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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 To improve medication adherence in elderly patients, the role of pharmacists in teambased services has been highlighted in the literature. However, not much is known about the role and
the service elements involved in comprehensive geriatric programs in South Korea. This study was
designed to describe the current status of medication adherence in geriatric patients based on the comprehensive geriatric assessment program and analyze the predictive factors for medication adherence in
a tertiary teaching hospital.

Methods : A retrospective cohort study was performed using electronic medical records of 247 patients
from March 1st, 2015 to August 31st, 2015. Medication adherence and the types of non-adherence were
also collected. Predictive factors for adherence were evaluated by including factors related to demographics, medications, illness, and patterns of medical u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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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 The mean age of the study population was 81.2 years (range 65~98 years) and they were taking 9.7 drugs on an average (SD 5.0 drugs). The overall rate of non-adherence was 34%. About 48% of
the patients had any forms of assistance in the medication administration. The most common type of
non-adherence was“self-adjustment”
. The multivariate analyses revealed that age (adjusted odds ratio,
0.87 [95% CI, 0.80-0.96]; p 0.05) and the number of inappropriate medications (adjusted odds ratio,
0.59 [95% CI, 0.40-0.89]; p 0.05) were strong predictors for non-adherence.

Conclusions : These results indicate that strategic considerations of the predictors of non-adherence
should be improved in medication counseling services targeting elderly patients.

[Key words] Elderly patient, Medication adherence, Comprehensive geriatric assessment, Predictive
factor

복약순응도는 의사가 처방한 약을 환자가 정확하게

압과 당뇨병과 같이 특정 질환자에 국한되어 있고, 상

복용하고 의사, 약사, 간호사 등의 충고나 지시를 따르

급종합병원의 노인의료센터에서 약사를 포함한 팀 의

는 정도의 척도이다. 복약불순응은 환자가 처방의약품

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노인환자의 복

을 정확하게 복용하지 않거나 충고나 지시를 따르지 않

약순응도 현황 및 예측인자에 대해 수행된 연구는 찾기

는 것을 말한다. 이는 환자와 사회에게 추가적인 비용

어려웠다.4),5),14)-17)

을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이며, 환자의 임상 결과 및 건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은 개원 초기부터 의사, 약사, 간

강관련 삶의 질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보

호사, 영양사, 사회복지사가 포함된 노인의료 전문팀을

고된다.1)-4) 따라서 의료환경에서 복약불순응의 예측인

구성하여 노인포괄평가를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다. 노

자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 사안이다. 노인환자는 노화

인포괄평가에서는 신체기능, 인지기능, 일상생활능력,

에 따른 생리적 변화로 신체기능이 저하되고 심혈관계

낙상위험, 사회적 지지체계, 영양상태 등 환자 상태에

질환, 당뇨병과 같이 다양한 만성질환으로 약물치료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시행한다. 약사는 환자가 복용하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노인환자에게 있어 복약순

는 모든 약물을 파악하여 약물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4)

응도 파악과 불순응 사유에 대한 이해는 중요하다. 또

약물 복용력 외에 복약순응도, 약물 유해반응여부, 약

한 노인환자에게 여러가지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사용

물 알레르기 여부를 파악한다.

되는 다양한 종류와 많은 약물들로 인해 다제병용 현상

본 연구는 노인포괄평가 자료를 바탕으로 분당서울

이 나타나게 되는 문제는 우리나라와 외국 모두 이미

대학교병원 노인의료센터 환자의 복약순응도 현황을

보고되었다.4)-8) 국내 연구에서 노인환자의 복약순응도

파악하고 복약불순응의 영향인자를 예측하여 약사의

는 50~65%로 보고된 바 있으나, 이는 의료기관 외래

역할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환자 대상으로 조사된 성인환자의 복약순응도(82.4%)
및 미국의 노인 입원환자 복약순응도(67.3%) 보다 낮
4),9)-12)

다.

연구 대상 및 방법

현재 한국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은 13.1%이

며 2060년 40.1%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13)

본 연구는 2015년 3월 1일부터 2015년 8월 31일까지

따라서 노인환자의 복약불순응의 원인을 파악하고 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내원 초기에 노인포괄평가를 시행

정하여 복약순응도를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임상결과에

한 65세 이상의 노인환자를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평

중요하며, 의료비 절감을 위해 필요하지만 국내에서 노

가 시점에 복용 중인 약제가 없거나 의사소통이 원활하

인환자의 복약순응도 현황 및 원인에 대한 연구는 고혈

지 않아 복약순응도 파악이 불가능한 환자는 제외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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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edication Adherence Scale in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Bundang Hospital
No

Question*

Yes

No

1

복용 중인 약이 남거나 모자라지 않고 적절합니까?

1

0

2

매일 잊지 않고 약을 복용하십니까?

1

0

3

처방과 동일한 용법으로 복용 중입니까?

1

0

4

약을 임의로 중단하고 계십니까?*

0

1

5

처방과 다르게 약을 증량 또는 감량하여 복용 중입니까?

0

1

6

본인이 처방 받지 않은 약을 복용 중입니까?

0

1

Total

6

* If the answer for question number 4 was“yes”
, the answer for question number 5 was considered“yes”
.

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검토하

총 6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예”또는“아

여 노인포괄평가 자료의 의학적 문제 목록, 인구학적

니오”
를 선택하여 총 6점으로 평가하였다. 이 중 6점인

정보, 기능평가, 내원 전 약물 복용력, 복약순응도에 대

환자를 복약순응, 5점 이하인 환자를 복약불순응으로

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환자가 복용했던 약물이나 복용

정의하였다.

중인 약물에 대한 정보는 처방을 발행한 의료기관 또는
조제약국과 유선상 통화하여 처방내역을 재확인하며

2. 복약순응도 영향인자

수집되었고, 복약순응도는 약사가 환자와 면담을 통해
평가되었다. 통계분석은 SPSS version 21 (SPSS Inc.

노인환자 복약순응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Gellad

Chicago, II, USA)를 이용하여 카이제곱 분석, 이분형

WF의 연구 모델을 바탕으로 인구사회학적 인자, 약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하였고, p-value 0.05 미만인

관련 인자, 질병 관련 인자, 의료이용행태 인자, 보건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정의하였다.

료체계 관련 인자로 나누어 수집하였다.18) 인구사회학

본 연구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적 인자로는 성별, 연령, 삼킴 장애, 투약보조자 유무

로부터 연구 승인을 받았다.(IRB No. B-1508/312/113)

및 종류, 교육연한, 거주지역, 결혼상태, 거주상태를 수
집하였다. 삼킴 장애는 정제 형태의 약제 복용이 불가

1. 복약순응도 평가

능하여 산제 형태로 경구 복용하거나 경관으로 투약되
는 경우로 정의하였다. 결혼상태는 기혼 또는 기혼 외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는 공신력 있는 복약순응도

(이혼, 사별, 동거, 미혼)로 분류하였다. 약물 관련 인자

평가도구인 Morisky medication adherence scale

로는 처방약물 수, 1일 복용 횟수, 일반의약품 복용 유

(MMAS), Adherence to refills and medications

무, 노인부적절약물 수, 약물부작용 경험 여부를 수집

scale (ARMS)를 바탕으로, 평가 프로그램의 구성과

하였다. 노인부적절약물은 2012 Beers criteria 및

약사와의 면담시간을 감안하여 원내 실정에 맞게 고안

STOPP/START criteria를 참고하여 개발된 원내 노

한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의 노인포괄평가 복약순응도 평

인부적절 약물목록을 기준으로 평가하였다.19) 질병 관

1)

가도구를 사용하고 있다(Table 1). 분당서울대학교병

련 인자는 노쇠(Multidimensional frailty score), 정

원 노인포괄평가 복약순응도 평가도구는 재처방의 연

서상태, 도구적 일상생활능력(Instrumental activi-

속성, 규칙적인 약물 복용, 용법 준수, 임의 중단여부,

ties of daily living scale, IADL), 영양상태를 수집하

임의 증량 또는 감량 여부, 타인의 처방약 복용여부의

였다. 노쇠의 정도를 평가한 Multidimensional frai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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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osition of multidimensional frailty score
Item

Score
0

1

2

Benign disease

Malignant disease

Not applicable

Charlson’
s ccomorbidity index

0

1~2

2

Albumin, g/dL

3.9

3.5~3.9

3.5

Malignant disease

ADLs

Independent

Partially dependent

Fully dependent

IADLs

Independent

Dependent

Not applicable

Normal

Mild cognitive impairment

Dementia

0~1

≥2

Not applicable

Normal

Risk of malnutrition

Malnutrition

MMSE-KC
Risk of delirium (Nu-DESC)
MNA
Midarm circumference, cm

27.0

24.6~27.0

24.6

Abbreviations: ADLs, activities of daily living; IADLs, instrumental ADLs; MMSE-KC, Mini Mental Status Examination-Korean version of the CERAD
Assessment Packet; Nu-DESC, The Nursing Delirium Screening Scale; MNA, Mini Nutritional Assessment

score는 김선욱, 2014의 연구를 참고하였으며, Charl-

였다. 사유의 유형은‘잊음에 의한 비의도적인 불순

son’
s comorbidity index, IADLs, Mini Mental sta-

응’
,‘비용 등 실생활 문제에 의한 불순응’
,‘안전성과

tus Examination-Korean version of the CERAD

효능을 위해 임의 조절’
,‘약물에 대한 부정적 태도’
,

Assessment Packet (MMSE-KC) 등 9개 항목을 평

‘약효인지부족’5가지로 분류하였으며, 사유 중복인 경

가하여 총점 15점으로 나타내며 점수가 높을수록 노쇠

우를 포함하여 수집하였다.1)

한 것을 의미한다(Table 2).20)
정서상태는 Short form of geriatric depression

연구 결과

scale-Korea (SGDS-K)으로 평가한 자료를 수집하였
고, 인지기능은 MMSE-KC, 영양상태는 Mini Nutri-

1. 대상 환자의 특성

tional Assessment (MNA)의 한글 번역판으로 평가
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의료이용행태인자로 처방 발행

총 환자 392명 중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복약순응도

기관 수를 수집하였으며, 보건의료체계 관련 인자는 의

파악이 어려운 환자 24명, 복용 중인 약제가 없는 환자

료기관 접근성에 대한 파악을 위해 거주지역을 수집하

23명, 단일 평가자에 의해 평가되지 않은 환자 98명을

였다. 수집된 각 인자는 카이제곱 분석, 이분형 로지스

제외하였다(Fig. 1).

틱 회귀분석을 통해 복약순응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대상 환자 247명의 평균 연령은 81.2세(65~98세)였

하였다. 또한 투약보조자에 의한 복약순응도 차이가 있

으며, 이 중 75세 이상이 82.6%(204명)으로 대다수를

음에 착안하여 투약보조자의 유무에 따라 소그룹 분석

차지하였고 85세 이상 초고령자는 31.2%(77명)이었

을 시행하였다.

다. 여성 환자가 57.5%(142명)를 차지하였으며, 독거
노인은 13.0%(32명)이었고, 48.2%(119명)가 보호자

3. 복약불순응 유형

또는 고용된 간병인 등 투약보조자의 도움으로 투약되
었다. 또한 평균 2.5곳(±1.2곳)의 의료기관에서 약물

복약불순응군을 대상으로 복약불순응 사유를 수집하

을 처방 받았고, 평균 9.7종(±5.0종)의 약물을 복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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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low of patients through study

였으며, 11종 이상 복용하는 비율이 36.0%이었다

가족이 아닌 간병인이나 간호사에 의해 투약되는 경우,

(Table 3).

처방 약물 수와 1일 복용 횟수가 많을수록 순응도가 높
은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6).

2. 복약순응도 영향인자 분석

투약보조자의 유무에 따라 복약순응도 예측 모델을
구축하였으며, 각 모델은 카이제곱분석 결과 p 0.2

복약순응군은 164명으로 전체 66%, 복약불순응군은
83명으로 전체 34%를 차지했다.

이면서, 약사가 임상적 상황에서 접근 가능한 정보를
바탕으로 구축하였다. 투약보조자가 없는 군에서 수집

노인포괄평가를 시행한 대상 환자의 내원 전 복약순

한 성별, 연령, 결혼상태, 처방약물 수, 노인부적절약

응도와 수집한 영향인자들의 관계를 카이제곱 분석한

물 수, 1일 복용 횟수, 일반의약품 복용, 약물 부작용경

결과, 인구사회학적 인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복

험을 변수로 모델을 구축하여 보정한 결과 노인부적절

약순응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삼킴장애 및 투약보

약물을 적게 복용할수록 복약순응도가 높은 것으로 분

조자 유무였다. 질병 관련 인자에서는 도구적 일상생활

석되었다(Table 5). 투약보조자가 있는 군에서는 성

능력이 독립적인 군과 의존적인 군 간에 복약순응도 차

별, 연령, 결혼상태, 처방약물 수, 노인부적절약물 수,

이가 있었다. 약물 관련 인자에서는 일반의약품 복용

1일 복용 횟수, 일반의약품 복용, 투약보조자 타입을

유무가 유의한 인자였다(Table 4). 또한 통계적으로 유

변수로 모델을 구축하여 보정한 결과 나이가 적을수록

의하지 않았으나 처방약물 수와 1일 복용횟수는 복약

복약순응도가 높은 것으로 유의하게 분석되었다

순응인 군에서 수가 더 많았다.

(Table 6).

투약보조자가 없는 환자군과 있는 환자군에서 독립
적인 복약순응도 영향인자를 규명하기 위하여 128명의

3. 노인환자 복약불순응 유형 분석

투약보조자가 없는 환자, 119명의 투약보조자가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투약보조

복약불순응군 83명을 대상으로 불순응 사유를 수집

자가 없는 환자군에서는 노인부적절 약물 수가 적을 수

한 결과, 중복된 사유를 포함하여 총 97건이 수집되었

록 복약순응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다. 각 사유를 5가지 유형에 따라 분류하여 분석한 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처방 약물 수 및 1일

과‘임의조절’
이 51건으로 전체 53%에 해당하였고, 이

복용 횟수가 적을수록 복약순응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

후‘약효인지 부족’
(18%),‘잊음’
(12%),‘부적정 태도’

다(Table 5).

(10%),‘비용’
(2%) 순이었다.

투약보조자가 있는 환자군에서는 연령이 적을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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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Baseline characteristics of the patients at the Geriatric Center (N=247)
Characteristics

Number of patients (%)

Sex
Male

105 (42.5)

Female

142 (57.5)

Age, mean [range]

81.2 [65-98]

65~74

43 (17.4)

75~84

127 (51.4)

Over 84

77 (31.2)

Educations years*, mean±SD

8.8±6.0

Residential areas
Metropolitan area

225 (91.1)

Rural area

22 (8.9)

Living arrangement
Living alone

32 (13.0)

Living with spouse

81 (32.8)

Nursing home

134 (54.2)

Marital status
Married

124 (50.2)

Not married

123 (49.8)

Medication assistance
Yes

119 (48.2)

No

128 (51.8)

Number of prescribers, mean±SD

2.5±1.2

Number of prescribed medications, mean±SD

9.7±5.0

4

17 (6.9)

4~10

141 (57.1)

10

89 (36.0)

Number of dosages per day, mean±SD

2.9±1.0

*The total number of the analyzed was 236 patients excluded missing records (N=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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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he demographic and clinical differences by the medication adherence status (N=247)
Adherence (N=164)

Non-adherence (N=83)

p-valu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Sex
Male

69 (42.1)

36 (43.4)

Female

95 (57.9)

47 (56.6)

Age, mean±SD

81.1±6.6

81.6±7.5

0.59

Educations years, mean±SD

9.0±6.2

8.3±5.6

0.43

149 (90.9)

76 (91.6)

15 (9.1)

7 (8.4)

0.85

Residential areas
Metropolitan area
Rural area

0.85

Living arrangement
Living alone

20 (12.2)

12 (14.5)

Living with spouse

52 (31.7)

29 (34.9)

Nursing home

92 (56.1)

42 (50.6)

Inpatient

58 (35.4)

40 (48.2)

Outpatient

106 (64.6)

43 (51.8)

6.9±3.8

6.5±3.4

0.71

Care setting
0.05

Clinical characteristics
Frailty score, mean±SD

0.57

IADLs
Independent

58 (78.4)

16 (21.6)

Dependent

106 (61.3)

67 (38.7)

MMSE-KC, mean±SD

17.3±9.6

19.2±8.6

0.17

SGDS-K, mean±SD

4.7±4.2

6.0±4.2

0.10

MNA, mean±SD

17.7±7.1

17.7±6.7

0.51

Yes

36 (22.0)

7 (8.4)

No

128 (78.0)

76 (91.6)

0.01**

Dysphagia
0.01**

Medication assistance
Yes

88 (53.7)

31 (37.3)

0.02**

Family

38 (23.2)

26 (31.3)

1.00

Others

50 (30.5)

5 (6.0)

0.00

76 (46.3)

52 (62.7)

Number of prescribers, mean±SD

2.23±1.3

2.51±1.2

0.85

Number of prescribed medications, mean±SD

9.9±5.2

9.1±4.7

0.26

Number of dosages per day, mean±SD

2.9±1.0

2.8±1.0

0.44

Number of PIMs, mean±SD

1.1±1.4

1.3±1.4

0.43

No

- 424 -

김민소 : 노인환자의 복약순응도 현황 및 영향인자 분석

Clinical characteristics
OTC medications
Yes

40 (24.4)

33 (39.8)

No

124 (75.6)

50 (60.2)

0.01**

Herbal supplements
Yes

56 (34.1)

38 (45.8)

No

108 (65.9)

45 (54.2)

Yes

12 (7.3)

11 (13.3)

No

152 (92.7)

72 (86.7)

0.07

Experience with ADRs
0.13

Abbreviations: IADL,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MMSE-KC, Mini Mental Status Examination-Korean version of the CERAD Assessment
Packet; SGDS-K, short form of the Korean Geriatric Depression Scale; MNA, Mini Nutritional Assessment; PIMs, potentially inappropriate medications;
ADRs, adverse drug reactions.
*All figures presented in the table exclude missing values (e.g., 11 records missing for educations years, 69 records missing for frailty score, 50
records missing for MMSE-KC, 98 records missing for SGDS-K, 4 records missing for MNA, 1 records missing for OTC medications, 2 records missing for herbal supplements)
**p 0.05

Table 5 Adjusted odds ratios for association between predictive factors and medication adherence in
patients without medication assistance (N=128)
Adherence
(N=76)

Non-adherence
Unadjusted
(N=52)
Odds ratio (CI95%)

Adjusted
Odds ratio (CI95%)

Demographic characteristics
Sex
Male

32 (42.1)

27 (51.9)

1.00

1.00

Female

44 (57.9)

25 (48.1)

1.93 (0.47-7.86)

2.37 (0.90-6.24)

Age, mean±SD

79.9±6.6

78.5±6.2

1.05 (0.98-1.12)

1.05 (0.99-1.12)

Married

40 (52.6)

29 (55.8)

0.88 (0.40-1.75)

1.22 (0.45-3.28)

Not married

36 (47.4)

23 (44.2)

1.00

1.00

Number of prescribed medications, mean±SD

8.2±4.5

9.2±4.7

0.96 (0.88-1.03)

1.06 (0.95-1.18)

Number of dosages per day, mean±SD

2.5±1.0

2.8±1.0

0.76 (0.53-1.09)

0.85 (0.55-1.32)

Number of PIMs, mean±SD

0.8±1.1

1.4±1.3

0.69** (0.51-0.93)

0.59** (0.40-0.89)

Yes

22 (28.9)

22 (42.3)

0.56 (0.27-1.17)

0.71 (0.32-1.61)

No

54 (71.1)

30 (57.7)

1.00

1.00

Yes

4 (5.3)

7 (13.5)

0.35 (0.10-1.26)

0.32 (0.08-2.21)

No

72 (94.7)

45 (86.5)

1.00

1.00

Marital status

Clinical characteristics

OTC medications

Experience with ADRs

Abbreviations: PIMs, potentially inappropriate medications; ADRs, adverse drug reactions
**p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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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Adjusted odds ratios for association between predictive factors and medication adherence in
patients with medication assistance (N=119)
Adherence
(N=88)

Non-adherence
Unadjusted
(N=31)
Odds ratio (CI95%)

Adjusted
Odds ratio (CI95%)

Demographic characteristics
Sex
Male

37 (42.0)

9 (29.0)

1.00

1.00

Female

51 (58.0)

22 (71.0)

0.56 (0.23-1.36)

0.79 (0.25-2.52)

Age, mean±SD

82.1±6.5

86.8±6.7

0.89** (0.83-0.96)

0.87** (0.80-0.96)

Married

45 (51.1)

10 (32.3)

2.17 (0.93-5.26)

1.79 (0.57-1.28)

Not married

43 (48.9)

21 (67.7)

1.00

1.00

38 (43.2)

26 (83.9)

0.15** (0.05-0.42)

0.11** (0.03-0.38)

Marital status

Clinical characteristics
Medication assistance
Family

50 (56.8)

5 (16.1)

1.00

1.00

Number of prescribed medications, mean±SD

Others

11.4±5.3

9.1±4.6

1.10 (1.00-1.21)

1.02 (0.88-1.18)

Number of dosages per day, mean±SD

3.3±0.9

2.9±1.1

1.56 (1.01-2.40)

1.11 (0.61-2.02)

Number of PIMs, mean±SD

1.4±1.6

1.2±1.4

1.08 (0.82-1.44)

1.12 (0.75-1.67)

OTC medications*
Yes

19 (21.6)

11 (35.5)

0.51 (0.21-1.22)

0.50 (0.15-1.64)

No

69 (78.4)

20 (64.5)

1.00

1.00

Abbreviations: PIMs, potentially inappropriate medications.
* The total number of the analyzed was 118 patients excluded missing records (N=1)
**p 0.05

고찰 및 결론

전체 대상 환자의 복약순응도 영향인자를 분석하였
을 때, 도구적 일상 생활 능력이 독립적인 군에서 순응

본 연구에서 노인환자의 복약순응도 현황을 파악하

도가 높은 것은 즉 약물 복용, 물건 구입, 교통수단 이

고 영향인자를 분석한 결과, 노인환자의 복약불순응은

용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우 순응도가 높

다양한 사유에 의해 빈번히 발생하며 특정 인자에 의해

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가족,

복약순응도가 영향을 받는 것을 확인하였다. 노인의 복

고용된 간병인 등과 같은 투약보조자가 있는 경우 복약

약순응도와 인구사회학적, 임상적 인자 간의 연관성은

순응도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이 결과는 이전 국내의

거의 알려진바 없으나 본 연구는 노인환자의 복약순응

한 연구 결과와 상이하다. 김영희 등(2011)은 투약보조

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인자들을 수집하여

자의 유무와 복약순응도 간에 유의한 관계가 없다고 보

연관성을 분석한 데에 의의를 둘 수 있겠다.21),22) 또한

고하였으며, 이는 투약보조자 또한 같은 노인인 배우자

본 연구에서 이용한 복약순응도 측정 도구는 환자의 자

나 간병인인 경우가 많아 처방약물 복용 이행을 돕는

가보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약사가 따로 환자의

데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23) 지적한 바

약물 복용력을 파악하여 평가하므로 노인환자의 복약

와 상이하게 본 연구에서는 가족에 의해 투약된 경우에

순응도에 있어 객관적 평가의 의미를 더할 수 있겠다.

비해 고용된 간병인이나 간호사에 의해 투약된 환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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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복약순응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

와 면담을 바탕으로 평가된 자료를 수집하였으나 의사

다. 따라서 해당 투약 주체에게 복약순응의 중요성에

소통의 제한이 있어 신체적 기능평가에 제한이 있는 환

대해 상담할 필요가 있겠으며, 투약보조자가 있는 환자

자 또한 연구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수집한 복약순응도

의 경우 연령이 많을수록 순응도가 낮으므로 고령의 환

영향인자에 결측치가 있었다. 또 대상환자의 복약순응

자의 복약상담에 유의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복약불

도 평가 자료는 검증이 되지 않은 원내에서 개발된 도

순응군의 37%는 투약보조자가 있음에도 불순응이 발

구로 평가한 자료였다. 복약순응도 평가는 노인포괄평

생하였다. 이는 투약보조자에 의한 불순응 및 환자의

가에서 약물평가 과정 중 수행되어, 제한된 시간 동안

복용 거부에 의한 불순응이었다. 따라서 약사는 투약의

환자의 약물 복용력 파악과 전반적 약물에 대한 상담이

주체를 파악하고 대상에 따른 맞춤 교육을 함으로써 복

필요하므로 기존의 설문형식의 복약순응도 평가에 한

약순응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계가 있었다. 따라서 약물 복용력 확인과 상담과정에서

투약보조자가 있는 환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얻을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복약순응도를 평가할 수

않았지만 처방약물 수와 1일 복용 횟수가 많을수록 순

있는 원내 평가도구를 이용한 평가 자료가 수집 되었다.

응일 확률이 높았다. 해당 약물에 노인부적절약물, 적

연구에 사용된 원내평가도구의 항목구성과 평가의 적

응증에 해당하지 않는 약물, 중복 약물 등 문제가 있는

절성의 한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10명의 환자를 대상으

경우에도 순응하여 투약이 되므로, 다시 한번 약사에

로 Morisky medication adherence scale 8 (MMAS-

의한 처방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투약

8)과 본 연구의 복약순응도 평가도구를 동시에 적용하

보조자가 없는 환자의 경우 노인부적절약물을 많이 복

였다. 분석 결과 총점 6점 중 6점을 복약순응, 5점 이

용 할수록 순응일 확률이 낮아졌다. 노인부적절약물과

하를 복약불순응으로 정의하였을 때 원내 도구와

복약순응도와의 관계는 국내 연구에서 보고된 바 있으

MMAS-8로부터 도출된 결과가 서로 일치하였다. 또

며, 노인환자의 처방약물 수, 1일 복용 횟수 증가가 복

한 본 연구의 복약순응도 평가 도구가 기존 설문 방식

5),9),22),23)

또한

보다 객관적인 평가라는 점에 이점이 있다. 추후 본 연

약사의 처방중재로 인한 처방약물 수 감소, 비용절감

구의 복약순응도 평가도구를 정립하여 타당성을 검증

약순응도에 미치는 영향 또한 보고되었다.
24)-26)

효과에 대해 연구된 바 있다.

따라서 약사가 처방

검토를 통해 필요 약물 미처방 여부, 노인부적절약물

한다면 더욱 유의미한 연구결과를 산출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처방 여부 등을 확인하고 처방 중재를 수행함으로써 노
인환자의 복약순응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복약불순응 사유는 다양하였으나 이 중‘임의조절’
이

또한 복약순응도 영향인자 중 환자 관련 및 보건의료
체계 관련한 영향인자만 파악하여‘환자와 원활하지
못한 관계’
,‘의사소통 기술 부족’
,‘건강신념 불일치’

53%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다.‘임의조절’
은 환자 또는

와 같은 보건의료제공자 관련인자를 배제하고 연구하

보호자가 약물의 효과 부족, 필요성 인지 부족, 약물 부

였다.18) 향후 보건의료제공자 관련인자들을 포함하여

작용 경험 등의 이유로 의사와 약사의 상의 없이 약물

연구함으로서 노인환자의 복약순응도에 미치는 보건의

을 감량, 증량, 중단한 경우였다. 이 결과는 이전 국내

료 제공자와 관련한 의미있는 결과를 산출할 수 있으리

에서 일개 노인복지관 대상으로 연구하여 보고한 것처

라 생각한다.

럼 노인환자들이 자신의 신체증상과 약물 복용 후 부작

본 연구의 대상자는 일개 병원에서 노인의료센터 팀

용의 경험에 따라 스스로 조절한다는 응답이 많았다는

의료 서비스를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우

결과와 상통한다.22) 이외에도 약효에 대한 인지가 부족

리나라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해석하고 일반화하는 데

한 경우, 잊음에 의한 불순응, 비용과 같은 실생활 문제

는 제한이 있으므로 다양한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한 후

가 사유에 해당됐다. 따라서 약사는 복약상담을 통해

속 연구가 필요하다.

복약불순응 사유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교육 및 중재를

본 연구는 상급종합병원의 노인의료센터에서 약사를

통해 복약순응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포함한 팀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연

본 연구는 복용 중인 약제 및 복약순응도 투약보조자

구한 결과, 노인환자 복약순응도는 투약보조자의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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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영향인자가 상이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투약

6) Barat I, Andreasen F, Damsgaard EMS. Drug

보조자의 유무에 관계없이 약사의 역할이 여전히 요구

therapy in the elderly: what doctors believe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약사는 노인환자 복약

and patients actually do. Br J Clin Phar-

순응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처방되는 약물의 복약순응

macol. 2001;51(6):615-622.

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인구사회학적 특성, 약물관련 특

7) National Community Pharmacists Association.

성 등을 충분히 고려한 처방 중재와 복약상담을 통해

Medication Adherence in America: a national

전략적으로 역할을 실행하려는 노력이 요구되며, 이러

report 2013. Available from: https://www.

한 처방 중재와 복약상담의 매뉴얼화와 효과검증을 위

ncpanet.org/pdf/reportcard/AdherenceRepor

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tCard_Abridged.pdf
8) Osterberg L, Blaschke T. Adherence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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