death · I thought it was natural for everyone to get sick and die [13,14].
· Thinking about death made me feel the existence of God [1].
· Spiritual well-being significantly improved [8].

Attitudes Getting closer to the nurs-
ing profession

· I am motivated to become a professional nurse [1,13,14,16,20].
· I wouldn't be afraid to see a patient with internal organs or bones visible in a clinical setting [20].
· Exposure to death will help in dealing with dying patients in future clinical practice [3,9],
· I have hopes of becoming an operating room, intensive care unit, emergency room, or forensic nurse [20].
· I am proud of being a nurse [1,14].
· Professional self-concept increased significantly after cadaver practice [9].

Knowing Enhanced understanding 
and memory of the hu-
man body

· As I focused only on the cadaver, I became immersed naturally [1,13,15].
· A high level of participation in cadaver practice led to significantly higher grades in the final exam [19].
· I could easily see the structure of the human body while touching the actual organs of the cadaver, so I  

remembered it well [12,14,20].
· While confirming the anatomical structure in three dimensions based on what I knew theoretically, I also 

came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organs [4,13,18].
· I became more interested in learning  more about the structure of the human body, and became more  

enthusiastic about learning human anatomy [1,4,14,16,20].
Enhancement of learning 

motivation
· Self-efficacy and confidence were increased [4,9,14].
· I have the motivation to study harder [4,14,16].
· I became more interested in anatomy [1,4,20].
· I concentrated, with high expectations, because I had never experienced cadaver practice before [3,13,15].
· What I learned through cadaver practice was satisfying and a good experience [14].
· Most students would recommend cadaver practice [12,18].

으나 나머지 연구에서는 테이블 당 실습인원은 나타나지 않았다.

대부분 카데바 실습은 계통별로 머리와 목(신경계통과 내분비

계), 팔과 다리(근육계통과 혈관, 신경), 가슴(폐와 심장) 복부(소화

계통과 비뇨계), 골반과 회음부(생식계통)를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

행되었으며 이미 절개되어있는(prosection) 카데바를 관찰하는 방

식이 대부분이었으나 해부학 전공교수가 직접 절개하는(dissec-
tion) 과정을 지켜보면서 실습하는 경우[15,17,20,21]도 있었다.

3. 카데바 실습에 대한 간호대학생의 인식과 경험 분석

본 연구에서 선정된 15편 연구는 설문지나 인터뷰를 통해 간호

대학생들의 인식과 다양한 경험들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들

을 통합적 분석을 통해 주제를 분류하여 Table 2에 제시하였다. 즉, 

각 양적 연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던 결과변수와 질적 연구에서 

추출된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최종적으로 7가지 주제를 분류하였

다. 분류된 주제는 감정 영역인 ‘불안과 불편감’, ‘기증자에 대한 감

https://doi.org/10.7586/jkbns.2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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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와 존경’, 가치 영역인 ‘인체와 생명의 존엄’, ‘죽음의 수용’, 태도 

영역인 ‘간호전문직에 가까워짐’, 지식 영역인 ‘인체에 대한 이해와 

기억 증진’, ‘학습동기 증진’으로 나타났다.

1) 감정 영역: ‘불안과 불편감’, ‘기증자에 대한 감사와 존경’

카데바 실습 전에 느끼는 감정은 카데바 실습을 앞두고 시신을 

본다는 불안과 두려움을 주로 호소한 연구가 5 편이었고

[3,13,15,18,19], 심한 경우 식욕부진이나 현기증을 느끼기도 하였

다[12]. 실제로 측정한 상태불안(state anxiety) 수준이 37.7점에서 

실습 후 29.8점으로 유의하게 감소됨으로써[18] 카데바 실습을 앞

두고 학생들에서 불안과 심리적 부담감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실습 과정을 잘 이해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도 있었다

[1,15].

카데바 실습 중 느끼는 감정 중 실습 장소의 포르말린 냄새로 견

디기 힘들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아 6 편에서 언급되었다

[1.4,12,13,14,18]. 또한 카데바의 모습이 생각했던 모습과 달라 불

편했다는 연구가 2편이었으며[15,18], 카데바를 만지는 것이 스트

레스였다는 부정적 감정표현이 있었다[12]. 그리고 실습 중 카데바

를 함부로 취급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마음이 불편했고 이로 인해 

시신기증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이 생겼다고 한 연구가 3편이였다

[13,14,21]. 하지만 실습 중 카데바 기증자에 느끼는 긍정적 감정에 

대해 보고한 연구도 있었는데, 시신 기증을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도움을 준 카데바 기증자를 존경한다는 감정이 5편에서 나타났고

[1,4,13,15,21], 카데바를 침묵의 멘토나 교사로 느꼈다는 연구보

고가 있었다[19,20]. 또한 본인도 시신기증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

을 가지게 되었다고 보고한 경우도 3편이었다[13,14,20]. 카데바 

실습 후에 잔상이 남아 힘들었다는 연구결과도 있었다[1].

이와 같이 간호대학생들은 카데바 실습 전 느끼는 불안과 실습 

중 느끼는 불편감을 호소하였으며, 실습하면서 카데바 기증자에 대

한 감사와 존경심이 생겼고 시신기증에 대한 긍정적 감정도 느꼈

다.

2) 가치 영역: ‘인체와 생명의 존엄’, ‘죽음의 수용’

선정된 연구에서 카데바를 보게 되면서 죽음을 접하면서 삶과 

죽음을 성찰하게 되었다는 연구가 2편이었으며[1,18], 이타심을 배

웠고 인간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는 연구보고가 있었다[13]. 또한 

인체 내부의 실제 모습들을 보면서 인체가 정말 신비롭고 놀라운 

존재임을 느끼면서[15] 생명의 소중함을 새삼 깨달았다고 보고한 

연구가 2편이었다[9,15]. 즉, 카데바 실습을 통해 간호대학생들은 

인체와 생명의 존엄을 인식할 수 있었다.

또한, 카데바를 보게 되면서 모든 사람이 병들고 죽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란 생각을 하게 된다는 연구가 2편이었다[13,14]. 

그리고 죽음을 생각하면서 신의 존재에 대해 느끼게 되었으며[1], 

카데바 실습에 참여한 간호대학생들의 영적 안녕감이 유의하게 증

진되었다는 연구가 있었다[8]. 따라서 카데바에 노출되는 것이 죽

음을 성찰해보는 가치있는 경험이 됨으로써 죽음을 수용하게 된

다.

3) 태도 영역: ‘간호전문직에 가까워짐’

본 연구에서 선정된 연구 중 전문직 간호사가 되겠다는 동기가 

생겼다는 연구가 5편이었다[1,13,14,16,20]. 특히 카데바 실습으로 

죽음에 노출됨으로써 향후 임상실무에서 임종환자를 대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며[3,9], 임상현장에서 내부 장기나 뼈가 보이는 환

자를 보는 게 두렵지 않을 것이라고도 하였다[20]. 또한 구체적으

로 간호사의 특수 분야도 생각할 기회가 되어 수술실, 중환자실, 응

급실, 법의학 간호사가 되고 싶은 희망도 생겼다고 하였다[20]. 그

리고 카데바 실습 후 전문직 자기개념이 유의하게 증가되었고[9] 

간호사에 대한 자부심이 생겼다고 보고한 연구가 2편이었다[1,14]. 

따라서 카데바 실습은 저학년 간호대학생들이 간호전문직에 대해 

더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었다.

4) 지식 영역: ‘인체에 대한 이해와 기억 증진’, ‘학습동기 증진’

선정된 15편의 연구에서 카데바 실습으로 인체의 구조에 대해 

더 알게 되어 흥미가 생겼으며 더 공부해야겠다는 학습열의가 증진

되었다는 연구가 5편이었다[1,4,14,16,20]. 특히 카데바 실습 중 카

데바에만 초점을 두고 자연스럽게 몰입하게 되었다는 연구가 3편

이었으며 이렇게 카데바 실습에 높은 참여 수준을 보인 학생들이 

최종시험에서 유의하게 높은 성적을 취득하였다는 연구도 있었다

[19]. 카데바의 실제 장기를 만져보면서 쉽게 인체 구조를 더 잘 볼 

수 있어 기억이 잘 되었다는 연구가 3편이였고[12,14,20], 이론적

으로 알고 있던 내용을 입체적으로 해부구조를 확인하면서 장기들

의 관계도 확실히 이해하게 되었다는 연구도 3편이 있었다

[4,13,18].

또한, 카데바 실습을 통해 간호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과 자신감

이 증가되었다고 제시한 연구가 3편이었고[4,9,14], 더 열심히 공

부해야겠다는 학습 동기가 생겼으며[4,14,16] 해부학에 대한 흥미

가 커졌다는 연구가 3편이었다[1,4,20]. 그리고 카데바 실습이 이

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이기 때문에 기대감을 가지고 실습에 집

중했다는 연구가 3편이었으며[3,13,15], 카데바 실습을 통해 배운 

것이 만족스럽고 좋은 경험이었고[14] 대부분의 학생들은 카데바 

실습을 추천한다고 하였다[12,18].

논의

본 연구는 2022년 3월까지 발행된 국내외 논문 중 대면 카데바 

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 15편을 통합적 

고찰방법으로 분석하여, 향후 기초간호학 교육에서 인체 구조를 이

해하기 위한 교육전략 수립 시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

https://doi.org/10.7586/jkbns.2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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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본 연구에서 선정된 간호대학생의 카데바 실습 인식과 경

험에 관한 연구는 2010년까지 1편에 불과하였지만 2011~2016년 

4편, 2017~2022년 10편으로 점차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러한 연구가 증가된 것은 2000년 이전까지 해부학은 시간강사와 

의과대학 교수가 담당하는 경우가 많았으나[7] 점차 간호학과에서 

해부학을 담당하는 전임교수가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22]. 또한, 국내 연구가 11편으로 국외 연구보다 많은 것은 아

마도 외국에서 간호대학생들이 카데바 실습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

기 때문이라고[2-3] 생각할 수 있으나 국외 간호대학에서 카데바 

실습에 관한 통계가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추후 확인이 필요하다.

선정된 연구에서 나타난 카데바 실습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3~4일간 실습을 한 경우가 4편인데 이런 경우에는 해부전공 교수

가 카데바를 처음부터 직접 절개(dissection)하면서 설명하는 방식

으로 실습을 하였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기 때문이다. 카

데바 실습시간이 1.5~5시간으로 나타난 6편의 연구는 이미 해부되

어 있는(prosection) 카데바를 관찰하는 방식이었으므로 실습시간

이 짧았다. 주로 간호학과 소속 대학교에 의과대학이 있는 경우에

는 의과대학생들이 카데바 절개실습을 한 후 그 카데바로 간호대학

생이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23]. 하지

만 향후 5시간 이내의 카데바 실습과 3~4일 카데바 실습의 효과에 

대해 비교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추후 연구에서 카데바 

실습시간에 따른 간호대학생들의 인식이나 태도, 지식 등을 확인한

다면 해부실 실습을 계획할 때에 적정 시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

로 본다.

카데바 실습 전 간호대학생들은 불안과 두려움을 호소하였는데, 

이미 의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카데바 실습 전에 스트레스

와 불안, 신체적 증상 등이 있다는 것과[24] 비슷한 결과였고 스트

레스로 인한 신체적 증상까지도 경험하기도 하여 대부분의 대학생

들이 카데바 실습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25]. 특히 선정된 연구 중 카데바 실습 전에 높았던 불안이 실

습에 참여하는 시간 동안 줄어들었음을 보여주었는데[18], 이는 직

접 학생들이 절개하는 것이 아니라 카데바 절개과정을 지켜보거나 

이미 해부된 카데바를 관찰했기 때문에 실습 중 불안이 서서히 감

소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카

데바 실습 전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조용한 음악을 잔잔히 틀

어주는 방법을 이용한 경우가 있었고[26], 시신 기증, 삶과 죽음에 

대한 고찰 등의 짧은 동영상이 불안이나 두려움 완화에 도움이 된

다고 보고한 경우가 있다[27]. 구체적인 불안의 원인 중 하나로 카

데바의 얼굴이나 몸을 보게 되는 것이라고 응답한 결과[18]에 근거

하여, 이러한 불안은 긴장과 기대감이 혼재된 감정이며[13] 따라서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해 카데바 실습 전에는 반드시 준비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포르말린 냄새로 불편하고 힘들었다는 대상자들의 반응은 

의대생, 치대생, 약대생을 대상으로 한 다른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28]. 카데바에 사용된 고정액 포름알데하이드는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물질로 발표했는데 태반을 통해 태아에게 

전달되고 축적되며 배설이 느리기 때문에 만약 학생 중 임신부가 

있다면 주의를 해야 한다[25]. 따라서 카데바 실습 중 자주 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며, 카데바 실습실 환경에 필연적으로 존

재하는 포르말린을 경감시키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개발되도록 환

경독성 관련 연구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선정된 연구에서 다른 학생들이 실습 중 카데바를 함부로 취급

하여 마음이 불편하였고 이로 인해 시신 기증에 부정적 감정이 생

겼다는 결과들이 있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실습 전에 반드

시 생명윤리에 대한 교육을 필수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다. Lai 등[19]의 연구에서는 카데바 실습 전에 고인의 인생스토리

를 들으며 존경하는 마음으로 깊게 인사를 드리는 시간을 가짐으로

써 교육을 위해 자신의 몸을 제공한 기증자의 존엄성을 기리는 엄

숙한 식을 거행하였다. 따라서 향후 카데바 실습 전에 반드시 실습

에서 지켜야 할 규칙과 학습 방법에 대한 동영상을 미리 본다거나, 

기증자에 대한 감사편지를 쓰는 시간을 갖고 시신이 가지고 있는 

존엄함과 앞으로 임상에서 만날 환자의 모습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반면에 선정된 연구들 중에서 시신 기

증자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표현하며 교사로 느끼고 학생 본인도 

시신 기증을 하고 싶은 긍정적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였다

[15]. 또한, 시신 기증자를 보면서 미래에 만날 환자에 대한 존경과 

공감을 불러 일으켰다고 하였다[29]. 이는 시신 기증자를 ‘침묵의 

멘토(silent mentor)’로 본다는 선행 연구[19]와도 비슷한 맥락이며 

이러한 부분은 디지털 가상 카데바 실습으로 경험할 수 없는 느낌

이므로 카데바 실습의 주요한 장점이라 볼 수 있다.

카데바 실습을 통해 인체의 신비와 존엄성을 인식하였다는 연구

결과들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카데바 실습은 예비의료인으로서 생

명에 대한 존중을 배우고 생명 윤리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

가 되었다[30]. 그리고 시신을 보면서 사람이 병들고 죽게 되는 것

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죽음에 대한 

성찰 경험을 하였다. 간호사의 통합적인 업무 중 하나인 임종 환자

에 대한 전인적 간호와 임종 직후 환자의 관리를 위해서는 생명윤

리와 죽음에 대한 가치관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카데바 실습을 

통해 생명에 대한 존중을 깨닫게 된다면 생명윤리 교육의 실습장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Seo 등[9]의 연구에서는 카데바 실습 후 

간호대학생들의 죽음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다고 제

시한 반면, Lee 등[8]의 연구에서는 죽음에 대한 태도 변화가 유의

하지 않았다고 하였는데 두 연구가 단일군 전후실험연구와 비동등

성대조군 전후실험연구로 연구설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순 비

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고 생각한다. 또한, 저학년의 간호대학생이 카데바를 봄으로써 죽

음을 성찰하는 기회가 되는 것은 미래 임상실습을 위해 필요한 부

분이다[3]. 따라서 카데바 실습이 끝난 후 마무리 시간을 가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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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실습을 성찰하면서 소감을 쓰고 생명과 죽음에 관한 의견을 나

누는 기회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소감을 쓰는 시간을 통해 

학생은 자신의 감정에 대해 표현함으로써 생명과 죽음에 대한 인식

과 감정을 정리할 수 있으며 생명윤리 가치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

을 것이라 본다.

본 연구결과, 간호대학생들은 카데바 실습을 경험하면서 간호전

문직에 가까이 가고 있다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간호전문직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면서 구체적인 간호 세부분야에 대한 희망까지 생각

하였다[20]. 간호학생들에게 간호전문직관을 올바르게 형성시키는 

것은 학부 교육에서 중요한 교육목표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저학년에

서 카데바 실습을 통해 간호전문직관 형성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카데바 실습을 간호학과 내에서 필수로 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중

요한 교육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의과대학이 없는 간호학과에서

도 적극적으로 카데바 실습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

다. 또한 카데바 실습을 주도적으로 지도하고 설명하는 해부 전공 

교수에게 실습 중 간호전문직에 대한 강조와 격려가 학생들의 전문

직관 정립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미리 주지시키는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선정된 논문들에서 카데바 실습으로 인체의 구조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기억하게 되었다는 결과가 제시되었다

[1,4,14,16,20]. 이미 이론적으로 알고 있던 부분을 직접 실제 장기

를 만지고 장기의 크기를 입체적으로 알게 되어[4,13,18] 인체구조

에 대한 자신감이 생성되고 자기효능감도 강화되었다는 것이다

[14,15]. 또한, 카데바 실습 후 공부에 매진해야겠다는 학습동기와 

해부에 대한 흥미가 증진되었는데, 카데바 실습으로 자신에게 부족

한 해부 지식을 인식하고 간호학 전공 공부에 대한 열의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다[4,14,16]. 선행 연구에 따르면 해부학 같은 기초

간호학 교과목은 임상실습을 위한 토대가 되지만, 학생들은 충분히 

이해하지 않고 상급 학년으로 진급하며[12], 해부학 교과목은 많은 

간호학생들이 다른 과목보다 어렵다고 인식하여 학생들에게 불안

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30]. 임상 간호사들 역시 임상 현장에서 기

초간호학 지식이 부족한 것이 실무에서의 어려움이라는 것을 호소

한 바 있다[22]. 따라서 학부 수준에서 인체 구조를 충분히 이해시

킬 수 있는 다양한 교육전략이 필요한데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카데바 실습으로 해부지식의 심층 이해와 기억이 증진되

었다는 결과는 카데바 실습이 인체 구조를 이해하는 효과적인 교육 

방법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인체의 구조에 관련된 이론교육을 다 

마친 후 실시하는 카데바 실습은 배웠던 내용을 더 이해하기 쉽고 

암기를 증진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교육 방법이므로 이론적인 해부

지식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카데바 실습이 비용과 기회의 제한, 카데바의 보존과 준

비 문제와 새로운 교육 테크놀로지의 발전으로 불필요하다고 인식

하는 경향이 있다. 인체 해부를 교육하는 의과대학 교수들 사이에

서도 카데바 확보와 관리 문제로 인해 동영상, 디지털 가상 카데바 

등 다른 매체를 이용하려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25]. 최근 디지

털 가상 카데바를 이용한 해부실습은 인체 내부를 3차원으로 보며 

확대나 회전도 가능하며 부위의 이름이 각각 표시되어 있어 이해가 

쉽고 몇 번의 터치만으로 쉽게 혼자서도 할 수 있어 자율학습과 반

복학습의 장점이 있다[25]. 그러나 가상 카데바 실습장비 구축 비

용이 비싸고 직접 인체조직을 만져보지 않아 근육, 건, 뼈, 심장, 폐 

등 조직의 질감을 느낄 수 없다는 단점과 오심 같은 부작용을 호소

하기도 하였다[3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유행 상황에서 의

과대학생을 대상으로 E-Anatomy를 이용하거나 교수 강의를 통해 

카데바 실습을 대체한 경우에 약 80%의 의과대학생들이 대면 해부

학 실습이 꼭 필요하고, 이를 하지 않으면 임상의학을 공부하는데 

차질이 있을 것으로 응답하여 디지털 카데바가 완전히 인체 카데바 

실습을 대체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5]. 또한, 포스트 코로

나 이후에도 의과대학 해부학 교수들의 대부분이 해부실습을 과거

와 같이 전통적인 카데바 실습 방식으로 회귀하겠다는 답변이 가장 

많이 나타나[32], 전통적인 카데바 실습은 지속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가상 카데바 이용은 아직 활발

하지 않은 편이지만[25] 간호대학생의 81.6%가 카데바 실습이 꼭 

필요하다고 하였고[6] 간호대학생의 97.6%가 카데바 실습을 추천

하였으며[18] 카데바 실습에 대한 만족도가 대체로 높으며[16], 간

호학생들의 지식, 가치관, 태도 측면에서 긍정적 성과를 낼 수 있다

는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볼 때 간호대학생들에게 카데바 실습은 

학부과정 중 중요한 경험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간호대학생들이 경험한 카데바 실습은 단순

히 인체의 구조 이해를 향상시키는 학습방법일 뿐만 아니라 생명의 

존엄성과 죽음에 대한 성찰을 하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며, 이타

심을 느끼고 간호전문직의 정체성을 실감하며 미래 간호사로서의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3]. 따라서 간호학 학부교육

에서 카데바 실습을 인체구조에 관한 내용 뿐만 아니라 생명윤리, 

영적간호, 간호전문직의 소명 등의 내용을 추가하여 통합 실습프로

그램으로 개발해보는 추후 연구를 제시한다. 즉, 카데바 실습 하루 

전에 생명의 존엄성과 죽음, 생명윤리에 관한 강의 시간을 준비하

고, 카데바 실습 후 다음 날에는 학생들의 소감을 정리하고 나누는 

시간과 영적 간호와 간호전문직의 역할과 소명에 관한 마무리 강의

로 구성하여 카데바 실습 전과 후에 강의시간을 배치하여 간호학과 

내 분야별 교수들이 참여하는 방식을 추천한다.

또한, 저학년 때 해부학 실습을 하는 것이 임상과목과의 접목이 

부족하여 효과적이지 않다는 의견도 있으므로[33] 카데바 실습을 

고학년으로 편성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비슷하게 

간호대학 3, 4학년 중 임상 실습 시 이론지식을 잘 적용하지 못한

다고 인식하는 학생들은 기초간호학 지식이 불충분하다는 연구 결

과[34]를 반영하여 임상실습을 시작한 3학년에서 카데바 실습을 시

행하는 것에 대한 추후 연구도 제시한다.

본 연구 결과를 간호학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간호학생의 역량

https://doi.org/10.7586/jkbns.2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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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성하는 요소인 지식, 기술, 태도 영역으로 구분하였을 때 카데

바 실습은 지식 영역에서 인체의 구조를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

게 하였으며 태도 영역에서 생명윤리와 간호전문직에 대한 태도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학생의 역량 향상에 

태도 영역이 가장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에[35] 근거하여 볼 때, 카

데바 실습은 간호전문직관 강화를 통해 고학년으로 올라가는 간호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증진시킴으로써 간호대학생의 역량 향상에 

효과적인 간호교육 학습전략이라 볼 수 있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카데바 실습을 경험한 국내와 국외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수행된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들을 통합적 문헌고찰 방법

을 이용해 총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기초간호학 교육에 도움이 되

는 결과를 얻었다. 본 연구 결과, 선정된 15편의 연구논문에서 결

과들을 통합하여 ‘불안과 불편감’, ‘기증자에 대한 감사와 존경’, 

‘인체와 생명의 존엄’, ‘죽음의 수용’, ‘간호전문직에 가까워짐’, ‘인

체에 대한 이해와 기억 증진’, ‘학습동기 증진’으로 7개의 주제를 

분류하였다.

최근 디지털 가상 카데바 실습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전통

적인 카데바 실습을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향후에도 전

통적 카데바 실습은 필수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따라서 간호학 

교육에서도 카데바 실습은 해부학적 지식 뿐만 아니라 디지털 가상 

카데바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생명윤리와 전문직 소명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기회라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카데바 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들은 실습 전과 

실습 중에 불안과 불편감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카데바 실습으로 

인체의 구조를 깊게 이해하고 기억하게 되었고 생명의 존엄성과 죽

음에 대한 성찰을 하는 가치 형성 기회가 되었으며, 기증자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느끼고 간호전문직에 다가가는 기회가 되었다. 향후 

카데바 실습 영역을 확장하여 생명윤리 교육을 미리 카데바 실습 

전에 실시하고, 카데바 실습 후에 영적 간호와 간호전문직의 소명 

주제로 강의를 구성한 통합실습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가적인 연

구를 시행해볼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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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aimed to determine the consistency of 1-day and 3-day average dietary intake us-
ing the 24-hour diet recall method an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of diet intake with physiological 
indicators potentially associated with diabetic complications in patients with diabetes. 
Methods: This study conducted a secondary data analysis using pretest data of a nursing intervention 
study entitled “Development of deep learning based AI coaching program for diabetic patients with high 
risk and examination of its effects.” Data were analyzed through descriptive analysis, one-way repeat-
ed-measures analysis of variance, and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using SPSS 26.0. 
Results: The average total daily calorie intake over 3 days was 1,494.48 ± 436.47 kcal/day: 1,510.90 ±  
547.76 kcal/day on the first day, 1,414.22 ± 527.58 kcal/day on the second day, 1,558.34 ± 645.83 kcal/
day on the third day, showing significant differences (F = 3.59, p = .031). The correlation coefficient be-
tween the 1-day and 3-day average dietary intake was 0.41-0.77 for each nutrient and 0.62-0.80 for 
each food group. Vegetable intake showed negative correlations with body mass index (BMI; r = -.19, p = 
.023) and triglycerides (r = -.18, p = .036), whereas dairy intake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low-densi-
ty lipoprotein-cholesterol (LDL; r = -0.18, p = .034) and triglycerides (r = .40, p<.001). 
Conclusion: This study demonstrated that 1-day dietary intake was highly correlated with 3-day aver-
age dietary intake using the 24-hour diet recall method. Food groups showed significant associations 
with physiological indicators of potential diabetic complications such as BMI, triglycerides, and LDL lev-
els. Further studies are needed to improve the knowledge base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physiologi-
cal indicators and food groups. 

Key Words: Nutrition Surveys; Type 2 Diabetes Mellitus; Correlation of Data; Reproducibility of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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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021년 전 세계 성인 인구의 10.5%(5억 3,660만 명)가 당뇨병으

로 진단받았고 2045년에는 12.2%(7억 832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

로 추산되며[1], 2019년 기준 전 세계 인구 중 약 150만 명이 당뇨

병으로 인해 사망하였고 상당한 의료비가 지출되었다[2]. Diabetes 
Fact Sheet in Korea 2020에 따르면 2018년 기준 30세 이상 한국 성

인의 13.8%, 65세 이상 성인은 27.6%가 당뇨병이고 당뇨병 환자 

중 28.3%만이 당화혈색소(Glycated Hemoglobin A1c, HbA1c) 

6.5% 미만의 목표 수준을 만족하여[3] 당뇨병 환자의 적극적인 당

뇨 관리가 필요하다.

당뇨로 인해 혈당이 높은 30세 이상 제2형 당뇨병 환자 중 

84.7%가 10년 후에 당뇨병성 만성 합병증이 발병하며[4], 미세혈

관과 대혈관 합병증의 유병률은 각각 67.2%, 28.6%로 보고된다

[5]. 심혈관질환은 당뇨병 환자의 사망원인 중 1위로, 당뇨병이 없

는 사람에 비해 제2형 당뇨병 환자는 심혈관질환 위험이 약 30.0% 

더 높으며[6], 체질량지수(Body-Mass Index, BMI)가 증가할수록 

심혈관질환 발병률도 9.0%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어[7], 제2형 당

뇨병 환자의 체중조절 및 건강한 생활습관은 당뇨병성 만성 합병증 

예방에 필수적이다. 그러나 국내 성인 당뇨병 환자 중 53.2%가 비

만이고 72.0%가 고콜레스테롤혈증으로 나타나[3] 합병증 예방과 

관리를 위해 혈당을 적정 수준으로 조절하기 위한 환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미국당뇨병협회(American Diabetes Association)에서는 당뇨병

성 만성 합병증 예방을 위해 구체적으로 약물요법, 식이요법, 운동

요법, 혈당 관리, 금연 등을 제시하였다[8]. 그중 식이요법은 3개월 

내 당화혈색소를 최대 2.0% 감소시키고, 혈당조절과 체중 관리, 지

질대사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당뇨병성 만성 합병증 예방에 중요하

며[8,9], 2021 당뇨병 진료지침에서도 적정 수준의 체중과 혈당을 

유지하기 위해 식이요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10]. 저탄수화물 

식이(low carbohydrate diet), 케토제닉 식이(ketogenic diet), 식이섬

유 섭취는 당화혈색소, 지질, 체중 감소 등에 효과적이며[8,11] 과

일은 미세혈관과 대혈관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 위험을 감소시키고

[12], 유제품은 총콜레스테롤(total cholesterol)과 저밀도지단백 콜

레스테롤(low-density lipoprotein-cholesterol, LDL) 감소[13]와 체

중 감소에 효과적이다[14]. 선행연구에 의하면, 채소 섭취량의 증

가는 당화혈색소(p = .025)와 공복 혈당을 개선하고[15], 중성지방

(triglycerides)과 체질량지수를 감소시키고[11], 유제품의 섭취는 

총콜레스테롤, LDL을 각각 4.5%, 7.5% 감소시켰다[13,16]. 그러므

로 당뇨환자의 식이섭취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당뇨병성 만

성 합병증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는데 필수적이다.

식이조사 방법으로 24시간 식이 회상법(24-hr recall)과 식품섭취

빈도조사(food frequency method)가 역학연구 등에서 널리 사용된

다. 식품섭취빈도조사는 특정 기간 섭취한 음식에 대한 평균 섭취

량과 빈도를 파악하는 방법으로[17], 24시간 식이 회상법에 비해 

섭취한 음식의 구체적 정보나 조리 방법, 정확한 섭취량에 대한 정

보를 파악하기 어렵다[17,18]. 24시간 식이 회상법은 문해력을 요

구하지 않아 대상자의 응답에 대한 부담이 적고, 15.0∼17.0%의 

낮은 과소보고율을 나타내며[19] 단시간 조사가 가능한 장점이 있

다[17]. 그러나 대상자의 기억에 의존하는 자가 보고 방식으로 인

한[17] 계통적 오류 발생 가능성이 있고, 1일 식이조사는 개인의 식

이 변이로 인해 일상적인 섭취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17,20]. 섭

취량에 대한 조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최소 2∼3일의 식이조

사가 권장되기도 한다[21,22]. 1일 식이조사와 3일 평균 식이조사 

간의 영양소 섭취율이 비슷하다는 연구도 있으나[23] 3일 평균 식

이조사가 1일 식이조사보다 대상자의 식이 섭취량을 더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연구도 있다[21]. 국민건강영양조사의 경우, 미국은 비

연속 2일[24], 중국은 연속 3일[25], 한국은 1일 식이조사[26]를 한

다. 현실적으로 2일∼3일 식이조사를 하는 것은 인적, 물적 자원과 

소요 시간 증가, 대상자의 부담으로 인해 어려울 수 있다[20,22]. 

그러므로 1일 식이와 3일 평균 식이와의 연관성을 평가함으로써 1
일 식이조사로 식이조사가 충분한지, 만약 1일을 선택한다면 어느 

날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일상적인 식이를 잘 대표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여 식이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제2형 당뇨병 환자의 식이섭취상태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단일 

영양소나 단일 식품군의 섭취량과 생리적 변수와의 관련성을 조사

한 연구가 대부분이며[26] 이러한 접근은 실생활에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실제 사람들은 음식을 섭취하기 때문에 특정 영양소 

또는 단일 식품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영양소 간의 상호 작용을 

놓치게 되어 환자에게 현실적인 식이 적용이나 교육에 제한이 될 

수 있다[27]. 그러므로 식품군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며, 영양소나 

식품군과 당뇨병성 만성합병증 발생 가능성과 관련성이 높은 생리

적 변수와의 관련성을 비교 평가하여 영양소적 접근과 식품군적 접

근의 용이성을 확인하는 것은 추후 환자 식이교육에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데 지침을 제공할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당뇨병협회는 미국 식품 가이드라인 마이플레이트(MyPlate)
[28]가 제시한 식품군에 따른 음식 섭취는 장기적으로 건강한 식습

관을 갖는 데 도움이 되며 음식의 선택 폭이 넓어 식사 계획에 적용

할 수 있다고 하였다[29].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마이플레

이트를 적용한 영양 교육 중재 연구에서도 당화혈색소, LDL이 유

의하게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30]. 기존 연구 결과[11,13,16,30]

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생리적 변수로 혈당, 당화혈색소, 체질량지

수, 지질(총콜레스테롤, high-density lipoprotein-cholesterol 
(HDL), LDL, 중성지방)을 포함하였다.

본 연구는 1일 식이와 3일 평균 식이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여 제

2형 당뇨병 환자의 24시간 식이조사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마이

플레이트[28]에서 제시한 식품군을 기준으로 1일 식이와 3일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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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와 혈당, 당화혈색소, 체질량지수, 지질과의 관련성을 분석하

여 식품군과 당뇨병성 만성합병증 발생지표와의 연관성을 제시함

으로써 식품군 조사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제2형 당뇨병 환자의 영양섭취상태를 파악하

기 위해 사용한 24시간 식이 회상법의 1일 식이섭취량과 3일간 평

균 식이섭취량의 일관성(consistency)을 파악하여 1일 측정과 3일

간 측정의 안정성(stability)을 확인하고 24시간 식이 회상법으로 얻

은 식이섭취량과 당뇨병 환자의 혈당, 당화혈색소, 체질량지수, 지

질과의 관련성을 확인함으로써 식이섭취량의 타당성(validity)을 확

보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본 연구에 참여한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특성을 파악한다.

2) 제2형 당뇨병 환자의 1일 식이섭취량과 3일간 평균 식이섭취량 

간의 일관성을 파악한다.

3) 제2형 당뇨병 환자의 식이섭취량과 혈당, 당화혈색소, 체질량지

수, 지질과의 관련성을 파악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24시간 식이 회상법으로 파악한 제2형 당뇨병 환자의 

1일과 3일간의 평균 식이섭취량의 안정성을 확인하고 식이섭취량

과 당뇨병 환자의 혈당, 당화혈색소, 체질량지수, 지질과의 관련성

을 분석하여 식이섭취량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고위험 당뇨환

자를 위한 딥러닝 인공지능 코칭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검증’(양산

부산대학교병원, IRB No. 05-2021-030) 중재 연구의 1차 자료를 

분석한 이차자료 분석연구이다.

2. 연구대상

원시연구의 연구대상자는 양산부산대학교병원 내분비내과에서 

통원 치료하는 40∼70세 미만의 제2형 당뇨병 환자로 한 가지 이

상의 경구 혈당 강하제를 복용하고, 최근 6개월 내 측정한 당화혈

색소가 7.0% 이상이고, 최근 1년 이내 급성 건강문제로 치료받은 

경험이 없고,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의식 수준이 명료하고, 독립적 

신체활동에 지장을 주는 동반 질환이 없는 자이다. 원시연구의 1차 

자료조사에 참여한 대상자의 총수는 188명이며 그중 1일, 2일, 3일 

식이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자 19명, 생리적 지표 값이 없는 자 28
명을 제외하여 141명이 본 연구의 자료 분석에 포함되었다. Pear-
son correlation coefficient 분석의 중간 효과크기 r =  .30 [31] 유의

수준 α =.05로 검정력 1-β = .80을 달성하기 위한 대상자 수를 

G*power 프로그램으로 계산한 결과 84명이 필요하였고 본 연구에

서 141명이 포함되었으므로 충분한 검정력이 확보되었다.

3. 연구 도구

1) 대상자 특성

대상자의 특성은 연령, 성별, 배우자 유무, 학력, 직업 유무, 월수

입, 규칙적 운동 유무, 신체활동 수준, 체질량지수, 동반 질환 유무, 

동반 질환 수 등을 포함하였다.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 대학교 

졸업 이상으로 분류하였고, 월수입은 200만원 미만, 200∼399만

원, 400만원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규칙적 운동 유무는 지난 한 달

간 일주일에 3일 이상, 1회에 20분 이상씩 규칙적인 운동을 한 경

우 ‘예’,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니오’로 하였다. 신체활동 수준은 

국제합의기구(International Consensus Group)에서 개발한 국제신

체활동설문지(International Physical Activity Questionnaire, IPAQ)

의 단축형 한국어판을 사용하여 측정하였고 IPAQ는 지난 7일 동

안 직장, 집 혹은 마당에서 여분의 시간에 하는 일과 스포츠 등 모

든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시간과 빈도를 측정하여 총 신체활동량을 

산출하였다. 신체활동 수준과 빈도에 따라 ‘비활동군(Inactive)’, 

‘최소한의 신체활동군(Minimally active)’, ‘건강증진형 신체활동군

(health enhancing physical activity, HEPA)’으로 분류하였다[32]. 

체질량지수는 내원 당일 측정한 체중(kg)/키(m2)로 계산해서, 18.5 

kg/m2 미만, 18.5∼25.0 kg/m2 미만, 25.0 kg/m2 이상을 기준으로 

저체중, 정상, 비만으로 각각 나누었다. 질병 관련 생리적 지표는 

혈당, 당화혈색소, 지질 등을 포함하였다. 혈당, 당화혈색소, 지질

은 최소 4시간 공복 유지 후 혈액검사로 측정값으로 설문조사 전·

후 3개월 이내의 측정값을 병원 내 의무기록을 통해 확인하였다.

2) 영양섭취상태

영양섭취상태는 대상자들의 외래방문 1일 전, 외래방문일, 외래

방문 1일 후, 총 3일간의 식사량을 조사하여 한국영양학회에서 개

발한 Computer Aided Nutritional Analysis Program 4.0 (CAN Pro 

4.0, The Korean Nutrition Society, Seoul, Korea)으로 1일 식이섭

취량과 3일 평균 식이섭취량을 산출하였다. 외래방문 시 외래방문 

1일 전 24시간 식사량과 외래방문 시간까지 섭취한 식사량을 조사

하고, 식사기록지를 제공하여 외래방문 일의 나머지 식사량과 그다

음 날 식사량을 기록하도록 하였다. 섭취한 음식의 종류와 섭취량

을 식사기록지에 기록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외래방문 2일 후 식사

기록지 사진을 문자로 연구자에게 전송하도록 하고 전화 면담을 통

해 식사기록지에 기록한 식사량과 재료의 종류와 양을 확인하여 누

락된 정보가 없도록 하였다.

4. 자료수집 절차

원시 연구의 자료수집은 2021년 4월 26일에서 2022년 3월 31일

까지 이루어졌으며, 연구보조원 5인이 자료수집에 참여하였다. 연

구보조원 3인은 임상 경력 3년 이상의 간호학 전공 석사 또는 박사

과정 대학원생이었고 1인은 간호학 전공 학부 졸업생이었다. 1인

은 심리학 전공 학부 과정 졸업생으로 보건소에서 건강관리(흡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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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시행한 경험이 있으며, 조리기능사 자격증을 소지하여 음식

과 재료 관리에 대한 지식이 있는 자이었다. 연구보조원은 연구대

상자 모집을 위해 홍보용 포스터를 양산부산대학교병원 내분비내

과 외래에 게시하였고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전산실에서 40세 이상 

70세 미만의 제2형 당뇨병 환자의 명단과 외래방문일에 대한 정보

를 받아 잠재적 대상자를 확인하였다. 잠재적 대상자가 외래 진료

를 위해 내원하면 연구 목적과 방법 등을 설명하였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자료수집을 시행하였다. 설문조

사는 총 20∼25분 소요되었으며 설문조사 완료 후 대상자의 키와 

몸무게를 측정하였고 혈당, 당화혈색소, 지질은 전산을 통하여 확

인하였다.

식이는 외래방문 1일 전부터 총 3일간 섭취한 음식과 음식에 들

어간 재료의 종류와 양을 조사하였고, 외래방문 시점까지의 섭취량

은 외래방문일에 조사하였고 외래방문 이후의 섭취량은 식품섭취

조사표에 자가 기록하도록 한 후 전화 면담을 통해 조사하였다. 정

확한 식이조사를 위해 연구보조원은 자료수집 전 1시간 동안 식이

조사 시 유의 사항을 교육받고 최소 5회 이상 동료와 사전 연습 후 

대상자 자료수집에 참여하였고, 설문조사 시 대상자에게 중량이 표

시된 음식 모형과 음식 사진 및 계량컵을 제시하였다. 연구보조원 

중 임상 경력 3년 이상의 간호학 전공 석사과정 학생 1인과 박사과

정 학생 1인이 조사가 완료된 식이를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한 내용

이 있을 시 대상자에게 전화로 재확인하였다.

5.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IRB No. 

05-2021-030)을 받고 자료수집이 진행된 원시연구의 자료를 활용

한 이차자료 분석연구로 본 연구수행을 위해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생명윤리위원회에서 심의면제를 받았다(IRB No. 05-2022-026). 

본 연구에 활용된 원시자료는 환자의 식별 정보가 없는 일련번호로 

정리된 자료이다.

6.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6.0 프로그램(IBM Corp., Armonk, NY, 

USA)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1)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2) 제2형 당뇨병 환자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영양섭취상태의 

차이는 one-way repeated measures analysis of variance로 분석하

였고, 구형성 가정을 만족하지 않았을 때에는 Greenhous-Geiss-
er correction으로 분석하였다[33]. 3일 평균 식이섭취량와 일자 

별 식이섭취량과의 관련성은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3) 제2형 당뇨병 환자의 첫째 날과 3일 평균 식이섭취량와 혈당, 당

화혈색소, 체질량지수, 지질과의 관련성은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분석에 포함된 대상자

는 141명이고,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56.94±8.33세이었고, 성별

은 남성이 80명(56.7%)이었다. 대상자 중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115명(83.3%)이었으며, 교육 수준은 고졸 이하가 89명(66.4%)이었

다. 직업이 있는 사람은 92명(66.7%)이었고, 81명(58.7%)가 월 

200만원 미만의 수입이 있었고, 34명(24.6%)이 현재 흡연 중이었

고, 79명(57.2%)이 규칙적으로 운동한다고 하였다. ‘건강증진형 신

체활동군’은 25명(18.5%)이었고, 평균 체질량지수는 25.37 ± 3.84 

kg/m2이었고, 25.0 kg/m2(비만) 이상은 72명(51.1%)이었다. 당화

혈색소는 평균 7.96 ± 1.17%이었고 당화혈색소가 8.0% 미만인 대

상자는 83명(58.9%)이었으며, 혈액검사 시 측정한 혈청 혈당은 

168.23 ± 61.63 mg/dL이었고, 말초혈액검사(capillary blood)로 

측정한 혈당은 185.24 ± 84.16 mg/dL이었다. 대상자 중 동반 질

환이 있는 사람은 98명(69.5%)이었고, 그중 51명(52.0%)은 동반 

질환의 개수가 1개였고 47명(48.0%)은 2개 이상이었다.

2. 1일 식이섭취량과 3일 평균 식이섭취량의 일관성

본 연구대상자의 영양소별 1일 식이섭취량과 3일 평균 식이섭취

량은 Table 2와 같다. 각 일자 별 식이섭취량을 비교하였을 때, 첫

째 날과 셋째 날 측정한 식이섭취량은 둘째 날 측정한 식이섭취량

보다 높은 경향이 있었으나 총 칼로리는 일자 별 유의한 차이가 있

었고(F =  3.59, p =  .031), 다른 영양소는 측정 일자에 따라 유의

한 차이가 없었다. 3일 평균 식이섭취량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의 식이섭취량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r =  .41∼.82)를 보였고 

3일 평균 식이섭취량과 첫째 날 식이섭취량의 상관계수는 .41
∼.77이었고, 둘쨰 날은 .50∼.82이었고, 셋째 날은 .67∼.80이었

다. 이 중 탄수화물의 상관계수는 .73∼.82로 가장 높은 양적 상관

관계를 보였고, 첫째 날 비타민 D의 상관계수는 .41로 가장 낮았

고, 둘째 날은 포화지방산의 상관계수가 .50으로 가장 낮았으며, 

셋째 날은 비타민 D의 상관계수가 .67로 가장 낮았다.

본 연구대상자의 식품군별 1일 식이섭취량과 3일 평균 식이섭취

량은 Table 2와 같다. 전체 대상자의 3일 평균 곡류의 총 섭취량은 

272.60 ± 103.71 g이었고, 단백질류는 205.87 ± 155.34 g이었다. 

채소류는 247.91 ± 120.67 g이었고, 유제품류는 62.90 ± 103.91 

g이었고, 과일류 섭취량은 133.71 ± 159.38 g이었다. 첫째 날, 둘

째 날, 셋째 날의 식품군별 식이섭취량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식품군별 3일 평균 식이섭취량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식이섭

취량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r =  .62∼.84)를 보였다. 식품군별 3
일 평균 식이섭취량과 첫째 날 식이섭취량의 상관계수는 .6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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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141)

Variables Categories
Total

n (%) or M ±  SD (range)
Age (year) 40–49 31 (22.0)

50–59 47 (33.3)
≥60 63 (44.7)

56.94 ±  8.33 (40∼69)
Sex Male 80 (56.7)

Female 64 (43.3)
Spouse (n =  138) Yes 115 (83.3)

No 23 (16.7)
Education (n =  138) ≤High school 89 (66.4)

≥University 49 (33.6)
Employed (n =  138) Yes 92 (66.7)

No 46 (33.3)
Total monthly income <200 81 (58.7)
(10,000 won) (n =  138) 200–399 20 (14.5)

≥400 37 (26.8)
Smoking (n =  138) Yes 34 (24.6)

No 104 (75.4)
Regular exercise (n =  138) Yes 79 (57.2)

No 59 (42.8)
Physical activity Inactive 50 (37.1)
(MET-minutes/week) (n =  135) Minimally active 60 (44.4)

Health-enhancing physical activities 25 (18.5)
1,964.80 ±  2,344.18 (0∼16,506.00)

Body mass index (kg/m2) <18.5 2 (1.4)
18.5∼<25.0 67 (47.5)
≥25.0 72 (51.1)

25.37 ±  3.84 (16.24∼38.99)
HbA1c (%) <8.0 83 (58.9)

≥8.0 58 (41.1)
7.96 ±  1.17 (5.00∼13.30)

Glucose (mg/dL)
 Serum (n =  61) 168.23 ±  61.63 (79∼419)
 Capillary (n =  80) 185.24 ±  84.16 (72∼554)
Comorbidity No 43 (30.5)

Yes 98 (69.5)
Number of comorbid conditions (n =  98) 1 51 (52.0)

≥2 47 (48.0)

M=mean; MET=metabolic equivalent of task; SD=standard deviation; HbA1c=hemoglobin A1c.

이었고, 둘째 날은 .66∼.84, 셋째 날은 .65∼.85이었다. 3일 평균 

식이섭취량과 높은 상관성을 보인 식품군은 첫째 날은 과일류(r =  

.80)이었고, 둘째 날과 셋째 날은 유제품류(r =  .84, .85)이었다. 단

백질류는 3일 평균 식이섭취량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식이섭

취량 간 가장 낮은 상관성(r =  .62, .66, .65)을 보여 일일 섭취량에 

변동성이 큰 경향이 있었다.

3. 1일 식이섭취량과 3일 평균 식이섭취량과 혈당, 당화혈색소, 

체질량지수, 지질과의 관련성

본 연구대상자의 식품군별 1일 식이섭취량과 3일 평균 식이섭취

량과 혈당, 당화혈색소, 체질량지수, 지질과의 상관관계는 Table 3
과 같다. 3일 평균 식이섭취량 중 채소류는 체질량지수(r =  -.19, p 
=  .023), 중성지방(r =  -.18, p =  .036)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유제품류는 LDL(r =  -.18, p =  .034)과 유의한 음의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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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가 있었고, 중성지방(r =  .40, p <  .001)과는 유의한 양의 상관

관계가 있었다. 첫째 날 유제품류 섭취량은 혈당(r =  .17, p =  

.045), 중성지방(r =  .40, p <  .0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

었고, LDL(r =  -.18, p =  .034)과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

다. 둘째 날 채소류 섭취량은 중성지방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r 
=  -.18, p =  .033)가 있었고 유제품류 섭취량은 중성지방과 유의

한 양의 상관관계(r =  .30, p <  .001)가 있었다. 셋째 날 채소류 섭

취량은 체질량지수(r =  -.22, p =  .007)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유제품류 섭취량은 중성지방(r =  .30, p <  .0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과 3일 평

균 유제품 섭취량은 중성지방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3
일 평균 채소섭취량과 셋째 날 채소 섭취량은 체질량지수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당화혈색소와 유의한 상관성을 보인 식품

군은 없었다.

논의

본 연구는 제2형 당뇨병 환자의 영양섭취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한 24시간 식이 회상법의 1일 조사와 3일 평균 조사 자료의 관

련성을 분석하여 자료의 일관성을 파악하고 당뇨병 환자의 식품군

별 식이섭취량과 혈당, 당화혈색소, 체질량지수, 지질과의 관련성

을 비교, 분석하여 식품 자료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행하였

다. 제2형 당뇨병 환자의 영양섭취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한국영양

학회에서 제공하는 Can-Pro 프로그램에서 분석한 영양소 정보와 

마이플레이트(MyPlate)에서 제시한 식품군[28]에 따라 자료를 분

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 1일 식이섭취량과 3일 평균 식이섭취량의 

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식품군별 섭취량은 영양소별 섭

취량보다 조사 대상자의 식품 섭취상태를 상대적으로 잘 파악할 수 

있고[27,29] 마이플레이트를 기반으로 한 영양 교육은 식습관 개선

에 효과적이다[30]. 본 연구에서도 식품군별 식이섭취량과 체질량

지수, 혈당, 당화혈색소, 총콜레스테롤, HDL, LDL, 중성지방을 

비교하였을 때, 채소류는 체질량지수와 유의한 상관성이 있었고, 

유제품은 LDL과 중성지방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 그러므로 

당뇨병 환자에게 식품군에 근거한 교육과 실천을 적극적으로 권장

하고 당뇨합병증 발생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간호중재 개발이 필

요하다.

본 연구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56.94 ± 8.33세이었고 성별은 

56.7%가 남자로 여자와 비슷한 분포를 보였으며 흡연율은 24.6%

로 나타나 2020년 15세 이상 세계 인구의 평균 흡연율 22.3%보다 

높은 수준이었다[34]. 체질량지수는 평균 25.37 ± 3.84 kg/m2이었

고 51.1%가 비만으로 나타나 비만이 당뇨병 합병증의 위험요인

[35]임을 고려할 때 비만 관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부적절한 식

단, 신체활동 감소, 좌식 생활 증가 등으로 비만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심혈관질환도 증가한다. 미국당뇨병학회는[8] 비만한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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뇨병 환자의 체중을 5.0%씩 서서히 감량할 것을 제안하며, 체중감

량을 위해 500∼750 kcal/day를 줄이는 식이요법과 신체활동과 행

동요법을 권장하며 체중감량은 지질과 혈압을 개선한다. 본 연구대

상자의 79명(57.2%)은 규칙적인 운동을 하나 59명(18.5%)만이 

1500 MET-min/week에 해당하는 격렬한 신체활동을 주 3일 이상 

또는 3000 MET-min/week 이상에 해당하는 다양한 활동을 주 7
일 이상 하는 건강증진형 신체활동군이었고 당화혈색소는 평균 

8.0±1.2%이었다. 일반적으로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은 당뇨병 관리

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데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식이요법과 신

체활동을 중재한 13개의 임상시험연구를 체계적 고찰 및 메타분석

한 Cradock 등[36]의 연구에서 중재군은 대조군과 비교하여 당화

혈색소가 -0.5% (95% CI =  -0.74∼-0.32) 감소하였다. 식이요법

과 신체활동이 당화혈색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 포함된 대상자에게 적극적인 신체활동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24시간 식이 회상법을 이용하여 제2형 당뇨병 환자

의 영양섭취상태를 조사하여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3일 평균 

영양소별, 식품군별 식이섭취량을 분석한 결과 측정일에 따라 총 

에너지 섭취량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첫째 날 에너지 섭취량이 3
일 평균 에너지 섭취량보다 높았다. 만 1~79세 사이의 남, 여 

1,073명의 주말 하루를 포함한 비연속 3일 식이조사를 하여 첫째 

날과 3일 평균 영양섭취상태 및 에너지 섭취 수준을 비교한 연구결

과[21], 성인(만 20~79세)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첫째 날 에너지 섭

취량이 3일 평균 에너지 섭취량보다 높은 경향이 있어(남성: 

2150.00 ± 128.00 kcal/day vs 2250.00 ± 64.20 kcal/day, 여

성:1630.00 ± 50.30 kcal/day vs 1690.00 ± 25.50 kcal/day),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24시간 식이 회상법으로 주말과 평일의 

에너지 섭취량을 비교, 분석한 결과 남자의 경우 주말 1989.2 kcal/
day, 평일 1807.8 kcal/day, 여자는 주말 1305.1 kcal/day, 평일 

1288.0 kcal/day로 남, 여 모두 주말에 식이섭취량이 높았다[37]. 

본 연구에서는 내원 전날, 내원 당일, 내원 다음날 식이조사를 하였

고, 당뇨 환자들은 대체로 내원당일 혈액검사로 공복으로 내원하는 

경우가 많아 평상시 식이를 유지하기 어려워 3일 평균 식이섭취량

이 전체적으로 낮았을 수 있고 특히 외래방문일 식이섭취량이 낮은 

경향이 있었다. 대상자의 영양섭취상태를 대표할 수 있는 식이조사

를 위해서는 내원 당일을 제외한 1일 식이조사를 하거나 내원 당일

을 제외한 3일 평균 식이섭취량을 조사하여 식이섭취량 간의 관련

성을 조사하는 추가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의 식이섭취량은 3
일 평균 식이섭취량과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고, 첫째 날의 

비타민 D (r  = .41)와 둘째 날 포화지방산(r =  .50)은 3일 평균 해

당 영양소 섭취상태와 중정도의 상관성를 보였고 나머지 영양소는 

높은 상관성(r >  .60)을 보였다. 이는 24시간 식이 회상법을 활용

한 3일 평균 에너지 섭취량과 1일 에너지 섭취량 간의 유의한 상관

성( r = .51)이 있다는 기존 연구와 유사하다[23]. 본 연구에서 나타

난 3일 평균 식이섭취량과 1일 식이섭취량의 높은 상관성은 3일간

의 식이조사와 1일 식이조사는 상호교환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24시간 식이 회상법은 15.0∼17.0% 과소보고율

[19]을 나타내므로 24시간 식이 회상법은 비교적 타당한 식이자료

를 조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비연속 3일 식이 평균과 연속 3
일 식이 평균이 1일 조사보다 더 정확하다는 기존 연구결과[21]를 

고려할 때 대표성이 있는 식이조사를 위해 가장 적절한 조사일과 

조사일수에 대한 추가적 연구가 필요하며 1일 식이조사가 이루어

져야 한다면 어떤 날을 지정하는 것이 가장 대표성이 있을지에 대

한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3일 평균 식품군별 식이섭취량과 혈당, 당화혈색소, 

체질량지수, 지질과의 상관관계에서 채소는 중성지방(r =  -.18, p 
=  .036)과 체질량지수(r =  -.19, p =  .023)와 약한 음의 상관관계

를 보였다. 채소는 혈당과 지질 조절, 체중 개선에 도움이 되며 하

루 35g의 식이섬유 섭취가 조기 사망률을 10.0∼48.0%까지 감소한

다는 연구결과[38]를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 확인된 채소 섭취와 

지질 및 체질량지수와의 관련성은 의미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기초로 당뇨 대상자의 지질과 체질량지수 감소를 위

해 채소와 식이섬유 섭취를 권장할 수 있다. Imai 등[39]의 연구에

서 외래 환자(N =  333; 실험군 = 196, 대조군 = 137)를 대상으로 

탄수화물 섭취 전 야채 섭취를 먼저 하도록 교육을 제공한 결과, 체

질량지수는 24.20 ± 4.90 kg/m2에서 22.90 ± 7.20 kg/m2로, 

LDL은 131.00 ± 33.00 mg/dL에서 117.00 ± 33.00 mg/dL로, 

중성지방은 142.00 ± 83.00 mg/dl에서 127.00 ± 74.00 mg/dl로 

유의미하게 감소하여 채소 섭취와 지질과 체질량지수와의 유의한 

관련성을 확인하였다. Tahahashi 등[15]의 연구에서 채소 섭취는 

중성지방과 당화혈색소와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

나 본 연구에서는 당화혈색소와 채소 섭취와의 관련성은 관찰되지 

않았다. Tahahashi 등[15]의 연구대상자는 녹색 채소를 포함하여 

정해진 일일 총 채소 섭취량을 섭취하였고, 채소 섭취량이 150 g 

이상 200 g 미만인 군에서 당화혈색소가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 

본 연구대상자들은 섭취하는 채소량이 일정하지 않았으며, 섭취 방

법도 다양하여 일관된 상관성이 관찰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대상자의 41.1%가 당화혈색소 8.0%이상이었고 51.1%가 

체질량지수 25.00 kg/m2이상인 점을 고려할 때 비만, 고혈당, 이상

지질혈증 등과 관련된 대혈관 합병증(관상동맥질환, 심근증, 부정

맥, 뇌혈관질환, 말초동맥질환, 부정맥)의 위험성이 높고 특히 당뇨

병 환자의 주요 사망원인인 심혈관질환의 위험인자 조절이 필수적

인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합병증 발병 예방 및 관리[35]를 위해 정기

적인 식품군별 영양섭취상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발견하고 채소

와 식이섬유 섭취를 향상하기 위한 간호전략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3일 평균 유제품 섭취는 LDL과 약한 음의 상관관계

(r =  -.18, p = .034)가 있었고, 중성지방과는 양의 상관관계(r =  

https://doi.org/10.7586/jkbns.23.337


https://doi.org/10.7586/jkbns.23.337

이대은, 이해정 외 • 제2형 당뇨병 환자의 식이섭취량 측정

28

.40, p <  .001)가 있었으며, 당화혈색소는 약한 음의 상관관계(r =  

-.14, p = .095)가 있었으나 유의하지는 않았다. 3일 평균 유제품 

섭취와 LDL과의 유의한 음의 상관성은 매일 300 g의 프로바이오

틱스를 포함하는 요거트를 6주간 섭취한 제2형 당뇨병 환자(n =  

60)가 4.5%의 총콜레스테롤과 7.5%의 LDL이 유의하게 감소하였

다는 연구결과[13]와 유사하다. 중성지방과 유제품 섭취와 양의 상

관관계는 프로바이오틱 발효유 섭취와 중성지방 수치와는 유의한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한 Ostadrahimi 등[40]의 연구결과와는 상반

된 결과이다. 유제품 섭취와 당화혈색소 간의 유의하지 않는 상관

성은 하루에 3번 무지방 고칼슘 우유와 1200 mg 칼슘을 식사로 섭

취한 대상자는 대조군에 비해 당화혈색소가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14], 프로바이오틱 발효유를 600 ml/일 8주간 섭취 후 당화혈색소

가 유의하게 감소한[39] 선행연구와는 상반된 결과이다. 본 연구대

상자의 유제품 섭취와 지질, 당화혈색소와의 관련성은 선행연구결

과와 일관되지 않으며 이는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 대부분이 전

유(Whole Milk)를 섭취하였고 제품에 따라 단백질, 지방, 유당 등 

포함된 성분이 상이한 유제품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기 때

문인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므로 유제품 종류에 따른 당화혈색소와 

지질과의 관련성에 대한 추가연구가 필요하며 대상자가 섭취하는 

유제품의 종류를 좀 더 꼼꼼하게 확인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2015∼2020년 미국 농무부에서 발표한 식이 가이드라인은 무지방 

또는 저지방 유제품 섭취를 권고한다[28]. 식품군별 영양섭취상태 

조사 시 유제품의 지방 함량도 함께 조사하여 합병증 위험 요소와

의 관련성을 좀 더 명확히 확인하고, 제2형 당뇨병 환자가 전유 섭

취보다는 무지방 또는 저지방 유제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식이요법 

교육 및 자가 관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의료서비스 발달과 생활습관 변화로 평균수명은 늘어나고 있으

며 제2형 당뇨병 유병률과 생존율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

뇨병 관리는 건강한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당뇨병 환자의 

건강 수명을 위해 당뇨 관리(식이요법, 운동, 혈당 관리, 약 복용)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식이는 당뇨 관리에 큰 부분을 차지하며 당뇨

병 환자의 정확한 영양섭취상태 조사는 건강관리에 중요하다. 본 

연구는 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으로 24시간 식이 회상법의 1일 식

이조사와 3일 평균 식이조사 간의 영양섭취상태 관련성 조사로 식

이조사 방법의 안정성과 대표성을 확인하고자 하였고 영양섭취상

태와 혈당, 당화혈색소, 체질량지수, 지질과의 관련성을 파악하여 

식이조사의 타당성을 확보하려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다

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요일을 따로 고려하여 

영양섭취상태를 비교, 분석하지 못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 식이조

사 기간에 주말이 포함될 경우 남, 녀 모두 섭취량에 차이가 발생한

다는 선행연구[37]를 고려할 때 요일을 고려한 식이조사와 평일과

의 편차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24시간 식이 

회상법은 대상자가 인지하는 음식량에 의존하여 자료조사가 되며 

부재료의 사용 정도에 따라 같은 음식이라도 섭취 영양소는 다양할 

수 있다. 또한, 지난 24시간의 식이를 조사하므로 대상자의 평소 

식이와 다른 특별한 하루의 식이가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제한점

을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3일간의 식이를 조사하였으며 식

이 정보 수집 시 음식 모형, 음식 사진 등을 제시하여 음식의 재료

와 양을 조사하고 부재료와 추가 음식 섭취는 추가 질문하여 과소 

보고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였다. 연구결과 24시간 식이 회상법의 

1일 조사와 3일 평균 영양섭취상태는 상관성이 높았으나 1일과 3
일 평균 영양섭취상태와 혈당, 당화혈색소, 체질량지수, 지질과의 

상관성은 낮았다. 추후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해 요일과 특

별한 하루를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24시간 

식이 회상법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의 혈당, 당화

혈색소, 지질 결괏값을 사용하였다. 혈액 검사 시점과 식이 조사 시

점 간의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검사 결과의 변동성으로 인해 

식이 조사 시점의 환자 상태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제한점이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결과는 제2형 당뇨병 환

자의 식이조사 시 외래방문일은 피하고 요일을 고려한 식이조사의 

필요성을 재조명하였고 식이조사법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전략으

로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임상적 의의가 있다. 대상자의 혈당, 

당화혈색소, 체질량지수, 지질과 유제품과 야채 섭취와의 관련성과 

전유 섭취로 인한 혼돈된 상관성을 확인하여 추후 식이와 관련된 

간호교육 시 저지방 혹은 무지방 유제품의 섭취를 강조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인 식단에서 야채 섭취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이 제시되었다. 본 연구결과에 기반한 당뇨대상자들의 식이조사의 

대표성을 향상하고 좀 더 실질적인 환자교육과 실천가능한 식이 중

재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검증이 필요하다.

결론

본 연구는 24시간 식이 회상법으로 제2형 당뇨병 환자들의 영양

섭취상태를 분석하고 조사 대상자의 1일과 3일 간의 영양소별과 

식품군별 식이섭취량을 비교, 분석하였고 식품군 기준으로 제2형 

당뇨병 환자의 식이섭취량과 혈당, 당화혈색소, 체질량지수, 지질

과의 관련성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제2형 당뇨병 환자의 

41.1%가 당화혈색소 8.0% 이상이었고, 51.1%가 25 kg/m2 이상의 

체질량지수를 나타내었고, 18.5%가 건강증진형 신체활동군에 포

함되어 당뇨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3일간 조사된 제2형 당뇨병 환자의 영양소별, 식품군별 

식이섭취량을 비교한 결과 3일 평균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식이섭취량과 높은 상관성을 나타내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의 식이섭취량을 비교한 결과 총 에너지 섭취량만 측정 시기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다른 영양소는 측정 시기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결과, 외래방문일을 고려한 식이조사일을 

선정할 필요가 있으며 식품군별 식이조사결과의 활용을 통해 야채

와 유제품 섭취 증가와 같이 대상자가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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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 교육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

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요일과 외래방문일을 고려한 식이조사법

의 활용으로 24시간 식이 회상법의 대표성을 향상하기 위한 전략개

발을 위한 추후 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식품군을 활용한 중재 프로

그램을 통해 식품군과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합병증 예방과 관리와

의 직접적 관련성을 조사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셋째, 제2형 당뇨병 

환자의 식이조사 시 유제품의 유형과 그 섭취량을 조사하여 유제품 

유형에 따른 생리적 지표와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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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Cardiovascular disease (CVD) is the leading cause of mortal-
ity worldwide, with an overall prevalence of 523 million people 
in 2019, approximately doubling compared to 1990. In 2019, 
approximately 17.9 million people died of CVD, accounting for 
32% of global deaths [1]. In Korea, death due to CVD is the 
second leading cause of death [2]. CVD includes coronary 
heart disease and peripheral heart disease, and blockages of 
blood flow cause CVD to the heart or brain due to fat accumu-
lation in the lining of blood vessels that supply blood to the 
heart or brain [3]. According to the American Heart Associa-
tion (AHA) and Centers for Disease Control (CDC), obesity, 

Original Article
pISSN 2383-6415 · eISSN 2383-6423
Journal of Korean Biological Nursing Science 2023;25(1):32-42
https://doi.org/10.7586/jkbns.23.343

Received: October 27, 2022
Revised: December 23, 2022
Accepted: February 8, 2023

Corresponding author: 
Heashoon Lee 
Department of Nursing, Hannam 
University 70, Hannam-ro, 
Daedeok-gu, Daejeon 34430, 
Korea
Tel: +82-42-629-8474 
Fax: +82-42-629-8883 
E-mail: lhs7878@hanmail.net

Purpose: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association between obesity and high-sensitivity C-reac-
tive protein (hs-CRP) levels in Korean adults without cardiovascular disease (CVD). 
Methods: The subjects were 3,634 adults, and data were extracted from the seventh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Ⅶ-3). A complex sampling design analysis was 
applied to reflect the stratified and clustered weights.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complex sam-
ple Rao-Scott chi-square test and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in SPSS for Windows version 
26.0). Obesity, according to body mass index (BMI), was defined as obesity (BMI = 25-29.9 kg/m2), 
high obesity (BMI = 30-34.9 kg/m2), and super-high obesity (BMI ≥ 35 kg/m2), and abdominal obesity 
(AO) was defined as a waist circumference (WC) ≥ 90 cm in males and WC ≥ 85 cm in females. 
Results: The odds ratios for moderate CVD risk (hs-CRP; 1-3 mg/dL) were 2.21, 4.16, and 7.13 in the 
obesity, high obesity, and super-high obesity groups, respectively, compared to the normal BMI group. 
The odds ratio for moderate CVD risk was 2.18 in males with AO and 1.88 in females with AO. The odds 
ratios for high CVD risk (hs-CRP > 3 mg/L) were 4.40 and 17.55 in the high obesity and super-high 
obesity groups, respectively, compared to the normal BMI group. 
Conclusion: This study provides evidence that early detection and prevention programs for CVD should 
include obesity-related interventions aiming to modulate hs-CRP. 

Key Words: Obesity; Waist Circumference; C-Reactive Protein; Cardiovascular Diseases  

Association between obesity and high-sensitivity C-reactive protein 
in Korean adults without cardiovascular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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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bolic syndrome, hypertriglyceridemia, chronic inflamma-
tion, and chronic infection were suggested as high-sensitivity 
C-reactive protein (hs-CRP) elevating factors [4].  

Obesity is a chronic low-grade inflammation that increases 
CRP [5]. An increased CRP level is a risk factor for CVD [6]. 
However, the obesity rate among Korean adults is 32.4% and is 
continuously increasing [7]. To effectively manage obesity, it is 
necessary to evaluate obesity according to the regions accurate-
ly [8]. BMI≥ 30kg/m2 is the criterion for obesity in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estern Pacific Region [9]. BMI is cor-
related with the degree of body fat accumulation, but it may be 
difficult to apply as an indicator of obesity according to dif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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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ces in muscle mass or height [10]. Obesity is usually mea-
sured using BMI. However, even if BMI is normal, waist cir-
cumference (WC) or waist-to-hip ratio increases the risk of 
CVD. Abdominal obesity (AO) is a predictor of CVD, and WC 
is used as an indicator of AO [11]. 

AO has an excessive amount of visceral adipose tissue around 
the stomach and abdomen, and visceral adipocytes increase the 
risk of CVD by inducing chronic subclinical inflammation; 
when visceral fat accumulates due to an increase in WC, CRP is 
high, which means an increased risk of thrombosis, soluble fac-
tors secreted from adipose tissue are pro-inflammatory. Abnor-
mal activation of coagulation causes thrombosis [12]. Hs-CRP, 
an inflammatory biomarker,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pathogenesis of CVD as it correlates with CVD prevalence [13]. 
Asians accumulate higher visceral fat than Westerners despite 
their low BMI, which leads to decreased insulin function and 
abnormal lipid metabolism, resulting in a higher risk of CVD 
[14]. 

CRP is an independent risk factor for CVD and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body fat. CRP is a liver-derived molecule that 
increases inflammatory conditions, and CRP can measure ele-
vated CRP in patients with infection disease [15]. The hs-CRP 
measures CRP within the normal range. It is a test that distin-
guishes between those with the lower and upper limits of the 
normal range, and CDC suggested it as an index for estimating 
the risk assessment and prognosis of CVD [4]. Cholesterol level 
was used to predict CVD risk, but 35% of patients with CVD 
had total cholesterol below 200 mg/dL, which is a problem as a 
predictor of CVD. In addition, the CRP test could not measure 
the low inflammation levels associated with an increased risk of 
CVD. It has been shown that only the hs-CRP test can measure 
low-level inflammatory responses [13,16]. Hs-CRP can mea-
sure trace amounts of CRP in the blood, and its analytical pre-
cision, accuracy, and availability make it suitable for CVD risk 
assessment [4,17]. 

Previous studies on obesity and CVD have mostly focused 
on patients with CVD [1,5,13,14], inflammation and CVD 
[4,6,17], BMI, and inflammation [5,15]. Even if Asians do not 
have obesity based on BMI, AO increases the risk of CVD, and 
AO indicates an increase in inflammatory factors such as hs-
CRP [13]. To our knowledge, no study has confirmed the rela-
tionship between obesity type and hs-CRP in Korean adults 
without CVD. Asians like Korea often have AO with a normal 
BMI [13], and it is necessary to confirm whether this type has a 

significant increase in hs-CRP. Therefore, in this study, the hs-
CRP difference was confirmed by obesity type according to the 
body fat distribution in middle-aged Korean men and women.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association between obesity 
and hs-CRP levels in Korean adults without CVD. Further-
more, this study, by predicting hs-CRP through BMI and WO 
levels, evidence for intervention for early detection and preven-
tion of CVD was presented without routine hs-CRP testing in 
clinical practice. 

METHODS 

1. Design 
This research was a descriptive survey study of secondary 

analysis of the seventh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VII-3) data to investigate the 
association between obesity and hs-CRP levels in Korean adults 
without CVD.  

2. Setting and Samples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adults ( ≥ 19 years), and 

their data were extracted from the KNHANES VII-3 data. 
CVD occurs in the heart or blood vessels and includes coro-
nary heart disease, stroke, peripheral arterial disease, and aortic 
disease. Hyperlipidemia causes coronary artery disease and 
stroke [4]. Therefore, CVD and hyperlipidemia diagnoses were 
excluded from this study. Of the 7,992 subjects in the KN-
HANES VII-3 data, the final subjects were 3634, excluding 
subjects under the age of 19, those diagnosed with CVD (myo-
cardial infarction, angina, hypertension, dyslipidemia, stroke), 
and those who were missing (Figure 1). 

KNHANES VII-3 uses a two-stage cluster sampling method. 
The first-level extraction used a sample survey, and the sec-
ond-level extraction used a sample household. The cities/prov-
inces, dongs/eup-myeon, and housing types were stratified 
based on the extraction frame, and the residential area ratio 
and householder's educational background ratio were used as 
implicit stratification criteria. 

3. Variable measurement 
1) hs-CRP 

In KNHANES VII-3, after fasting for more than 8 h, a vein 
was punctured using a Vacutainer needle, and blood was 
sucked into a vacuum tube. hs-CRP was measured by imm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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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urbidimetry using an automatic hemocytometer (XN 9000, 
Sysmex, Kobe, Japan) [7]. According to the AHA and CDC, 
three levels were defined for CVD risk assessment using hs-CRP; 
low risk (hs-CRP<1 mg/L), moderate risk (hs-CRP=1~3 mg/L) 
and high risk (hs-CRP>3 mg/L) [4]. In this study, the criteria [4] 
were applied for CVD risk assessment using hs-CRP. 

2) BMI 
To measure the subjects’ total body obesity, after overnight 

fasting, light clothes and shoes were removed, and height and 
weight were measured. BMI is the weight divided by height 
squared (m2). Based on th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riteria for the classification of obesity [7], in 
this study, normal weight (BMI < 23 kg/m2), overweight (BMI 
= 23~24.9 kg/m2), obesity (BMI = 25~29.9 kg/m2), high obesi-
ty (BMI = 30~34.9 kg/m2), and super high obesity (BMI ≥ 35 
kg/m2) were classified. 

3) WC 
WC measurements were taken midway between the last rib 

and the iliac ridge, which was not the maximum WC in KN-
HANES VII-3 [7,18]. Based on the criteria of the cut-off point 

of WC for defining AO, in this study, WC ≥ 90 cm for males 
and ≥ 85 cm for females were used as criteria for AO [19]. 

4. Ethical considerations 
This study used the KNHANES VII-3 data from subjects 

across the country. The data were obtained after approval by 
the Institutional Review Board of the Hannam university (IRB 
2022-E-02-01). The KNHANES VII-3 was conducted after ob-
taining consent from the research participants, and serial num-
bers were coded to ensure the anonymity and confidentiality of 
personal information. This researcher obtained permission to 
use KNHANES VII-3 data from th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5. Data analysis  
This study used a complex sampling design analysis to deter-

mine stratification and clustering weights. Data from the KN-
HANES VII-3 were used, and complete observation was used 
only for data analysis. The subjects’ general characteristics indi-
cated unweighted frequencies, weighted percent, estimated 
mean, and standard error. The differences in hs-CRP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BMI, and WC were analyzed using 

Figure 1. Flow chart of the study population.
% = weighted percent; CVD = cardiovascular disease; hs-CRP = high sensitivity C-reactive protein; n = unweighted sample size.

The seventh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VII-3), 2018,

Total number of subjects n = 7,992

Adult subjects over 19y
n = 6,489

Final subjects
n = 3,634

Excluding 1,503 subjects under 19y

Excluding 2,674 subjects diagnosed 
with cardiovascular disease

Excluding 181 missing data

Low CVD risk
(hs-CRP< 1 mg/L)
n = 2,715 (75%)

Moderate CVD risk
(hs-CRP 1-3 mg/L)

n = 621 (17%)

High CVD risk
(hs-CRP> 3 mg/L)

n = 29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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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ao-Scott chi-square test. A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identify variables that influence hs-
CRP levels after adjusting for sex, age, educational level, eco-
nomic status, smoking, amount smoked, and alcohol consump-
tion. The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model was constructed 
with moderate and high-risk CVD as the dependent variable 
and confounding factors as the independent variables. As a 
confounding variable, sex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Rao-Scott chi-square test. The traditional risk factors [4,20, 
27,28] such as age, educational level, economic status, smoking, 
amount smoked, and alcohol consumption were also consid-
ered as confounding factors (SPSS 26.0, IBM Corp., Armonk, 
NY, USA). 

RESULTS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The mean age was 42.48 years. Males represented 52.4%, and 

females represented 47.6%. Approximately 48.3% of the partici-
pants had a college degree or higher. Additionally, 26.3% of the 
participants were in the 2nd quartile of the economic status. 

The smoking group was 22.8%, and smoking was the highest 
at 1~10 cigarettes. The drinking group accounted for 95.0%, 
and drinking was the highest at 1~4 glasses/one time. The sub-
jects’ mean BMI was 23.87 kg/m2 and WC was 81.48 cm. Re-
garding weight change over the past year, no change was ob-
served in 58.9%, and weight gain was 29.2%. The mean hs-CRP 
level of the subjects was 1.08 mg/dL, 75% had a low-risk CVD 
group, 17% had a moderate-risk CVD group, and 8.0% had a 
high-risk CVD group (Table 1). 

2. Hs-CRP level difference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sex among the low-, 
moderate-, and high-risk CVD group (χ2 =  16.24, p =  .002). 
On the other hand,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age, 
education level, economic status, smoking status, amount 
smoked, and alcohol consumption among the three groups 
(Table 2). 

3. Hs-CRP level differences according to BMI and WC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BMI (χ2 =  320.30, p <  

.001), and WC (males, χ2 =  79.37, p <  .001; females, χ2 =  
211.84, p <  .001) among the low-, moderate-, and high-risk 

CVD groups (Table 3). 

4. Predictive variables for increased CVD risk 
The factors influencing the moderate-risk CVD group were 

BMI, WC, weight change over the past year, and the amount of 
smoking and drinking. The odds ratio for the moderate- risk 
CVD group was increased by 2.21 times (95% CI 1.57 to 3.11), 
4.16 times (95% CI 2.41 to 7.19), and 7.13 times (95% CI 2.24 
to 22.65) in the obesity, high obesity, and super high obesity 
groups compared to the normal BMI group, respectively. The 
odds ratio for the moderate-risk CVD group was increased by 
3.12 times (95% CI 2.40 to 4.40) in AO males and 2.60 times 
(95% CI 1.92 to 3.82) in AO females. Regarding weight change 
over the past year, the odds ratio for the moderate-risk CVD 
group was increased by 1.84 times (95% CI 1.41 to 2.41) in the 
weight gain group. As for smoking, the odds ratio for the mod-
erate-risk CVD group was increased by 2.93 times (95% CI 1.14 
to 7.53) in smokers with ≥ 21 cigarettes than in non-smokers. 
The odds ratio for the moderate-risk CVD group was increased 
by 2.44 times (95% CI 1.20 to 4.95) in drinking ≥ 10 glasses 
compared to nondrinkers. 

Factors influencing the high-risk CVD group were BMI, 
weight change over the past year, age, and sex. The odds ratio 
for the high-risk CVD group was increased by 4.40 times (95% 
CI 2.04 to 9.51), and 17.55 times (95% CI 5.27 to 58.37) in the 
high obesity and super high obesity groups compared to the 
normal BMI group, respectively. In weight change over the past 
year, the odds ratio for the high-risk CVD group increased 3.22 
times (95% CI 1.38 to 7.52) in the weight gain group. Regarding 
age, the odds ratio for the high-risk CVD group was increased 
by 1.74 times (95% CI 1.02 to 3.05) in the ≥  60 years compared 
to the 19-29 years. The odds ratio for the high-risk CVD group 
increased by 1.37 times (95% CI 1.12 to 3.08) in females com-
pared to males (Table 4). 

DISCUSSION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isk of hs-CRP-induced CVD ac-
cording to the differences in BMI and WC in Korean adults. In 
this study, the odds ratio for the moderate-risk group for CVD 
was highest in super high obesity at 7.13 times, followed by 
high obesity at 4.16 times and obesity at 2.21 times, and AO in-
creased 3.12 times in males and 2.60 times in females. That is, 
the odds ratio of the moderate- risk group for CVD was higher 

https://doi.org/10.7586/jkbns.23.343


https://doi.org/10.7586/jkbns.23.343

Lee H • Relationship between obesity and high-sensitivity C-reactive protein

36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 = 3,634)

Variables Category n† (W%)‡ Estimated M (SE)
Age (years) 42.48 (0.37)

19–29 615 (22.7)
30–39 759 (22.7)
40–49 849 (23.4)
50–59 696 (18.3)
Over 60 715 (12.9)

Sex Male 1657 (52.4)
Female 1977 (47.6)

Education level Under elementary school 353 (6.8)
Middle school 256 (6.1)
High school 1273 (38.8)
Above college 1625 (48.3)

Economic level 1st quartile (lowest) 867 (25.1)
2nd quartile (middle-low) 924 (26.3)
3rd quartile (middle-high) 916 (24.9)
4th quartile (highest) 927 (23.7)

Smoking Non-smoker 2898 (77.2)
Smoker 736 (22.8)

Amount of smoking/day None 2898 (77.2)
1–10 361 (11.0)
11–20 335 (10.5)
≥21 40 (1.3)

Drinking Non-drinker 234 (5.0)
Drinker 3400 (95.0)

Amount of drinks per time None 790 (18.9)
1–4 1568 (41.6)
5–9 868 (26.0)
≥10 408 (13.5)

BMI (kg/m²) 23.87 (0.07)
Normal weight (<23) 1654 (44.7)
Overweight (23–24.9) 809 (21.8)
Obesity (25–29.9) 942 (27.2)
High obesity (30–34.9) 190 (5.1)
Super-high obesity (≥35) 39 (1.2)

WC (cm) 81.48 (0.22)
Male <90 1164 (70.9)

≥90 493 (29.1)
Female <85 1578 (82.0)

≥85 399 (18.0)
Weight change over the past year No change (<3 kg) 2225 (58.9)

Weight loss 416 (11.9)
Weight gain 993 (29.2)

hs-CRP (mg/L) 1.08 (0.35)
Low CVD risk <1 mg/L 2715 (75.0)
Moderate CVD risk 1–3 mg/L 621 (17.0)
High CVD risk >3 mg/L 298 (8.0)

†unweighted sample size; ‡weighted percentage.
BMI=body mass index; CVD=cardiovascular disease; Estimated M (SE)=  estimated mean (standard error); hs-CRP=high sensitivity C-reactive protein; 
WC=waist circum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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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ifferences in hs-CRP Level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 = 3,634)

Variables Category

hs-CRP (mg/L)
Low CVD risk (<  1 mg/L) 

n† =  2,715 (75.0%)‡
Moderate CVD risk (1-3 mg/L) 

n† =  621 (17.0%)‡
High CVD risk (>  3 mg/L) 

n† =  298 (8.0%)‡ χ2 (p)
n† (W%)‡ n† (W%)‡ n† (W%)‡

Age (years) 19–29 480 (23.1) 91 (21.0) 44 (22.6) 20.33 (.063)
30–39 568 (22.5) 126 (23.1) 65 (23.6)
40–49 657 (24.6) 132 (20.3) 60 (19.5)
50–59 521 (17.9) 130 (20.9) 45 (16.0)
Over 60 489 (11.9) 142 (14.7) 84 (18.3)

Sex Male 1,199 (49.0) 325 (59.8) 165 (50.1) 16.24 (.002)
Female 1,516 (51.0) 296 (40.2) 133 (49.9)

Education level Under elementary school 232 (6.0) 72 (8.1) 49 (11.0) 13.57 (.081)
Middle school 184 (5.7) 47 (7.0) 25 (7.4)
High school 966 (39.4) 215 (37.2) 92 (36.9)
Above college 1,233 (48.9) 267 (47.7) 125 (44.7)

Economic level 1st quartile (lowest) 609 (23.6) 174 (29.4) 84 (30.0) 17.50 (.069)
2nd quartile 691 (26.2) 153 (26.2) 80 (27.4)
3rd quartile 700 (25.3) 148 (23.6) 68 (24.1)
4th quartile (highest) 715 (24.9) 146 (20.8) 66 (18.5)

Smoking Non-smoker 2,186 (77.9) 475 (74.5) 237 (77.2) 3.17 (.323)
Smoker 529 (22.1) 146 (25.5) 61 (22.8)

Amount of smoking 
(cigarettes)/day

None 2,186 (77.9) 475 (74.5) 237 (77.2) 16.15 (.072)
1–10 268 (11.0) 62 (9.8) 31 (13.3)
11–20 238 (10.1) 72 (13.5) 25 (7.8)
≥21 23 (1.0) 12 (2.2) 5 (1.7)

Drinking Non-drinker 170 (4.8) 35 (4.8) 29 (7.8) 4.36 (.139)
Drinker 2,545 (95.2) 586 (95.2) 269 (92.2)

Amount of drinks per 
time

None 568 (18.2) 143 (20.7) 79 (21.4) 13.26 (.183)
1–4 1,210 (43.2) 248 (37.4) 110 (35.9)
5–9 634 (25.3) 160 (28.7) 74 (26.4)
≥10 303 (13.3) 70 (13.2) 35 (16.3)

†unweighted sample size; ‡weighted percent.
CVD=cardiovascular disease; hs-CRP=high sensitivity C-reactive protein.

for AO than BMI 25~29.9 kg/m2. On the other hand, when 
BMI ≥  30 kg/m2, BMI was higher than WO. Hs-CRP levels are 
correlated with total body fat [15]. In Korean subjects, hs-CRP 
was 1.4 times higher in BMI (25~29.9 kg/m2) and 2.8 times 
higher in BMI (≥  30 kg/m2) than in normal BMI (<  25 kg/m2) 
[20]. Obesity is associated with increased CRP [5,21], and it can 
be seen that the risk of CRP increases from a BMI ≥ 2 5 kg/m2, 
which is the standard for obesity in Korea [20]. 

The AO was more closely associated with the risk of CVD 
and death than BMI, a common measure of obesity, and AO in 
healthy, non-obese people may be related to hs-CRP indepen-
dent of BMI [21]. Hs-CRP relates to WC in middle-aged Kore-
an men and women [22]. AO is an indicator that shows an as-

sociation with hs-CRP [23], and in AO, blood pressure is high, 
and HDL cholesterol levels are low, leading to a higher risk of 
CVD [21]. 

AO presented an excessive CVD metabolic risk and in-
creased CVD due to low-grade systemic inflammation. Hs-
CRP is predictive of CVD in people who do not have elevated 
LDL cholesterol levels [13]. AO with a BMI within the normal 
range doubles hs-CRP [21], and an increase in WC without 
weight gain may increase the risk of CVD [22]. CRP is the most 
widely measured marker of inflammation, and obesity is a ma-
jor determinant of CRP synthesis [23]. In particular, the secre-
tion of interleukin (IL)-6, among pro-inflammatory cytokine, 
increases in proportion to the amount of abdominal fat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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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ifferences in hs-CRP Levels according to BMI, WC, and Weight Change (n† = 3,634)

Variables Category

hs-CRP (mg/L)
Low CVD risk (<  1 mg/L) 

n† =  2,715 (75.0%)‡
Moderate CVD risk (1-3 mg/L) 

n† =  621 (17.0%)‡
High CVD risk (>  3 mg/L) 

n† =  298 (8.0%)‡ χ2 (p)
n† (W%)‡ n† (W%)‡ n† (W%)‡

BMI (kg/m²)
Normal weight (<23.0) 1,383 (50.0) 176 (26.9) 93 (30.0) 320.30 (< .001)
Overweight (23–24.9) 643 (23.5) 115 (18.1) 51 (15.1)
Obesity (25–29.9) 600 (23.6) 249 (41.8) 95 (32.6)
High obesity (30–34.9) 78 (2.6) 67 (10.8) 45 (15.9)
Super-high obesity (≥35) 11 (0.3) 14 (2.4) 14 (6.4)

WC (cm)
Male <90 915 (77.9) 169 (49.8) 80 (57.4) 79.37 (< .001)

≥90 284 (22.1) 156 (50.2) 53 (42.6)
Female <85 1,318 (88.7) 178 (63.6) 82 (52.2) 211.84 (< .001)

≥85 198 (11.3) 118 (36.4) 83 (47.8)
Weight change over 

the past year No change (<3 kg) 1,738 (61.8) 321 (50.2) 166 (49.7) 58.32 (< .001)
Weight loss 304 (11.9) 68 (9.6) 44 (17.5)
Weight gain 673 (26.3) 232 (40.2) 88 (32.8)

†unweighted sample size; ‡weighted percent.
BMI=body mass index; CVD=cardiovascular disease; hs-CRP=high sensitivity C-reactive protein; WC=waist circumference.

Obesity is a chronic inflammatory condition, and hs-CRP 
can be measured in the low range of 0-10 mg/L [4]. Hs-CRP 
levels greater than 10 mg/L have been observed in acute plaque 
ruptures that can lead to thrombosis [25]. In addition, hs-CRP 
can predict the risk of myocardial infarction in subjects with 
CVD risk factors and in healthy adults without risk factors; 
therefore, even if hs-CRP maintains the normal range, it is im-
portant to maintain the lower limit [23]. 

In the present study, the odds ratio for CVD in the high-risk 
group was highest for super-high obesity, followed by high obe-
sity. However, WC was not a risk factor for CVD in this high-
risk group. 

An elevated BMI(≥  30 kg/m2) exacerbates CVD risk factors 
and adversely affects heart structure and function, hyperten-
sion, coronary heart disease, heart failure, and atrial fibrillation. 
increases with obesity [26]. hs-CRP, an acute phase inflamma-
tory substance, is a susceptibility marker for microscopic sys-
temic inflammation and is an indicator to evaluate the risk and 
prognosis of CVD, such as arteriosclerosis and vascular endo-
thelial dysfunction [13]. CRP is not only a marker of inflamma-
tion but also a cause of inflammation [16]. The ability of hs-
CRP to predict the risk of CVD was superior to that of lipopro-
tein, homocysteine, and total cholesterol/high-density lipopro-

tein ratio [13,16].  
The mechanism by which CRP levels increase in obese sub-

jects is that tumor necrosis factor-α (TNF-α) is produced by 
adipocytes, which promotes IL-6 secretion and increases CRP 
production in the liver; IL-6 promotes the synthesis of coagula-
tion factors from the liver and promotes hepatic gluconeogene-
sis and triglyceride synthesis, and TNF-α inhibits the activity of 
lipoproteinases and stimulates hepatic lipogenesis. Further-
more, CRP is synthesized and degraded faster than other 
acute-reactive substances and maintains a high value when tis-
sue damage and inflammation continue, thus showing the best 
inflammatory activity [20]. Changes in total body fat mass are 
associated with hs-CRP reductions [4,15]. Reduction of subcu-
taneous and visceral fat reduces CRP levels, which may reduce 
CVD risk [15]. 

In this study, the odds ratio for hs-CRP was higher in AO 
than in BMI 25~29.9 kg/m2. However, BMI ≥  30 kg/m2 
showed a higher odds ratio than that of WO. Asians have rela-
tively high visceral fat accumulation compared to Westerners 
despite their low BMI [14]. Therefore, researchers believe that 
AO has a higher risk of hs-CRP than BMI (25~29.9 kg/m2), 
which is the Korean obesity standard. 

General body obesity is directly related to WC (cm),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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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Predictive Variables for Increased CVD Risk (n† = 3,634)

Variables/ Category
Moderate CVD risk (hs-CRP =  1-3 mg/L) High CVD risk (hs-CRP >  3 mg/L)
AOR† 95% CI p AOR† 95% CI p

BMI (kg/m²) (ref =  normal weight <  23.0)
 Overweight (23~24.9) 1.26 0.92–1.73 .140 0.91 0.53–1.57 .743
 Obesity (25~29.9) 2.21 1.57–3.11 < .001 1.52 0.81–2.85 .187
 High obesity (30~34.9) 4.16 2.41–7.19 < .001 4.40 2.04–9.51 < .001
 Super high obesity (≥35) 7.13 2.24–22.65 .001 17.55 5.27–58.37 < .001
WC (cm) (ref =  male <90; female<85)
 Male ≥90 3.12 2.40–4.40 < .001 2.00 0.92–4.36 .079
 Female ≥85 2.60 1.92–3.82 .001 2.12 0.99–4.55 .052
Weight change over the past year (ref =  no-change)
 Weight loss 1.02 0.70–1.49 .899 0.83 0.24–2.80 .763
 Weight gain 1.84 1.41–2.41 < .001 3.22 1.38–7.52 .007
Age (ref =  19-29)
 30-39 0.89 0.62–1.28 .541 1.04 0.61–1.77 .865
 40-49 0.83 0.56–1.21 .340 1.00 0.63–1.58 .994
 50-59 1.17 0.80–1.70 .413 1.18 0.71–1.95 .514
 Over 60 1.29 0.80–2.09 .287 1.74 1.02–3.05 .049
Sex (ref =  male)
 Female 0.86 0.67–1.11 .270 1.37 1.12–3.08 .035
Education level (ref =  under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0.95 0.56–1.62 .874 0.96 0.51–1.81 .917
 High school 0.84 0.50–1.38 .496 0.83 0.51–1.37 .483
 Above college 0.95 0.58–1.56 .846 0.96 0.54–1.70 .895
Economic level (ref =  1st quartile)
 2nd quartile 0.79 0.57–1.08 .147 0.78 0.52–1.16 .230
 3rd quartile 0.74 0.54–1.01 .060 0.79 0.53–1.18 .256
 4th quartile 0.71 0.47–1.05 .093 0.65 0.41–1.02 .065
Smoking (ref =  non-smokers)
 Smokers 0.84 0.57–1.24 .386 1.12 0.68–1.85 .648
Amount of smoking (cigarettes)/day (ref =  none)
 1-10 0.98 0.68–1.43 .945 0.99 0.58–1.69 .991
 11-20 1.47 0.85–2.57 .165 0.88 0.38–2.01 .762
 ≥21 2.93 1.14–7.53 .026 1.69 0.39–7.21 .476
Drinking (ref =  non-drinker)
 Drinker 1.28 0.77–2.12 .324 0.78 0.41–1.48 .454
Amount of drinks per time (ref =  none)
 1~4 1.63 0.79–3.39 .184 1.14 0.77–1.69 .496
 5~9 1.80 0.87–3.73 .111 0.87 0.61–1.24 .445
 ≥10 2.44 1.20–4.95 .014 1.13 0.79–1.63 .481

†AOR was from a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model adjusted for age, sex, education level, economic level, smoking, amount of smoking, drinking, and 
amount of drinks.
AOR=adjusted odds ratio; BMI=body mass index; CI=confidence intervals; CVD=Cardiovascular disease; hs-CRP=high sensitivity C-reactive protein; ref 
=  reference; WC=waist circumference.

BMI≥ 30 kg/m2 generally refers to a complex obese group con-
sisting of whole-body obesity and abdominal obesity [27]. The 
largest increase in hs-CRP was observed in the obese group 
mixed with AO and systemic obesity, suggesting that both an 

increase in central fat and systemic fat can affect the increase in 
hs-CRP. An increase in overall body fat, including visceral fat,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increase in hs-CRP [22]. Hs-CRP 
is related to BMI, blood pressure, total cholesterol, triglycer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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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L-cholesterol, and fasting blood glucose, and BMI is the 
most correlated indicator of hs-CRP [15]. This especially sup-
ported the results of this study that the odds ratio for the high-
risk group for CVD as BMI increased by more than 30kg/m2. 

In this study, as smoking and drinking increased, the odds 
ratio for the moderate-risk CVD group increased by 2,93 times 
and 2.44 times, respectively. Smoking-related deaths accounted 
for 8.71 million people, and 36.7% of smoking-related deaths 
were due to CVD [1]. CRP increased by 2.32 times for 11~20 
cigarettes and 3.54 times for ≥ 21cigarettes compared to less 
than 10 cigarettes; that is,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ciga-
rettes smoked per day is related to an increase in CRP [20], and 
smoking is a risk factor for CVD because it damages vascular 
endothelial cells and interferes with blood circulation by stimu-
lating platelets and the clotting system [27].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lso supported. High-risk elevations in hs-CRP 
we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smoking and alcohol consump-
tion in men and positively correlated with age in women, and 
the increase in hs-CRP indicates that atherosclerosis is pro-
gressing [27]. Smoking cessation and an appropriate amount of 
alcohol have been suggested as factors for lowering hs-CRP [4]. 
Excessive drinking can cause heart failure by lowering myocar-
dial function and angina pectoris due to coronary artery 
spasms, arrhythmia, and sudden death. It also affects metabo-
lism and raises blood triglyceride levels, which can lead to CVD 
[27]. 

In the present study, the odds ratio for the high-risk CVD 
group increased by 1.74 times in those aged ≥ 60 years and by 
1.37 times in females. In Korean adults, hs-CRP increased 1.6 
times in those aged≥ 60 years, and hs-CRP increased with age 
[20]. CVD has increased, particularly with the aging popula-
tion, and is projected to double between 2019 and 2050 [1]. In 
women, metabolic syndrome[MS] increases with age and in-
creases rapidly after menopause, and its prevalence is twice that 
of men over 70 years of age [28]. MS, which includes increased 
WC, triglycerides, hypertension, and low-density fat, is a risk 
factor for CVD [27]. As women transition from menopause to 
old age, AO and MS increase due to decreased estrogen, in-
creasing the risk of CVD in elderly women [29-30]. 

High hs-CRP levels are associated with heart attack risk, and 
hs-CRP testing may be most useful in people with a 10% to 
20% chance of having a heart attack within 10 years [4]. 

In this study screened subjects at risk for CVD without blood 
tests such as hs-CRP, and early detection and prevention pro-

gram of CVD provided evidence that obesity-related interven-
tions modulating hs-CRP should be included.  

However,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include liver failure, 
which is a factor that interferes with CRP production, and in-
flammatory or infectious conditions since we did not exclude 
subjects who received antibiotics. In addition, although hs-CRP 
was evaluated as an inflammation-related indicator in this 
study, IL-6 and TNF-α, which affect hs-CRP production, could 
not be measured directly. In future studies, the effects of BMI 
and WC on CVD should be identified by race, genetic factors, 
and IL-6 and TNF-α markers. 

CONCLUSION 

In conclusion, early CVD detection and prevention programs 
for Korean adults should include interventions for BMI and 
WC. In this study, the risk of hs-CRP, a predictive index for 
CVD in adults without CVD, was empirically confirmed by the 
difference between BMI and WC. In addition, smoking, drink-
ing, and older age were factors influencing CRP.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basis for different applications of body 
fat and abdominal fat management based on BMI (30kg/m2) 
was prepared in the CVD early detection and prevention pro-
gram. For weight managemen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exer-
cise methods, diet, smoking cessation, alcohol management, 
and s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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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ssess the antidepressant effects of capsaicin in chronic depres-
sive rats and elucidate the mechanism underlying its effects.
Methods: Male Wistar rats (280~320 g, 8 weeks of age) were subjected to depression induced by 
chronic unpredictable mild stresses. The rats were exposed to 8 kinds of stresses for 8 weeks. In the last 
2 weeks, fluoxetine or capsaicin was injected subcutaneously. The dose of fluoxetine was 10 mg/kg 
(body weight), while the doses of capsaicin consisted of low (1 mg/kg), middle (5 mg/kg), and high  
(10 mg/kg). The forced swim test (FST) was conducted to evaluate the immobility time of rats. The im-
mobility time indicates despair, one of symptoms of depression. The change of tryptophan hydroxylase 
(TPH) in the dorsal raphe was investigated using immunohistochemistry. In the hippocampus cornu am-
monis (CA) 1 and 3, glucocorticoid receptor (GR) expression was measured.
Results: The immobility time in the FST was significantly lower (p < .05) in the low-dose (M = 32.40 ± 
13.41 seconds) and middle-dose (M = 28.48 ± 19.57 seconds) groups than in the non-treated depres-
sive rats (M = 90.19 ± 45.34 seconds). The amount of TPH in the dorsal raphe was significantly higher (p 
< .05) in the middle-dose (M = 249.17 ± 35.02) and high-dose (M = 251.0 ± 56.85) groups than in the 
non-treated depressive rats (M = 159.78 ± 41.16). However, GR expression in the hippocampus CA1 and 
CA3 did not show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non-treated depressive rats and the capsaicin-in-
jected rats.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 that capsaicin produces an antidepressant-like effect on chronic un-
predictable mild stress-induced depression in rats via the serotonin biosynthesis pathway.

Key Words: Capsaicin; Depression; Tryptophan Hydroxylase; Glucocorticoid Recep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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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우울증은 지속적인 슬픔과 흥미 상실로 인한 의욕 저하를 유발하

여 다양한 인지적, 정신적, 신체적 증상들을 일으켜 일상 기능을 방

해하는 질환을 말한다[1]. 가장 심각한 증상은 자살 사고로, 우울증 

환자의 2/3에서 자살을 생각하고 10~15%에서 실제로 자살을 시행

할 정도로 생명과 아주 밀접한 질환이다. 우울증과 사망의 상관관

계 연구에 따르면, 우울증 환자의 약 1/3이 우울증 발병 후 1년 이

내에 사망했다고 보고된다[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1년) 우울증의 진료 추이를 분석한 결과, 우울증 환

자 수는 2017년 69만 1,164명에서 2021년에는 93만 3,481명으로 

35.1%(연평균 7.8%) 증가하였다. 또한 인구 천 명당 우울증 환자 수

를 확인한 결과, 2017년 13.3명에서 2021년 18.1명으로 36.1%(연평

균 8.0%) 증가한 양상을 보였다[3]. 한편, 코로나19 팬데믹이 2년 넘

게 지속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1년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2020년 3월 

대비 자살을 생각한 사람의 비율이 40% 증가하였고, 5명 중 1명이 

우울 위험에 노출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 따라서, 최근 몇 년

간 우울증 유병률 증가에 대한 연구가 중요시되고 있다.

우울증의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여러 정신 

질환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유전적, 생화학적, 심리적, 사회적, 신체

적, 생물학적 요인들이 우울증을 일으킨다[5]. 특히, 뇌 속의 신경전

달물질의 이상으로 인해서 발생하며, 세로토닌(serotonin), 노르에

피네프린(norepinephrine), 도파민(dopamine) 등의 양이 감소하면 

우울증이 발생한다는 가설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6,7]. 특

히, 필수아미노산 중 하나인 트립토판(tryptophan)에서 유도되는 세

로토닌은 모노아민 신경전달 물질의 하나이며, 낮은 트립토판과 세

로토닌의 수치가 우울증을 유발한다[8]. 세로토닌의 감소로 인한 우

울증을 치료하기 위한 대표적인 항우울제 약물인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selective serotonin reuptake inhibitors, SSRIs), 모노

아민 산화효소 저해제(monoamine oxidase inhibitors, MAOIs), 삼
환계 항우울제(tricyclic antidepressants, TCAs) 등을 이용하여 신경

전달물질의 불균형을 조절하려고 하였다[9]. 하지만, 항우울제는 위

장 장애, 체중 감소, 졸음, 성 기능 장애 등의 지속적인 부작용을 가

지고 있으며[10], 또한 SSRI 복용을 중단하게 되면 어지러움, 불면

증, 신경과민, 메스꺼움 및 초조함을 포함한 부작용이 나타나기 때

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11].

세로토닌은 뇌간에 위치한 솔기핵에서 분비되며, SSRI는 솔기핵

에 작용하여 약리적 효과를 나타낸다[12]. 뒤솔기핵(dorsal raphe 
nuclei)은 뇌의 세로토닌성 핵(serotonergic nuclei) 중 가장 크며, 중

추신경계에서 세로토닌을 가장 많이 생성하는 부위로 이곳에서 세

로토닌이 합성되는 과정에는 tryptophan hydroxylase (TPH)가 관

여한다[13].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이 유발된 실험동물의 뒤솔기

핵에서 TPH 발현 및 세로토닌 생성이 억제되었고, 이는 SSRI 투여

로 인해 개선되었다[14]. 따라서 TPH가 결핍된 경우, 세로토닌의 

모노아민 시스템 기능 장애가 나타나며 기분 조절에 부정적인 영향

을 끼친다고 볼 수 있다.

스트레스는 뇌 영역인 해마(hippocampus)에 영향을 끼쳐 해마에

서의 신경세포의 사멸을 유도하며 이는 우울증 발병과 밀접하게 관

련되어 있다[15]. 스트레스에 노출된 상황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글루코코르티코이드(glucocorticoid)의 분비가 증가하는데[16], 이 

호르몬의 수용체인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수용체(glucocorticoid re-
ceptor, GR)의 활성화가 해마의 신경세포 손실을 초래한다[17]. GR
이 존재하는 해마에서 신경전달물질의 조절 및 신경 가소성에 중요

한 역할을 하는 물질들의 발현이 감소하면서 세포 자멸과 위축이 

일어나고 결국 뇌에 손상이 초래되어 우울증이 발생한다[18].

캡사이신(capsaicin)은 매운 식품인 고추에서 발견되어 매운맛을 

내는 원인이 되며, 생물학적 효능으로 항염증, 진통, 항산화 등의 

유익한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고된다[19]. 캡사이신이 함유된 매운 

음식을 먹을 때 입안은 고통을 느끼게 되며, 매운맛은 미각이 아니

라 고통을 느끼는 통각으로 알려져 있다[20]. 이때 입안에 생긴 통

증을 완화하기 위해 엔도르핀과 아드레날린 분비가 촉진된다. 이들 

호르몬은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진통제 역할

을 하게 된다[21]. 소량의 캡사이신 투여는 동물 실험 중 절망감과 

관련된 강제 수영 실험(forced swim test, FST)에서 우울 관련 행동

이 개선되었고, 높은 십자형 미로(elevated plus maze, EPM)에서 항

우울제 부작용인 불안 관련 행동이 나타나지 않았다[22]. 하지만, 

선행연구에서의 우울증은 지질다당류[23], 약물[24], 부동[25] 등 그 

원인이 단기간 작용해서 유발된 것이었다. 만성적인 우울 상태에서

의 캡사이신의 효과는 검토되지 않았으며, 특히 캡사이신 투여가 

항우울 효과를 나타낼 때 뇌의 뒤솔기핵에서의 세로토닌 합성효소

인 TPH의 변화와 해마에서의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수용체인 GR의 

변화를 살펴보는 연구는 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캡사이신의 항우울 효과를 입증하기 위하여 

만성 스트레스로 유발된 우울증 쥐 모델에서 캡사이신 투여에 대한 

행동학적, 신경과학적 변화를 확인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만성 우울증 동물모델에서 캡사이신의 항우울 

효과를 확인하여 항우울제를 대체할 수 있는 효과적인 중재인지 살

펴보는 것이다.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만성 우울증 동물모델에 캡사이신을 저농도, 중농도, 고농도로 

투여하는 것이 농도에 따라 항우울 효과에 차이를 보이는지를 

분석 및 확인한다.

2) 만성 우울증 동물모델에 캡사이신을 저농도, 중농도, 고농도로 

투여하여 행동 실험을 통해서 우울 행동의 극복 효과를 나타내

는지를 확인하고, 면역조직화학법(immunochemistry)을 통해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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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기핵에서는 우울증으로 인해 감소하였던 세로토닌 합성효소

인 TPH의 발현이 증가하는지를, 해마의 cornu ammonis (CA) 1
과 3에서는 우울증으로 인해 증가했던 GR의 발현이 감소하는지

를 분석 및 확인하여 캡사이신이 어떤 우울증 발생 기전에 작용

하여 항우울 효과를 나타내는지를 밝혀낸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의해 우울증이 유발된 실험동물

을 대상으로 캡사이신을 투여함으로써 어떤 행동학적, 신경과학적 

변화가 일어나 항우울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순수 실

험연구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이 Figure 1에 제시하였다.

2. 실험동물

수컷 Wistar 쥐 (280~320g, 8 weeks, Orient. Bio, Korea) 42마리

를 군별로 표준 케이지(26×42×18 cm)에 2~3마리씩 생활하도록 

하였고, 실험기간 동안 평균 온도 22 ± 1°C, 습도 60 ± 10%로 유

지하였으며, 밤낮 주기(12시간 light/12시간 dark, light turn on 8 

am)가 조절되는 환경에 수용하였다. 고형사료와 물은 자유롭게 섭

취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실험동물은 7마리씩 무작위로 선별해

서 대조군(control, CON), 우울장애군(depression, DEP), 우울장애

+항우울제군(depression+fluoxetine, DEP+Flx), 우울장애+캡사이

신 저농도군(depression+capsaicin low dose, DEP+Cap L), 우울장

애+캡사이신 중농도군(depression+capsaicin middle dose, 

DEP+Cap M), 우울장애+캡사이신 고농도군(depression+capsaicin 

high dose, DEP+Cap H)의 6가지 군으로 구분하였다.

3. 실험방법

1) 우울증 모델 제작(chronic unpredictable mild stress, CUMS)

16일간의 적응 기간 후에 CON군을 제외한 DEP, DEP+Flx, 

DEP+Cap L, DEP+Cap M, DEP+Cap H군에게는 총 42일간(Day 

17~59, Day 45은 제외) 기존 선행연구를 변형하여[26,27], chronic 

unpredictable mild stress (CUMS)를 시행하였다. 쥐들은 6주 동안 

무작위로 계획된 다양한 사회적, 환경적 스트레스 요인들에 만성적

으로 노출되었다. 중재한 요인들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 food restriction (24시간 동안 음식을 제공하지 않음)

· water restriction (24시간 동안 물을 제공하지 않음)

· wet cage (배지가 다 젖을 정도로 물을 케이지에 추가한 채로 24
시간 동안 수용시킴)

· restraint (밑변이 24cm이고 높이가 35cm인 직각삼각형 모양의 

짤 주머니에 넣고 4시간 동안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정함)

· cold forced swim (8±2°C의 신선한 차가운 물에서 5분간 강제 

수영시킴)

· tail pinch (옷핀을 꼬리 밑부분에 1cm 떨어진 곳에 놓아 쥐의 꼬

리를 5분 동안 집음)

· increase housing density (24시간 동안 쥐를 케이지당 5~6마리씩 

수용시킴)

· tilted cage (케이지를 수평에서 40도 기울인 채로 24시간 동안 수

용시킴)

쥐들은 하루에 이러한 스트레스 요인 중 하나를 받았다(Table 1). 

2일 연속 동일한 스트레스 요인을 가하지 않아 쥐들은 자극 유발을 

예측할 수 없게 하였다.

2) 약물 투여

약물 투여는 피하 주사(subcutaneous injection)하였으며, 우울증 

모델 확인 후 1차 FST 당일부터 CUMS는 유지한 상태로 2주 동안 

매일 오후 4시 30분에 DEP+Flx군에게는 0.9% 생리식염수(normal 
saline)에 희석된 10 mg/kg 용량의 fluoxetine 0.1ml를 주입하였다. 

DEP+Cap L, DEP+Cap M, DEP+Cap H군에게는 첫 9일 동안은 

15% 에탄올에, 남은 5일 동안은 50% DMSO 용액에 희석하여 각

각 1 mg/kg, 5 mg/kg, 10 mg/kg 용량의 capsaicin 0.1 ml를 투여하

였다. DEP군은 투여로 인한 통증 및 스트레스를 통제하기 위하여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생리식염수 0.1 ml을 투여하였고, CON군

은 아무런 약물도 투여하지 않았다.

Figure 1. Experimental design. The intervention was the administration of fluoxetine or capsaicin. CUMS=chronic unpredictable mild 
stress; FST=forced swim test; IHC=immunohistochemistry.

16Day 1 5917 60 73 75

FSTFST

77

Sacrifice & IHCCUMS + InterventionAdaptation Chronic unpredictable mild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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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xperimental Schedule

Day 1~16 Day 17 Day 18 Day 19 Day 20 Day 21 Day 22
Adaptation Food restriction  

(24 h)
Water restriction  

(24 h)
Wet cage (24 h) Restraint (4 h) Cold forced swim  

(5 min)
Tail pinch (5 min)

Day 23 Day 24 Day 25 Day 26 Day 27 Day 28 Day 29
Increase housing density 

(24 h)
Water restriction  

(24 h)
Tail pinch (5 min) Wet cage (24 h) Food restriction  

(24 h)
Increase housing 

density (24 h)
Tilted cage (24 h)

Day 30 Day 31 Day 32 Day 33 Day 34 Day 35 Day 36
Food restriction (24 h) Tail pinch (5 min) Cold forced swim  

(5 min)
Wet cage (24 h) Food restriction  

(24 h)
Water restriction  

(24 h)
Cold forced swim  

(5 min)
Day 37 Day 38 Day 39 Day 40 Day 41 Day 42 Day 43
Tail pinch (5 min) Increase housing 

density (24 h)
Restraint (4 h) Wet cage (24 h) Tilted cage (24 h) Tail pinch (5 min) Cold forced swim  

(5 min)
Day 44 Day 45 Day 46 Day 47 Day 48 Day 49 Day 50
Restraint (4 h) Food restriction  

(24 h)
Tail pinch (5 min) Increase housing 

density (24 h)
Restraint (4 h) Cold forced swim  

(5 min)
Day 51 Day 52 Day 53 Day 54 Day 55 Day 56 Day 57
Tail pinch (5 min) Restraint (4 h) Increase housing 

density (24 h)
Restraint (4 h) Cold forced swim  

(5 min)
Restraint (4 h) Cold forced swim  

(5 min)
Day 58 Day 59 Day 60 Day 61 Day 62 Day 63 Day 64
Tail pinch (5 min) Restraint (4 h) 1st FST Tilted cage (24 h) Water restriction  

(24 h)
Tail pinch (5 min) Water restriction  

(24 h)
Drug administration Drug administration Drug administration Drug administration Drug administration
Food restriction  

(24 h)
Day 65 Day 66 Day 67 Day 68 Day 69 Day 70 Day 71
Increase housing density 

(24 h)
Cold forced swim  

(5 min)
Water restriction  

(24 h)
Tilted cage (24 h) Food restriction  

(24 h)
Restraint (4 h) Cold forced

Drug administration Drug administratin Drug administration Drug administration Drug administration Drug administration Swim (5 min)
Drug administration

Day 72 Day 73 Day 74 Day 75 Day 76 Day 77
Food restriction (24 h) Tail pinch (5 min) 2nd FST Sacrifice
Drug administration Drug administration

FST=forced swim test; h=hours; min=minutes.

3) 체중 측정

체중 감소는 우울증의 특성 중의 하나로 우울증의 진단 기준으

로 사용될 수 있으며[28], 만성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동물모델

에서도 대조군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체중을 나타냈다[29]. CON
군과 CUMS 중재 군들(DEP, DEP+Flx, DEP+Cap L, DEP+Cap 

M, DEP+Cap H) 사이의 체중을 비교하기 위해 우울증 모델 제작 

1주 전부터 시작해서 우울증 제작 마지막 주인 17주까지 매주 금요

일마다 몸무게를 측정하였다.

4) 강제 수영 테스트(forced swim test, FST)

FST는 항우울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동물 행동 실험 중 하나이

다. 쥐가 움직이지 않는 것(immobility)은 부정적인 기분과 상관관

계가 있는 행동으로 해석되며, 쥐에게는 우울증 대표 증상 중 하나

인 절망감을 의미한다. 원통형 수영 탱크(지름 20 cm, 높이 90 cm)

에 쥐의 꼬리나 뒷발이 탱크의 바닥에 닿지 않을 만큼의 높이로 

26°C 수돗물을 채웠다. 이때 실험 중에 쥐들이 서로를 볼 수 없도

록 판을 사용하여 용기를 서로 분리하였다[30]. 행동 실험 24시간 

전에 적응을 위해 15분간 물속에 쥐를 빠뜨려 놓았고, 당일에는 6
분 동안 빠뜨렸다. 실험 후 동영상을 분석하여 1차 실험에서는 처

음부터 5분[26], 2차 실험에선 맨 앞의 1분을 제외하고 5분 중 부동

시간(immobility time)이 얼마만큼 차지하는지를 연구자가 직접 기

록하였다[31].

FST는 실험 중 2번 시행되며, 1차는 6주차(Day 60)에 우울증 모

델 확인을 위해서, 2차는 2주간의 약물 투여가 끝난 후 Day 75에 

항우울 효과를 보기 위해 시행되었다.

5) 뇌 적출 및 조직처리

실험동물은 행동 실험이 종료되고 2일 후에 희생(sacrifice)시켰

으며 쥐의 흉강을 열어 심장의 좌심실에 바늘을 연결하고 50 mM 

인산염 완충 식염수(phosphate buffered saline, PBS)를 관류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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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관 내 혈액을 제거한 후 4% 파라포름알데하이드(paraformalde-
hyde, PFA)가 용해된 20 mM 인산염 완충액(phosphate buffer, PB)

로 뇌를 고정하였다. 뇌를 꺼내 4% PFA 고정액에 담아 43시간~52
시간 동안 고정하고, 고정된 뇌 조직은 30% sucrose 용액으로 옮겨 

4일간 침전시켜 냉동조직절편기(LeicaCM3050S, Leica, Berlin, 

Germany)를 이용하여 뇌 조직을 40 μm 두께로 연속 관상 절편

(coronal section)하여 4°C 냉장 보관하였다.

6) 면역조직화학염색(immunohistochemistry, IHC)

세로토닌 합성효소인 TPH의 발현을 확인하기 위해서 각 그룹에

서 뒤솔기핵 부위 조직을 꺼내고, GR의 발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마 부위 조직을 꺼내서 각각 PBS로 5분씩 3회 세척한 후 3% 

H2O2가 용해된 PBS에서 30분간 반응시키고 기포가 사라질 때까

지 충분히 세척하였다. blocking 용액에 90분간 반응시킨 후 PBS로 

5분씩 3회 세척하고 나서 뒤솔기핵은 1차 항체인 TPH (AB1541, 

1:1000, Millipore, Darmstadt, Hessen, Germany)와 해마는 GR 

(SC56851, 1:500, Santa Cruz, Dallas, Texas, USA)와 4°C에서 하

룻밤 동안 반응시켰다. 다음날 이 조직절편을 다시 PBS 용액으로 

5분씩 3회 세척한 후 2차 항체를 실온에서 2시간 동안 반응시키고 

PBS로 세척하고, avidin-biotin complex (Vectastain-Elite ABC kit, 
Vector Laboratories, Newark, California, USA)와 2시간 동안 반응

시키고 PBS로 세척하였다. 이후 발색제인 diaminobenzidine (Im-
mPACT DAB Substrate Kit, Vector Laboratories, Newark, Califor-
nia, USA)를 사용하여 10분 동안 반응시킨 후 PBS로 세척하여 조

직을 슬라이드 글라스에 붙여 자연 건조하였다. 건조 후에는 70%, 

80%, 90%, 95%, 100% 에탄올을 이용하여 각각 5분에서 10분간 

순차적으로 탈수과정을 거친 후 또 한 번 건조하였다. 그 후 조직의 

투명화를 위해 xylene 처리를 5분간 2회 한 후에 permount (SP15-

500, Fisher Scientific, Pittsburgh, Pennsylvania, USA)를 사용하여 

커버 글라스를 덮었다. 모든 과정 후 광학현미경(BX51, Olympus, 
Tokyo, Japan) 10배에서 촬영하였고, 3명의 측정자가 뒤솔기핵에

서의 TPH의 수와 해마의 cornu ammonis (CA) 1과 CA3에서의 

GR의 수를 육안으로 측정한 후 종합하여 평균값을 구하였다.

4. 자료 분석

모든 실험 결과는 SPSS 26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를 산출하였고, independent t-test와 one-way ANOVA로 

분석한 후 Tukey HSD test로 사후 검정을 하였고, 통계적 유의수준

은 p <  .05에서 채택하였다.

5.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경희대학교의 실험동물윤리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실행하였다(KHSASP-22-273). 또한, 실험동물 

취급 및 모든 실험 절차는 NIH Guide for the Care and Use of 

Laboratory Animals에 입각하였다[32].

연구 결과

1. 우울증 모델 확인

1) 체중 변화

모든 실험동물은 우울증 모델 제작 1주 전부터 시작해서 우울증 

제작 마지막 주인 17주까지 매주 금요일마다 체중을 측정하였다. 

17주에 마지막으로 측정했을 때, 체중의 변화는 CUMS 중재 군들

(408.86 ± 22.29 g)은 CON군(463.14 ± 33.92 g)과 비교해서 체

중 증가의 폭이 크지 않았다. 우울증 유도 후 CUMS 중재 군들은 

CON군과 비교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체중이 감소되었다(t 
=5.38, p <  .001)(Figure 2-A).

2) 강제 수영 테스트(forced swim test, FST)

우울증 모델을 확인하기 위한 1차 FST를 시행한 결과는 Figure 

2-B와 같다. CUMS 중재 군들(49.96 ± 38.87초)은 CON군(11.03 

± 5.12초)과 비교해서 부동시간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

다(t =  -5.65, p <  .001)(Figure 2-B). 우울증을 유발한 쥐들에서 

부동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우울증 동물모델이 성공적

으로 제작되었음을 확인하였다.

2. 약물의 항우울효과 확인

1) 강제 수영 테스트(forced swim test, FST)

캡사이신을 투여한 후 우울증 극복 정도를 2차 FST를 통해 확인

한 결과는 Figure 3-A와 같다. CON군(20.29 ± 7.11초), DEP군

(90.19 ± 45.34초), DEP+Flx군(19.05 ± 7.14초), DEP+Cap L군

(32.40 ± 13.41초), DEP+Cap M군(28.48 ± 19.57초), DEP+Cap 

H군(47.72 ± 51.75초) 사이의 부동시간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나타났다(F =  5.60, p =  .001). 추가로 사후 분석한 결과, 

DEP군은 CON군과 비교해서 유의하게 부동시간이 증가하였다(p 
=  .001). 하지만, DEP+Flx군(p =  .001), DEP+Cap L군(p =  

.011), DEP+Cap M군(p =  .006)은 DEP군과 비교해서 유의하게 

부동시간이 감소하였다. 반면, DEP+Cap H군은 DEP군과 비교해

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 =  .111)(Figure 3-A). FST를 통

해 우울증 쥐 모델에서 캡사이신 저농도와 중농도를 처치한 군에서 

우울증 감소의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2) 뒤솔기핵 부위에서 TPH 발현 확인

우울증 동물모델에서는 뒤솔기핵에서 세로토닌 합성효소인 

TPH의 감소가 나타나며, 면역조직화학염색을 이용하여 TPH의 

발현 정도를 확인한 결과는 Figure 3-B와 같다. CON군(297.60 ± 

9.23개), DEP군(159.78 ± 41.16개), DEP+Flx군(218.83 ± 49.74
개), DEP+Cap L군(208.39 ± 62.24개), DEP+Cap M군(2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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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Confirmation of the depressive animal model. (2-A) Weekly changes in body weight. (2-B) Results of immobility time in 
the FST. Data are presented as the mean ± standard deviation of the mean *p < .001,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CON. CON=control; 
CUMS=chronic unpredictable mild stress; FST=forced swim test.

Figure 3. The antidepressant effects of capsaicin. (3-A) Effect on immobility time in the FST. (3-B)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of TPH. 
Ⓐ CON, Ⓑ DEP, Ⓒ DEP+Flx Ⓓ DEP+Cap L, Ⓔ DEP+Cap M, Ⓕ DEP+Cap H. The tissue was measured by microscopy at a magnification 
of ×10. Data are presented as the mean ± standard deviation of the mean *p < .05,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CON. #p < .05,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DEP. CON=control; DEP=depression; DEP+Flx=depression+fluoxetine; DEP+Cap L=depression+capsaicin low dose; 
DEP+Cap M=depression+capsaicin middle dose; DEP+Cap H=depression+capsaicin high dose; FST=forced swim test; TPH=tryptophan 
hydroxyl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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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02개), DEP+Cap H군(251.00 ± 56.85개) 사이의 TPH 발

현량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나타났다(F =  5.66, p =  

.001). 추가로 사후 분석한 결과, DEP군은 CON군과 비교해서 

TPH 발현량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 <  .001). 하지만, DEP+-

Cap M군(p =  .026)과 DEP+Cap H군(p =  .022)은 DEP군과 비교

해서 TPH 발현량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반면, DEP+Flx군(p =  

.381)과 DEP+Cap L군(p =  .471)은 DEP군과 비교해서 유의한 차

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우울증을 유도한 쥐 모델에서 중농도

와 고농도의 캡사이신 투여가 TPH의 감소를 개선할 수 있음을 확

인하였다.

3) 해마 CA1과 CA3 부위에서 GR 발현 확인

우울증 동물모델의 해마를 관찰하면, 스트레스로 인해 glucocor-
ticoid가 과다하게 분비되고 그에 따라 그 수용체인 GR도 증가해 

있는 양상을 보인다. 해마의 CA1 영역에서 glucocorticoid의 수용

체인 GR을 면역조직화학염색을 이용하여 발현 정도를 확인한 결

과는 Figure 4-A와 같다. CON군(162.72 ± 96.30개), DEP군

(286.12 ± 81.95개), DEP+Flx군(145.14 ± 56.20개), DEP+Cap 

L군(257.00 ± 39.02개), DEP+Cap M군(253.24 ± 42.96개), DE-
P+Cap H군(237.54 ± 65.20개) 사이에 GR 발현량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 =  5.22, p =  .001). 추가로 사후 분석한 

결과, DEP군은 CON군과 비교해서 해마 CA1 영역에서 GR 발현

Figure 4.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of GR. (4-A) GR expression in CA1. (4-B) GR expression in CA3. Ⓐ CON, Ⓑ DEP, Ⓒ DEP+Flx Ⓓ 
DEP+Cap L, Ⓔ DEP+Cap M, Ⓕ DEP+Cap H. The tissue was measured by microscope at a magnification of ×10. Data are presented as the 
mean ± standard deviation of the mean *p < .05,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CON. #p < .05,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DEP. CA=cornu 
ammonis; CON=control; DEP=depression; DEP+Flx=depression+fluoxetine; DEP+Cap L=depression+capsaicin low dose; DEP+Cap 
M=depression+capsaicin middle dose; DEP+Cap H=depression+capsaicin high dose; GR=glucocorticoid recep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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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 =  .015). 그러나 DEP+Flx군은 DEP
군과 비교해서 GR 발현량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 =  .002). 반

면, DEP+Cap L군(p =  .947), DEP+Cap M군(p =  .925), DEP+-

Cap H군(p =  .679)은 DEP군과 비교해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Figure 4-A). 캡사이신 저, 중, 고농도의 투여는 GR의 증가를 억제

하는 데에 관여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마의 CA3 영역에서 GR 발현 정도를 확인한 결과는 Fig-
ure 4-B와 같다. CON군(148.00 ± 78.51개), DEP군(247.06 ± 

40.86개), DEP+Flx군(143.44 ± 48.54개), DEP+Cap L군(223.31 

± 42.78개), DEP+Cap M군(237.63 ± 49.05개), DEP+Cap H군

(205.25 ± 51.28개) 사이에 해마 CA3 영역에서의 GR 발현량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보였다(F =  5.65, p <  .001). 추가로 사

후 분석한 결과, DEP군은 CON군과 비교해서 GR 발현량이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 =  .009). 그러나 DEP+Flx군은 

DEP군과 비교해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 =  .004). 반면, DEP+-

Cap L군(p =  .943), DEP+Cap M군(p =  .999), DEP+Cap H군(p 
=  .609)은 DEP군과 비교해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Figure 4-B). 

CA3 영역에서도 캡사이신 투여로 인한 GR의 감소는 나타나지는 

않았다.

논의

본 연구는 CUMS로 인한 우울증 동물모델을 통해 캡사이신의 

항우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CUMS는 우울증 동물

모델을 제작할 목적으로 사용되었으며, 예측할 수 없어 적응하기 

힘들도록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무작위로 선택하여 중재함으로써 

실험 동물에게 우울증과 같은 유사 행동 상태를 유도하였다[26].

우울증 동물모델에서 우울증 증상의 하나로 체중 감소가 나타나

며, 우울증 환자 중 일부는 급격한 체중 감소가 나타난다[33]. 본 

연구에서도 대조군과 비교해서 CUMS 중재 군들은 우울증 유발 8
주째에 유의하게 체중 감소가 나타났다. 이에 더하여 우울증 증상 

중 하나인 절망감의 정도를 의미하는 부동시간을 측정하는 FST에

서도 CUMS 중재 군들이 대조군과 비교해서 더 오래 부동자세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fluoxetine 처치와 마찬가지로 저농도와 중농도 

캡사이신 처치 후 증가했던 부동시간이 감소하였다. 따라서 캡사이

신이 우울 행동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세로토닌의 감소는 우울증을 일으키며[6,7], SSRI를 포함한 항우

울제 또한 이를 개선하여 약물의 효과를 나타낸다[9]. 세로토닌 생

합성의 1단계인 트립토판의 5-hydroxytryptophan으로의 전환을 

촉매하는 TPH의 발현 정도는 뇌의 세로토닌 발현 정도를 대체할 

수 있으며[34], 실제로 낮은 TPH의 수준은 우울증의 지표가 되기 

때문에[13], 중재로 인한 TPH 증가를 통해 해당 중재의 항우울 효

과를 논할 수 있다[35]. CUMS 노출로 인해 우울증이 발병된 동물

은 뒤솔기핵에서 TPH의 발현이 감소하는데[14], 이번 실험에서도 

그 변화를 확인하였다. fluoxetine 처치는 세로토닌의 증가를 유도

한다고 보고된다[36]. 하지만 fluoxetine를 처치한 군보다 캡사이신

을 처치한 군들에서 TPH의 발현이 농도 의존적으로 더욱 증가하

였다. 저농도에서의 변화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농도를 높일수록 

유의했기 때문에 고농도의 처치가 TPH를 증가시켜 우울증 회복에 

더 기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TPH 발현에서 고농도가 중농도보다 우울증 극복에 더 큰 효과

를 나타낸 것을 통해 캡사이신의 농도와 항우울 효과가 비례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0.001~0.25 mg/kg까지 다양한 농도

로 캡사이신을 투여했을 때 0.05 mg/kg에서 최대효과를 보이면서 

그 효과가 농도 의존적이었던 Reyes 등의 결과[22]와 유사하며, 

0.01~0.15 mg/kg까지 농도를 다르게 하여 단독 투여했을 때와 

SSRI 계열 약물인 citalopram과 병용 투여하면서 농도에 따른 효과

를 알아보았던 Aguilar 등의 연구[37]와도 유사한 결론에 도달하였

다.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우울증을 유발하고 이때 해마에서는 스트

레스와 관련된 호르몬인 glucocorticoid (cortisol)의 수용체인 GR
의 발현이 증가한다. GR은 스트레스와 관련된 호르몬인 cortisol의 

수용체로, 높은 GR의 활성도는 높은 스트레스 상황을 의미한다

[38]. 이는 특히, 해마에서 기능적 손상과 연관되어 신경 발생 감소 

및 신경 가소성 손상을 초래하기도 한다[39]. 따라서 스트레스 호

르몬의 작용을 억제하는 것은 해마의 손상을 막아주고 우울증을 완

화할 수 있다. 이번 실험의 결과에서도 DEP군은 대조군과 비교해

서 해마의 CA1과 CA3 영역에서 GR의 활성이 증가하였다. 항우울

제인 fluoxetine 처치한 군은 DEP군과 비교해서 유의하게 GR의 발

현을 감소시켰다. 하지만, 캡사이신을 처치한 군들에서는 GR 발현

을 유의하게 감소하지는 않았지만, 그 경향성은 나타났다.

캡사이신은 transient receptor potential vanilloid type 1 (TRPV1)

의 작용제로서, TRPV1 채널을 활성화시킨다. TRPV1은 칼슘 투

과성 양이온 채널의 계열에 속하는 수용체로[40], 중추신경계와 말

초신경계 모두에 분포되어 있다[41]. 말초신경계에서는 통증 매개

체로서의 역할과 온도, pH 민감성과 관련된 감각 전달 뉴런으로서

의 작용을 연구하는 실험들이 주로 진행되어 왔다[42,43]. TRPV1
이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

고 있는데, 우울증 발생 기전과 관련이 깊은 뒤솔기핵과 해마에서

도 TRPV1이 발견되면서[44,45] 우울증과 불안감에 미치는 긍정적

인 영향에 대한 연구들도 증가하고 있다[46]. 캡사이신에 의한 

TRPV1의 활성화는 시냅스 후 뉴런의 대사성 글루타메이트 수용체 

1과 5(metabotropic glutamate receptor 1 & 5, mGlu1 & mGlu5), 

그리고 이온성 글루타메이트 수용체 중 하나인 N-메틸-D-아스파

르트산 수용체(n-methyl-m-aspartate receptor, NMDAR)를 활성

화시킴으로써 칼슘의 세포 내 유입을 증가시키고, 이는 뉴런의 장

기강화작용(long term potentiation, LTP)을 일으켜 시냅스 가소성

(synaptic plasticity)을 유발한다[47]. 그런데 생쥐 뇌에서 TRPV1의 

https://doi.org/10.7586/jkbns.2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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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현을 확인한 연구에서 TRPV1이 뒤솔기핵이 위치한 수도관주위

회색질(periaqueductal gray, PAG)에 위치하는 것을 볼 때[48] 뒤솔

기핵에서도 해당 과정이 일어나 세로토닌성 뉴런의 활성을 가져옴

으로써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진 항우울제의 기능인 세로토닌의 시

냅스 공간 내 농도 향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이며, 그리하여 본 실

험에서 캡사이신 투여가 TPH의 발현 증가를 가져와 항우울 효과

를 나타냈던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유사하게 TRPV1의 활성화가 

세로토닌 및 도파민의 농도를 상승시킴과 동시에 항불안 효과를 나

타낸다는 사실이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바 있었다[49]. 그러나 근본

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는 확인해보지 못한, 캡사이신이 

항우울 효과를 나타낼 때 뒤솔기핵과 해마의 TRPV1에서 어떤 변

화가 일어나는지 실제로 확인해보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앞서 본 연구 결과에서 행동 실험과 조직 실험에서 농도에 

따른 효과가 일치하지 않았다. 행동 실험에서는 저농도와 중농도에

서, TPH 발현을 확인하는 조직 실험에서는 중농도와 고농도에서 

캡사이신의 효과를 확인하였다. 따라서, 캡사이신의 농도에 대한 

재고찰을 바탕으로 그 농도와 항우울 효력의 연관성을 확인하는 후

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더불어 캡사이신에 의해 엔도르핀과 아드레날린 분비가 촉진되

면서 스트레스가 해소되는데, 해당 호르몬 또는 그 수용체의 활성 

여부를 추후 연구를 통해 추가로 확인한다면, 이번 실험의 결론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21].

그럼에도 지질다당류[23], 약물[24], 부동[25] 등 그 원인을 단기

간 작용시켜 우울증을 유발했던 선행연구와 달리 6주라는 장기간 

스트레스로 인해 만성적인 우울증에 걸린 동물을 대상으로도 캡사

이신이 항우울 효과가 나타냄을 입증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게

다가 캡사이신의 항우울 효과가 뒤솔기핵에서의 TPH 발현 증가와 

연관 있음을 밝혀냄으로써 캡사이신을 기반으로 한 만성적인 우울

증 환자 대상 중재 개발에 일조하였다.

결론

본 연구는 흰 쥐를 대상으로 6주 동안 CUMS를 실시하여 우울

증 동물모델을 성공적으로 만들었으며, 캡사이신의 농도에 따른 항

우울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저, 중, 고농도로 나누어 행동 실험과 

분자생물학적 분석을 진행하였다. CUMS를 통해 체중 감소와 부

동시간의 증가를 유발하여 우울증 모델이 잘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

하였고, 캡사이신 투여가 부동과 같은 우울 모델의 행동 특성을 완

화했고, 항우울제를 투여한 그룹과 유사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캡사이신이 스트레스 완화가 아닌 세로토닌 합성

효소인 TPH의 감소를 개선함으로써 우울증 극복에 효과가 있음을 

입증했다. 본 연구결과는 매운맛의 원인인 캡사이신이 단기간의 스

트레스 해소 및 기분 개선 수준을 넘어 만성적인 우울증의 증상 완

화에도 효과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우울증 환자 치료에 있어 새로

운 접근법을 제시한 계기가 될 수 있으며, 부작용이 많은 항우울제

를 대체할 만한 중재 개발의 기초자료로서도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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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innitus, which is often described as the conscious awareness of a sound without an external 
auditory stimulus, is one of the most common symptoms in the general population. This study aimed to 
explore the experiences of individuals living with tinnitus.
Methods: In this qualitative exploratory study, data were collected from November 2017 to January 
2018 through in-depth individual interviews with 11 tinnitus patients. Verbatim transcripts and field 
notes were analyzed using content analysis.
Results: The extracted content was classified into three core categories of tinnitus experiences: “suffer-
ing from constant sound,” “being imprisoned surrounded by persistent noise,” and “efforts to overcome.”
Conclusion: This study shows that tinnitus had a severe negative impact on patients’ lives. The finding 
will help healthcare providers understand their patients more deeply.

Key Words: Tinnitus; Symptom; Qualitativ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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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이명은 아무런 외부 자극이 없는 상태에서 소리를 느끼는 것으

로 이명의 크기와 양상은 매우 다양하다[1]. 국내의 경우 이명 유병

률은 약 20.7%로 보고된 바 있다[2]. 이명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발

생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1,2] 노인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국내 상황에서 이명 환자는 점점 증가할 것이다. 이명의 

원인은 말초청각기관, 중추청각기관, 중추신경계, 체성감각계 이상 

및 두경부 근육 이상 등 그 원인도 다양하다[3,4]. 따라서 정확한 

문진과 청력검사를 포함한 신체 검진을 통해 치료가 가능한 원인이 

있다면 이를 찾아내고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

다[4]. 그러나 질환에 의한 이차성 이명은 원인이 되는 질환의 치료

를 통해 증상을 완화하고 개선할 수 있으나 대부분은 그 원인을 찾

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3,4]. 현재 국내에서는 이명 치료를 위해 

인지행동치료, 소리치료, 음악치료, 스테로이드 약물 치료, 이명 재

활 훈련치료, 신경조절 치료 및 보청기 요법과 같은 다양한 치료를 

적용하려는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5,6]. 그러나 이명에 대한 치료

는 아직 완치가 가능한 치료법이 없는 가운데 여러 치료 방법에 대

한 효과가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다[6]. 이처럼 이명을 치료하는 명

https://doi.org/10.7586/jkbns.2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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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한 방법을 제시하는 것의 어려움과 다양한 이명에 대한 특성 및 

원인은 이명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치료

를 포기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7].

이명은 대상자의 일상생활에 수면 부족, 피로 및 불안, 우울을 야

기하기도 하고 심한 경우 자살 충동도 일으킬 수 있다[7-9]. 그러나 

이명은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증상으로 그 증상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다면 대상자가 겪는 어려움의 심각성을 공감하기 어려울 

것이다. 선행연구 결과 이명은 대상자의 신체적, 정신적 측면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삶의 질을 낮추는 요인이었다[10]. 그러나 

이상의 연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는 연구가 대부분으로 대

상자의 실제적인 경험이 어떠했는지를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

다. 물론, 이명을 호소하는 대상자들의 이명의 양상, 크기 및 이명

으로 인한 불편감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

[3,4]. 그러나 이명 환자들이 많이 방문하게 되는 병원에서 간단한 

이명 검사와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해 이명을 신속히 평가해야 하므

로 임상 현장에서 이명 환자의 경험을 듣고 그 심각성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명은 이명 자체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장애 정도 및 치

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6,10]. 따라서 이러한 이명 환자

의 증상 경험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국내

에서는 이명 환자들이 지속되는 소리와 함께하는 삶의 경험에 관한 

심층적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이명 환자가 체험하는 이명 증상에 관하여 체험 

당사자의 시각에서 그 의미를 탐색하고 기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이를 통해 이명을 경험하는 대상자들이 증상과 함께 하는 삶의 

경험을 깊이 있게 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며 그들의 증상을 관리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이명을 경험하는 환자의 증상 체험 경험을 깊

이 있게 이해하고자 함으로 본 연구의 주요 질문은 ‘이명 환자가 지

속되는 소리와 함께하는 삶의 경험은 무엇인가?’이다.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이명 환자들의 지속되는 소리와 함께하는 삶의 경험

을 탐색하고, 이와 관련된 깊은 이해를 얻고자 개별, 심층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질적 내용분석 방법을 이용하여[11] 자료를 

분석한 질적 기술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이명 발생 후 최소 1년 이상 경과하고 이명을 

진단받은 후 증상 관찰 및 치료를 위하여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로 

선정하였다. 이명이라는 증상 경험이 풍부한 대상자 선정을 위해 

자기 경험을 솔직하게 충분히 나누기를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자

료 포화 시점까지 자료수집을 진행하였다[12]. 본 연구의 참여자는 

이명 외 다른 내·외과적 및 정신질환이 없는 자 가운데 본 연구 목

적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개별 심층 면담에 동의한 자로 총 11명이었

다(Table 1).

3. 자료 수집

자료수집은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수행되었다. 단국

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외래에 연구목적과 방법이 요약된 참여자 

모집 문건을 게시하고 참여 의사가 있는 경우 연구자에게 연락처를 

남기면 연구자가 전화 연락을 통해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우선, 연

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한 후 연구 현상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나

눌 수 있는지 참여 부합 여부 및 체험 진술에 대한 참여자의 자발적 

의사를 확인하였다. 열두 명이 참여 의사를 표현하였으나 한 명은 

면담 진행 중단을 원하여 최종 열한 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격

적 면담 시작 전 동의 취득 과정에서 연구목적과 면담 방법, 면담 

녹음, 면담 내용을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함, 자발적 참여 혹은 탈퇴, 

중도 탈퇴 시 불이익 없음과 익명성, 비밀 보장에 관해 자세히 설명

한 후 연구 참여 및 녹음에 동의를 받았다. 참여자들의 자발적 연구 

참여 의사 표시로 대면 면담은 자필 서명으로 참여 동의를 얻었다.

심층 면담은 연구자 1인이 직접 시행하였으며 주변에 아무도 없

어 방해받지 않는 상태에서 개별 면담하였다. 대면 면담은 참여자 

편의에 맞게 시간을 정해서 외래 조용한 사무실에서 시행하였다. 

면담 시간은 회당 1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연구 참여자 1명당 최소 

1회 이상 개별 면담과 전화 면담으로 진행하였다. 첫 면담 과정에

서 자신의 증상 경험을 이야기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던 경우는 추

가 개별 면담을 진행하였고(2명) 녹취된 자료를 분석하면서 질문이 

더 필요한 경우는 추가 전화 면담으로 진행하였다. 자료를 수집하

Table 1. Demographic and Disease-Related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11)

ID Sex Age Duration of 
tinnitus (years)

Frequency of 
tinnitus

1 Male 53 1 Continuous
2 Male 59 20 Continuous
3 Male 67 10 Continuous
4 Male 61 2 Continuous
5 Female 44 5 Continuous
6 Female 50 10 Intermittent
7 Male 53 1 Continuous
8 Female 79 5 Continuous
9 Male 51 5 Continuous
10 Male 42 3 Continuous
11 Female 49 5 Continu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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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동안 참여자의 경험을 자신의 언어로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표현

할 수 있도록 개방형으로 질문하였으며, 참여자의 말에 대해 단순 

반영으로 반응하거나 고개를 끄덕이는 등의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

하였다. 연구자는 가능한 비구조화된 질문 형태를 유지하면서 참여

자의 이야기를 경청하였으며, 편견에 영향을 받은 결과가 도출되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하였다. 면담 후 참여자가 면담 중 보이는 

특이한 표정이나 반응, 면담 시의 상황을 기술하였으며, 면담의 주

요 내용과 떠오르는 생각 등을 곧바로 현장 노트에 메모하였다. 참

여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설문 후 “이명 증상으로 인한 삶의 체

험에 관해 말씀해 주십시오.”라는 개방 질문으로 심층 면담을 시작

하였다. 참여자 진술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나 명확하지 않은 내

용은 미리 준비된 반구조화된 질문으로 면담을 이어갔다. 주요 면

담 질문은 1) 이명 증상은 어떠한가요; 2) 이명 증상에서 어떤 느낌

이 듭니까; 3) 이명 증상으로 인한 일상의 신체, 심리, 관계 등에 변

화가 있었습니까; 4) 이명으로 인해 일상에 부정적, 긍정적 영향이 

있었습니까 이었다. 면담 후 녹음 자료를 연구 보조자 1인이 반복

하여 들으면서 참여자 언어 그대로(verbatim) 필사하여, 필사하는 

동안 실수로 자료를 빠뜨리지 않고자 하였으며, 자료 수집을 담당

한 연구자 1인이 녹음 자료를 들으면서 필사본을 재차 확인하였다. 

필사본을 읽으면서 질문이 누락되었거나 답변 중 명확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관해서는 전화로 연락하여 추가 확인하였다.

2차 면담에서 참여자가 표현한 내용의 보완이나 확인을 위한 질

문으로 “이명으로 인해 경험한 가족 관계 혹은 대인관계, 사회생활 

등 삶의 변화는 무엇입니까?” 등이었다.

4.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단국대학교병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시행되었다(IRB No. 2017-03-011). 연구 대상자와의 면담을 

위해 연구 시작 전 대상자에게 헬싱키 선언의 원칙을 준수하여 작

성된 설명서의 연구 취지와 목적, 방법 및 연구 참여로 인한 유익성

과 중단 가능성 등을 충분히 설명한 후 연구 참여 및 녹음에 관한 

동의 및 서명을 받았다.

5.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Elo & Kyngäs의 질적 내용분석 방법에 따라 귀납적

으로 분석하였다[13]. 먼저 수집된 자료 중 일차적으로 의미 있는 

단어와 진술을 선택한 후 여러 의미를 보이는 문장과 단락을 모아 

구분하고 구분된 문장과 단락을 범주화하여 명명하였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녹취된 참여자의 면담 자료와 연구자의 현장 노트를 

반복적으로 되풀이하여 읽으면서 전체 의미를 이해한 후 핵심적인 

생각을 포함하는 단어나 문장을 표시하고 코딩하였다. 먼저 연구자 

1인이 참여자별로 줄 간 분석(line-by-line analysis)을 통해 개방 코

딩한 후 관련성이 높은 내용끼리 묶어 범주로 분류하고 관련 범주

를 표로 작성한 후 정렬하고 코드화하였다. 그 후 연구자 2인이 함

께 모여 관련된 주요 진술의 유사점과 차이점, 유형과 속성 및 코딩 

어휘의 일관성을 하나하나씩 구분해 검토하면서 세부 코드를 묶어 

하위 범주를 재구조화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 후 범주의 내용을 중

심으로 다시 원래의 자료로 돌아와 총체적으로 읽고 분석하면서 상

위 범주의 관련성과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분

류된 하위 범주를 다시 읽고 분석하여 유사한 것끼리 묶어 의미를 

나타내는 상위 범주를 최종적으로 도출하였다. 연구 참여자로부터 

얻은 주요 진술 중 3개의 상위 범주와 9개의 하위 범주 및 139개의 

의미 있는 진술이 도출되었다.

6. 연구의 엄정성 확보

질적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신뢰도와 타당도 확보 방침은 자료 

수집과 분석 과정에 적용하였다[11-13]. 연구자는 면담 중 선입견

을 배제한 중립적인 자세로 참여자가 편안하게 자기 경험을 잘 진

술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면담 자료의 진실성(authenticity)을 확보

하였다. 연구결과에 대한 간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료 수집부

터 편견을 최소화하고자 수용적인 반응으로 면담에 임하였으며, 자

료로부터 추출된 결과를 다양한 각도에서 보고자 하였다. 참여자가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진술을 하면 개방형으로 질문하여 그 의미를 

명료화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더 이상의 새로운 자료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면담을 진행한 후 그 내용을 여러 번 반복하여 들으면

서 참여자가 표현한 언어 그대로 필사하였다. 자료 수집을 담당하

지 않고 이명 환자를 직접적으로 대면한 경험이 없는 연구진 1인이 

먼저 분석하여 고정관념을 최소화(bracketing)하였다. 객관성 확보

를 위하여 현장 기록(field notes)과 분석 과정에서도 메모를 꾸준히 

작성하였으며, 수집한 자료와 결과가 참여자가 체험하는 상황의 맥

락에 기반하였음을 보증하는 확증성을 충족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현상을 최대한 풍부하게 하고자 참여자의 경험을 자세하게 기술해 

추후 이명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대체성도 확보하였다. 도출된 하위 범주 9개와 그에 따른 구

체적인 서술 내용이 참여자의 체험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는지

를 면담 후 이비인후과 외래를 방문한 참여자 2인으로부터 참여자 

점검을 거쳤으며 면담이 종료된 후에도 참여자를 지속적으로 관찰

하면서 신빙성을 갖추고자 하였다. 연구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질적연구 경험이 있는 간호학과 교수 2인에게 도출한 범주의 명명

에 관하여 동료 보고도 활용하였다. 연구방법에 제시한 바와 같이 

자료수집과 분석 과정은 다른 연구자가 그대로 활용할 수 있기에 

안정성 기준도 고려하였다고 판단된다.

연구 결과

연구 참여자들이 진술한 내용을 통하여 확인된 이명 환자의 증

상으로 인한 삶에서의 경험은 3개의 상위 범주로 나타났다. 이명 

환자가 주로 경험하는 신체적, 심리적 증상을 드러내고 있는 첫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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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범주는 지속되는 소리에 시달리는 고통이었으며, 이에 따른 3개

의 하위 범주는 1) 소리가 가지고 온 아픔, 2) 엄습한 불안으로 침

습되는 우울, 3) 점점 파괴되고 황폐해지는 마음이었다. 이명 환자

가 지속되는 이명으로 이전과 달리 사회적 환경에서 경험하고 있는 

두 번째 범주는 소음이 가득한 감옥에 갇혀감이었으며 이에 따른 3
개의 하위 범주는 1) 끊임없는 소리로 집중하기 어려움, 2) 소통에 

움츠러듦, 3) 의도된 외톨이였다. 이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

한 증상과 함께 살아야 하는 환자의 경험을 드러내고 있는 세 번째 

범주는 고통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1) 절망적 상황을 받아들

임, 2) 이명과 함께 구르기라는 2개 하위 범주로 나타났다(Table 2).

첫 번째 범주: 지속되는 소리에 시달리는 고통

첫 번째 범주는 이명으로 인해 참여자들이 경험하는 극심한 신

체적 및 심리적 고통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불치병에 가까울 정

도의 이명이 자신을 장악하게 되면서 잠을 청하는 것도 어려워지고 

청력이 저하되는 경험도 하게 되면서 귀 상태가 더 나빠지지 않을

까 늘 불안해지고, 전전긍긍하는 상태에서 절망감을 느끼게 된다고 

하였다.

1) 소리가 가지고 온 아픔

참여자4는 소리를 듣는다고만 생각해 왔던 이명 증상이 자신에

게 신체적 통증으로 인지되었고, 이명으로 매일 시달리다 보니 자

기 신체 중 아프지 않은 곳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토로하였다. 심

지어 자신에게는 너무나도 가혹한 통증을 감내할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혹시나 누군가 자신을 이해하고 치료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여기저기 병원을 찾는다고 하였다.

못 살아요. 못살아. 정말 내가 이 상황에서 죽어야지 이렇게는 

못 살아. 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만지지를 못해요. 이게 하

도 소리에 시달리니깐 이런 데만 만져도 다 아픈 거예요. 손만 데

도 이런 데가 다 뼈잖아요. 이런 데가… (참여자4).

한 참여자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이명을 해결하고자 여러 병원을 

방문해 보았으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

한 해결책이 자신이 죽어야만 끝난다는 즉 자해에 대해 생각할 만

큼 심리적으로 괴로웠던 경험을 아래와 같이 보여주고 있다.

소리가 삐익 소리가 굉장히 크게 나죠….(중략) 죽어야지 끝날 

것 같아요. 처음 한 2년간은 제가 자살할라 그랬어요. 처음에 발

병했을 때 자살할라 그랬어요. 그 소리 나는 것 때문에 A병원에 

가서 검사하고 나서 가라고 하고 무슨 뾰족한 대책이 없더라고

요. 이대로 가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B병원에 가서도 제가 담당

교수한테 목을 매고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최대한 성의껏 해본다

고 하더라고요. 일주일 정도 다녔나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참

여자2).

2) 엄습한 불안으로 침습되는 우울

참여자 대부분은 밤만 되면 이명이 더욱 크게 들려 잠을 자기 매

우 어려웠다고 하였다. 잠을 잘 자야 몸의 상태가 나아지고 이명도 

감소한다는 강박적인 생각은 반복되는 불면의 고통을 경험하도록 

하였다. 반복되는 불면의 고통이 너무나 괴로우나, 수면제로도 소

용없고 밤마다 지속되는 이명으로 쉽게 입면에 이르지 못하는 시간

을 보내다보니 두통과 만성 피로에 더욱 시달리게 되면서 심리적 

우울 상태에 점점 빠져들고 있다고 표현하였다.

밤에 나도 모르게 그냥 벌떡 일어나서 막 이러다가 내가 왜 이

래 간질이라는 것도 아니고.... 작게 나면 모르겠는데 크게 나니

까 벌떡 일어나는 거죠. 가장 힘든 거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어

제도 밤을 꼬박 새웠어요. 수면제 처방을 받아서 한 알씩 먹으라

고 하는데 그것 먹어도 말똥말똥. 시계 보니까 새벽 한 시 반이에

요. 잠자는 것에 대한 고통이 참 커요. 열이면 열이 잠에 대해 고

통스럽다고 할 겁니다(참여자2).

3) 점점 파괴되고 황폐해지는 마음

참여자들은 이명이 생긴 후 혹시나 귀의 상태가 더 나빠지는 것

은 아닌지 과하게 집착하는 염려증과 좌절감을 경험하였다. 귀의 

상태가 평소와 조금이라도 다르게 느껴지면 곧바로 의료진을 찾아 

확인해야 하는 압박감으로 항상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하고 고통에

서 해방되는 방법이 없다는 절망감에 빠져들게 된다고 하였다.

왜 눈도 시력도 너무 한쪽으로만 하다 보면 한쪽이 오히려 더 

빨리 망가질 수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조금만 귀

가 아파도 ‘뭐야 영향이 오는 건가?’ 그러고 얼른 이비인후과 가

고 그랬는데 그게 정말 염려예요. 언젠가 감기에 걸려서 막 쑤시

고 아픈 거예요. ‘뭐야 완전히 나가는 거야?’ 불안감 그게 크더라

고요. 그게 제일 컸어요. 암도 고치는 이 시대에 이런… 안 되는 

Table 2. Categories and Sub-categories of Experiences of Tinnitus 
Symptoms

Category Sub-category
Suffering from constant 

sound
Pain from by sound
Depression with intrusive episodes of anxiety
An increasingly destroyed and deteriorated 

mind
Being imprisoned sur-

rounded by persistent 
noise

Being distracted by constant sound
Feel timid in conversation
An intentional loner

Efforts to overcome Desperate, but must accept it
Rolling with tinni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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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도 있구나(참여자5).

또한 호전이 없는 이명은 참여자에게 불안을 넘어 분노의 마음

까지 갖게 하였고, 이명에 대한 분노로 스스로를 파괴하는 감정을 

갖게 되었다. 참여자10은 이명으로 인한 고통이 심해질 때마다 참

을 수 없는 심정으로 자신의 머리를 스스로 망치로 때리고 싶은 충

동을 느끼게 되었다고 토로하였다.

얘가 점점 호전이 없으니깐 집에서 가만히 쉬고 쉬어도 계속 

소리가 나니깐 우울하더라고요. 정말 여기서 매미소리가 양쪽에

서 울 때는 망치로 그냥 탁 치고 싶다니깐요. 머리를. 자해라는 

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자살이라는 게 저희가 봤을 때는 그 자살

할 용기를 가지고 살면은 더 잘 살 거 아니냐 이거죠. 근데 오죽

했으면 죽겠냐는 이거에요. 그 광경을 그 사람밖에 모르는 거예

요. 이명도 제가 아무리 얘기를 드려도 본인이 아니면은 이해하

기가 한 10프로? … 정도도 안 될 거에요(참여자10).

두 번째 범주: 소음이 가득한 감옥에 갇혀감

두 번째 범주는 이명으로 인해 참여자가 일상 및 타인과의 대화

에 집중하기 어려워 대인관계가 위축되었을 뿐 아니라 피로감과 긴

장감이 지속되는 일상을 경험했다. 이들은 이명으로 타인과 대화를 

회피하는 경우가 빈번해졌고 타인과 교류하지 못하는 소외감으로 

고립된 채 힘겨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1) 끊임없는 소리로 집중하기 어려움

참여자들은 온종일 지속되는 이명에 시달리게 되면서 다른 것에 

도저히 신경을 집중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명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으면 더욱 예민해져 마치 비행장이나 공사판에 있

는 것처럼 너무나 소리가 생생해져 계속 신경이 쓰인다고 하였다. 

이로 인해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자기 일에 점점 집중하기 어려워진

다고 하였다.

소리가 계속 나고 그런 게 제일 힘들고 잠은 그냥 자는데 계속 

소리가 나니깐 신경 쓰이지. 24시간 신경 쓰면 뭐가 안 되니깐 

그러려니 하고 일 같은 걸 하고 그러니깐 너무 크게 소리 나고 답

답하고.. 비행장에 와 있는 기분. 항상 공사판에 내 귀에서 공사

하고 있는 느낌…. 정신이 없고 잘 때만 모르지. 그 외에는 잠들

려고 할 때도 시끄러워서 이쪽을 거의 막고…. 그래도 소용이 없

지만요(참여자5)

2) 소통에 움츠러듦

참여자들은 타인이 이해할 수 없는 이명 때문에 정서적으로 점점 

날카로워지면서 책이나 신문, 타인과의 연락을 주고받는 일상적인 

삶의 즐거움을 누리기 어려울 정도의 주의력 저하를 경험하기도 하

였다. 특히 자신의 상태를 모르고, 설명할 수 없는 타인이 얘기하는 

내용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

다. 참여자들은 타인과 대화를 하기 위해 자신의 목소리가 점점 커

지는 것을 경험한 후 이명에 대한 중압감으로 심리적인 위축감과 

소외감이 더욱 커져 소통에 소극적으로 변했음을 표현하였다.

이거는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만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있어도 이 소리에서 자기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질 수 밖에 없는 

거예요. 혹시나 상대방이 내 목소리를 못 들을까봐. 왜냐하면 이

게 울기 때문에 그러니깐 자꾸 커지고 (중략) 핸드폰 하면 뭐해

요. 여기서 벌써 울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는 집중을 하

면 잊을까 했는데 이게 워낙 쎄다 보니깐 이게 안 돼요. 어디다 

얘기를 할 때도 없고(참여자10) ’

3) 의도된 외톨이

참여자들은 이명과 함께 타인의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 못하게 

되면서 늘 실수하지는 않을까 집착하게 되었고, 지나친 염려로 집

중력의 저하와 주어진 일을 잘 해낼 수 없겠다는 생각에 자신감이 

낮아지는 경험도 하게 되었다. 타인이 자신을 이해해 주지 못한다

는 섭섭한 생각에 만남 자체를 피하는 경우도 빈번해졌고, 자신 역

시 남들과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은 채 지내고 싶다고 표현하였다. 

의도된 소외감이 두드러지면서 사회적으로 고립된 채 질적인 삶을 

사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안 해 본 사람은 모른다니깐 여기에 신경을 지금 대화를 하고 

있지만 소리가 계속 울기 때문에 여기에 먼저 가 있다니깐요. 소

리에... 중요한 자리 어려운 사람, 장소를 조금 가려요. 왜 실수할 

수 있잖아요. 못 알아듣고 엉뚱한 대답할 수도 있고 머리까지 멍

하니깐 기억력도 더 없어지는 거 같고요. 집중력도 떨어지고 아

무튼 여러모로 참 불편해요. 자신감도 없어지고. 어디서 남한테 

나서기도 그렇고 실수할까봐.. 외출을 잘 안 하려고 했죠. 사람 

만나는 게 싫고…. 제가 피해요(참여자5).

진짜 제가 많이 못 알아들어요. 제가 그럴 때 아주 불편하고 

화나고…. 그게 제일 불편한 거 같아요.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남 앞에서 말하기 싫더라고요. 상대방이 말을 안 걸었으면 좋겠

더라고…. 청력이 떨어져도 소리 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참여

자3).

세 번째 범주: 고통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

세 번째 범주는 참여자들이 이명을 해결해 보겠다는 기대와 함께 

효험이 있다고 알려진 여러 치료법을 시도해 보았으나 극적인 호전

을 보이지 않는다는 한계를 인지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스스로 이

명이라는 자신만의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절망과도 같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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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자신이 인정하고 이명을 받아들이면서 적응하려는 노력이 제일 

나은 선택이어야 한다는 관점 전환이 필요성을 표현하고 있다.

1) 절망적 상황을 받아들이기

참여자들은 치료약과 여러 치료법으로도 눈에 보이는 효과를 경

험하지 못하게 되면서 무엇을 해도 낫지 않는다는 막막함과 어떤 

기대도 할 수 없었다고 토로하였다. 불치병과도 같은 이명과 평생

을 살아야 한다는 걱정은 조금씩 자신의 상태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 체념의 마음을 갖게 하였다. 참여자들은 이명 자체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현재 상태를 받아들이고 이명

에 덜 집중하려는 것과 이러한 자세를 유지하려는 자신의 의지가 

이명을 극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하였다.

병원 가고 치료약을 계속 먹고 해도 안 낫는 거예요. 치료받으

면서 한 한 달 정도 지나니깐 아, 이거 차도가 없네. 그래가지고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러다가 조금 더 받고 에이 그냥 이

렇게 살아야겠다. 내 운명인가보다. 얘기를 할 때도 없고 그렇다

고 치료할 수 있는 거를 자꾸 찾아봐도 한약 이런 거 좋다는 거 

찾아봐도 특별하게 할 게 없어요(참여자8).

최고 빠른 방법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얘는 치료할 방법도 없

는 거고 떠날 것도 아니고 그러다 좋아지면 떠나면 감사한 거고. 

그런데 그거는 기대하지 말아야겠더라고요. 기대하면 더 커요. 

방법이 없는데 언제 언제 하면 나만 더 힘들잖아요. 방법이 없다

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참여자5).

2) 이명과 함께 구르기

참여자들은 이명을 없애고자 안간힘 쓰기보다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이명이 있는 현재 상황을 인정하고 이명에 신경 쓰지 않으려

고 마음을 먹을수록 이명이 덜 들리게 되었다고 표현하였다. 이후 

심리적으로도 평온한 가운데 이명에 좀 더 잘 대처할 수 있게 되었

다고 진술하였다.

뭐라고 해야 하나 이걸 그냥 얘에 대해 사귀고 친해져서 못 견

뎌 하고 괴로워하고 막 심각하게 생각하거나 그러지 않고 아이 

그냥 날래면 나라 이렇게 생각하니까 평생 어쩔 수 없다 싶으니

까 대부분 지금 들리지 않을 때가 많아요…들리긴 들려도 일할 

때는 잊어버리게 돼요. 받아들이고 자기가 신경 안 쓰는 방법이 

최고로 낫더라고요(참여자8).

어떤 참여자는 의료진이 권유한 방법을 시도하면서 자신의 상태

를 덜 악화시키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일상에서의 건강관리를 꾸준히 할 때 이명 지속

이라는 현재 상황이 감소될 뿐 아니라 그로 인한 고통도 조금이나

마 덜 경험하게 되는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원장님이 카페인 먹지 말아라. 짠 음식 제끼고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말고, 운동 과하게 하지 말고, 이런 거 하셨을 때 저는 그때

부터 커피 거의 안 마시고, 녹차 안 마시고, 마시면 더 시끄러우

니깐 더 정신없어요. 카페인이 제일 적인 거 같아. 우리들한테... 

음주 같은 거 전혀 안 하고… 그래야 내가 나를 지키고…내가 이

걸 쉽게 받아들여야겠더라고요(참여자5).

논의

본 연구는 현재 이명 증상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성인 이명 

환자들의 증상 경험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자 심층 면담의 내용을 

분석한 연구이다. 이명은 아무런 외부 자극이 없는 상태에서 주관

적으로 소리를 느끼는 것으로[1] 본인이 이명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에 따라 장애 정도 및 치료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10,14].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은 모두 지속되는 소리에 시달

리며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었다. 이

는 기존에 보고된 이명이 대상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미친다는 연

구 결과를[7-10] 지지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 결과, 이명 환자가 지속되는 소리와 함께하는 삶의 경험

은 ‘지속되는 소리에 시달리는 고통’, ‘소음이 가득한 감옥에 갇혀

감’, ‘고통을 딛기 위한 노력’의 3개 범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명으로 인한 장

기간 병원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는 신체의 아픔과 자해를 

생각할 만큼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호소하였다. 이러한 고통은 신

체적, 정신적으로 대상자의 일상을 황폐화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명은 완치가 어렵고 치료 방법도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

기 때문에 이로 인한 심리적 고통이 더욱 크다는 것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미 선행연구에서 이명과 자살 충동과의 관련성을 언급하

였다[9]. 본 연구 참여자 역시 이명의 고통에서 해방되기 위해 죽음

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내용은 의료진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명은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 증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국외에서는 물론 국내에서도 이명을 진단하고 완화하기 위한 다양

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15] 증상관리의 지침을 보고하고 있

다[6]. 따라서 이명 치료가 전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전문기관

으로 의뢰도 매우 중요할 것이다. 또한 이명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의료기관은 치료와 더불어 대상자에게 필요한 상담 및 간호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평가해 보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 밤이 되면 이명의 정도가 증가하고 이는 약물복용

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수면장애 및 불면이 반복되어 두통과 피로가 

가중된다고 호소하였다. 선행연구 결과 이명과 수면의 질 저하는 

유의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상자의 수면에 대해 적극

적인 검사와 치료를 권고하였는데[16] 본 연구 결과도 이를 지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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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따라서 이명 환자에게 문진을 시행하는 경우 수면의 질 및 

장애 여부를 자세히 파악하고 충분한 수면이 이루어지는 방안을 모

색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 참여자들은 지속되는 이명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황폐해

지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 증상이 심할수록 불

안, 우울이 증가할 수 있다[8,9]. 불안, 우울은 적극적으로 관리되

어야 할 심리적 문제로 이명 환자들에 대한 심리적 중재의 필요성

은 매우 중요하다[17]. 선행연구에 의하면 이명에 대한 감정, 인식 

및 대처법 등의 심리적 요인들은 이명 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이 보고되었다[10,14]. 특히 이명을 문제로 인식하는 부정적인 태

도 등이 이명 환자의 우울증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15].

본 연구 결과에서도 이명 환자들은 다양한 치료제와 치료법에도 

불구하고 호전되지 않는 이명으로 막막함을 느끼지만 결국 받아들

이고 덜 집중함으로써 극복하려 한다고 하였다. 또한 이명을 인정

하고 마음을 변화시켜 받아들임으로써 심리적으로 평온해지고 더 

잘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고 표현하였다. 따라서 이명을 경험하는 

초기부터 이명 환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심리적 중재를 제공해 부정

적인 심리적 요인이 이명 증상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청각사가 인터넷 기반 인지행동치료를 

시도한 연구[18]에서 심리적 중재가 이명으로 인한 불편감, 불면, 

청각과민 등의 감소뿐만 아니라 삶의 질 개선에 상당한 효과가 있

음을 보고한 연구는 이러한 심리적 중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

다. 또한 만성 이명 환자들의 재활 목적으로 마음집중 치료를 시행

한 결과 이명으로 인한 불편감이 완화되는 효과도 확인할 수 있었

다[19].

주관적 이명의 경우 정확한 기전이나 치료법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아직 완치의 방법은 없다고 볼 수 있다[6]. 그러나 이명 

환자들이 경험하는 고통을 경감시키는 방안은 다각적으로 모색되

어지고 있다[15]. 본 연구 결과 개인이 경험하는 이명의 정도 및 특

성이 다양하고 이명으로 인해 이차적으로 발생하는 증상도 통증, 

피로, 수면장애 및 사회적 고립감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본 연

구는 이명 환자의 경험을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다각적 특성

을 깊이 분석하기 위하여 심층 면담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알

지 못하는 타인에게 표현해야 하는 감정적인 부담과 불편이 클 것

을 고려하여 목적과 방법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면접 전 질의

응답을 통하여 이익과 불이익에 관하여 의문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시간을 가진 후 자발적인 참여 의사를 밝힌 자를 대상자로 선정하

는 목적적 표출법을 활용하여 자료 포화 시점까지 인터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연구 참여자

들은 이명으로 인한 불편 및 정신적 고통 수준과 표현 방식이 각각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의 초점은 1년 이상 이명 증상으로, 진단받

은 후 증상 관찰 및 치료를 받는 이명 환자의 경험이기 때문에, 대

상자 선정 시 이명의 발생 기간, 크기, 강도, 주파수, 고통의 정도 

및 스트레스 수준이 일정치 않아 다른 이명 환자들의 삶을 온전히 

대변하지 못하므로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20].

결론 및 제언

이명을 가진 환자들은 지속되는 소리로 불안과 우울뿐 아니라 

고통으로 삶이 점점 황폐해짐을 경험하였다. 일부에서는 지속되는 

소리라는 감옥에 갇혀 소통에도 움츠러들며 일상에서 지속적으로 

곤경에 빠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명이라는 고통을 극복하기 위하

여 절망적 상황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본 연

구 결과는 이명이 대상자 삶의 신체적, 정신적 및 사회적인 측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에 환자 중심의 간호 중재를 제공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이 이명을 극복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상자의 개인적인 노력만이 

아닌 좀 더 전문적인 관리도 필요하기에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진의 

인식 확대도 요구된다. 특히 이명 환자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

탕으로 대상자의 요구에 적합한 개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여겨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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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knowledge, attitudes, and perceptions of a safe environment, as 
well as self-reported and observed compliance with the use of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PPE), 
among intensive care unit (ICU) nurses.
Methods: This study was conducted in October 2021 with 55 nurses working in the medical and surgi-
cal ICUs of a general hospital in Seoul.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and an observational tool for com-
pliance with the use of PPE were used to collect data.
Results: Except for masks, the observed compliance for all other PPE types was lower than the self-re-
ported compliance. Male nurses showed significantly higher observed compliance than female nurses. 
Self-reported compliance with PPE use, including “when there is a possibility of contact with objects 
contaminated with blood or body fluids, mucous membranes, damaged skin, or contaminated skin” (r = 
.23, p = .015) and “when there is a possibility of contact with blood, body fluids, secretions, or exudates” 
(r = .27, p = .004) showed significant correlations with knowledge of PPE. In the results for self-reported 
compliance with PPE use, gown use had a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knowledge (r = .24, p < .001) and 
perceptions of a safe environment (r = .15, p = .016) for PPE, and gloves showed significant correlations 
with attitudes (r = .14, p = .024) and perceptions of a safe environment (r = .18, p = .003).
Conclusion: The observed compliance with PPE use tended to be lower than the self-reported compli-
ance among ICU nurses.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apply an effective educational program that can 
enhance improve actual compliance with PPE use among intensive care unit nurses.

Key Words: Nurses; Attitude; Compliance; Knowledge;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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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실 간호사의 개인보호구에 대한 지식, 태도, 안전환경 인식과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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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병원은 인적·공간적 자원을 제공하여 환자를 치료하는 곳임과 동

시에 각종 감염환자들로 인해 다른 환자나 병원 내 직원들에게 다

양한 형태의 감염을 전파하는 장소가 되기도 한다[1]. 따라서, 병원 

환경 내 의료진은 병원균에 감염이 될 위험이 높을 뿐만 아니라, 다

른 의료진과 환자에게도 병원균을 전파시킬 위험이 높다[2]. 의료 

관련 감염은 감염방지를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떤 국가

나 조직도 완전히 해결할 수 없는 의료 분야에서의 복잡한 문제 중 

하나이다[3].

특히, 중환자실에서 발생하는 의료 관련 감염은 환자의 사망률

을 증가시키고 병원 체류기간을 연장시키는 주요 요인이다[4,5]. 

중환자실은 기저질환이 많고 질병의 중증도가 높으며, 여러 가지 

침습적 시술의 보편화와 다양한 약제사용 등의 환경적 특수성을 지

니고 있는 곳으로, 일반 병동에 비해 의료 관련 감염의 발생률이 3
배 가량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6].

우리나라는 2015년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을 겪으며 개인

보호구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였다[7]. 국내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

스 환자 186명 중 21%를 차지하는 39명이 의료 인력으로 그 중 15
명이 간호사였다.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간호사의 70%　

정도는 개인보호구 교육 및 훈련 부족, 개인보호구 탈의 과정 중 오

염,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지식 및 정보 부족 등의 요인으

로 감염되었다[8]. 이와 같이, 의료진의 정확한 개인보호구 착용은 

의료기관 내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는 데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일이다[9].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의료진의 개인보호구 착용률

은 3.3%~83.4%로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다[7,10-12]. 이와 같은 현

상은 개인보호구 착용이 업무 효율성을 저하하고, 치료적 관계형성

에 방해가 되는 등의 부정적인 인식과[13], 개인보호구에 대한 긍

정적인 태도, 개인보호구 상시 이용 가능성, 직무 방해요인 제거, 

원활한 의사소통 등을 포함한 안전환경과 상관관계가 있었다

[7,14,15]. 그러나 위의 선행연구들에서 개인보호구 착용률은 의료

진의 자가 보고에 의해 간접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졌다.

최근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의료기관 내의 감염관리가 더욱 중요하게 되었으며, 유행의 장기화

로 인한 간호사의 피로도 상승으로 감염관리 수행을 향상시키기 위

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16]. 그 중 정확한 개인보호구의 착

용이 입원 환자의 감염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기본적인 활동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높은 의료 관련 감염 발

생률을 보이는 중환자실에서 간호사의 개인보호구 착용을 객관적

인 관찰을 통하여 확인한 연구는 제한적이며, 이들의 개인보호구에 

대한 지식, 태도, 안전환경과 개인보호구 착용 수행도의 관계를 확

인한 선행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에서 사용한 자가 보고식 설문조

사와 함께, 연구자가 직접 관찰하는 방법을 통하여 중환자실 간호

사들의 개인보호구 착용 수행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는 의료 관

련 감염원에 대한 간호사와 환자의 노출 위험을 감소시키고, 적절

한 개인보호구 착용 교육 및 전략 수립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

으로 사료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중환자실 간호사의 개인보호구에 대한 지식, 

태도, 안전환경 인식과 자가 보고 개인보호구 착용 수행도 및 관찰

을 통한 착용 수행도를 파악하고, 이들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

함이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중환자실 간호사의 개인보호구에 대한 지식, 태도, 안

전환경 인식과 개인보호구 착용 수행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

한 관찰조사 연구이다.

2. 연구대상자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 소재 A 종합병원 내과 중환자실, 외과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간호사로, 환자에게 직접 간호를 제공하지 않

는 수간호사와 간호팀장은 연구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대상자 수

는 G*power 3.1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유의수준 .05, 효과 크기 

0.4, 검정력 0.8로 하였을 때 상관분석을 적용하여 산출된 대상자 

수 46명을 기준으로 탈락률을 고려하여 목표 대상자 수를 63명으

로 결정하였다. 그중 59명의 설문지가 회수되었고, 자료가 미비한 

대상자 4명을 제외한 후 최종 본 연구의 분석에 포함된 대상자는 

55명이었다.

3. 연구 도구

본 연구는 자료수집을 위해 구조화된 자가 보고식 설문지와 관찰 

기록지를 활용하였다. 설문지는 일반적 특성과 경험적 특성 총 12
문항, 개인보호구 지식 20문항, 개인보호구 태도 6문항, 개인보호

구 안전환경 6문항, 자가보고 개인보호구 착용 수행도 28문항의 총 

73문항이다. 관찰 기록지는 자가보고 개인보호구 착용 수행도와 동

일한 28문항에 개인보호구가 필요한 상황의 발생 수가 추가되었다.

1) 설문지

① 일반적 특성 및 경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은 성별, 결혼 상태, 동거 형태, 최종 학력, 근무 부

서, 직위, 중환자실 근무 경력과 총 병원 근무 경력을 포함하며, 개

인보호구 교육과 관련한 경험적 특성으로는 개인보호구 사용에 대

한 정보를 얻는 경로, 개인보호구 교육 유·무, 개인보호구 교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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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착·탈의 훈련 경험, 부서 내 개인보호구 지침 유·무로 총 12
문항을 포함하였다.

② 개인보호구에 대한 지식

개인보호구에 대한 지식은 Choi [17]가 개발한 ‘급성 호흡기 감

염병 관련 개인보호구에 대한 지식’을 Jo [7]가 급성 호흡기 감염병

의 전파경로, 급성 호흡기 감염병에 국한된 개인보호구에 대한 지

식 문항을 제외,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20문항에 대

하여 옳으면 1점, 틀리거나 모르면 0점을 부과하며, 점수의 범위는 

최저 0점부터 최고 20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개인보호구에 대

한 지식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Choi [17]와 Jo [7]의 도구 내용타

당도는 문항별로 CVI는 0.8~1.0이었으며, 도구 신뢰도 K-R 20은 

.25이었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계수는 K-R .34이었다.

③ 개인보호구에 대한 태도

개인보호구에 대한 태도는 Cho [18]의 ‘표준주의에 대한 태도’ 

측정도구를 Oh [19]가 수정 보완한 도구를 연구 목적에 맞게 수정

하여 개인보호구의 필요성, 감염예방과 응급상황의 우선순위 등으

로 구성된 총 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항목은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부과하였다. 1번을 제외한 문항은 부정문 형태의 

문항으로 역환산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개인보호구 착용을 중요

하게 생각하는 태도임을 의미한다. Oh [19]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

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74이었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α .34였다.

④ 개인보호구 안전환경

Cho [18]의 ‘안전환경 측정도구’를 Oh [19]가 수정 보완한 도구

를 본 연구의 목적에 수정 보완하여 개인보호구 상시 이용 가능성, 

개인보호구 착용에 대한 교육 유·무 등으로 구성된 총 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항목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

부터 ‘매우 그렇다’의 5점 까지 부여하였으며, 6번 문항은 부정문 

형태의 문항으로 역환산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개인보호구에 대

한 안전환경 인식이 양호함을 의미한다. Oh [19]의 연구에서 원도

구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79이였으며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α는 .59였다.

⑤ 자가 보고 개인보호구 착용 수행도

개인보호구 착용 수행도는 Choi [17]가 개발한 ‘급성 호흡기 감

염병 관련 개인보호장비 착용’ 도구를 의료관련감염 표준예방지침

[20]을 기반으로 연구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7가

지 개인보호구가 필요한 상황에서 i) 안면 보호구, ii) 마스크(외과용 

마스크 또는 N95 등급 이상 마스크), iii) 긴팔의 방수 가운 또는 전

신 보호복, iv) 장갑에 대한 개인보호구 착용 정도에 대한 문항으로 

총 2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개인보호구가 필요한 상황별, 각각

의 보호구에 대하여 착용 수행도를 백분율로 기입하여 최저 0%에

서 최고 100%로 숫자가 높을수록 개인보호구 착용 수행도가 높음

을 의미한다. 기존 도구에서 착용측정 도구의 내용 타당도는 간호 

상황별로 0.8~1.0이었다[17].

각 개인보호구가 필요한 상황별 자가 보고 개인보호구 착용 수

행도는 각 간호 상황에 따른 자가 보고 개인보호구별 착용 수행도

의 합을 해당 상황별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개인보호구의 개수

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예를 들어, 혈액이나 체액에 오염된 물건을 

접촉할 가능성이 있을 때의 개인 보호구가 필요한 상황에서 필수적

으로 착용해야 하는 개인보호구는 가운과 장갑 2종류로, 해당 상황

의 수행도는 가운의 착용률과 장갑의 착용률의 합을 2로 나눈 것과 

같다. 자가 보고 개인보호구 착용 수행도의 전체 평균을 구하는 방

법은 각 개인보호구가 필요한 상황의 수행도의 합을 각 상황 문항 

수인 7로 나눈 값으로 하였다.

2) 관찰기록지

관찰된 개인보호구 착용 수행도는 각 개인보호구가 필요한 상황

별로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개인보호구별 착용 횟수를 각 상황 

발생 수의 합으로 나눈 값으로 백분율로 적용하여 계산하였다. 각 

개인보호구가 필요한 상황별 관찰된 개인보호구 수행도와, 관찰된 

개인보호구 착용 수행도의 전체 평균을 구하는 계산은 자가 보고 

개인보호구 착용 수행도의 계산방법과 같다.

4. 자료 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21년 10월 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시

행하였으며, 설문 조사를 먼저 시행한 후 수행도 관찰을 시행하였

다. 연구의 승인을 받은 후 연구자가 내과중환자실과 외과중환자실

의 대상자들에게 연구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 다음 설문지를 배부하

였다.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대상자들은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병동의 수거함에 동의서와 설문지를 넣을 수 있도록 한 후 연

구자가 수거하였으며, 모든 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연구 

담당자가 대상자의 고유번호로 코드화하여 처리하였다. 설문지 작

성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15분이었다.

수행도 관찰은 2021년 10월 23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시행하였

다. 선행연구[21-24]를 바탕으로 관찰 시간은 3교대의 근무가 골고

루 분포하도록 하여, 설문조사에 참여한 연구대상자 모두 1인당 30
분간, 총 28시간 동안 관찰하였다. 연구대상자를 관찰하는 시간 동

안 대상자에게 일어나는 개인보호구가 필요한 상황에서 구조화된 

관찰 기록지를 이용하여 개인보호구 착용 수행도를 관찰하였다. 관

찰은 중환자실과 준중환자실 근무 경력이 9년 이상인 연구자 1인

이 직접 관찰하였으며, 중환자실별로 2시간의 사전 평가 연습을 실

시하였다. 관찰 시작 전 중환자실 재원 환자 중 공기, 비말, 접촉 주

의 지침이 필요한 환자를 미리 파악한 후 관찰을 시작하였다. 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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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체액에 오염된 물건, 점막, 손상된 피부, 오염된 피부를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은 구강 간호, 안약 점적, 국소적인 상처부위의 

소독, 배액관 비우기, 환자의 체액이나 점막에 닿은 개인 물품 또는 

기구를 접촉할 때를 관찰하였고, 혈액에나 체액, 분비물, 삼출물과 

접촉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옷이 노출될 위험이 있는 상황은 카테터 

삽입, 체액이나 분비물이 묻었거나 묻었을 가능성이 높은 환의를 갈

아입히거나 기저귀 교환, 처치 및 시술 후 자리 정리와 체위 변경 등

의 상황을 관찰하였다. 시술 또는 환자 처치 중 혈액, 체액, 분비물, 

삼출액이 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동맥관 제거 후 지혈 또는 소

독 작업과 catheter 제거, 처치 및 시술 과정에서 보조하는 상황을 관

찰하였다. 직접 관찰 시 발생할 수 있는 호손효과를 예방하기 위해 

중환자실에 입실 시 중환자실 간호사와 같은 근무복을 입고 입실하

였으며, 최소 2.5 m 이상 관찰 거리를 유지하여 간호사가 관찰자를 

의식하지 않고 근무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였다.

5. 자료 분석 방법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지식, 태도, 안전환경, 자가보고 개인

보호구 착용 수행도와 관찰된 개인보호구 착용 수행도는 빈도와 

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개인보호구 착용, 관찰된 개인보호구 착용 

수행도의 통계적 차이를 확인하기 위한 정규성 검정(Kolmogor-
ov-Smirnov test, K-S test)의 결과가 p <  .05 로 정규성 가정을 

위배하므로, 비모수검정인 Mann-Whitney U test와 Kruskal-Wal-
lis test를 사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3) 대상자의 개인보호구 착용에 대한 지식, 태도, 안전환경에 대한 

인식과 자가 보고 개인보호구 착용 수행도, 관찰된 개인보호구 

착용 수행도 간의 상관관계는 Spearman correlation 분석을 사용

하였다.

6.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강동성심병원의 기관윤리 심의위원회에서 승인(IRB 

승인 번호 2012-08-004-001)받은 후, 간호부와 중환자실 해당 부

서의 부서장에게 연구의 목적과 설문지 내용을 설명 후 동의를 받

고 진행하였다. 연구대상자에게 연구 목적과 방법, 기대 효과, 소요 

시간, 직접 관찰, 진행 과정에 대하여 설명하고 대상자로부터 자발

적인 서면 동의를 받고 진행하였다. 또한 연구 도구들은 원저자들

에게 사용 및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승인

을 받은 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자가 보고 개인보호구 착용 수행도와 

관찰된 착용 수행도

본 연구의 대상자 55명 중 대부분은 여성(94.5%)이었으며, 학사 

졸업이 43명(78.2%)으로 가장 많았다. 근무 부서 형태는 외과 중환

자실(65.5%)이 많았으며, 병원 근무 경력은 평균 63.2개월, 중환자

실 근무 경력은 평균 43.7개월이었다. 개인보호구 교육을 받은 대

상자는 49명(89.1%) 이었으며, 개인보호구 교육 경로는 부서 내 교

육이 45.2%로 가장 높았고, 부서 내 개인보호구 사용 지침이 있다

고 대답한 대상자는 53명(96.4%)이었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가 보고 개인보호구 착용 수

행도와 관찰된 착용 수행도를 비교한 결과 관찰된 착용 수행도에서

는 남성(86.00 ± 12.77)이 여성(61.94 ± 18.65)보다 높은 수행도

를 보였다(p =  .027). 그 외의 일반적 특성은 자가 보고 수행도 및 

관찰 수행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1).

2. 개인보호구에 대한 지식, 태도, 안전환경 인식과 자가 보고 개

인보호구 착용 수행도, 관찰된 착용 수행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개인보호구에 대한 지식은 18.25점(20점 만점)을 보였

으며, 태도는 3.90점(5점 만점), 안전환경에 대한 인식은 3.85점(5
점 만점)을 보여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자가 보고 개인보

호구 착용 수행도 및 관찰된 수행도는 개인보호구에 대한 지식, 태

도, 안전환경 인식과의 상관관계 평가에서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

다(Table 2).

3. 자가 보고 개인보호구 착용 수행도 및 관찰된 착용 수행도

7가지 개인보호구가 필요한 상황에서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4종 보호구의 자가 보고 착용 수행도를 최고 100점으로 환산한 평

균 점수는 81.53점이었다. 보호 장구별로 살펴보면 ‘장갑’ 착용 수

행도가 96.31로 가장 높았으며, ‘안면 보호구’ 항목이 28.73으로 

가장 낮았다. 개인보호구가 필요한 상황별로는 ‘공기주의 환자와 

접촉’ 문항이 98.0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개방성 흡인 처치를 시

행할 때 또는 에어로졸이 형성될 수 있는 시술 시행 시’ 문항이 

67.86점으로 가장 낮았다.

관찰된 착용 수행도는 100점 만점에 평균 61.38점이었다. 보호

장구별로 살펴보면 ‘마스크’의 착용률이 10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안면 보호구’의 착용률은 0점으로 자가 보고 수행도와 동일하게 

가장 낮았다. 개인보호구가 필요한 상황별로는 ‘공기주의 환자와 

접촉’과, ‘비말주의 환자 접촉’ 시 문항이 100점으로 가장 높았으

며, ‘혈액이나 체액에 오염된 물건, 점막, 손상된 피부, 오염된 피부

를 접촉할 가능성이 있을 때’ 문항이 32.81점으로 가장 낮았다.

관찰된 착용 수행도에서 개인보호구 종류 중 마스크, 간호 상황

에서는 ‘비말주의 환자 접촉’, ‘공기주의 환자 접촉’을 제외한 모든 

항목이 자가 보고 착용 수행도보다 더 낮은 수준의 착용도의 경향

을 보였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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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ifferences in Self-reported and Observed Compliance with PPE Us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55)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Self-reported Observed

M ±  SD Z or χ2 p M ±  SD Z or χ2 p
Sex Female 52 (94.5) 81.80 ±  8.33 -1.02 .324 61.94 ±  18.65 -2.18 .027

Male 3 (5.5) 76.88 ±  9.21 86.00 ±  12.77
Marital status Single 50 (90.9) 81.48 ±  8.47 -0.21 .854 63.00 ±  19.71 -0.46 .659

Married 5 (9.1) 82.13 ±  8.06 65.80 ±  12.60
Living status With someone 36 (65.5) 81.09 ±  8.66 -0.82 .415 65.08 ±  17.22 -0.63 .526

Alone 19 (34.5) 82.37 ±  7.94 59.79 ±  22.33
Education level Associate 8 (14.5) 80.94 ±  12.10 0.04 .980 52.38 ±  23.17 2.76 .252

Bachelor 43 (78.2) 81.64 ±  7.91 66.02 ±  18.40
Master 4 (7.3) 81.56 ±  6.47 55.25 ±  8.06

Department Medical ICU 19 (34.5) 80.63 ±  7.52 -0.53 .595 57.95 ±  23.84 -1.42 .155
Surgical ICU 36 (65.5) 82.01 ±  8.85 66.06 ±  15.73

Position Registered nurse 52 (94.5) 81.36 ±  8.56 -0.57 .610 63.94 ±  19.42 -1.29 .227
Charge nurse 3 (5.5) 84.58 ±  2.82 51.33 ±  2.31

Clinical career experience (months) ≤  24 12 (21.8) 78.88 ±  9.67 2.32 .314 59.58 ±  18.12 1.54 .462
25-48 24 (43.6) 83.44 ±  7.64 65.20 ±  22.77
>  48 19 (34.6) 82.30 ±  7.18 65.19 ±  15.37

Clinical career in ICU (months) ≤  24 17 (30.9) 79.70 ±  8.95 2.40 .301 62.91 ±  19.32 1.07 .586
25-48 23 (41.8) 81.96 ±  8.86 65.67 ±  22.49
>  48 15 (27.3) 84.55 ±  5.15 59.36 ±  10.39

Education experience of PPE Yes 49 (89.1) 82.08 ±  8.52 -1.68 .098 63.00 ±  19.19 -0.06 .969
No 6 (10.9) 77.08 ±  5.64 65.33 ±  20.02

Experience of training for donning  
and doffing PPE

Yes 35 (63.6) 82.39 ±  8.36 -1.23 .217 61.66 ±  18.48 -0.61 .543
No 20 (36.4) 80.03 ±  8.37 66.05 ±  20.31

Having a guideline for using PPE in ICU Yes 53 (96.4) 81.52 ±  8.44 -0.11 .910 62.23 ±  19.42 -0.28 .808
No 2 (3.6) 81.88 ±  8.84 64.00 ±  9.90

ICU=intensive care unit; M=mean; PPE=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SD=standard deviation.

Table 2. Relationships between Knowledge, Attitudes, Perceptions 
of Safe Environment for PPE, and Compliance with PPE use (N=55)

M±SD
Self-reported Observed

r (p) r (p)
Knowledge of PPE 18.25 ±  1.43 .16 (.234) .02 (.877)
Attitudes toward PPE 3.90 ±  1.32 .12 (.381) .12 (.389)
Safe environment for PPE 3.85 ±  1.18 .23 (.090) -.01 (.943)

M=mean; PPE=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SD=standard deviation

4. 개인보호구가 필요한 상황별 개인보호구 착용 수행도와 지식, 

태도, 안전환경 인식의 상관관계

7가지 개인보호구가 필요한 상황 중 ‘혈액이나 체액에 오염된 물

건, 점막, 손상된 피부, 오염된 피부를 접촉할 가능성이 있을 때’ 자

가 보고된 수행도는 개인보호구에 대한 지식(r =  .23, p =  .015)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또한, ‘혈액이나 체액, 분비물, 삼

출물과 접촉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옷이 노출될 위험이 있을 때’ 수

행도도 지식(r =  .27, p =  .004)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관찰된 착용 수행도 분석에서 ‘비말주의 환자 접촉’과 ‘공기주의 

환자 접촉’시 관찰 대상자 모두가 마스크를 착용였으므로 이 두 가

지 상황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나머지 5가지 상황의 관찰된 착용 

수행도는 지식, 태도, 안전환경 인식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Table 4).

5. 개인보호구 종류별 개인보호구 착용 수행도와 지식, 태도, 안

전환경 인식의 상관관계

보호구 종류 중 긴팔의 방수 가운 또는 전신 보호복의 자가 보고 

착용도는 개인보호구에 대한 지식(r =  .24, p <  .001) 및 안전환경 

인식(r =  .15, p =  .016)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장갑의 

자가 보고 착용도는 태도(r =  .14, p =  .024) 및 안전환경 인식(r =  

.18, p =  .003)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관찰된 착용 수행도 분석에서 대상자 전원의 안면 보호구의 착

용도가 0점이었으며, 마스크의 착용도는 100점으로 관찰되었기에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그 외 3가지 보호구의 착용도는 지식, 태도, 

안전환경 인식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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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elf-reported and Observed Compliance with PPE use by Situation Requiring PPE (N=55)

Nursing situation
Use of PPE

Face shield Mask Gown Gloves Total
M±SD

1. When there is a possibility of contact with 
objects contaminated with blood or body 
fluids, mucous membranes, damaged skin, 
or contaminated skin

Self-reported (n =  55) - - 75.09 ±  25.88 94.73 ±  12.15 84.91 ±  22.44
Observed (n =  25) 14.58 ±  34.36 51.04 ±  46.93 32.81 ±  44.50

2. When contact with blood or body fluids, 
secretions or exudates is expected, or 
when there is a risk of exposure of cloth-
ing

Self-reported (n =  55) - - 84.73 ±  21.42 96.18 ±  9.52 90.45 ±  17.47
Observed (n =  97) 72.32 ±  40.60 98.21 ±  8.54 85.26 ±  31.92

3. When blood, body fluids, secretions, or 
exudates are expected to splatter during 
a procedure or patient

Self-reported (n =  55) 34.91 ±  33.55 85.09 ±  32.31 83.64 ±  20.58 97.27 ±  8.04 75.23 ±  35.04
Observed (n =  8) 0.00 100.00 50.00 ±  53.45 100.00 62.50 ±  49.19

4. When performing open aspiration proce-
dures or when performing procedures in 
which aerosols may be formed (for exam-
ple intubation)

Self-reported (n =  55) 22.55 ±  25.76 87.64 ±  31.27 62.91 ±  32.01 98.36 ±  7.39 67.86 ±  39.05
Observed (n =  38) 0.00 100.00 25.93 ±  44.66 96.30 ±  19.25 55.56 ±  49.92

5. When directly touching the patient or 
touching objects around the patient (ex-
cept for situations 1-4) (for example vital 
sign measurements)

Self-reported (n =  55) - - 90.55 ±  17.26 95.09 ±  11.03 92.82 ±  14.60
Observed (n =  56) 42.90 ±  42.79 49.59 ±  41.46 46.24 ±  41.87

6. Contact with patients requiring droplet 
precautions (except for situations  1-4, 
such as vital sign measurements)

Self-reported (n =  55) - 97.82 ±  9.75 - - 97.82 ±  9.75
Observed (n =  10) 100.00 100.00

7. Contact with patients requiring airborne 
precautions (except for situations 1-4, 
such as vital sign measurements)

Self-reported (n =  55) - 98.00 ±  13.53 - - 98.00 ±  13.53
Observed (n =  4) 100.00 100.00

Total Self-reported 28.73 ±  30.41 92.14 ±  24.52 79.09 ±  25.67 96.31 ±  9.83 81.53 ±  30.77
Observed 0.00 100.00 45.40 ±  46.78 80.22 ±  36.18 61.38 ±  46.43

M=mean; PPE=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SD=standard deviation.

Table 4. Relationship among Knowledge, Attitudes, Perceptions of a Safe Environment, and Compliance with PPE Use by Situation Requiring 
PPE

Nursing situation
Knowledge Attitude Safe environment

r (p) r (p) r (p)
1. When there is a possibility of contact with objects contaminated with 

blood or body fluids, mucous membranes, damaged skin, or contami-
nated skin

Self-reported .23 (.015) .15 (.119) .15 (.127)
Observed -.02 (.909) .25 (.169) .25 (.174)

2. When contact with blood or body fluids, secretions or exudates is ex-
pected, or when there is a risk of exposure of clothing

Self-reported .27 (.004) .13 (.183) .19 (.051)
Observed .12 (.292) .14 (.228) .02 (.849)

3. When blood, body fluids, secretions, or exudates are expected to splat-
ter during a procedure or patient

Self-reported .06 (.363) .10 (.139) .08 (.224)
Observed .02 (.937) -.15 (.428) .11 (.537)

4. When performing open aspiration procedures or when performing 
procedures in which aerosols may be formed (for example intubation)

Self-reported -.02 (.776) -.02 (.814) .05 (.487)
Observed .06 (.571) .02 (.804) -.01 (.980)

5. When directly touching the patient or touching objects around the 
patient (except for situations 1-4) (for example vital sign measure-
ments)

Self-reported .11 (.272) .06 (.565) .18 (.068)
Observed -.15 (.267) -.10 (.480) -.09 (.498)

6. Contact with patients requiring droplet precautions (except for situa-
tions 1-4, such as vital sign measurements)

Self-reported .05 (.747) .16 (.245) .09 (.523)
Observed - - -

7. Contact with patients requiring airborne precautions (except for situ-
ations 1-4, such as vital sign measurements)

Self-reported -.10 (.491) -.02 (.862) .15 (.263)
Observed - - -

PPE=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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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본 연구는 종합병원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자가 보고 개

인보호구 착용 수행도와 관찰된 착용 수행도를 파악하고, 개인보호

구에 대한 지식, 태도, 안전환경 인식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개

인보호구 착용 수행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 자가 보고 개인보호구 착용 수행도와 관찰된 착용 

수행도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평균 점수는 각각 81.53점 및 

61.38점으로 자가 보고 수행도가 관찰 수행도보다 높은 경향을 보

였다. 국내외 연구의 대부분이 자가 보고식으로 측정한 개인보호구 

착용도이며 측정도구의 차이로 직접 비교할 수는 없지만, 본 연구

의 자가 보고 수행도 점수는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

[7]에서 개인보호구 착용 87점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중환자실 

의료진 대상[25]의 62점보다는 높은 수준이었고, 본 연구의 관찰된 

착용 수행도 점수와는 비슷한 수준이었다. 본 연구의 자가 보고 수

행도, 관찰된 착용 수행도 모두 호흡기 질환자의 간호를 담당하는 

간호사 대상 연구[26]에서 개인보호구 착용 44점, 중환자실 의료진 

대상[27]의 45점보다는 높은 수준의 결과를 보였다. 이는 본 연구

의 관찰된 수행도가 자가 보고된 수행도보다 더 낮은 수준이었음에

도 불구하고, 대부분 선행연구의 자가 보고 수행도 보다도 높은 수

행도를 보여 국내의 최근 개인보호구 착용 수행도가 높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관찰된 개인보호구 착용 수행도와 자가보고 

착용 수행도를 정확하기 비교하기 위해서는 대상자 1인당 더욱 긴 

관찰 시간 동안 모든 상황의 수행도를 관찰하여 비교를 하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개인보호구 착용 수행도를 7가지 개인보호구가 필요한 상황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개방성 흡인 처치를 시행할 때 

또는 에어로졸이 형성될 수 있는 시술 시행 시’의 수행도가 가장 낮

았다. Gang [14] 의 종합병원 간호사 대상의 급성 호흡기 감염병 관

련 개인보호구 착용에서도 ‘에어로졸 발생 가능한 시술 영역’이 ‘일

상적인 간호 영역’ 평균 점수보다 낮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객담 흡

인 또는 기도삽관 등 중환자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에어로졸 발생 

위험이 높은 행위들을 교육하여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할 수 있

도록 할 필요가 있다.

관찰된 개인보호구 착용 수행도에서는 ‘공기주의 환자 접촉’, ‘비

말주의 환자 접촉’시 100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 상황에서는 마스

크를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하나, 본 연구가 시행되는 시기가 코로

나-19로 인해 마스크 착용이 필수였던 상황의 영향으로 여겨진다. 

반면 ‘혈액이나 체액에 오염된 물건, 점막, 손상된 피부, 오염된 피

부를 접촉할 가능성이 있을 때’ 수행도가 가장 낮았다. 관찰 시 오

염의 범위나 점막의 범위가 국소적인 경우 장갑을 착용하는 대신 

손 위생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접촉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의복 또는 손 이외의 피부 접촉

을 통한 감염 전파 가능성과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반드시 

장갑을 착용해야 함과 가운을 함께 착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보호구별 착용도는 자가 보고 수행도에서 장갑이 가장 높았고 

안면 보호구가 가장 낮았으며. 관찰된 수행도에서는 마스크가 가장 

높았고, 안면 보호구가 가장 낮았다. 안면 보호구의 경우 개인보호

구 중 상시 구비가 가장 제한적이었고 이는 낮은 수행도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개인보호구의 상시 이용 가

능성과 개인보호구 부족 및 비 구비가 개인보호구 착용률 저하의 

영향 요인으로 나타난 선행 연구[15,28,29]와 동일한 결과였다.　

안면 보호구의 구입 단가는 보통 개당 750원 수준으로 국내 종합병

원의 경우 환자에게 처방하여 부담하는 비용이 아닌 병원에서 부담

하는 비용이다. 개인보호구 사용에 있어 비용의 측면을 고려하였을 

때 적극적으로 사용을 권장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그러므

로 필요한 개인보호구를 수가에 적용하여 병원의 비용적인 부담을 

줄임으로써 모든 개인보호구가 충분히 상시 구비되어 필요시 적절

히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다. 또한, 개인보호구 착용이 

불편하거나 번거롭더라도 습관화되기 위해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

할 것으로 생각된다[30]. 개인보호구 종류마다 사용 원칙과 적응

증, 착용법뿐만 아니라, 각 개인보호구가 필요한 상황마다 개인보

Table 5. Relationships among Knowledge, Attitudes, Perceptions of a Safe Environment, and Compliance with PPE Use by the Type of PPE

PPE type
Knowledge Attitudes Safe environment

r (p) r (p) r (p)
Face shield Self-reported .06 (.538) .18 (.063) .03 (.761)

Observed - - -
Mask Self-reported -.09 (.188) .01 (.963) .04 (.524)

Observed - - -
Gown Self-reported .24 (< .001) .07 (.246) .15 (.016)

Observed .05 (.563) .04 (.667) .04 (.675)
Gloves Self-reported .07 (.271) .14 (.024) .18 (.003)

Observed -.01 (.902) .13 (.156) .05 (.593)

PPE=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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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구 착용도가 차이 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인보호구 착용 

시점을 자세한 예시를 통해 교육한다면 다양한 간호 상황에서 필요

한 개인보호구의 종류를 숙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자가 보고 개인보호구 착용 수행도와 관찰된 개인

보호구 착용 수행도의 전체 평균 점수는 개인보호구에 대한 지식, 

태도, 안전환경 인식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개인보호구가 필요한 상황별로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 자가 

보고 개인보호구 착용 수행도는 개인보호구에 대한 지식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개인보호구 종류별로 나누어서 살펴보았

을 때, 자가 보고 착용 수행도는 개인보호구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안전환경 인식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반면에, 관찰된 개인

보호구 착용 수행도는 개인보호구가 필요한 상황별 및 개인보호구 

종류별 모두 지식, 태도, 안전환경 인식과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개인보호구에 대한 지식, 태도와 안전

환경 인식이 개인보호구 착용 수행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선

행연구[7,14,15,31] 결과를 뒷받침 하고 있다. 또한 개인보호구에 

대한 교육이 개인보호구에 대한 지식 증가에는 영향을 미치나 수행

도 증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연구 결과[17,25,27]와 비교하

면, 본 연구에서 지식, 태도, 안전환경 인식이 자가 보고 수행도와

는 관련이 있으나 관찰된 수행도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개인보호구 착용의 이행으로 연결이 되지 않는 이유를 확인하는 추

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개인보호구 착용 개념

과 지식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시뮬레이션을 통한 훈련과 교육을 

통해 착용 이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단일 종합병원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 

이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다양한 규

모의 다기관의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추

후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설문 도구에 역문항이 많아 대상자들의 

불성실한 응답으로 이어졌을 가능성 및 질문 해석에 혼돈을 주었을 

가능성이 평가 도구의 낮은 신뢰도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해 원도구의 내적일관성을 확보하지 못한 한계가 있어 결과 해석

에 유의할 필요성이 있다. 개인보호구 착용 수행도를 정확히 평가하

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 동안 많은 상황의 관찰을 통해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진행되어 의료진의 마스크 착용률이 100%였으므로 마스

크 착용도에 대한 상관관계를 확인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국내에서 선행연구가 부족했던 직접 관찰법을 적용한 중환

자실 간호사의 개인보호구 착용 수행도를 파악하였고, 수행도와 상

관관계를 보이는 변수를 확인하였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 이는 

중환자실 간호사의 개인보호구 착용률을 증진시키고, 실무에서 효

과적인 개선안을 구축하는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결론

본 연구결과 중환자실 간호사들의 관찰된 착용 수행도는 자가 

보고 수행도보다 낮은 점수를 보였으며, 관찰된 개인보호구 착용 

수행도는 성별에 따른 유의성이 있었다. 개인보호구에 대한 지식, 

태도, 안전환경 인식은 전반적으로 착용 수행도에 유의한 관련이 

없었으나, 간호상황별과 개인보호구별로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 자

가 보고 개인보호구 착용 수행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본 연

구 결과를 바탕으로 중환자실 간호사들의 개인보호구 착용 수행도

를 증진시키기 위한 실제적인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다. 시뮬

레이션 적용과 반복적 모의 훈련 등과 같은 중환자실 간호사에게 

적용할 수 있는 효과적이며 실용적인 개인보호구 착용 교육 프로그

램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추후 연구를 통하여 중환자실 간호사들의 

개인보호구 착용 수행도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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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focused on identifying the interaction effects of genetic and lifestyle-environmen-
tal factors on the development of type 2 diabetes mellitus (T2D).
Methods: Study subjects were selected from the Korean Genome and Epidemiology Study (KoGES) from 
2001 to 2014. Data on genetic variations, anthropometric measurements, biochemical data, and seven 
lifestyle factors (diet, physical activity, alcohol drinking, smoking, sleep, depression, and stress) were ob-
tained from 4,836 Koreans aged between 40 and 59 years, including those with T2D at baseline (n = 
1,209), newly developed T2D (n= 1,298) and verified controls (n = 3,538). The genetic risk score (GRS) 
was calculated by using 11 single-nucleotide polymorphisms (SNPs) related to T2D development and the 
second quartile was used as the reference category. A Cox proportional hazards regression model was 
used to evaluate the associations of GRS and lifestyle factors with T2D risk, controlling for covariates.
Results: Multivariate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GRS was the strongest risk factor for T2D, and 
body mass index (BMI), smoking, drinking, and spicy food preference also increased the risk. Lifestyle/
environmental factors that showed significant interactions with GRS were BMI, current smoking, cur-
rent drinking, fatty food preference, and spicy food preference. 
Conclusions: Interactions between genetic factors and lifestyle/environmental factors were associated 
with an increased risk of T2D. The results will be useful to provide a new perspective on genetic profiling 
for the earlier detection of T2D risk and clues for personalized interventions, which might be more ef-
fective prevention strategies or therapies in individuals with a genetic predisposition to T2D.

Key Words: Type 2 diabetes mellitus; Gene; Lifestyle; Gene-Environment Interaction

주요어: 제2형 당뇨병, 유전자, 생활양식, 유전-환경 상호작용

유전 요인과 생활환경 요인의 상호작용이 제2형 당뇨병 발생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유전체역학 조사사업(KoGES) 자료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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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당뇨병 환자는 전세계적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19
년 20–79세 성인 당뇨병 환자의 유병률은 9.3%이었고 2023년에는 

그 수가 5억 7천 8백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1]. 당뇨병

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제2형 당뇨병은 인슐린 저항성이나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분비 장애에 의해서 발생하며,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하는 대사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2]. 최근 제2형 당뇨병에서 인슐린 결핍이나 인슐린 저항성을 유

발하며 당뇨병의 발생에 감수성을 나타내는 유전자들이 보고되고 

있는데[3], 유전자의 변이는 인종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날 가능

성이 높아[4] 특정 인구에 따른 유전적 요인을 찾는 노력이 이루어

지고 있다. 이에 Go 등[5]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코호트 

자료를 이용하여 제2형 당뇨병과 관련된 19개의 단일염기다형성

(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 SNPs)을 보고하였다.

제2형 당뇨병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은 주로 생활습

관과 관련된 요인으로 에너지 섭취, 섭취영양성분, 식습관, 신체활

동, 알코올 섭취, 흡연, 수면, 우울, 스트레스 등이 알려져 있다

[6,7]. 특히 에너지 섭취의 증가와 에너지 소비의 감소는 비만으로 

이어지는데 이러한 비만한 상태는 인슐린 저항성으로 진행되는 경

우가 많아 T2D발생의 주요한 위험요인이 된다[1]. 제2형 당뇨병은 

유전적 요인과 생활환경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발생률이 상승될 수 

있어[8], 유전과 생활환경의 상호작용을 파악하는 것은 유전적 위

험요인이 있는 대상자들의 질병발생 위험도를 예측하고 위험한 생

활환경의 변화를 통한 질병예방에 활용될 수 있다[9].

그러나 제2형 당뇨병 발생에 있어서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조사한 몇몇 선행연구는 환경요인으로 특정 영양성분이나 활동량

만 포함하여 생활환경 요인을 포괄적으로 파악하지 못하였고

[10,11], 환경요인과 한 두가지의 SNPs과의 상호작용만을 분석하

여 제2형 당뇨병 발생과 관여하는 여러 SNPs의 복합적인 상호작용

을 조사하지 못하였다[12]. 무엇보다 이러한 유전적 요인과 생활환

경 요인은 인종과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한국인에게 적합한 

제2형 당뇨병 예방중재의 개발을 위해서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수적이나 국내 선행연구는 활동량의 감소나 섭취영양소 

등 일부 생활환경 요인을 제2형 당뇨병 발생의 위험요인으로 보고

한 정도이다[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Korean Ge-
nome and Epidemiology Study [KoGES]) 지역사회기반 코호트 자

료(2001년∼2014년)를 이용하여 제2형 당뇨병 발생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보고된 SNPs을 검증하고 이를 활용하여 유전적 위험도 

점수(genetic risk scores, GRS)를 산출하여 GRS와 다양한 생활환

경 요인의 상호작용이 제2형 당뇨병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

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에서 실시한 전향적 지역

사회기반 코호트 자료를 이용하여 제2형 당뇨병 발생의 유전적 요

인과 생활환경 요인의 상호작용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01년부터 2014년까지 2년 단위로 기반조사(1기) 및 

6차 추적조사(7기)를 실시한 질병관리본부의 KoGES에서 진행된 

지역사회기반 코호트자료를 사용하였다. KoGES는 40∼69세 남·여 

일반 인구집단을 대상자로 하여, 사업 참여와 시료 수집에 대한 동

의를 얻은 후 건강이나 질병력, 운동, 식습관 등 생활습관과 관련한 

다양한 설문조사와 신체계측 및 검진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혈액

과 소변을 채취하여 임상검사 자료와 인체자원(혈청, 혈장, DNA)을 

확보하여, 2∼4년 주기로 반복 추적하는 코호트 사업이다[14].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에서 제시한 제2형 당뇨병 진단

기준에 따른 제2형 당뇨병 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공복

혈당 ≥ 126 mg/dl; 2) 75 g 경구 당 부하검사에서 2시간 후 혈당 ≥ 

200 mg/dl; 3) HbAIc ≥ 6.5%; 4) 질병발병 시점 ≥ 40세. 대조군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공복혈당 <100 mg/dl; 2) 5 g 경구 당 부

하검사에서 2시간 후 혈당 <  140 mg/dl; 3) HbAIc <  5.7%. 4) 제2
형 당뇨병의 질병력이 없음.

본 연구의 대상자 선정과정은 Figure 1과 같다. 기반조사의 전체 

응답자는 10,031명이었으며, 이 중 유전자 정보가 없는 1,190명, 

혈액검사 및 당뇨병 질병력이 누락된 273명은 제외하였으며 분석

에 사용된 대상자는 총 8,568명이었다. 대조군은 기반조사 8,568
명 중 이미 제2형 당뇨병이 발생한 1,209명과 추적과정에서 제2형 

당뇨병이 발생한 1,298명을 제외하고, 대상자 선정기준에서 대조

군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2,523명을 제외하여 최종 3,538명이었

다. 추적 제2형 당뇨병 발생군은 기반자료에서 당뇨병이 발생한 

1,209명을 제외하고 1차∼6차까지 추적과정에서 제2형 당뇨병이 

발생된 대상자들로 총 1,298명이었다. 제2형 당뇨병군은 기반자료

에서 제2형 당뇨병이 이미 발생한 대상자 1,209명과 추적 제2형 당

뇨병 발생군 1,298명을 모두 포함하여 총 2,507명이었다. 유전적 

특성은 변하지 않는 개인의 고유한 특성이므로 기반자료에서 제2
형 당뇨병이 이미 발생한 대상자들도 제2형 당뇨병군에 포함하였

으나, 제2형 당뇨병 발생에 대한 유전과 생활환경의 상호작용을 파

악하기 위해서는 기반자료에서 이미 당뇨병이 발생한 대상자들의 

환경적인 영향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추적 제2형 당뇨병 발생군만 

포함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되는 데이터가 유전과 생활환경의 상호작용 분석

에 충분한 표본[15]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검정력 통계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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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NTO ver. 1.2.4를 이용하여 표본수의 적정성을 평가하였다. 

유의수준(α) .05, 검정력(β) .80, 위험대립유전자 빈도 0.70, 환경요

인 노출확률 0.45, 질병 발생률 0.10로 가정하였으며[16], 그 결과 필

요한 최소 표본 수는 2,183명으로 본 연구의 상호작용 분석에 사용

된 총 대상자의 수 4,836명은 적정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질병관리본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승인번호: 

2018-042)과 계명대학교 연구윤리심의를 거쳐(40525-201802 

-HR-116-02) 진행되었다.

Figure 1. Overview of subjects for this study. HbA1c=hemoglobin A1c; OGTT=oral glucose tolerance test; T2D=type 2 diabetes mellitus.

Inclusion criteria of controls
- Fasting glucose <100 mg/dL
- 2h post-OGTT glucose < 140 mg/dL
- HbA1c < 5.7%
- No diabetes mellitus history 

Inclusion criteria of T2D
- Fasting glucose ≥126 mg/dL
- 2h post-OGTT glucose ≥ 200 mg/dL
- HbA1c ≥ 6.5%
- Age at onset > 40 

Korean Genome Epidemiologic Study 
(n = 10,031)

Exclusion (n = 1,463)
No genetic data (n = 1,190) 
No clinical data (n = 273)

Included in analysis
(n = 8,568)

Control at baseline
(n = 7,359)

T2D developed
(n = 1,298)

Did not meet the inclusion 
criteria for either controls or T2D

(n = 2,523)

T2D at baseline
(n = 1,209)

1st examination T2D developed
(n = 273)

2nd examination T2D developed 
(n = 293)

3rd examination T2D developed
(n = 220)

4th examination T2D developed
(n = 218)

5th examination T2D developed 
(n = 163)

6th examination T2D developed
(n = 131)

Cumulative T2D
(n = 1,482)

Cumulative T2D
(n = 1,995)

Cumulative T2D
(n = 1,775)

Cumulative T2D
(n = 2,213)

Cumulative T2D
 (n = 2,376)

Verified T2D
(n = 2,507)

T2D developed in 12 years
(n = 1,298)

Verified control
(n = 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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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활환경 요인(Lifestyle-environmental factors)

에너지 섭취량(Kcal)과 섭취영양성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Food 

Frequency Questionnaire (FFQ)를 이용하였으며 조사일로부터 1
년 전까지의 기간 동안 제시된 총 106개 식품의 섭취빈도와 섭취량

을 조사하고. 섭취빈도와 섭취량을 이용하여 1일 평균 에너지, 단

백질, 지방, 탄수화물, 칼슘, 나트륨, 콜레스테롤을 산출하였다

[17]. 식사 선호도에 대한 문항은 총 6개로 식사의 규칙성, 과식빈

도, 식사속도, 짠 음식 선호도, 매운 음식 선호도, 기름진 음식 선호

도로 구성되었다.

에너지 소비량(Metabolic equivalent of task, MET)은 하루 일과 

중 육체적 활동에 따른 시간을 에너지 소비량을 나타내는 점수를 

나타낸 것이며[18], MET =  ∑[신체활동 강도에 대한 대사당량 값 

× 소요시간]으로 계산된다.

음주에 대한 문항은 음주여부 및 음주기간, 음주량을 포함하며, 

음주여부는 현재음주, 과거음주, 음주경험 없음으로 구분된다. 음

주량은 한 번 술을 마실 때의 평균 섭취량을 술의 종류와 섭취량

(잔)으로 계산하고 총 섭취 알코올량(g)으로 환산한 수치이다. 흡연

에 대한 문항은 흡연여부 및 흡연기간, 총 흡연량을 포함하며, 흡연

여부는 현재흡연, 과거흡연, 흡연경험 없음으로 구분된다. 총 흡연

량은 갑년단위로 환산하였으며, 하루에 한 갑 담배를 피웠다고 가

정했을 때 총 흡연한 년 수를 의미한다.

수면은 평소 수면 시간과 불면증 여부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

었으며 불면증은 ‘예’, ‘아니오’로 응답하며, 평소 수면 시간은 지난 

1년간 하루 평균 수면 시간에 대한 값이며 시간단위로 조사되었다. 

우울은 Beck Depression Inventory [19]로 측정되었으며, 스트레스

는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척도의 단축형 Psychological Wellbeing 

Index - Short Form [20]으로 측정되었다.

5. 유전적 요인

유전 데이터는 KoGES의 유전체역학과에서 Affymetrix Ge-
nome-Wide Human SNP array V.5.0 (Affymatrix, Santa Clara, 
California, USA)를 이용하여 판별하고 질관리가 된 자료를 이용하

였다[21].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에서 제2형 당뇨와 유의한 상관성

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 18개의 SNPs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5]. 유

전적 위험도 점수는 본 연구에서 제2형 당뇨병과 연관성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난 11개의 SNPs을 대상으로, 각각 비위험 대립 유전자가 

두 개 있는 경우 0점, 이형 대립유전자가 있는 경우 1점, 위험 대립 

유전자만 두 개 있는 경우 2점으로 하여 총 11개 SNPs의 점수를 합

산하여 계산하였다. 이는 선행연구[5]에 따라 각 유전형 빈도를 조

우성 모드(co-dominant mode)를 기본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교차

비 분석을 위하여 제2형 당뇨병군에서 GRS의 중분위수를 계산하

였으며 11점 이상과 10점 이하로 구분하였다.

6.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프로그램(IBM Corp., 

Armonk, NY, USA)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1) 추적 제2형 당뇨병 발생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의 차이를 확

인하기 위하여 chi-square test와 independent t-test로 분석하였

다.

2) 제2형 당뇨병군과 대조군의 유전적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18
개의 SNPs의 유전자형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여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제2형 당뇨병 발생에 대한 교차비와 95% 

confidence interval (CI)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문헌

에 근거하여 GRS의 통계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유의수준 

< .05를 가지는 모든 SNPs을 분석에 포함시켰다.

3) 제2형 당뇨병군과 대조군의 유전형의 차이와 GRS의 차이는 

chi-square test와 independent t-test로 분석하였다.

4) 제2형 당뇨병 발생에 대하여 GRS와 생활환경 요인이 미치는 영

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Cox 비례위험모형을 사용하여 단변량과 

다변량 분석을 시행하였다. 다변량 분석에서 제2형 당뇨병 발생

에 대한 위험비(hazards ratio)가 시간의 흐름에 관계없이 일정하

다는 비례위험 가정을 평가하여 분석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log-minus-log survival plot을 사용하였다.

5) 제2형 당뇨병 발생에서 GRS와 생활환경 요인 사이에 상호작용

을 확인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유전과 환경

의 상호작용의 교차비로 분석하였다.

6) 유전자형 분포는 Hardy-Weinberg equilibrium (HWE) test따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1. 추적 제2형 당뇨병 발생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

추적 제2형 당뇨병 발생군과 대조군은 성별(p <  .001), 나이(p 
<  .001), 교육수준(p =  .002)과 월평균수입(p =  .009)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able 1). 제2형 당뇨병 가족력은 추적 제2형 당뇨병 

발생군이 대조군에 비해 부(p =  .007), 모(p =  .010), 형제(p <  

.001)의 가족력이 더 높았다. 당화혈색소(p <  .001), 수축기 혈압(p 
<  .001)과 이완기 혈압(p <  .001). 총콜레스테롤(p <  .001), 중성

지방(p <  .001)은 추적 제2형 당뇨병 발생군이 대조군보다 더 높았

으나, 고밀도 콜레스테롤은 대조군이 더 높았다(p <  .001).

2. 제2형 당뇨병과 관련된 18개의 SNPs의 교차비 및 GRS

제2형 당뇨병이군 2,507명과 대조군 3,538명에서 18개 SNPs의 

유전자형에 따른 교차비를 확인한 결과 제2형 당뇨병 발생에 위험

도가 유의하게 나타난 SNPs은 모두 11개이며, 2개의 SNPs 
(rs10811661, rs11257655)은 대조군에서 HWE 상태에 위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plementary Table 1). 제2형 당뇨병군과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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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arisons of Baseline Characteristics between the Newly Identified T2D Group and Controls (N = 4,836)

Variables Categories
Controls 

(n =  3,538)
Newly identified T2D 

(n =  1,298) t/x2 p
n (%) or Mean ±  SD n (%) or Mean ±  SD

Sex Male 1,590 (44.9) 669 (51.5) 16.62 < .001
Female 1,948 (55.1) 629 (48.5)

Age (years) 49.98 ±  8.38 52.77±8.47 -10.22 < .001
Educational level ≤  Elementary school 960 (27.3) 425 (32.9) 14.81 .002

Middle school 855 (24.3) 290 (22.5)
High school 1,198 (34.0) 401 (31.1)
≥  College 508 (14.4) 175 (13.6)

Marital status Not married 39 (1.1) 15 (1.2) 1.94 .586
Married 3,251 (92.2) 1,180 (91.3)
Bereaved 165 (4.7) 73 (5.6)
Divorced or other 71 (2.0) 25 (1.9)

Average monthly income (10,000 won) <50 512 (14.7) 243 (18.9) 13.52 .009
50-100 542 (15.5) 199 (15.5)
101-200 1,061 (30.4) 375 (29.2)
201-300 712 (20.4) 236 (18.4)
>300 662 (19.0) 232 (18.1)

Family history of T2D Father No 3,455 (97.7) 1,249 (96.2) 7.31 .007
Yes 83 (2.3) 49 (3.8)

Mother No 3,367 (95.2) 1,211 (93.3) 6.57 .010
Yes 171 (4.8) 87 (6.7)

Siblings No 3,455 (97.7) 1,231 (94.8) 25.05 < .001
Yes 83 (2.3) 67 (5.2)

HbA1c (%) 5.32 ±  0.24 5.75 ±  0.34 -40.94 < .001
Systolic BP (mmHg) 117.20 ±  18.07 123.96 ±  19.12 -11.06 < .001
Diastolic BP (mmHg) 78.18 ±  11.99 81.91 ±  12.06 -9.56 < .001
Total cholesterol (mg/dL) 184.54 ±  33.51 195.36 ±  34.24 -9.89 < .001
HDL cholesterol (mg/dL) 45.47 ±  10.09 43.14 ±  9.66 7.19 < .001
Triglycerides (mg/dL) 138.74 ±  76.83 187.72 ±  116.36 -14.08 < .001

Some of the variables have missing values.
BP=blood pressure; HbA1c=hemoglobin A1c; HDL=high-density lipoprotein; SD=standard deviation; T2D=type 2 diabetes mellitus.

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11개의 SNPs을 이용하여 계산한 

GRS는 대조군이 10.22 ± 2.17, 제2형 당뇨병군이 10.83 ± 2.31
로 제2형 당뇨병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p <  .001) (Supplementa-
ry Table 1).

3. 추적 제2형 당뇨병 발생군과 대조군의 생활환경 요인의 차이

추적 제2형 당뇨병 발생군은 식사습관에서 짠 음식 선호도(p =  

.001)와 매운 음식 선호도(p <  .001), 기름진 음식 선호도(p =  

.010)에서 대조군보다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Table 2). 대사당량과 

현재 운동여부에 있어 두 군 간의 차이는 없었으나 체질량지수는 

추적 제2형 당뇨병 발생군이 유의하게 높았다(p <  .001). 추적 제2
형 당뇨병 발생군과 대조군은 음주여부(p =  .017)에서 차이가 있

었으며 음주량에서는 추적 제2형 당뇨병 발생군이 유의하게 음주

량이 많았다(p =  .002). 흡연 여부도 추적 제2형 당뇨병 발생군과 

대조군의 차이가 유의하였으며(p <  .001), 총 흡연량에서는 추적 

제2형 당뇨병 발생군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 <  .001). 불면증

은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p =  .048), 수면시간에서는 

차이가 없었고, 우울은 추적 제2형 당뇨병 발생군이 더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p =  .010).

4. 제2형 당뇨병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제2형 당뇨병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요인과 생활환경 요인

을 확인하기 위해 단변량 Cox 비례위험모형 분석을 한 결과 GRS
가 높아질수록 1.40배(95% CI: 1.25–1.56), 짠 음식을 선호할수록 

1.14배(95% CI: 1.02–1.27), 매운 음식을 선호할수록 1.19배(95% 

CI: 1.06–1.33), 기름진 음식을 선호할수록 1.17배(95% CI: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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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risons of Lifestyle Factors between the Newly Identified T2D Group and Controls (N = 4,836)

Variable Classification
Controls 

(n =  3,538)
Newly identified T2D 

(n =  1,298) t/X2 p
n (%) or Mean ±  SD n (%) or Mean ±  SD

Energy intake (kcal) 1953.98 ±  735.24 1925.87 ±  665.81 1.21 .227
Regularity of eating (days/week) Regular (6-7) 1413 (62.7) 591 (65.2) 3.47 .117

Sometimes Irregular (3-5) 593 (26.3) 210 (23.2)
Irregular (0-2) 247 (11.0) 106 (11.7)

Salty food preference Strongly dislike 112 (3.2) 40 (3.1) 18.61 .001
Dislike 1170 (33.2) 371 (28.7)
Neutral 932 (26.4) 313 (24.2)
Preferred 1254 (35.6) 539 (41.8)
Highly preferred 59 (1.7) 28 (2.2)

Spicy food preference Strongly dislike 131 (3.7) 50 (3.9) 27.98 < .001
Dislike 948 (26.9) 364 (28.2)
Neutral 997 (28.3) 280 (21.7)
Preferred 1368 (38.8) 545 (42.2)
Highly preferred 84 (2.4) 52 (4.0)

Fatty food preference Strongly dislike 261 (7.4) 98 (7.6) 13.38 .010
Dislike 1775 (50.3) 640 (49.6)
Neutral 928 (26.3) 296 (22.9)
Preferred 541 (15.3) 243 (18.8)
Highly preferred 22 (0.7) 13 (1.0)

BMI (kg/m2) 24.03 ±  2.80 25.21 ±  3.13 -10.67 < .001
Metabolic equivalents 9494.91 ±  6231.12 9716.93 ±  6251.78 -1.10 .273
Current exercise No 1,480 (55.1) 636 (54.1) 0.31 .576

Yes 1,206 (44.9) 539 (45.9)
Drinking Non-drinking 1,656 (47.0) 554 (42.8) 8.13 .017

Past drinking 185 (5.2) 85 (6.6)
Current drinking 1,686 (47.8) 656 (50.7)

Alcohol consumption (g) 8.58 ±  20.81 10.95 ±  23.44 -3.18 .002
Smoking Non-drinking 2,201 (62.8) 705 (54.8) 27.81 < .001

Past drinking 477 (13.6) 233 (18.1)
Current drinking 824 (23.5) 349 (27.1)

Total smoking amount (pack-years) 7.56 ±  13.89 10.59 ±  15.93 -5.99 < .001
Insomnia No 2,989 (85.2) 1,066 (82.8) 3.91 .048

Yes 521 (14.8) 221 (17.2)
Sleep hours 6.77 ±  1.36 6.77 ±  1.41 0.00 .997
Depression 22.24 ±  2.96 22.63 ±  3.28 -2.57 .010
Stress 20.04 ±  6.78 20.15 ±  7.20 -0.46 .639

Some of the variables have missing values.
BMI=body mass index; SD=standard deviation; T2D=type 2 diabetes mellitus.

1.34), BMI가 높아질수록 1.12배(95% CI: 1.10–1.14), 비흡연에 

비해 현재흡연은 1.26배(95% CI: 1.05–1.52), 과거흡연은 1.38배

(95% CI: 1.13–1.69) 제2형 당뇨병 발생에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Table 3).

다변량 분석은 단변량 분석에서 위험도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변수들을 투입하여 전진 선택법을 이용하여 시행하였다. 제2형 당

뇨병 발생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BMI (p <  .001), GRS (p <  

.001), 현재흡연(p =  .003), 과거흡연(p =  .012), 매운 음식 선호도

(p =  .036) 순서로 모형에 추가되었다. BMI가 1 kg/m2 증가할수록 

제2형 당뇨병의 위험이 1.12배(95% CI: 1.10–1.14) 높아지며, 

GRS는 1점 증가할수록 1.09배(95% CI: 1.07–1.12) 증가하였다. 비

흡연에 비해 과거흡연은 1.30배(95% CI: 1.06–1.58), 현재흡연은 

1.32배(95% CI: 1.10–1.59) 제2형 당뇨병 발생 위험이 높아졌다. 

매운 음식 선호도는 선호하는 경우가 선호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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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Factors Influencing the Occurrence of T2D (N = 4,836)

Variable Classification HR 95% CI p
GRS 1.40 1.25-1.56 < .001
Salty food preference Yes 1.14 1.02-1.27 .022
Spicy food preference Yes 1.19 1.06-1.33 .002
Fatty food preference Yes 1.17 1.02-1.34 .030
BMI 1.12 1.10-1.14 < .001
Smoking Non-smoking

Past smoking 1.38 1.13-1.69 .002
Current smoking 1.26 1.05-1.52 .013

Multivariate Cox regression analysis
BMI 1.12 1.10-1.14 < .001
GRS 1.09 1.07-1.12 < .001
Smoking Non-smoking

Past smoking 1.30 1.06-1.58 .012
Current smoking 1.32 1.10-1.59 .003

Spicy food preference Yes 1.13 1.01-1.26 .036

Calibration variables: sex, age.
BMI=body mass index; CI=confidence interval; GRS=genetic risk score; HR=hazard ratio; T2D=type 2 diabetes mellitus.

Table 4. Gene-Lifestyle Environment Interactions and T2D Development (N = 4,836)

Variable Classification GRS OR 95% CI p
Relationship (reference category: 

the last category listed)
OR 95% CI p

BMI (kg/m2) <23 ≤10 0.16 0.10-0.25 < .001
23-24.9 ≤10 2.04 1.63-2.55 < .001 0.32 0.20-0.49 < .001
≥25 ≤10 5.33 3.43-8.28 < .001 0.83 0.46-0.77 < .001
<23 ≥11 1.60 1.23-2.07 < .001 0.25 0.16-0.39 < .001
23-24.9 ≥11 3.13 2.50-3.90 < .001 0.48 0.31-0.75 < .001
≥25 ≥11 6.46 4.05-10.31 < .001

Smoking Non-smoking ≤10 0.52 0.40-0.67 < .001
Past smoking ≤10 1.32 0.97-1.80 .080 0.68 0.51-0.92 .011
Current smoking ≤10 1.25 0.96-1.63 .102 0.65 0.50-0.83 .001
Non-smoking ≥11 1.42 1.20-1.67 < .001 0.73 0.56-0.96 .023
Past smoking ≥11 2.15 1.60-2.89 < .001 1.11 0.84-1.47 .461
Current smoking ≥11 1.94 1.48-2.52 < .001

Smoking amount (packs-year) Non-smoking ≤10 0.40 0.30-0.53 < .001
<20 ≤10 1.05 0.78-1.42 .752 0.42 0.31-0.57 < .001
≥20 ≤10 1.55 1.17-2.06 .002 0.63 0.48-0.82 < .001
Non-smoking ≥11 1.42 1.19-1.68 < .001 0.57 0.43-0.76 < .001
<20 ≥11 1.78 1.34-2.37 < .001 0.72 0.54-0.95 .021
≥20 ≥11 2.49 1.88-3.29 < .001

Drinking Non-drinking ≤10 0.57 0.47-0.71 < .001
Past drinking ≤10 1.15 0.76-1.72 .513 0.66 0.45-0.98 .040
Current drinking ≤10 1.06 0.86-1.30 .615 0.61 0.51-0.73 < .001
Non-drinking ≥11 1.36 1.12-1.66 .002 0.79 0.64-0.97 .021
Past drinking ≥11 1.76 1.18-2.64 .006 1.02 0.69-1.51 .927
Current drinking ≥11 1.73 1.41-2.13 < .001

(Continued to the next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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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Classification GRS OR 95% CI p
Relationship (reference category: 

the last category listed)
OR 95% CI p

Amount of alcohol consumed (per day) Non-drinking ≤10 0.51 0.39-0.66 < .001
Past drinking ≤10 1.21 0.81-1.82 .361 0.61 0.41-0.93 .021
<10 g ≤10 0.91 0.71-1.17 .452 0.46 0.35-0.61 < .001
≥10 g ≤10 1.42 1.09-1.84 .009 0.72 0.55-0.93 .014
Non-drinking ≥11 1.37 1.12-1.66 .002 0.69 0.54-0.90 .006
Past drinking ≥11 1.86 1.24-2.78 .003 0.94 0.62-1.42 .774
<10 g ≥11 1.69 1.33-2.14 < .001 0.86 0.65-1.12 .257
≥10g ≥11 1.97 1.51-2.57 < .001

Salty food preference No ≤10 0.57 0.47-0.68 < .001
Yes ≤10 1.19 0.98-1.43 .178 0.67 0.55-0.82 < .001
No ≥11 1.50 1.27-1.78 < .001 0.85 0.71-1.02 .082
Yes ≥11 1.77 1.47-2.14 < .001

Spicy food preference No ≤10 0.55 0.46-0.66 < .001
Yes ≤10 1.21 0.99-1.46 .053 0.66 0.55-0.80 < .001
No ≥11 1.49 1.25-1.77 < .001 0.82 0.68-0.98 .029
Yes ≥11 1.82 1.51-2.19 < .001

Fatty food preferences No ≤10 0.49 0.38-0.62 < .001
Yes ≤10 1.01 0.87-1.40 .428 0.54 0.40-0.72 < .001
No ≥11 1.44 1.24-1.66 < .001 0.70 0.55-0.88 .003
Yes ≥11 2.06 1.62-2.61 < .001

Insomnia No ≤10 0.61 0.47-0.77 < .001
Yes ≤10 1.11 0.86-1.44 .407 0.67 0.49-0.93 .016
No ≥11 1.50 1.30-1.73 < .001 0.91 0.71-1.16 .450
Yes ≥11 1.65 1.29-2.11 < .001

Depression Low ≤10 0.67 0.51-0.89 .006
High ≤10 1.17 0.86-1.54 .274 0.79 0.59-1.05 .101
Low ≥11 1.71 1.32-2.21 < .001 1.15 0.87-1.53 .336
High ≥11 1.46 1.12-1.97 .006

Stress Low ≤10 0.67 0.55-0.82 < .001
High ≤10 1.11 0.91-1.35 .314 0.74 0.60-0.91 .005
Low ≥11 1.52 1.26-1.84 < .001 1.02 0.84-1.24 .855
High ≥11 1.49 1.22-1.83 < .001

Controlled variables: sex, age.
BMI=body mass index; CI=confidence interval; GRS=genetic risk score; OR=odds ratio.

Table 4. Continued

제2형 당뇨병 발생 위험이 1.13배(95% CI: 1.01–1.26) 증가하였다.

5. 제2형 당뇨병 발생의 유전적 요인과 생활환경 요인의 상호작용

성별과 나이를 통제한 후 제2형 당뇨병 발생에 대한 GRS와 생활

환경 요인의 상호작용을 분석한 결과 GRS와 상호작용이 있는 생

활환경 요인으로 BMI, 흡연, 음주, 매운 음식 선호도, 기름진 음식 

선호도로 나타났다(Table 4). BMI는 GRS와 상호작용의 교차비가 

가장 높게 나타난 변수로 BMI가 23미만이면서 GRS가 낮은 경우

에 비해 BMI가 25이상이면서 GRS가 높은 경우는 교차비가 6.46
으로 나타났다(95% CI: 4.05–10.31). 또한 BMI가 23이상 25미만

인 경우에도 GRS가 높으면 교차비가 3.13으로 나타났다(95% CI: 
2.50–3.90). BMI가 25이상이고 GRS가 높은 경우를 기준으로 하

였을 때 BMI가 낮아지면 교차비가 낮아지므로 BMI와 유전적 위

험도 사이에 상호작용이 있음을 나타낸다.

흡연과 GRS도 상호작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흡연이면

서 GRS가 낮은 경우에 비해 GRS가 높으면서 과거흡연인 경우 교

차비가 2.15(95% CI: 1.60–2.89), 현재흡연인 경우 교차비가 

1.94(95% CI: 1.48–2.52)로 나타났다. 또한, 비흡연이면서 GRS가 

낮은 경우에 비해 GRS가 높고 흡연량이 20갑년 이상인 경우 교차

비는 2.49배 높게 나타났다(95% CI: 1.88–3.29). 음주에서도 G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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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현재음주는 상호작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음주량에 따라

서는 비음주이면서 GRS가 낮은 경우를 기준으로 음주량이 하루 

10g 이상이면서 GRS가 높으면 교차비가 1.97배 높게 나타났다

(95% CI: 1.51–2.57).

또한, 매운 음식을 선호하지 않으면서 GRS가 낮은 경우를 기준

으로 매운 음식을 선호하고 GRS가 높으면 교차비가 1.82(95% CI: 
1.51–2.19)로 높게 나타났으며, 기름진 음식을 선호하지 않으면서 

GRS가 낮은 경우를 기준으로 기름진 음식을 선호하고 GRS가 높

으면 교차비가 2.06(95% CI:1.62–2.61)로 나타나 음식의 선호도와 

유전적 위험도 사이에 상호작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의

본 연구는 제2형 당뇨병이 발생한 대상자들과 대조군의 유전적, 

생활환경적 특징을 살펴보고 이들 사이의 상호작용이 제2형 당뇨

병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1. 제2형 당뇨병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적 요인

본 연구에서는 11개의 SNPs이 제2형 당뇨병 발생과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18개의 SNPs을 제시한 선행연구[5]와 차이가 

있었다. 이는 본 연구와 선행연구[5] 모두 KoGES 지역사회 코호트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최종 추적 시까지 제2형 당

뇨병이 발생한 대상자를 모두 당뇨병 환자로 선정한 반면, Go 등

[5]의 연구에서는 기반자료에서 제2형 당뇨병이 있는 대상자만 포

함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즉 Go 등[5]의 연구에서 대조군

은 기반조사 시점에서는 제2형 당뇨병이 발병하지 않았으나 추적

과정에서 제2형 당뇨병으로 진행된 대상자들도 포함이 되었다. 따

라서 당뇨병 예측 유전자들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한국인 집단을 

대상으로 반복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사망자 자료와 중도 

탈락한 대상자들에 대한 자료를 연계 확인하여 더욱 선별된 대상자

를 바탕으로 추후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연구에서 제2형 당뇨병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는 PSMD6, 
IGF2BP2, MAEA, CDKAL1, SLC30A8, HHEX/IDE, KCNQ1, 
KCNJ11, MTNR1B, PEPD, HNF4A 등의 11개로, 특히 베타세포

의 발달과 관련된 CDKL1, CDKN2A/B, HHEX, KCNJ11과 베타

세포의 기능과 관련된 KCNQ1, SCL30A8은 다른 유전자들에 비해 

교차비가 높아 임상적 활용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22]. 각 유전

자들에 대해 살펴보면, CDKL1 유전자는 6번 염색체에 위치하고 

있으며 포도당 조절 및 인슐린 분비와 작용 과정에 관여하는 

CDKL1 단백질을 암호화하는 기능을 한다[23]. HHEX 유전자는 

10번 염색체에 위치하고 신호전달과 관련된 전사인자를 암호화하

는 기능을 하며 주로 소마토스타틴 델타세포에서 발현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델타 세포의 변이는 인슐린 분비 결핍과 관

련된다[22,24].

KNJ11 유전자는 11번 염색체에 위치하고 베타세포의 인슐린 분

비 메커니즘 가운데 칼륨 채널을 암호화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며, 

이 유전자의 변이가 있는 경우 인슐린 분비가 저하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25]. KCNQ1 유전자는 11번 염색체에 위치하며 세포막

에 존재하는 전압 의존성 칼륨 채널 단백질을 암호화하여 인슐린 

분비를 통해 당대사가 이루어지는 작용에 영향을 주며, Pima 인디

언, 한국인, 중국인, 동아시아인, 사우디인, 유럽인에서 흔히 이 유

전자의 변이가 나타난다[26]. 특히 KCNQ1 유전자는 중국인을 대

상으로 한 연구에서 경구용 당뇨병 약물인 sulfonylurea의 반응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7]. SCL30A8은 아연수송체 단백

질 ZnT8을 코딩하는 기능을 하며, 주로 인슐린 저장과 분비와 관

련이 있다. SCL30A8 유전자의 발현은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며, 제1형 당뇨병의 발병 및 합병증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8].

CDKN2A/B 유전자의 기능은 세포주기를 조절하는 p16 종양억

제 인자의 억제제를 암호화하며 베타세포 기능장애와 당뇨병성 신

장병증과도 관련된 것으로 보고되었으나[29], 본 연구에서는 HWE
에 위배되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인의 다른 집단에서 반복 연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2형 당뇨병과 관련 있는 11개의 SNPs을 이용

하여 조우성 모델에 따라 유전적 요인을 GRS로 계산하였다. 실제

로 GRS는 제2형 당뇨군과 대조군에서 차이가 나타났으므로 유전

적 요인을 점수로 표현하는데 신뢰성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제2
형 당뇨병과 같이 여러 유전자들이 질병 발생에 관여하면서 각각의 

유전자들이 낮은 교차비를 가지는 경우, 관련된 유전자 전체를 이

용하여 GRS를 계산하여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것은 

유용한 전략으로 사용되고 있다[30]. 그러나 한국인을 대상으로 제

2형 당뇨병 발생의 유전적 요인을 예측할 수 있는 GRS를 확인하는 

연구가 거의 보고된 바가 없어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할 수 있는 추

후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제2형 당뇨병의 유전적인 요인들

의 복합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GRS가 유전적 요인을 대표하는데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한국인에게 특별히 감수성이 나타나는 유

전자를 찾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2. 제2형 당뇨병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제2형 당뇨병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Cox 비례위험모형을 통해 살펴본 결과 다변량 분석의 최종 모형에

서 BMI, GRS, 흡연, 매운 음식 선호도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전적인 요인은 BMI처럼 변경 가능한 요인은 아니지만 제2형 당

뇨병 발생의 예측요인으로 사용될 수 있어 유전적 고위험군 대상자

들을 선별하는 것이 제2형 당뇨병 예방에서 중요하다[31]. 그러나 

제2형 당뇨병은 많은 유전자의 변이가 복합적으로 관여하기 때문

에 이를 통합해서 유전적 위험도를 계산하기가 어렵고[32] 인종과 

지역에 따라 다른 유전적 변이를 가지고 있으므로 공통적인 G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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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일반화해서 적용할 수 없다[22,23,33]. 따라서 그 인구집단의 유

전적인 요인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유전적 변이를 찾아낼 필요가 있

으나 한국인에서 제2형 당뇨병을 예측할 수 있는 유전적 변이에 대

한 연구가 아직까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먼저 제2형 당뇨

를 잘 예측할 수 있는 유전적 변이를 찾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유전

적 위험을 검증할 수 있는 도구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 제2형 당뇨병 발생에서 유전과 생활환경의 상호작용

본 연구에서는 GRS와 상호작용을 하는 생활환경 요인은 BMI, 
매운 음식 선호도, 기름진 음식의 선호도, 음주, 흡연으로 나타났

다. BMI는 유전과의 상호작용이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비만

의 기준에 해당되는 25 kg/m2이상에서는 유전적 요인이 높은 경우

에는 제2형 당뇨병의 발생 위험이 6.46배까지 상승하였다. 비만은 

제2형 당뇨병 발생의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제2
형 당뇨병환자의 60–90%가 비만이고, 비만을 발생시키는 고열량

식이와 신체활동의 저하는 제2형 당뇨병 발생에 밀접한 관련이 있

다고 알려져 있다[34]. 따라서 유전적 위험도가 높은 사람에게 정

상 BMI를 유지하는 것이 제2형 당뇨병 예방을 위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흡연은 BMI 다음으로 유전과 상호작용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고 유전적 위험이 높을 경우 20갑년 미만인 경우 1.78
배, 20갑년 이상인 경우 2.49배로 높게 나타났다. 흡연은 혈관질환

과 사망률을 증가시키는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을 뿐 아니라[35] 당

뇨병의 발생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어[36] 본 연구

에서 흡연이 위험요인으로 나타난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유전적 위험도와 음주가 상호작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알코

올 섭취는 제2형 당뇨병 발생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으며[37] 본 

연구의 결과 음주량에 상관없이 음주여부 자체로도 유전과 상호작

용을 통해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당뇨병 예방중재

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 에너지 섭취와 신체활동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38],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흡연과 음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중재에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제2형 당

뇨병 발생의 유전적 고위험군을 선별하여 맞춤형 예방중재 시 금연

과 금주를 프로그램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식사 선호도에서 매운 음식과 기름진 음식을 선호도는 유전적 

위험이 높은 경우에 제2형 당뇨병 발생위험이 높아졌다. 실제 비만

한 사람일수록 매운맛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사람들의 과거 식습관을 역추적했을 때 기름진 음식의 선호도가 높

았으므로[39], 맵고 기름진 음식은 비만과 제2형 당뇨병의 위험요

인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GRS가 낮은 경우에는 맵고 기

름진 음식의 선호도가 있어도 제2형 당뇨병에 대한 위험이 높아지

지 않았으나 GRS가 높은 경우에는 맛 선호도와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제2형 당뇨병 발생에 위험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매운 음식

은 인스턴트 식단과 한국인의 식단에서 주로 나타나는 특징이므로 

본 연구의 결과는 제2형 당뇨병예방을 위하여 한국인의 식단에 있

어서 식이지도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제2형 당뇨병 발생의 유전과 환경 역할 모델[2]을 바

탕으로 제2형 당뇨병 발생에 있어서 원인이 되는 유전적인 요인과 

다양한 생활환경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다는데 의의가 있

다. 지금까지 제2형 당뇨병에서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조사한 

선행연구들은 생활환경 요인으로 섭취영양성분과 같이 일부 요인

만 분석하거나[11], 당화혈색소나 혈당수치와 같은 임상지표들을 

포함하여 제2형 당뇨병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환경 요인을 포괄적

으로 밝혀내지 못하였다[40]. 또한, 유전적 요인과 일부 생활환경 

요인은 민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Pima 인디언과 같이 유전과 환

경의 상호작용이 그 민족만의 특별한 질병 감수성을 나타낼 수 있

으므로[26]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의 제2형 당뇨병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적, 생활환경 요소를 파악하고 상호작용의 특징을 파악

하였다는 점에도 의의가 있다. 특히 식생활에 있어서 짠 음식, 매운 

음식, 기름진 음식에 대한 한국형 정의를 확립하여 유전적으로 위

험도가 높은 사람에게 제2형 당뇨병을 예방할 수 있는 식이 프로그

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주요 제한점은 기반자료에서 6차 추적까지 제2형 당

뇨병의 누적 발생을 포함하였으나 기반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였

기 때문에 조사시점에서 당뇨병 발생시점까지 환경적인 요인의 변

화 과정을 분석에 포함하지 못하는 점이다. 특히 우울이나 스트레

스와 같은 심리 사회적인 요인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가능성

이 높기 때문에 더 정확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추적자료의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

본 연구에서 제2형 당뇨병 발생과 관련된 요인으로 11개의 

SNPs과 GRS, BMI, 흡연, 매운 음식 선호도였다. GRS와 상호작용

이 있는 생활환경 요인으로는 BMI, 매운 음식 및 기름진 음식의 선

호도, 음주, 흡연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유전적인 위험이 높은 경우

에는 환경적 위험 요인에 노출될 때 제2형 당뇨병의 위험이 훨씬 

더 높아질 수 있으므로 유전적 고위험 대상자들을 선별하여 개별화

된 중재를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체중감소, 식사습관, 음주, 

흡연의 위험을 강조하는 중재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유의하게 나타난 11개의 SNPs과 제2형 당뇨병과의 관련성을 재확

인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한국인 집단에서 반복 연구가 이루어져

야 하며, 둘째, 추적 데이터의 자료를 이용하여 환경적 요인들의 변

화와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후속 연구를 제언한다. 셋째, 유전적 

위험도에 따라 BMI, 식사습관, 음주, 흡연을 포함한 제2형 당뇨병 

예방중재를 개발하여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연구를 제언한다.

https://doi.org/10.7586/jkbns.2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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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MS & SCOPE

Journal of Korean Biological Nursing Science (JKBNS) is the of-
ficial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Biological Nursing Sci-
ence, and the abbreviated title is “J Korean Biol Nurs Sci.” It was 
launched in 1999. It is published quarterly in February, May, 
August, and November with articles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s or in English.

JKBNS is a peer-reviewed journal that seeks to promote the 
development and dissemination of nursing knowledge, partic-
ularly concentrated on the theory, practice, and education in 
the biological nursing disciplines. The types of manuscripts in-
clude original articles, review articles, and articles invited by the 
Editorial Board.

All articles in this journal are indexed in the Korea Citation 
Index (KCI), KoreaMed database, EBSCO Discovery Service 
Index, Academic Search Ultimate (ASU) database, and Google 
scholar.

ETHICAL CONSIDERATIONS

1. Research Ethics
The research and publication ethics guidelines of JKBNS abide by 
the recommendation of the 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 
COPE, http://publicationethics.org), the Council of Science Edi-
tors (CSE, http://www. councilscienceeditors.org/), 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 (ICMJE, http://www.icmje.
org/), and 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Journal Editors (KAM-
JE, http://www.kamje.or.kr/intro.php?body=eng_index).

1) For studies to be conducted with human subjects, authors 
must include a statement that informed consent and pa-
tient anonymity be conformed under the provisions of the 
Declaration of Helsinki (https://www.wma.net/poli-
cies-post/wma-declaration-of-helsinki-ethical-princi-
ples-for-medical-research-involving-human-subjects/).

2) Studies to be conducted with animal subjects must state 
that the work was performed according to NIH Guide for 
the Care and Use of Laboratory Animals (https://grants.
nih.gov/grants/olaw/guide-for-the-care-and-use-of-labo-
ratory-animals_prepub.pdf). Experiments involving ani-
mals should be reviewed by a suitably constituted Ethics 

Instruction for authors

Committee of the Institution for the care and use of ani-
mals.

3) The authors must be able to state that the study to be con-
ducted with human or animal subjects has been approved 
by an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IACUC). Also, the 
approval number should be identified in the manuscript. 
In cases of secondary data analysis, meta-analysis, system-
atic review, and literature review, an exemption of IRB ap-
proval may be required based on the decision of the edito-
rial board.

2. Authorship
1) Each author should have participated sufficiently in the 

work to take public responsibility for the content. Author-
ship credits should be based on the authorship criteria of 
ICMJE, 2013 (http://www.icmje.org/icmje-recommenda-
tions.pdf), which means only substantial contributions to 
(i) conception and design, or analysis and interpretation 
of data; (ii) drafting the article or revising it critically for 
important intellectual content; (iii) final approval of the 
version to be published; and (iv) agreement to be account-
able for all aspects of the work in ensuring that questions 
related to the accuracy or integrity of any part of the work 
are investigated and resolved appropriately. Conditions (i), 
(ii), (iii) and (iv) must all be met.

2) The first author and corresponding author should be a 
member of the Korean Society of Biological Nursing Sci-
ence. When the manuscript written by international re-
searchers or non-nursing researchers meets the aims and 
scope of JKBNS, the paper may be submitted by the deci-
sion of the editorial board.

3) Any master’s degree or doctoral degree thesis must be 
clearly presented in the cover letter. The degree holder 
must be the 1st author of the thesis.

4) Any changes in the authorship (addition, deletion, or 
change in the order) must be approved by the editorial 
board prior to the publication.

3. Conflict of Interest
Authors should declare any financial support or relationships 
that may pose conflicts of interest. The corresponding author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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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to disclose the authors’ potential conflicts of interest 
possibly influencing their interpretation of data. Examples of 
potential conflicts of interest include employment, consultan-
cies, stock ownership or other equity interests of patent-licens-
ing arrangements, and grants or other funding. Potential con-
flicts of interest should be disclosed to the Editor-in-Chief with 
disclosure form (http://www.icmje.org/coi_disclosure.pdf).

4. Authors contributing papers to the journal shall be free from 
following fraudulence or unethical misconduct by following 
the standards (COPE, http://publicationethics.org) presented in 
the COPE Flowcharts:

1) Forgery: recording or reporting materials or research out-
puts which have been falsified.

2) Alteration: manipulating research materials, equipment or 
process and/or changing or omitting materials or research 
outputs so as to render research records untrue.

3) Plagiarism: appropriating others’ ideas, processes, outputs, 
or records in an unauthorized manner.

4) Expression of Improper Authorship: This refers to cases of 
not granting fair authorship to those who contributed sci-
entifically or technologically to an accomplishment of each 
study, or granting authorship to whom out of scientific or 
technological contribution to the accomplishment of each 
study.

5) Improperly Duplicated Publication: This refers to cases of 
authors published identical or papers similar to other or 
his/her previous works without expressing the original 
sources thereof with intentions to attain unlawful profits 
such as securing research grants or academic accomplish-
ment etc.

6) Interference in Investigation on Fraudulence or Unethical 
Misconduct: This refers to intentional interference in in-
vestigations on fraudulence or unethical misconduct in-
cluding behaviors endamaging informants etc.

7) Other behaviors or practices seriously exceed the scopes 
commonly accepted in each discipline.

5. Avoid duplicate publication and simultaneous 
submission

1) Submission is not permitted as long as a manuscript is un-
der review with another journal.

2) For the journal to carry any duplicated publication is not 
permitted regardless of whether part or all of them have 
been published, printed, recorded, and/or registered in an 
academic journal in other languages, electronically or oth-

erwise.
3) The editorial board will decide whether the relevant man-

uscript is duplicately published and examined. If a dupli-
cate publication or simultaneous submission related to the 
manuscript is detected, the authors will not be permitted 
to submit a manuscript to JKBNS for three years.

6. Treatment of Cases in Violation of Research Ethics
1) The cases in violation of research ethics found from exam-

ination or after the publication of papers contributed to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Biological Nursing Sci-
ence shall be deliberated and be treated with follow-up 
measures determined according to the following proce-
dure.

2) Editorial Committee of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Biological Nursing Science shall deliberate on violations of 
research &publication ethics and determine the presence 
of violation. On the judgment of the violation of research 
& publication ethics, the Editorial Committee shall re-
quest author(s) of corresponding violation to withdraw 
contributed paper(s) remaining in the process of exam-
ination for publication. For papers of the violation found 
after publication, the Editorial Committee shall revoke 
corresponding paper(s) and prohibit citation therefrom by 
its official authority.

3) If the Editorial Committee is in the conflict of interests 
with the case(s) of violation of research &publication eth-
ics, then the deliberation thereof shall be referred to the 
(IRB or Committee of Research Ethics) to deliberate and 
determine the presence of violation.

4) The follow-up measures for cases of violation of research 
& publication ethics are as follows:
(1) The revocation with reasons behind the revocation of 

corresponding papers of violation shall be specified 
clearly, be opened to the public, and be preserved.

(2) Author(s) of the case(s) of violation shall be prohibited 
from contributing papers to the Journal of Korean So-
ciety of Biological Nursing Science at least more than 
three years.

(3) The case(s) of violation shall be notified through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Biological Nursing Sci-
ence.

(4)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shall be 
informed of the details of the treatment of case(s) of 
violation of research &publication ethics.

(5) For case(s) of violation of paper(s) completed with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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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d of research grant(s), the grantor(s) shall be in-
formed of the details thereof.

(6) Author(s) (corresponding to behaviors of fraudulence 
or unethical misconduct) shall be alerted with a writ-
ten warning; the institutions affiliated shall be in-
formed thereby.

5) Member(s) of the Korean Society of Biological Nursing 
Science, and paper(s), contributed to the Journal of Ko-
rean Society of Biological Nursing Science and found 
relevant to the violation of research & publication eth-
ics, shall be treated according to follow-up measures de-
termined by the deliberation thereon.

MANUSCRIPT SUBMISSION

1. Manuscripts should be submitted electronically via the man-
uscript submission system of the website of the Korean Journal 
of Biological Nursing Science (https://www.jkbns.org) with a 
cover sheet.

2. JKBNS publishes the following types of papers.
Original Articles: These are full papers reporting of empirical 
findings from basic and clinical research studies within the 
scope of JKBNS. These include studies using diverse approach-
es such as qualitative research, development of an instrument, 
survey research, experimental studies, and information-based 
studies.
Review Articles: These include critical presentations of topics 
of interest to those relevant to theory, practice, and education 
within the biological nursing field. The details of the literature 
search methodology should be provided. These include me-
ta-analysis or systemic review etc.
Invited Articles: These are written by an invited expert, which 
provides a review of an important theme in the biological nurs-
ing field.

3. Any manuscript which does not meet the instruction for au-
thors shall be not accepted.

MANUSCRIPT PREPARATION

1. Manuscripts should be written in Korean or English. Bibliog-
raphy and abstract should be written in English.

2. Manuscripts must be prepared according to the National Li-
brary of Medicine (NLM) Style Guide for Authors (http://
www.nlm.gov/citingmedicine).

3. The length of the manuscript in Korean should be 20 pages 
or less (including abstract, references, tables and figures) and 
that in English is limited to 6,000 words (excluding abstract, 
references, tables and figures).

4. All the manuscripts should be typewritten, double-spaced 
with Sinmyungjo of 10 font size in Hangul (.hwp) or Times 
New Roman of 12 font size in Microsoft Word (.doc), using 
margins of at least 25 mm.

5. Medical terms must be based on the recent edition of “Stan-
dard Nursing Terminology” published by the Korean Society 
of Nursing Science and “English-Korean Medical Terminolo-
gy” published by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6. Expand all abbreviations at first mention in the text. Do not 
use abbreviations in the title.

7. Generic names of pharmaceuticals should be used. Applianc-
es and equipment should be mentioned with their model 
name, manufacturer, city (state), and nationality declared in 
parentheses and English. Brand names should be used in dis-
cretion.

8. A space is required between English text and the parentheses 
or between number and the parentheses. There is no space 
between Korean text and the parentheses.

9. Authors should get permission to use research tools for their 
studies from the copyright owners.

COMPOSITION OF MANUSCRIPT

1. Organize the manuscript in the following order, the title of 
the article, English abstract, text (introduction, methods, re-
sults, discussion, conclusion, conflict of interest, authorship), 
references, tables, figures, and appendix. Each section begins 
on a new page. The text of the manuscript should not include 
any identifying information, such as the authors’ names or af-
filiations, to ensure a blind review. . Title page should be pre-
pared as a separate file from the main text.

2. Title page
The title page must include title of the manuscript, all authors’ 
names, affiliations and ORCID, contact information for corre-
sponding author (name, address, telephone and fax numbers, 
and email address), keywords, word count of English abstract, 
numbers of references, acknowledgment (source of financial 
grant or thesis), and conflict of interest in Korean and English. 
The author must state that the manuscript has not been pub-
lished or submitted for publication elsewhere.

http://www.nlm.gov/citing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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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bstract
An abstract of no more than 250 words for articles (excluding 
tile of the article) should be typed double-spaced on a separate 
page. It should cover the main factual points, including pur-
pose, methods, results, and conclusion. Three to five English 
keywords should be accompanied by an abstract based on 
Medical Subject Headings (MeSH, www.ncbi.nlm.nih.gov/
mesh/meshhome.html).

4. Text
The text of the article is usually divided into sections with the 
headings: Introduction, Methods, Results, Discussion, and 
Conclusion.
Introduction: Clarify the background of this study and the 
purpose of the study.
Methods: Describe with subheadings the research design, sam-
ples, instruments, data collection procedure, statistical analysis 
(or data analysis), and ethical consideration used. Ensure cor-
rect use of the terms sex (when reporting biological factors) 
and gender (identity, psychosocial or cultural factors), and, un-
less inappropriate, report the sex or gender of study partici-
pants, the sex of animals or cells, and describe the methods 
used to determine sex or gender. If the study was done involv-
ing an exclusive population, for example, in only one sex, au-
thors should justify why, except in obvious cases (e.g., prostate 
cancer). Authors should define how they determined race or 
ethnicity and justify their relevance.
Results: Describe the main outputs in a concise paragraph 
based on data analysis results.
Discussion: Make discussions based only on the identified re-
sults. Interpret these results by comparing them with previous 
research results and state the limitations of the research.
Conclusion: Describe the significance of the research based on 
research results and suggest further study needed.
Conflict of interest: Conflict of interest should be presented af-
ter the main text and before the reference list.
Authorship: The individual contributions of authors to the 
manuscript should be specified in this section; conception and 
design, or acquisition of data, or analysis and interpretation of 
data; drafting the manuscript or revising it critically for import-
ant intellectual content; final approval of the version to be pub-
lished. Please use initials to refer to each author’s contribution.
CGP and GML contributed to the conception and design of 
this study; CGP and YHK collected data; CGP performed the 
statistical analysis and interpretation; CGP and YHK drafted 
the manuscript; CGP and GML critically revised the manu-

script; GML supervised the whole study process. All authors 
read and approved the final manuscript.

5. Tables/Figures
1) Tables/Figures should be placed on a separate page and 

written in English, but not duplicate. The number of ta-
bles/figures in the manuscript should be no more than 
five.

2) All lines of tables should be single. Vertical lines are not 
acceptable.

3) The title of the table should be placed on the top of the ta-
ble and the first letters of important words should be capi-
talized (e.g.,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Par-
ticipants).

4) The line spacing of tables, the title of tables, or the title of 
figures shall be set either 100% or single-space.

5) Tables, as well as figures, should be numbered consecu-
tively in Arabic numerals.

6) Define abbreviations used in the tables/figures at the bot-
tom of a table/figure (e.g., BP= Blood pressure; BT= Body 
temperature).

7) Table footnotes should be indicated with superscript sym-
bols (e.g., †, ‡, §,∥, ¶, #, **) in sequence.

8) All units of measurements and concentrations should be 
designated.

9) The significance level should be rounded off to three deci-
mal places (e.g., p= .003). If a p-value is .000, it shall be in-
dicated as p < .001. If p-values have to be reported using 
footnotes, *, ** shall be used (e.g., *p< .05, **p< .01). The 
significant probability ‘p’ should be written in a small ital-
ic letter.

10) Only if the number of statistical data can be more than 1, 0 
shall be placed in front of the decimal point, otherwise do 
not write “0” before the decimal point (e.g., t = 0.26, 
F= 0.92, p< .001, r= .14, R2 = .61).

11) Percentage (%) should be rounded off to one decimal place 
(e.g., 24.7%); mean, standard deviation and a test statistic, 
such as t, F, χ2, r, should be rounded off to two decimal 
places (e.g., M ± SD 23.98 ± 3.47, t = 0.26, F = 0.98, 
R2 = .61).

12) The title of the figure should be placed below the figure 
with the first letter capitalized (e.g., Figure 1. Weekly body 
weight gain).

13) The figures belonging to the same number shall be distin-
guished by alphabetized suffixes. (e.g., Figure 1-A, Figure 
1-B)

www.ncbi.nlm.nih.gov/mesh/meshhome.html
www.ncbi.nlm.nih.gov/mesh/meshhom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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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As for a microscopic photo of a tissue specimen, the site, 
dyeing method, and magnification of the tissue shall be 
presented.

6. Appendix
Authors should submit an appendix to show the developed fi-
nal measurement in the instrument development study and list 
of reviewed articles in systematic review or meta-analysis re-
search.

7. References
1) Citation in text
In the text, citation of references should be conformed to Cit-

ing Medicine: The NLM(National Library of Medicine) Style 
Guide for Authors, Editors, and Publishers 2nd edition (2007) 
(http://www.nlm.nih.gov/citingmedicine). Reference should be 
numbered serially within [ ]in the order they appear (e.g., In 
the study by Norton et al. [23]...). When multiple references are 
cited together, use commas (e.g., [2,5]). When more than three 
references are cited to indicate a series of inclusive numbers, 
use a hyphen (e.g., [3-5]). Even if you decide to include the au-
thor’s name in the text, you should insert the citation number 
after the author’s name. If a work has one or two authors, you 
should insert all authors in your text (e.g., Jones [10], Jones and 
Smith [12]). If you want to name more than two authors in the 
text, you should insert the first author’s last name followed by 
“et al.” (e.g., Jones et al. [3]).

2) Reference list
In the reference list, the references should be numbered and 

listed in order of appearance in the text. The number of refer-
ences should be 50 or less for an original article except for man-
uscripts on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and review articles. 
References should be listed in English according to the NLM 
style (https://www.nlm.nih.gov/bsd/uniform_requirements.
html). Full journal name should be written with first letters of 
important words should be capitalized. If a DOI (Digital Object 
Identifier) has been assigned to the referenced article, authors 
should include it at the end of the page numbers of the refer-
enced article.

■ References examples form:
1) Journal articles
authors’ names (including all co-authors). title. journal full 

name. year;volume(issue):page numbers. DOI

(1) Journal paper with up to six authors:
Won SJ, Chae YR. The effects of aromatherapy massage on 
pain, sleep, and stride length in the elderly with knee osteo-
arthritis. Journal of Korean Biological Nursing Science. 2011; 
13(2):142-148. https://doi.org/10.7586/jkbns.2011.13.2.142

(2) Journal paper with more than six authors:
Lee KS, Jeong JS, Choe MA, Kim JH, An GJ, Kim JH, et al. 
Development of standard syllabuses for 4 subjects (structure 
and function of human body, pathogenic microbiology, 
pathophysiology, mechanisms and effects of drug) of bio-
nursing. Journal of Korean Biological Nursing Science. 
2013;15(1):33-42. https://doi.org//10.7586/jkbns.2013.15.1.33

(3) Online articles not yet published in an issue
Heale R, Dickieson P, Carter L, Wenghofer EF. Nurse practi-
tioners’ perceptions of interprofessional team functioning 
with implications for nurse managers. Journal of Nursing 
Management. Forthcoming 2013 May 9.
Fujita K, Xia Z, Liu X, Mawatari M, Makimoto K. Lifestyle 
and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in Asian patients with total 
hip arthroplasties. Nursing & Health Sciences. 2014. Forth-
coming.

2) Periodicals or magazines
Rutan C. Creating healthy habits in children. Parish Nurse 

Newsletter. 2012 May 15:5-6.

3) Newspaper Articles
Cho CU. Stem cell windpipe gives Korean toddler new life. 

The Korea Herald. 2013 May 2; Sect. 01.

Books
authors’ name(s). title. the number of the edition. place of 

publication: publisher; year of publication. page numbers.

Entire book
Han MC, Kim CW. Sectional human anatomy. 3rd ed. Seoul: 

Ilchokak; 1991. p.85-161.
Gordon PH, Nivatvongs S. Principles and practice of surgery 

for the colon, rectum, and anus. 2nd ed. St Louis: Quality Med-
ical Publishers; 1992. p.102-105.

Chapter in a book
McCabe S. Psychopharmacology and other biologic treat-

ments. In: Boyd MA, editor. Psychiatric nursing: Contempo-

https://www.nlm.nih.gov/bsd/uniform_requirement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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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ry practice. 2nd ed. Philadelphia, PA: Lippincott-Williams 
and Wilkins; 2005. p. 124-138.

Translated book
Stuart G. Principles and practice of psychiatric nursing. 9th 

ed. Kim SS, Kim KH, Ko SH, translators. Philadelphia, PA: 
Mosby; 2008. p.520-522.

An Edited Book
Curley MAQ, Moloney-Harmon PA, editors. Critical care 

nursing of infants and children. Philadelphia, PA: W.B.Saunders 
Co.; 2001.

Unknown authors or editors
Resumes for Nursing Careers. New York, NY: McGraw Hill 

Professional; 2007.

An Encyclopedia or Dictionary
Snodgrass, Mary Ellen. Historical encyclopedia of nursing. 

Darby, PA: Diane Publishing Company;2004.
Fitzpatrick JJ, Wallace M, editors. Encyclopedia of nursing 

research. 3rd ed. New York, NY: Springer Publishing Company; 
2012.

Government reports
authors’ name(s). title. type of report. place of publication: 

publisher; year of publication. report numbers.
Smith P, Golladay K. Payment for durable medical equip-

ment billed during skilled nursing facility stays. Final report. 
Dallas, TX: Dep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US), Office 
of Evaluation and Inspections; 1994 Oct. Report No.: HH-
SI-GOEI 69200860.

Unpublished Dissertations and Theses
Not recommended. Maximally 10% in references is allowed 

if absolutely necessary.
authors’ names. title [type of certificate]. place of publication: 

university; year of publication. page numbers.

Doctoral dissertation
Choi YJ. A study of utilization of alternative complementary 

medicine by cancer patients [dissertation]. Seoul: Seoul Nation-
al University; 1998. p. 26-41.

Master’s thesis
Kwon IS. Effect of music therapy on pain, discomfort, and 

depression for fracture patients in lower extremities [master’s 
thesis]. Daegu: Keimyung University; 2003. p. 6-11.

Cited from secondary materials
Not recommended. It is allowed only if an inevitable situa-

tion where the primary material could not be found. It shall be 
declared that secondary materials are cited from primary mate-
rials.

Gordis E. Relapse and craving: A commentary. Alcohol Alert. 
1989;6:3. Cited by Mason BJ, Kocsis JH, Ritvo EC, Cutler RB. A 
double-blind, placebo-controlled trial of desipramine for pri-
mary alcohol dependence stratified on the presence or absence 
of major depression, JAMA. 1996;275:761-767.

Conference papers
Unpublished oral session presentation
author(s). paper title. Paper presented at: conference title, the 

year, place, place.
Lanktree C, Briere J. Early data on the trauma symptom 

checklist for children.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American Professional Society on the Abuse of Children; 1991 
January 23-25; San Diego, CA.

Unpublished poster session presentation
author(s). paper title. Poster session presented at: conference 

title, the year, place, place.
Ruby J, Fulton C. Beyond redlining: Editing software that 

works. Poster session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Scholarly Publishing; 1993, June 6; Washington, 
DC.

Published
author(s). paper title. Paper presented at: conference title, the 

year, place. place: Publisher; year of publication. page number.
Pacak K, Aguilera G, Sabban E, Kvetnansky R, editors. Stress: 

current neuroendocrine and genetic approaches. 8th Sympo-
sium on Catecholamines and Other Neurotransmitters in 
Stress; 2003 Jun 28-Jul 3; Smolenice Castle, Slovakia. New York: 
New York Academy of Sciences; 2004 Jun. p. 159.

Web sites
author(s). title [Internet]. place of publication: publisher; year 

of publication [date of citation]. Available from URL.
Hooper JF. Psychiatry & the Law: Forensic Psychiatric Re-

source Page[Internet]. Tuscaloosa(AL): University of Alabama, 
Department of Psychiatry and Neurology; 1999 Jan 1 [c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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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Feb 23]. Available from: http://bama.ua.edu/~jhoo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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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발간목적 및 간기

1. Journal of Korean Biological Nursing Science(JKBNS)는 한국기

초간호학회의 공식 학술지로서 전문가 심사를 거쳐 논문을 게재

하며 ISO 약어 명칭은 “J Korean Biol Nurs Sci”이다. 본 학술지

는 기초간호학 분야와 관련된 간호지식의 발전 및 보급을 촉진

하는데 목적을 두고, 기초간호학과 관련된 이론, 실무, 교육 분야

에서 이루어진 연구를 게재하며, 그외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결

정에 의하여 게재할 수 있다.

2. 학회지는 연 4회 (2월, 5월, 8월, 11월 말일) 발간한다.

3. 본 학술지는 Korea Citation Index (KCI), KoreaMed database, 

EBSCO Discovery Service Index, Academic Search Ultimate 

(ASU) database 및 Google scholar 등재 학술지이다.

II. 윤리규정

1. 본 학술지는 연구 및 출판 윤리에 관한 지침으로 영국 출판윤리

위원회(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 COPE, http://publi-
cationethics.org), 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CSE, http://www.

councilscienceeditors.org/), 국제의학학술지 편집인협의회(IC-
MJE, http://www.icmje.org/),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KAMJE, http://www.kamje.or.kr/intro.php?body= eng_index)
에서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따른다.

1) 인간 대상 연구인 경우, 헬싱키 선언 (https://www.wma.net/
policies-post/wma-declaration-of-helsinki-ethical-princi-
ples-for-medical-research-involving-human-subjects/)에 입각

하여 연구 대상자에게 동의서를 받았음과 익명성을 보장하였음

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기관윤리위원회(IRB)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IRB 승인번호를 제출해야 한다. 단, 문헌고찰, 메

타분석, 이차분석 등의 경우에는 편집위원회 심의 후 IRB 검토 

및 면제 여부를 결정한다.

2) 동물대상연구인 경우에는 NIH Guide for the Care and Use 

of Laboratory Animals(https://grants.nih.gov/grants/olaw/

guide-for-the-care-and-use-of-laboratory-animals_prepub.pdf)
에 따라 연구했음을 명시한다. 실험 동물의 취급에 대해 기관내 

윤리위원회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3) 인간대상연구 또는 동물대상연구인 경우, 기관내 윤리위원회

(IRB, IACUC)의 승인을 받아서 관련 기준에 따라 수행되었음을 

저자가 논문에 명시해야 된다.

투고규정

2. 저자 자격

1) 저자의 자격은 ICMJE Authorship guidelines (http://www.ic-
mje.org/recommendations/browse/roles-and-responsibilities/
definingthe-role-of-authors-and-contributors.html)을 따른다. 

저자 자격 기준은 (1) 연구의 기본 개념과 계획 혹은 자료의 수집

이나 분석 혹은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공헌을 함, (2) 초

안을 작성하거나 논문 내용의 중요 부분을 변경 또는 개선하는 

데 공헌을 함, (3) 최종원고의 내용에 동의함, (4) 저작물의 모든 

부분의 정확성 및 완전성과 관련된 의문사항을 적합한 방식으로 

조사 및 해결하는데 대한 책임 부담에 동의함, 이 네 가지의 조건

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

2) 제1저자와 책임(교신)저자는 반드시 한국기초간호학회 회원

이어야 한다. 단, 국외 또는 간호학 분야 이외의 연구자 등이 본 

학회지의 투고목적에 부합하는 논문을 투고하는 경우 편집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투고할 수 있다. 책임저자는 저자 가운데 1명

으로 온라인투고시스템과 편집위원장이 보내는 논문 심사의 논

평, 수정사항 등을 받아 연락하며, 논문 투고, 수정 및 보완 등에 

대해 총괄적인 책임을 진다. 저자 순서는 공동저자 사이에서 합

의한 결정에 따라야 한다.

3) 석, 박사 학위논문의 경우 반드시 학위논문임을 명시하여야 

하며, 학위논문의 제1저자는 학위수여자여야 한다.

4) 투고 시의 저자목록에서 저자의 이름을 추가, 삭제, 순서 변경

을 위해서는 출판 이전 편집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3. 이해관계 충돌

논문 투고 시 저자들의 잠재적 이해관계 충돌(conict of interest)
이 논문 준비 과정에 전혀 영향이 없었음에 대해 명기해야 한다. 잠

재적 이해관계 충돌의 예에는 고용, 자문, 주식 소유권, 사례금, 유

료전문증언, 특허 신청/등록, 기타 연구비 수여 또는 지원 등이 있

다. 잠재적인 이해관계 충돌에 대한 공개양식은 ICMJE가 제시한 

이해관계선언서 양식((http://www.icmje.org/coi_disclosure.pdf)
을 따른다.

4. 본 학술지에 투고하는 저자는 COPE Flowcharts에서 제시한 기

준(COPE, http://publicationethics.org/)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

부정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1) 위조: 존재하지 않은 데이터나 연구 결과를 만들어내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것

2) 변조: 연구자료, 장비 또는 과정을 조작하거나 데이터나 연구 

Enacted in February 1999, most recently revised in February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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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변경하거나 생략하여 연구 기록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

게 하는 것

3) 표절: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아이디어, 과정, 결과, 또는 기

록을 도용하는 것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

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것

5) 부당한 중복게재: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

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

한 이익을 얻는 것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

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

하는 것

7) 그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

게 벗어나는 것

5. 중복게재 및 중복투고를 금지한다.

1) 타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투고 중인 원고는 본 학회지에 투고

할 수 없으며, 본 학회지에 게재되었거나 투고 중인 논문은 타 

학술지에 투고할 수 없다.

2) 중복게재의 판정기준은 다른 언어, 일부 혹은 전부, 인쇄 혹은 

전자매체, 학술지의 등록 및 등재 여부를 막론하고 게재된 적

이 없어야 한다.

3) 중복게재 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원고의 내용을 검토하여 결

정하며, 중복게재 및 중복투고 발견 시 모든 저자는 향후 3년

간 본 학술지 투고를 금지한다.

6. 윤리위반에 대한 처리

1) 기초간호학회지에 투고, 심사 또는 게재된 논문 중 연구부정행

위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대한 심의와 후속조치를 다음 절차

에 따라 시행한다.

2) 기초간호학회지 편집위원회는 연구 및 출판윤리의 위반을 심

의하여 판정한다. 만일 연구 및 출판윤리 위반이 판정되면, 편

집위원회는 투고에서 심사 중인 논문의 경우에는 저자 철회를 

요청하고, 출판된 논문의 경우에는 편집위원회 직권으로 논문

을 취소 및 인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한다.

3) 편집위원회와 이해관계가 있을 시에는 사안을 윤리위원회로 

회부하고, 윤리위원회는 이에 대한 연구 및 출판윤리 위반을 

심의하여 판정한다.

4) 연구 및 출판 부정행위에 대한 후속조치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논문에 대한 철회 사실과 사유를 명기하여 공개하고 

이를 보존한다.

(2) 논문저자에게는 본 학회지에 향후 최소 3년 이상 논문투고

를 금지한다.

(3) 기초간호학회지를 통해 공지한다.

(4) 한국연구재단에 해당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기관 내부 

윤리위원회 등 관련 회의 결과 포함)을 통보한다.

(5) 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논문의 경우 해당 연구지원기관

에 세부 사항을 통보한다.

(6) 논문저자에게 서면 경고하고, 소속기관에 통보한다.

5) 연구 및 출판윤리 부정행위를 한 회원과 논문은 후속조치 심의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III. 원고 제출

1. 원고는 본 학술지 홈페이지(http://www.bionursingjournal.
or.kr)의 온라인투고시스템을 통해 투고한다. 온라인투고시스템

과 관련된 사항은 이메일 bionursing@naver.com으로 문의한다.

2. 본 학술지 출판 유형

Original Articles: 기초간호학 분야의 이론, 실무, 교육에 관한 주

제 중 기초 및 임상연구를 통해 실증적 연구 결과를 다룬 논문이다. 

질적연구, 도구개발연구, 조사연구, 실험연구, 정보기반연구 등 다

양한 접근방식을 이용한 연구가 포함된다.

Review Articles: 기초간호학 분야의 이론, 실무, 교육과 관련된 

주요 주제를 다룬 종설을 의미한다. 문헌 검색과정에 관한 상세 정

보가 있어야 하며 메타분석이나 체계적 문헌고찰 등을 포함한다.

Invited Articles: 기초간호학 분야에서 중요한 주제에 대해 편집

위원회가 초청한 전문가가 작성한 논문을 말한다.

3. 본 투고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원고는 접수하지 않으며, 원고접

수 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IV. 원고 작성

1. 원고는 맞춤법에 맞게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고, 참고문헌

과 초록은 영문으로 작성한다.

2. 원고는 반드시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NLM) 양식

(http://www.nlm.gov/citingmedicine)에 맞춰 작성해야 한다.

3. 원고의 분량은 국문의 경우 영문초록, 참고문헌, 표나 그림을 포

함하여 20페이지 이내, 영문의 경우 6,000단어 이내여야 한다.

4. 원고는 A4용지에 한글(.hwp) 또는 MS Word (.doc)로 작성하고, 

페이지 여백은 모든 면을 25mm로 설정한다. 한글은 신명조체, 

글자크기는 10포인트, 줄 간격은 200%로, 영어는 Times New 

Roman 서체, 12 point, double-space로 작성한다.

5. 학술용어는 한국간호과학회 발행 간호학 표준용어집 및 대한의

사협회 발행 의학용어집 최신판에 수록된 것을 준용한다.

6. 영문약자를 사용할 때는 처음 사용할 때에 단어 전체를 표기하

고 괄호 안에 약어를 제시한다. 단, 논문제목에는 약어를 사용하

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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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약물은 일반명을 사용하여 표기한다. 기기 및 장비의 표기를 할 

때는 괄호 안에 모델명, 제조회사, 도시(주), 국적 순으로 영어로 

쓴다. 상품명을 뜻하는 TM, ® 등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쓰

지 않는다.

8. 괄호( )를 사용할 때의 띄어쓰기는 괄호( )앞에 영문이나 숫자가 

올 때는 띄어 쓰고, 국문이 올 때는 붙여서 쓴다. 괄호 다음에 오

는 조사는 붙여서 쓴다.

9. 논문에서 사용하는 연구도구는 도구 개발자의 승인을 받아서 사

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V. 원고의 구성

1. 원고는 겉표지, 논문제목, 영문초록, 본문(서론, 연구방법, 연구

결과, 논의, 결론, 이해관계, 저자역할), 참고문헌, 표, 그림, 부록의 

순으로 구성하며, 각각 별도의 페이지에서 시작한다. 겉표지는 본

문과 구분하여 별도의 파일로 작성해야 하고, 본문에는 무기명 심

사를 위해 저자의 이름이나 소속기관 등 정보를 기재하지 않는다.

2. 겉표지

겉표지에는 1) 논문의 제목, 2) 논문의 종류, 3) 모든 저자의 한글

과 영문의 성명 및 소속, ORCID 번호, 책임저자의 영문성명과 연

락처(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FAX 번호, E-mail), 4) 국문 주요

어, 5) 영문초록 단어 수, 5) 참고문헌의 수, 7) 공시사항[연구비 지

원, 학위논문, 이해관계(conict of interest)]에 대해 한글과 영문으로 

기재한다. 또한, 저자들은 투고한 논문을 어디에도 게재하거나 투

고하지 않았음을 명시해야 한다.

3. 영문초록

Purpose, Methods, Results, Conclusion을 구분하여 줄을 바꾸

지 않고 연결하여 250단어 이내(제목 제외)로 기술한다. 영문 주요

어(Key words) 3~5개를 영문초록 다음에 첨부하며, Medical Sub-
ject Heading (MeSH, www.ncbi.nlm.nih.gov/mesh/meshhome.

html)에 등재된 용어를 원칙으로 한다.

4. 본문

1) 제목, 서론, 연구 방법, 연구 결과, 논의, 결론, 이해관계, 저자

역할, 감사의 글, References의 순으로 구성한다.

2) 서론: 연구의 배경과 연구 목적을 기술한다.

3) 연구 방법: 연구 설계, 연구 대상, 연구 도구, 자료 수집, 자료 

분석, 윤리적 고려 등을 순서대로 소제목으로 나누어 기술한

다. 연구대상이 사람인 경우 생물학적 성(sex)과 사회문화적 

성(gender) 중 적절한 표기를 선택해서 사용해야 하며, 생물학

적 성(sex)과 사회문화적 성(gender)을 결정한 방법에 대해 기

술해야 한다. 단, 동물이나 세포의 경우 생물학적 성(sex)으로 

명시해야 한다. 만약 연구자가 하나의 성(sex 또는 gender)이나 

특정 집단(인종 또는 민족)만을 연구대상으로 한 경우, 타당한 

근거 또는 연구의 제한점을 명확히 기술해야 한다.

4) 연구 결과: 자료 분석된 결과를 중심으로 요약하여 기술한다.

5) 논의: 연구 결과에서 확인된 결과를 중심으로 선행연구 결과와 

비교하여 연구 결과를 해석하며 결과의 적용, 연구의 제한점 

등을 기술한다.

6) 결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의의에 대해 간략히 기술

하며 필요시 추후 연구에 대한 제언을 기술한다.

7) 이해관계(conict of interest): 이해관계의 구체적인 내용을 영문

으로 기재하며, 없으면 이해관계 없음(The authors declared 

no conflict of interest)으로 기재한다.

8) 저자역할(Authorship): 연구 개념화(conception), 설계(design), 

감독(supervision), 자료수집(data collection), 자료분석(analysis/
interpretation), 초안 작성 및 주요 내용 수정(Draing and critical 
revision of the manuscript) 등으로 저자들이 맡은 역할을 나누

어 기재한다. 각 저자의 영문 initials을 이용하여 기술한다.

예: CGP and GML contributed to the conception and design of 
this study; CGP and YHK collected data; CGP performed the 
statistical analysis and interpretation; CGP and YHK drafted 

the manuscript; CGP and GML critically revised the manu-
script; GML supervised the whole study process. All authors 
read and approved the nal manuscript.

5. 표/그림

1) 표/그림은 각각 별도의 페이지에 배치하며 영문으로 작성하

고, 표와 그림의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표와 그림은 

총 5개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2) 표의 모든 선은 단선(single line)으로 하고, 종선(세로줄)은 긋

지 않는다.

3) 표의 제목은 표의 상단에 위치하며, 중요 단어의 첫자를 대문

자로 한다.

예: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4) 표, 표 제목, 그림 제목 등의 줄 간격은 100% 혹은 single-space

로 설정한다.

5) 표와 그림은 본문에서 인용되는 순서대로 각각의 번호를 붙인

다.

6) 표에 사용한 약어는 모두 표의 하단 각주에서 설명한다.

예: BP=Blood pressure; BT=Body temperature.

7) 표 각주는 다음의 기호(†, ‡, §,∥, ¶, #, **, ††)를 순서대로 적용해 

표시한다.

8) 모든 측정 단위와 농도 단위를 기재한다.

9) 유의확률을 나타내는 p값은 소수점 이하 3자리까지 기재한다

(예: p=.003).만약, 값이 .000으로 나올 경우에는 p< .001로 

기술한다. 만약 각주를 사용해 p값을 표시해야 할 경우에는 *, 

**를 사용한다(예: *p.05, **p< .01). 유의확률을 나타내는 p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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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탤릭 소문자로 쓴다.

10) 소수점은 그 숫자 값이 ‘1’을 넘을 수 있는 경우에만 소수점 앞

에 0을 기입하고, ‘1’을 넘을 수 없는 경우에는 소수점 앞에 ‘0’

을 기입하지 않는다.

예: t=0.26, F=0.92, p< .001, r=.14, R2 =.61
11) 소수점 기재 시 평균 및 표준편차는 소수점 2자리까지, 백분율

(%)은 소수점 한자리까지 기재한다(예: 23.98±3.47, 45.7%). 

t, F, χ2, r 등의 모든 통계량은 소수점 두 자리까지 기술한다.

12) 그림 제목은 그림의 하단에 위치하며, 첫 자만 대문자로 한다.

예: Figure 1. Weekly body weight gain.

13) 동일번호에서 2개 이상의 그림인 경우, 아라비아 숫자 이후에 

알파벳 글자를 기입하여 표시한다(예: Figure 1-A, Figure 

1-B).

14) 조직 표본의 현미경 사진의 경우 조직 부위명, 염색 방법 및 

배율을 기록한다.

6. 부록

도구개발연구의 경우 개발된 최종 측정도구를, 그리고 체계적 문

헌고찰 및 메타연구의 경우 검토한 논문 목록을 부록으로 제시한다.

7. 참고문헌

1) 본문 내 문헌의 인용

본문 내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Citing Medicine: e NLM(Na-
tional Library of Medicine) Style Guide for Authors, Editors, and 

Publishers 제2판(2007) (http://www.nlm.nih.gov/citingmedicine)

을 참고로 한다.

문헌인용 순서에 따라 숫자를 대괄호 [ ]로 표시한다. 두 개의 문

헌이 함께 인용되면 [2,5]식으로 쉼표를 이용하고, 세 개 이상의 문

헌이 함께 인용되면 [6-9]식으로 번호 사이에 하이픈을 사용한다. 

본문에 한 참고문헌이 계속 인용될 경우 같은 번호를 사용한다.

본문 내에서 저자명을 쓸 때에는 1~2인인 경우에 저자명 모두 성

을 영어로 기입하고 인용한 문헌 숫자를 [ ]에 표시한다(예: Kim과 

Lee[9]). 저자가 3인 이상인 경우에는 첫 번째 저자의 성만 기입한 

후 ‘등’을 쓰고 인용한 문헌 숫자 [ ]를 표시한다(예: Kim 등[10]).

2) 참고문헌 목록

본문에 인용된 문헌은 반드시 references 목록에 포함되어야 하

며, 참고문헌은 50개 이내로 하고 본문번호 순서에 따라 나열한다. 

단, 모형구축연구나 문헌고찰 연구 등은 예외로 한다. 참고문헌 목

록에서의 표기는 NLM 형식 (https://www.nlm.nih.gov/bsd/uni-
form_requirements.html)에 따라 영어로 표기한다. 단, 학술지인 

경우는 단어마다 첫 자를 대문자로 표기하고 전체 학술지명을 쓴

다. 각 참고문헌 서지사항 마지막에 DOI (Digital Object Identier)
를 기재한다.

☞ 참고문헌 목록에서의 예시

1) 정기간행물

(1) 학술지

저자명. 논문제목. 학술지명. 발행년도;권(호):시작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DOI 순으로 기재한다.

저자가 6인 이하인 경우

Won SJ, Chae YR. e effects of aromatherapy massage on pain, 

sleep, and stride length in the elderly with knee osteoarthritis. 
Journal of Korean Biological Nursing Science. 2011;13(2):142-

148. https://doi.org/10.7586/jkbns.2011.13.2.142

저자가 7인 이상인 경우

Lee KS, Jeong JS, Choe MA, Kim JH, An GJ, Kim JH, et 
al. Development of standard syllabuses for 4 subjects (struc-
ture and function of human body, pathogenic microbiolo-
gy, pathophysiology, mechanisms and effects of drug) of 
bionursing. Journal of Korean Biological Nursing Science. 

2013;15(1):33-42. https://doi.org/10.7586/jkbns.2013. 

15.1.33

출판 중인 학술지의 경우

지면 출간일을 아는 경우: 저자명. 논문명. 학술지명. Forth-
coming. 지면 출간예정 연월일. 순으로 기재한다.

Heale R, Dickieson P, Carter L, Wenghofer EF. Nurse 

practitioners’ perceptions of interprofessional team func-
tioning with implications for nurse managers. Journal of 
Nursing Management. Forthcoming 2013 May 9.

지면 출간일을 모르는 경우: 저자명. 논문명. 학술지명. 년

도. Forthcoming. 순으로 기재한다.

Fujita K, Xia Z, Liu X, Mawatari M, Makimoto K. Lifestyle 

and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in Asian patients with total 
hip arthroplasties. Nursing & Health Sciences. 2014. Forth-
coming.

(2) 잡지기사

저자. 잡지기사명. 잡지명. 연도 날짜:페이지. 순으로 기재

한다.

Rutan C. Creating healthy habits in children. Parish Nurse 

Newsletter. 2012 May 15:5-6.

(3) 신문기사

기자. 기사명. 신문명. 연도 날짜;Sect. 란. 순으로 기재한다.

Cho CU. Stem cell windpipe gives Korean toddler new life. 

The Korea Herald. 2013 May 2;Sect.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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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서

단행본

저자. 서명. 판차사항. 출판도시: 출판사; 출판년도. p. 페이

지. 순으로 기재한다.

Han MC, Kim CW. Sectional human anatomy. 3rd ed. 

Seoul: Ilchokak; 1991. p. 85-161.

Gordon PH, Nivatvongs S. Principles and practice of sur-
gery for the colon, rectum and anus. 2nd ed. St Louis: 
Quality Medical Publishers; 1992. p. 102-105.

단행본 내의 한 장(chapter)
장(chapter) 저자. 장 제목. In: 편저자, editor(s). 서명. 판차

사항. 출판도시: 출판사; 출판년도. p. 페이지. 순으로 기재

한다.

McCabe S. Psychopharmacology and other biologic treat-
ments. In: Boyd MA, editor. Psychiatric nursing: Contem-
porary practice. 2nd ed. Philadelphia, PA: Lippincott-Wil-
liams and Wilkins; 2005. p. 124-138.

번역된 책

원저자. 번역서명. 판차사항. 역자. 출판도시: 출판사; 출판

년도. 페이지. 순으로 기재한다.

Stuart G. Principles and practice of psychiatric nursing. 9th 

ed. Kim SS, Kim KH, Ko SH, translators. Philadelphia, 

PA: Mosby; 2008. p.520-522.

편저

편저자, editor(s). 서명. 출판지: 출판사; 연도. 순으로 기재

한다.

Curley MAQ, Moloney-Harmon PA, editors. Critical care 

nursing of infants and children. Philadelphia, PA: W.B.

Saunders Co.; 2001.

저자나 편집자가 없는 경우

서명. 판차사항. 출판지: 출판사; 연도. 순으로 기재한다.

Resumes for Nursing Careers. New York, NY: McGraw 

Hill Professional; 2007.

백과사전, 사전

(편)저자. 사전명. 판차사항. 출판지: 출판사; 연도. 순으로 

기재한다.

Snodgrass, Mary Ellen. Historical encyclopedia of nursing. 

Darby, PA: Diane Publishing Company;2004.

Fitzpatrick JJ, Wallace M, editors. Encyclopedia of nursing 

research. 3rd ed. New York, NY: Springer Publishing Com-

pany; 2012.

3) 연구보고서

저자. 보고서 제목. 보고서 유형. 출판도시: 기관명; 출판일. 보고

서 번호. 순으로 한다.

Smith P, Golladay K. Payment for durable medical equipment 
billed during skilled nursing facility stays. Final report. Dallas, 
TX: Dep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US), O ce of Eval-
uation and Inspections; 1994 Oct. Report No.: HHSI-GOEI 
69200860.

4) 학위논문

학위논문은 가급적 인용하지 않도록 하며, 단 필요한 경우 학위

논문의 인용은 전체 인용논문의 10% 이내로 제한한다. 참고문헌 

내 학위 논문 인용은 저자. 논문명[학위유형]. 출판지: 수여대학; 출

판연도. p. 페이지. 순으로 기재한다.

박사학위논문

Choi YJ. A study of utilization of alternative complementa-
ry medicine by cancer patients [dissertation].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1998. p. 26-41.

석사학위논문

Kwon IS. Effect of music therapy on pain, discomfort and 

depression for fracture patients in lower extremities [master’s 
thesis]. Daegu: Keimyung University; 2003. p. 6-11.

5) 이차 자료에서의 인용

이차 자료는 일차 자료를 찾을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사

용하고, 이차 자료는 일차 자료에서 인용되었음을 참고문헌에서 밝

힌다.

Gordis E. Relapse and craving: A commentary. Alcohol Alert. 
1989;6:3. Cited by Mason BJ, Kocsis JH, Ritvo EC, Cutler 
RB. A double-blind, placebo controlled trial of desipramine 

for primary alcohol dependence stratied on the presence or 
absence of major depression, JAMA. 1996;275:761-767.

6) 학술회의나 심포지엄의 자료

미출간 구두 발표자료(Oral presentation)
저자. 발표제목. Paper presented at: 학술대회명; 학술대회 

연월일; 장소. 지명. 순으로 기재한다.

Lanktree C, Briere J. Early data on the trauma symptom 

checklist for children. Paper presented at: e meeting of the 

American Professional Society on the Abuse of Children; 

1991 January 23-25; San Diego, 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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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출간 포스터 발표자료 (Poster Session)
저자. 발표제목. Poster session presented at: 학술대회명; 학

술대회 연월일; 장소. 지명. 순으로 기재한다.

Ruby J, Fulton C. Beyond redlining: Editing software that 
works. Poster session presented at: e annu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Scholarly Publishing; 1993 June 6; Washington, 

DC.

출간 발표자료

저자. 제목. 학술대회명; 학술대회 연월일; 장소. 지명: 출판

사; 출판연도. p. 페이지. 순으로 기재한다.

Pacak K, Aguilera G, Sabban E, Kvetnansky R, editors. 
Stress: current neuroendocrine and genetic approaches. 8th 

Symposium on Catecholamines and Other Neurotransmit-
ters in Stress; 2003 Jun 28-Jul 3; Smolenice Castle, Slova-
kia. New York: New York Academy of Sciences; 2004 Jun. p. 

159.

7) 웹에서 인용

저자. 제목 [Internet]. 출판도시: 출판사; 년도 [cited 인용 연도 

날짜]. Available from: URL. 순으로 기재한다.

Hooper JF. Psychiatry & the Law: Forensic Psychiatric Re-
source Page[Internet]. Tuscaloosa(AL): University of Alabama, 
Department of Psychiatry and Neurology; 1999 Jan 1 [cited 

2007 Feb 23]. Available from: http://bama.ua.edu/~jhooper/.

VI. 심사 및 조치

모든 투고 논문은 편집위원장이 검토하여 저자 투고규정이나 체

크리스트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를 반려하고 저자에게 다시 

보내 재작성하게 한다.

1. 심사 과정

접수된 논문은 이중맹검으로 동시에 3인의 심사위원이 심사한

다. 심사위원들에 의한 논문 심사 후 심사평과 함께 판정(accept, 
accept with minor revision, review aer major revision, reject)을 보

낸다.

2. 수정 논문의 투고

심사결과에 따라 저자는 수정 보완을 한 부분을 붉은 색으로 표시

해야 하며, 수정보완사항을 표로 정리하여 수정한 원고와 함께 14
일 이내에 온라인투고시스템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심사과정에서 

통계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통계전문위원에게 보내어 결정한다. 

게재불가 된 논문은 1회에 한해 대폭 수정 후 재투고 할 수 있다.

VII. 발행 과정

1. 논문편집인의 검토

본 학술지의 논문편집인(Manuscript editor)이 게재 확정된 논문

의 형식과 참고문헌의 정확성을 검토하여 저자에게 수정하게 한

다.

2. 교정본 검토

발행 전에 교정본 pdf를 교신저자에게 보낸다. 교신저자는 교정

본을 확인한 후 48시간 이내에 다시 회신하여야 한다.

3. 저작권

편집위원회에서 논문 게재가 확정되면 저작권 이양에 대한 모든 

저자의 동의와 서명이 포함된 저작권 이양 동의서(Copyright 
Agreement form)를 e-mail을 통해 제출해야 된다 (email: bionurs-
ing@naver.com). 본 학술지는 Creative Commons License Attribu-
tion-No Derivation (CC by ND) 규약에 따라 게재되므로, JKBNS 

학술지에 게재된 모든 논문의 저작권과 관련된 사항은 크리에이티

브 커먼스(Attribution-NonDerives. http://creativecommons.org)

를 참조한다.

4. 게재료

게재료는 각 페이지 당 40,000원이고 연구지원을 명시한 논문은 

50,000원이 추가된다.

VIII. 구독 안내

1. Full-text를 무료로 볼 수 있으며, 학술지 URL은 (http://www.

bionursingjournal.or.kr/)이다.

2. JKBNS의 구독을 원하는 경우에는 이메일(bionursing@naver.
com)로 문의한다. 구독료는 1년에 40,000원이며, 년 4회(2월

호,5월호, 8월호, 11월호) 학회지가 우편으로 발송된다.

IX. 부칙

1. 이 규정은 한국기초간호학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

행한다.

2. 이 규정은 1999년 2월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07년 12월부터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10년 1월부터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12년 5월부터 시행한다.

6. 이 규정은 2013년 5월부터 시행한다.

7. 이 규정은 2014년 12월부터 시행한다.

8. 이 규정은 2015년 11월부터 시행한다.

9. 이 규정은 2017년 11월부터 시행한다.



www.jkbns.org 

10. 이 규정은 2018년 4월부터 시행한다.

11. 이 규정은 2019년 2월 부터 시행한다.

12. 이 규정은 2020년 2월부터 시행한다.

13. 이 규정은 2021년 2월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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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Checklist
pISSN 2383-6415 eISSN 2383-6423

The author need to check below items before submission of the manuscript

General Guideline
☐ Manuscript must be written according to the research and publication ethics of JKBNS.
☐ First and corresponding authors must be the members of Korean Society of Biological Nursing Science.

Manuscript Preparation
☐ Manuscript is double-space typed with 10.0 point (.hwp) or 12 point type (.doc).
☐ Manuscript consisted of title, English abstract, text, references, tables and figures in separate pages.
☐ Length of manuscript in English is limited to 6,000 words for text only, and limited to 20 pages for text only in Korean.

Title page (submit a separated file from main text)
☐ All author names and affiliations are provided in Korean and English.
☐ A corresponding author and complete address, telephone and e-mail address are provided.
☐ Research support/funding and conflict of interest are noted.

English abstract
☐ English title.
☐ The abstract is not exceed 250 words.
☐ Purpose, Methods, Results, and Conclusion are provided.
☐ English keywords must be MeSH terms in Medline, and the number of keywords should be 5 or less.

References
☐ The references are written in English.
☐ Check that all references included in the reference list are cited in the text.
☐ All reference style was followed by the instructions for authors.

Tables and Figures
☐ The titles and content of tables and figures should be written in English.
☐ All tables and figures are mentioned in the text and numbered in the order on which they are mentioned.
☐ All abbreviations were described at the bottom of the tables or figures.

Corresponding author: Name                                                  Signature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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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ment of Copyright Transfer/
Conflict of Interest

pISSN 2383-6415 eISSN 2383-6423

I hereby certify that I agreed to submit the manuscript entitled as below to the Journal of Korean Biological Nursing Science with 
the following statements:

           Date    

Title of submitted manuscript:  

1. Copyright transfer
Copyright of this manuscript shall be transferred to the Korean Society of Biological Nursing Science if it is published in Journal of 
Korean Biological Nursing Science. It means that if any persons including authors want to use the contents of this manuscript, they 
should receive the written permission from the Society and the source of contents should be clarified. All authors contributed to this 
manuscript actually and intellectually and have responsibility equally to this manuscript. This manuscript was not published or con-
sidered for publication to any other scientific journals in the world. This manuscript is original and there is no copyright problem, 
defamation and privacy intrusion. Any legal or ethical damage should not be directed to the Korean Society of Biological Nursing 
Science due to this manuscript.

2. Disclosures/Conflict of interest
We authors clarified that we have or have not had a relevant duality of interest with a company whose products or services are direct-
ly related to the subject matter of their manuscript. A relevant duality of interest includes employment, membership on the board of 
directors or any fiduciary relationship, membership on a scientific advisory panel or other standing scientific/medical committee, 
ownership of stock, receipt of honoraria or consulting fees, or receipt of financial support or grants for research.

Authors:

Name            Signature          

Name            Signature          

Name            Signature          

Name            Signature          

Name            Signature          

Name            Signature          

Name            Signature          

Name            Sig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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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 규정

pISSN 2383-6415 eISSN 2383-6423

제1조 본 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 부편집위원장 1인 그리고 편집

위원을 둔다.

제2조 편집위원장은 한국기초간호학회 회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하며, 부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

회의 인준을 받은 자로 한다.

1. 편집위원장 자격조건

(1) 한국기초간호학회 정회원

(2) 국내외 저명학술지 편집위원 경험자

(3) 연구출판윤리관련 징계를 받은 경험이 없는 자

2. 편집위원 자격조건

(1)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에 게재 경험이 있는 자, 국제 전문학

술지에 게재 경험이 있는 자, 또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

지 편집 및 심사위원 경험이 있는 자로서 연구윤리관련 징

계를 받지 않은 자를 원칙으로 한다.

3. 편집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조 위원회는 Journal of Korean Biological Nursing Science (이
하 학회지) 및 관련 학술자료 등의 간행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심

의, 결정하고 위원장은 그 결과를 실행이사회를 거쳐 전체 이사회

에 보고한다.

1. 학회지 발간에 관한 사항

(1) 편집

(2) 게재료의 결정

2. 학회지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1) 편집위원 워크숍

(2) 편집위원-심사위원 합동 워크숍

3. 학회지의 질 관리

(1) 한국연구재단 등재 관리

(2) 대한의편협(KoreaMed) 등재 관리

(3) Pubmed Index Medicus 등재 관리

(4) SSCI, SCIE 등재 관리

4. 관련 규정의 검토에 관한 사항

5. 기타 실행이사회에서 회부된 사항의 심의 및 결정

제4조 위원회는 논문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관리한다.

1. (자격) 논문심사위원은 논문을 심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로

서 박사학위 소지자, 대학교수 또는 그와 동등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각 연구 분야에 대해 최신지견을 갖춘 자를 원칙으로 

한다.

2. (구성) 논문 심사위원 외에 영문교정위원과 통계자문위원을 둔

다.

3. (절차) 논문 심사위원 기준에 적합한 위원을 편집위원이 추천하

면 편집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한다. 이후 실행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학회장이 위원을 위촉한다.

4. (임기) 논문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5. (특별 심사위원) 논문의 전문적 심사를 위해 외부 심사위원이 필

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편집위원장이 특별 심사위원을 지정하여 

의뢰할 수 있다.

6. 편집위원회는 편집업무와 관련된 사실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우

에도 비밀을 유지한다.

7. 논문의 심사는 별도의 논문심사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조 이 규정은 2013년 3월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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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심사 규정

pISSN 2383-6415 eISSN 2383-6423

1. 논문의 심사 및 채택은 본 규정에 따른다.

2. 논문은 간호학 연구논문을 심사하며, 간호학 석박사 학위 논문 

역시 동일한 심사과정을 거친다.

3. 투고자격과 투고규정에 위반되는 원고는 접수하지 않는다.

4. 논문 1편당 심사위원은 3인으로 하며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장

이 위촉한다. 단, 투고자와 동일 학교 심사위원은 배정을 금한

다.

5. 각 논문의 심사위원명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6. 논문은 평가서 기준 양식에 의거하여 심사한다.

7. 논문심사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편집위원장은 논문 1편당 논문의 주개념과 전공분야에 합당

한 3명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2) 심사위원은 온라인상으로 논문을 심사하여 심사평가지, 본문

수정사향, 수정보완사항을 2주 이내에 기록한다. 논문이 투

고 규정에 맞는지 엄격하게 심사한다.

3) 심사위원 간의 상호의견 교환이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장에게 

연락한다.

4) 심사한 사실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우에도 비밀을 유지한다.

8. 심사결과는 심사 총평 및 심사평가 세부내용으로 작성하고 게

재가능, 수정 후 게재가능,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능으로 결

정한다.

1) 게재가능 판정: 교정 없이 채택한다.

2) 수정 후 게재가능 판정: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저자가 수

정한 후 편집위원이 이를 확인하고 채택한다.

3) 수정 후 재심 판정: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저자가 수정한 

후 심사위원이 다시 심사를 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4) 게재불가능: 논문의 내용이 다음 중 어느 한 항에 해당되는 것

으로 인정될 경우에 한한다.

(1) 연구 주제가 독창적이지 않거나 간호학적 유의성이 결여 

된 경우

(2) 이미 발표된 타인의 연구의 내용을 표절한 경우

(3) 연구 결과의 신뢰성이나 타당성이 결여된 경우

(4) 심사결과서에서 매우 부족하다 평가가 전체의 30% 이상 

인 경우

(5) 수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9. 심사 위원 중 2명이 게재불가능 판정하였을 경우에는 게재할 

수 없다.

10. 심사내용은 저자이외의 사람에게는 공표하지 아니한다.

11. 수정한 논문은 2주 이내에 수정한 논문과 수정사항을 온라인으

로 제출한다.

12. 최종 수정된 논문이 제출되면 편집위원장이 선임한 편집위원

이 충실히 수정하였는지의 여부를 심의한다. 심사위원의 지적

사항에 대한 수정이 미비한 경우, 추가 수정이 필요한 경우, 투

고규정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게재를 보류하고 저자에게 재수

정을 요청 할 수 있다.

13. 선임된 편집위원이 해당 논문에 대한 심의를 마치면 편집위원

장이 논문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14. 저자가 수정한 원고를 편집위원회의 수정 요청일로부터 6개월 

이후까지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저자회수로 간주한다.

15. 상기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항목은 편집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2013년 3월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8년 4월부터 시행한다


	jkbns_v25n1_cover
	jkbns_v25n1_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