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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국내 COPD 환자의 삶의 질 정도 및 삶의 질과 관련이 있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

해 시도되었다. 2013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일반적 및 질병관련 변수, 폐기능검사 결과, 삶의 질

(EuroQol-5Dimension) 자료를 이용하여 가중치를 적용한 후 복합표본 교차분석과 복합표본 회귀분

석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EQ-5D Index는 COPD 환자 0.916점, 정상인 0.941점으로 COPD

환자가 정상인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삶의 질 하부 영역인 이동, 자가간호, 일상활동, 통

증/불편감, 불안/우울 모두 COPD 환자는 정상인과 비교하여 문제 없음의 비율이 낮고 문제 있음의

비율이 높았지만, 기도폐쇄 정도에 따른 삶의 질은 자가간호 영역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χ2=9.50,

p=.013), COPD 환자의 삶의 질과 관련이 있는 요인은 연령, 성별, 교육수준, 가구당 수입, 흡연상

태, 동반질환 수이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COPD 환자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과 함께 이동,

자가간호, 일상생활을 증진하고 통증/불편감, 불안/우울을 감소하는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포괄적인접근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주요용어: 관련요인, 만성폐쇄성폐질환, 삶의질.

1. 서론

만성폐쇄성폐질환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COPD)은 해로운 물질이나 가스에 의

한폐와기도의만성염증성반응과관련되며, 지속적이고점진적인기류폐쇄를특징으로하는질환으로

(global initiative for chronic obstructive lung disease; GOLD, 2015), 흡연과 공기오염 등의 위험요

소에 대한 노출 및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COPD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Mathers와 Loncar,

2006; Salvi와 Barnes, 2009).

COPD는 전 세계적으로 이환률 및 사망률의 주요 원인으로, 직간접적인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부

담을 초래하고 있다 (GOLD, 2015). 28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된 선행연구에 의하면 COPD는 비흡

연자보다 과거 흡연자나 현재 흡연자, 40세 미만보다 40세 이상, 여성보다 남성에서 유병률이 높으며

(Fukuchi 등, 2004; Halbert 등, 2006),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유병률은 7.8%∼19.7%인 것

으로 나타났다 (Menezes 등, 2005). COPD로 인한 사망률은 1990년 6위에서 2020년 3위를 차지하며

적극적인금연홍보에도불구하고흡연인구의증가, 주요사망원인인허혈성심질환과감염성질환의감

소, 전 세계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GOLD, 2015). 우리나라는

45세이상성인의 18%가 COPD이고 (Jung과 Lee, 2011), COPD를포함하는호흡기계질환으로인한

사망률이인구 10만명당 2005년 29.2명에서 2010년 37.1명, 2014년 47.6명으로 10년 사이 1.63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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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Korea National Statistics Office, 2015). 또한 COPD에이환된사람들은 COPD의주요합병

증인 심혈관질환 같은 동반질환으로 인해 COPD 관리에 방해를 받을 뿐만 아니라 (COPD, 2015) 전반

적인건강상태에도부정적인영향을받는것으로나타났다.

COPD 환자들은 질병으로 인한 건강관리 비용 소모, 직장과 일상생활의 불능 등으로 인해 직간접

적인 경제적 영향을 받고 있다. 국가에 따른 의료서비스 제공 형태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유럽

연합의 경우 호흡기계 질환으로 인한 의료비용은 전체 의료비용의 6위이고, COPD는 호흡기계 질환

으로 인한 의료비용의 56%, 386억 유로를 차지하였다 (European Respiratory Society, 2003). 미국

은 COPD와 관련된 진단 및 의학적 처치 등의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직접 의료비용이 295억 달러이며

(National Heart, Lung, and Blood Institute, 2009), 우리나라의경우에도중등도가심한 COPD 환자

는 중등도가 심하지 않은 환자와 비교하여 외래와 입원 등의 총 의료비용을 3배 이상 소비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Kim 등, 2013). 그러나 이것은 계산 가능한 부문만을 가지고 산출한 값으로 COPD로 인

한 직장과 학교의 부재, 조기 사망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 COPD 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간호비용 등을

고려하면 COPD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더 클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세계보건기구에서 전 세계의 다양

한 질병부담을 측정하는데 사용하는 주요 건강지표인 장애보정 손실년수 (disability-adjusted life year

lost; DALY lost)를살펴보면, COPD의장애보정손실년수는주요질병들중 1990년 45위에서 2030년

7위로 상승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Mathers와 Loncar, 2006). 의학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COPD는

우리나라뿐만아니라전세계적으로이환률및사망률이지속적으로증가하며, 질병으로인한경제적및

사회적손실이적지않음을확인할수있다.

이와함께 COPD는점진적으로기류가폐쇄되는병태생리적특성상치료가어려운질환이므로, 환자

들은질병으로인한문제가존재하는상태로일상생활을영위하며삶의질에부정적인영향을받는것으

로나타났다. 말기신질환환자들도정상적인삶을살고자하는욕망은높은반면투석과잦은입원으로

인해 삶의 질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Kim 등, 2015), 선행연구에 의하면 COPD 환자의 삶의

질은 정상인보다 낮고 (Hong 등, 2015; Jung과 Lee, 2011; Zhou 등, 2009) 특히 이동, 일상활동, 통증,

정서 영역의 삶의 질이 더 낮았다 (Hong 등, 2015). 동반질환과 질병 중등도, 환자가 보고한 건강상태,

수면의 영향을 받으며 급성악화의 과거력이 있는 경우 삶의 질이 더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Boros와

Lubiński, 2012; Lee 등, 2011). 그러므로 COPD 환자의 관리는 증상 완화, 급성 악화와 합병증 예방,

질병 진행의 지연과 같은 건강상태와 정서의 향상에 목적을 두며, 전반적인 삶의 질에 대한 평가가 함

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Ba̧k-Drabik과 Ziora, 2010). 그러나 COPD 환자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이 국외에서 진행된 것들로, 국내의 경우 COPD 환자의 유병률이 18%이고 COPD를 포함하는

호흡기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에 이어 4위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Korea

National Statistics Office, 2015) 국내에서 진행된 COPD 환자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Hong 등, 2015; Hong 등, 2014; Jung과 Lee, 2011; Lee 등, 2011; Kim 등, 2014).

따라서본연구는국내 COPD 환자의삶의질정도를확인하고삶의질과관련이있는요인을파악함

으로서, COPD 환자의삶의질에대한이해를도모하고삶의질향상을위한중재개발의방향을제시하

기위하여진행하였다. 연구의구체적인목적은다음과같다.

첫째, COPD 유무에따른삶의질의차이를파악한다.

둘째, COPD 환자의기도폐쇄정도에따른삶의질의차이를파악한다.

셋째, COPD 환자의삶의질과관련이있는요인을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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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에서 수행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제6기 1차년도 (2013년)

원시자료를 이용하는 이차분석 (secondary analysis) 연구이며, COPD 환자의 삶의 질 정도 및 삶의 질

과관련이있는요인을파악하는서술적상관관계연구이다.

2.2. 자료원 및 연구 대상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목표 설정 및 평가,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등 보건정

책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산출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전국 규모의 건

강및영양조사로 (KCDC, 2015), 질병관리본부연구윤리심의위원회 (IRB)의승인을받아수행되고있

다 (2013-07CON-03-4C).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원사자료 사용에 대해 연구자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

제6기 1차년도 원시자료 (KNHANES Ⅵ-1, 2013)를 이용하였다. 제6기 국민건강영양조사는 대한민국

에 거주하는 국민을 목표모집단으로 하고,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의 조사구와 가구를 1, 2차 추

출단위로 하는 층화집락표본추출방법을 사용하여 조사대상을 선정하였다. 1차 추출단위는 조사구로서

1차 층화기준 (시도, 동읍면, 주택유형), 2차 층화기준 (주거면적 비율), 내재적 층화기준 (가구주학력

비율)에 따라 층화하여 총 576개의 조사구를 추출하였다. 2차 추출단위는 가구로서 계통추출법을 사

용하여 표본조사구 내에서 적절가구 중 20가구를 추출하여, 전국 192개 조사구 내의 3,840개 가구, 총

8,018명을대상으로조사를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에서 폐기능검사를 실시한 만 40세 이상 79세 이하 2,975명 중 삶의 질 설문지에서 한 가

지라도결측치가있는 141명을제외하여최종 2,834명의자료를분석에이용하였다.

2.3. 연구변수 선정 및 폐기능

2.3.1. 일반적 및 질병관련 특성

COPD의위험요인및삶의질과관련이있는요인으로일반적특성과질병관련특성을확인하였다.

일반적 특성은 연령, 성별, 교육수준, 거주지, 가구당 수입을 조사하였다. 연령은 노인의 연령을 기준

으로 64세 이하와 65세 이상으로 분류하고, 교육수준은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초등학교 졸

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전문대학 졸업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거주지는 주소를 기준으로 동은

도시, 읍이나 면은 시골로 분류하고, 가구당 수입은 가구의 총수입을 4분위로 나누어 상, 중상, 중하, 하

로분류하였다.

질병관련 특성은 체질량지수 (body mass index; BMI), 흡연상태, 호흡문제로 인한 일상활동 제한,

동반질환 수, 기도폐쇄 정도를 조사하였다. 체질량지수는 체중 (kg)을 신장 (m)의 제곱으로 나눈 값으

로 대한비만학회 (2014)의 기준에 따라 18.5kg/m2 미만은 저체중, 18.5kg/m2 이상 25kg/m2 미만은

정상, 25kg/m2 이상은 비만으로 분류하고, 흡연상태는 전혀 흡연한 적 없음, 과거에는 흡연하였지만 현

재는 금연 중임, 현재 흡연으로 분류하였다. 호흡문제로 인한 활동 제한은 호흡문제, 폐질환, 천식으로

인해 일상생활 활동에 제한이 있는지 확인하였으며, 동반질환 수는 고혈압, 뇌졸중, 심혈관질환, 관절

염, 폐결핵, 천식, 당뇨, 갑상선 질환, 암, 우울증, 아토피피부염, 알레르기비염, 신부전, 간염과 간경화

증의 현재 유병 여부를 확인하고 질환 수를 합산하여 산출하였다. 기도폐쇄 정도는 1초간 노력성 호기

량 (forced expiratory volume in 1 second; FEV1)의예측치를기준으로 GOLD (2015)의지침에따라

경증 (mild), 중등증 (moderate), 중증 (severe), 고도중증 (very severe)으로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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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폐기능검사

폐기능검사는 질병관리본부의 교육 및 질 관리를 통해 타당도와 신뢰도를 충족하도록 훈련받은 폐

기능검사 조사원에 의해 진행하고, 40∼79세를 대상으로 페기능검사기 (Model 2130, SensorMedics,

CA, USA)를 이용하여 노력성 폐활량 (forced vital capacity; FVC)과 FEV1을 측정하였다. GOLD

(2015)의 지침에 따라 FEV1/FVC가 70% 미만인 대상자 중에서 폐기능 판정결과 제한성 환기장애가

있거나 판정 불능인 대상자를 제외하고 COPD로 정의하였다. 또한 COPD 대상자는 FEV1을 기준으

로 예측치의 80% 이상은 경증, 50% 이상 80% 미만은 중등증, 30% 이상 50% 미만은 중증, 30% 미만

은고도중증으로분류하였다.

2.3.3. 삶의 질

연구대상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은 1987년 EuroQol group에 의해 개발된 EQ-5D로 측정하였

다. EQ-5D는 운동능력 (mobility), 자기관리 (self-care), 일상활동 (usual activity), 통증/불편감

(pain/disability), 불안/우울 (anxiety/depression)의 총 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에 대

해 현 상태를 3가지 수준 (문제 없음, 중등도의 문제 있음, 중증의 문제 있음) 중 하나로 응답하도록 되

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5개 문항에 대해 Nam 등 (2007)이 개발한 질 가중치 모형을 이용하여 산출한

EQ-5D Index를 사용하였으며, EQ-5D Index의 범위는 1점에서 –1점으로, 지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은것을의미한다.

2.4. 자료분석 방법

국민건강영양조사는 복합표본설계 (complex sampling design)를 사용하였으므로 목표모집단인 대한

민국에 거주하는 국민의 특성을 정확히 추정하도록 질병관리본부에서 설계가중치, 무응답조정 가중치,

사후보정가중치, 극단가중치처리를통해사후보정하여생성한최종가중치를적용하여분석하였다.

자료분석은 IBM SPSS WIN 20.0을 사용하고, 통계학적 유의수준은 .05를 기준으로 하였다. 구체적

인분석방법은다음과같다.

첫째, COPD 유무에따른일반적및질병관련특성의차이는복합표본교차분석을이용하였다.

둘째, COPD 유무 및 COPD 환자의 기도폐쇄 정도에 따른 삶의 질 차이는 복합표본 교차분석과 복합

표본회귀분석을이용하였다.

셋째, COPD 환자의삶의질과관련이있는요인은복합표본회귀분석을이용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전체 연구대상자 8,018명 중 폐기능검사와 삶의 질 설문조사를 모두 실시한 대상자는 2,834명이며,

이중 392명 (가중치를부여한비율 13.4%)이 COPD 환자인것으로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COPD 유무에 따른 일반적 특성의 차이를 확인하면, COPD 환자와 정상인은 연령,

성별, 교육수준, 가구당 수입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COPD 환자는 정상인과 비교

하여 65세 이상의 비율이 높고 (47.5%), 남성이 많으며 (74.8%), 교육수준은 중학교 졸업 이하가 많

고 (59.9%), 가구당 수입은 중하와 하가 많았다 (57.5%). 반면, 정상인은 64세 이하의 비율이 높고

(85.2%), 여성이 많으며 (53.9%),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이 많고 (65.2%), 가구당 수입은 중상

과상이많았다 (58.3%). 그러나거주지에따른차이는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았다 (Table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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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Characteristics
n (weighted %)

χ2 (p)
COPD (n=392) non-COPD (N=2,442)

Age (year)

40∼64 170 (52.5) 1,929 (85.2) 232.10 (<.001)
65∼79 222 (47.5) 516 (14.8)

Gender

Male 291 (74.8) 956 (46.1) 114.96 (<.001)

Female 101 (25.2) 1,486 (53.9)

Level of education (year)

Elementary (≤6) 169 (41.1) 630 (21.0) 74.42 (<.001)
Middle (7∼9) 67 (18.8) 343 (13.8)

High (10∼12) 107 (27.5) 860 (37.9)

Above college (≥13) 49 (12.6) 607 (27.3)

Region

Urban 297 (77.3) 1,959 (81.1) 0.97 (.294)
Rural 95 (22.7) 483 (18.9)

Quartile of household income

Low 125 (27.4) 463 (16.2) 53.91 (<.001)
Middle-Low 110 (30.1) 639 (25.4)

Middle-High 81 (21.8) 591 (26.2)

High 72 (20.6) 740 (32.1)

COPD: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3.2. 연구대상자의 질병관련 특성

연구대상자의 COPD 유무에 따른 질병관련 특성의 차이는 Table 3.2와 같다. COPD 환자는 정상인

과 비교하여 체질량지수는 정상인 사람의 비율이 높고 (70.6%), 과거에는 흡연을 하였지만 현재는 금연

중이거나현재에도흡연을하는사람이많았다 (67.7%). 또한호흡곤란, 기침, 객담등의호흡문제로인

해 활동에 제한이 있는 사람이 많으며 (14.1%), 동반질환이 있는 사람의 비율이 높았다 (60.1%). 그러

나 정상인은 COPD 환자와 비교하여 비만인 사람의 비율이 높고 (36.7%), 전혀 흡연을 하지 않았으며

(58.5%), 동반질환이없는사람의비율 (55.6%)이높았다.

Table 3.2 Disease-related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Characteristics
n (weighted %)

χ2 (p)
COPD (n=392) non-COPD (N=2,442)

BMI (kg/m2)

Low (<18.5) 7 (2.1) 44 (1.7) 11.28 (.013)
Normal (18.5∼24.9) 272 (70.6) 1,504 (61.6)

Obesity (≥25.0) 113 (27.3) 894 (36.7)

Smoking status

Non-smoker 126 (32.3) 1,562 (58.5) 104.08 (<.001)
Ex-smoker 144 (33.8) 472 (20.9)

Current smoker 122 (33.9) 408 (20.6)

Activity limitation due to respiratory problem

Yes 61 (14.1) 219 (8.1) 23.71 (<.001)
No 331 (85.9) 2,223 (91.9)

No. of comorbid diseases

0 148 (40.0) 1,261 (55.6) 37.85 (<.001)
1 110 (27.6) 650 (25.5)

2 80 (19.7) 323 (11.9)

≥3 54 (12.8) 208 (7.0)

Airflow limitation (FEV1% predicted)

Mild (≥80) 188 (47.7)

-
Moderate (50∼79.9) 188 (48.1)

Severe (30∼49.9) 14 (3.9)

Very severe (<29.9) 2 (0.3)

COPD: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BMI: body mass index

FEV1: forced expiratory volume in 1 sec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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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폐기능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COPD 환자의 기도폐쇄 정도 (FEV1% predicted)를 확인

한 결과, 기도폐쇄 정도가 중등증인 환자는 48.1%, 경증은 47.7%로 비슷한 수준이고 중증은 3.9%, 고

도중증은 0.3%이었다.

3.3. 연구대상자의 삶의 질

삶의 질 하부 영역인 이동, 자가간호, 일상활동, 통증/불편감, 불안/우울의 5개 영역 모두에서

COPD 환자는 정상인과 비교하여 문제 없음의 비율이 낮고 중등도 또는 중증의 문제 있음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반적인 삶의 질을 평가하는 EQ-5D Index는 COPD 환자 (0.916점)가

정상인 (0.941점)보다낮았다 (t=3.27, p=.001) (Table 3.3).

Table 3.3 Quality of life of study subjects

Variables
n (weighted %)

χ2 (p)
COPD (n=392) non-COPD (N=2,442)

Mobility

No 292 (75.8) 2,055 (86.8) 13611.20 (<.001)

Some problems 98 (23.8) 369 (12.8)

Extreme problems 2 (0.4) 18 (0.5)

Self-care

No 361 (92.8) 2,350 (96.8) 66623.22 (<.001)

Some problems 31 (7.2) 89 (3.1)

Extreme problems 0 3 (0.1)

Usual activity

No 330 (85.6) 2,195 (91.3) 26571.03 (<.001)

Some problems 59 (13.9) 235 (8.3)

Extreme problems 3 (0.4) 12 (0.4)

Pain/Discomfort

No 278 (71.8) 1,787 (75.3) 61841.75 (<.001)

Some problems 100 (25.4) 596 (22.8)

Extreme problems 14 (2.8) 59 (2.0)

Anxiety/Depression

No 331 (85.0) 2,151 (88.8) 15896.47 (<.001)

Some problems 56 (13.4) 276 (10.8)

Extreme problems 5 (1.6) 15 (0.4)

Variable Parameter Estimate (SE) t (p) F (p)

Intercept 0.916 (0.007) 122.91 (<.001) 10.68 (.001)

EQ-5D index non-COPD 0.025 (0.008) 3.27 (.001)

COPD 0.000 -

COPD: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EQ-5D: EuroQol-5Dimension

3.4. COPD 환자의 기도폐쇄 정도에 따른 삶의 질

폐기능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COPD로 분류된 환자의 기도폐쇄 정도에 따른 삶의 질을 확인한 결과

는 Table 3.4와 같다. 삶의 질 5개 영역 중 자가간호만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도폐쇄 정

도가 경증인 집단은 문제 없음의 비율이 높은 반면 기도폐쇄 정도가 심할수록 중등도 문제 있음의 비율

이 높았다 (χ2=9.50, p=.013). 그러나 기도폐쇄 정도에 따른 이동, 일상활동, 통증/불편감, 불안/우울,

EQ-5D Index의차이는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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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4 Quality of life by degree of airflow limitation in COPD subjects

Variables
n (weighted %)

χ2 (p)Mild Moderate Severe
Mobility

No 141 (74.2) 142 (78.4) 9 (56.2) 3.20 (.580)
Some problems 46 (24.9) 45 (21.1) 7 (43.8)

Extreme problems 1 (0.8) 1 (0.4) 0
Self-care

No 176 (93.7) 173 (92.6) 12 (75.0) 9.50 (.013)
Some problems 12 (6.3) 15 (7.4) 4 (25.0)

Extreme problems 0 0 0
Usual activity

No 157 (83.9) 160 (86.5) 13 (81.3) 0.99 (.892)
Some problems 29 (15.5) 27 (13.0) 3 (18.7)

Extreme problems 2 (0.6) 1 (0.5) 0
Pain/Discomfort

No 133 (71.6) 133 (69.8) 12 (75.0) 2.80(.575)
Some problems 47 (24.3) 50 (28.3) 3 (18.7)

Extreme problems 8 (4.1) 5 (1.9) 1 (6.3)
Anxiety/Depression

No 159 (82.1) 159 (85.0) 13 (81.3) 0.81 (.933)
Some problems 27 (16.3) 26 (13.8) 3 (18.7)

Extreme problems 2 (1.6) 3 (1.2) 0

Variable Parameter Estimate (SE) t (p) F (p)

EQ-5D index

Intercept 0.891 (0.032) 27.87 (<.001) 0.74 (.477)
Mild 0.019 (0.033) 0.59 (.556)

Moderate 0.032 (0.033) 0.98 (.327)
Severe 0.000

COPD: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EQ-5D: EuroQol-5Dimension

3.5. COPD 환자의 삶의 질 관련요인

COPD 환자의 삶의 질과 관련이 있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EQ-5D Index를 종속변수로 하고,

GOLD (2015)와 선행연구들에서 COPD 환자의 삶의 질과 관련이 있는 요인으로 제시된 일반적 및 질

병관련특성을독립변수로하여복합표본다중회귀분석을실시한결과는 Table 3.5와같다.

Table 3.5 Factors associated quality of life in COPD subjects

Characteristics Estimate (SE) p
Age (year) -0.002 (0.001) .011
Gender

Male (Ref)
Female -0.066 (0.021) .002

Level of education (year)
≤Middle (≤9) (Ref)
≥High (≥10) 0.042 (0.012) .001

Region
Urban (Ref)
Rural -0.006 (0.013) .651

Quartile of household income
<50% (Ref)
≥50 0.029 (0.013) .026

BMI (kg/m2)
Low (<18.5) (Ref)

Normal (18.5∼24.9) 0.084 (0.056) .138
Obesity (≥25.0) 0.096 (0.058) .099

Smoking status
Non-smoker (Ref)
Ex-smoker -0.003 (0.014) .817

Current smoker -0.044 (0.019) .020
Activity limitation due to respiratory problem

Yes (Ref)
NO 0.114 (0.059) .055

No. of comorbid diseases
0∼1 (Ref)
≥2 -0.038 (0.017) .025

Airflow limitation (FEV1% predicted)
Mild (≥80) (Ref)

Moderate (50∼79.9) 0.013 (0.014) .355
Severe (<49.9) -0.019 (0.033) .556

COPD: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BMI: body mass index
FEV1: forced expiratory volume in 1 sec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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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수준은 중학교 졸업 이하와 고등학교 졸업 이상, 가구당 수입은 상위 50% 이상과 하위 50% 미

만, 동반질환은 0∼1개와 2개 이상으로 재분류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COPD 환자의 삶

의 질은 연령, 성별, 교육수준, 가구당 수입, 동반질환과 유의한 관련이 있으며, 이들 변수에 의한 설

명력은 40.2%로 나타났다 (F=4.52, p <.001). 연령이 1세 증가할수록 삶의 질은 0.002점 감소하고

(p=.011), 여성이남성보다 0.066점낮으며 (p=.002), 교육기간이 10년이상인집단은 9년이하인집단

보다 0.042점 높았다 (p=.001). 또한 가구당 수입이 상위 50% 이상인 집단이 하위 50% 미만인 집단보

다 0.029점 높고 (p=.026), 동반질환이 2개 이상인 집단이 동반질환이 없거나 1개인 집단보다 0.038점

낮았다 (p=.025). 그러나 거주지, 체질량지수, 호흡문제로 인한 일상활동 제한, 기도폐쇄 정도에 따른

삶의질은유의하지않았다.

4. 논의

본 연구는 COPD 환자의 삶의 질 정도 및 삶의 질과 관련이 있는 요인을 확인함으로서 COPD 환자

의 삶의 질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재개발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연

구결과를중심으로확인하면다음과같다.

2013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분석한 본 연구에서 COPD 환자는 전체 대상자의 13.4%로, 본

연구와 같이 4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2008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분석한 연구결과 13.4%

(Yoo 등, 2011)와 비슷한 수준이고, 45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자료를 분석한 연구결과 17.2% (Kim

등, 2005) 그리고 18.0% (Jung과 Lee, 2011)보다는 낮은 수준이었다. 이렇게 연구마다 다소 차이가 있

는 것은 당연한 결과로서, 우리나라의 COPD 환자는 40세 이상 인구 100명당 13명 정도이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COPD 환자가 증가한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COPD 환자는

정상인과 비교하여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의 증가와 함께 COPD 환

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연령의 증가에 따른 COPD에 대한

정기적인사정과함께연령을고려한 COPD 환자관리가이루어져야할것이다.

COPD 환자는 정상인과 비교하여 남성, 중학교 졸업 이하, 가구당 수입이 중하∼하인 집단의 비율
이 더 높게 나타나 선행연구들과 일치하였다 (Hong 등, 2015; Jung과 Lee, 2011; Kim 등, 2014; Lee

등, 2011). COPD는 흡연과 높은 관련이 있는 질환으로 (Kohansal 등, 2009) 남성의 흡연률이 여성보

다 높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 추측된다. 본 연구와 선행연구들 (Hong 등, 2015; Lee 등, 2011)에서

교육수준과 가구당 수입이 낮은 집단일수록 COPD 환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사회경제적 수준이 COPD의 발병에 기여하는지에 대한 증거는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다 (GOLD,

2015). 그러나 낮은 사회경제적 수준과 관련이 있는 실내외 공기오염에의 노출, 인구밀집, 영양상태 불

량, 감염 등의 요인이 COPD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므로 (GOLD, 2015)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

은 COPD 환자에 대한 관심과 함께 공기오염에의 노출, 영양상태, 감염 등에 대한 정기적인 사정이 진

행되어야할것이다.

COPD와 관련이 있는 질병관련 특성은 체질량지수, 흡연상태, 호흡문제로 인한 활동장애, 동반질환

등으로선행연구들과일치하였다 (Ba̧k-Drabik과 Ziora, 2010; Jung과 Lee, 2011; Lee 등, 2011). 정상

인과 비교하여 COPD 환자의 경우 체질량지수가 비만인 사람의 비율이 낮은 이유는 영양섭취를 증가시

킴에도불구하고많은에너지가호흡활동에소모되어체중이증가하지않는측면 (Jung과 Lee, 2011)과

호흡곤란을 감소시키기 위한 체중관리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흡연으로 인한 호흡기 증상 및 폐

기능의 비정상으로 인해 (Kohansal 등, 2009), COPD 환자들은 정상인보다 호흡문제로 인한 활동장애

를경험한비율이높게나타났을것이다. 그러나동반질환의경우본연구그리고 Jung과 Lee (2011)의

연구에서 COPD 환자는정상인보다동반질환의수가많은반면, Hong 등의연구 (2015)에서는 CO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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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정상인보다 동반질환의 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COPD를 진단받기 전의 기

저질환, 이환기간, 건강관리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동반질환 정도가 COPD에 미치는 영

향을 추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COPD에 대한 흡연의 부정적인 영향은 많은 연구를

통해 명확히 밝혀졌으므로, COPD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금연교육 및 중재가 제

공되어야할것이다.

COPD 환자의 삶의 질은 EQ-5D index가 0.916점으로 정상인 0.941점보다 유의하게 낮으며 이동,

자가간호, 일상활동, 통증/불편감. 불안/우울의 5개 영역 모두 정상인보다 문제 없음의 비율이 낮고 중

등도 또는 중증의 문제 있음의 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들 (Ba̧k-Drabik과 Ziora, 2010;

Hong 등, 2015; Jung과 Lee, 2011; Zhou 등, 2009)과 일치하며, COPD 환자들은 호흡곤란, 기침, 객

담 등의 호흡기 증상과 폐기능 저하로 인해 정상인보다 이동, 자가간호,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고 통

증/불편감, 불안/우울을많이경험한다는것을의미한다. 따라서 COPD 환자에대한관리는단순한약

물치료에 국한하지 말고 COPD 환자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과 함께 이동, 자가간호, 일상생활을 증진

하고통증/불편감, 불안/우울을감소시키기위한교육과운동, 정서적지지, 증상관리등의포괄적인접

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기도폐쇄 정도에 따른 COPD 환자의 삶의 질은 자가간호만 유의한

차이가 있고 EQ-5D index와 다른 영역들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들 (Boros와

Lubiński, 2012; Hong 등, 2015; Rutten-van Mőllken 등, 2006; Wu 등, 2015)과 일치하지 않았다.

COPD 환자의 기도폐쇄 정도가 심할수록 빈번한 호흡기 증상과 폐기능 저하로 인해 전반적인 삶의 질

과하위모든영역에서정상인보다문제가있다고응답한비율이높게나타난선행연구들과는다른결과

이다. 이러한 이유는 본 연구의 경우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중 폐기능검사를 통해 COPD로

판정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기도폐쇄 정도가 경증인 집단이 과반수 이상이며, 중등증인 집단

도 FEV1% predicted 평균이 69.9%로기도폐쇄정도가심하지않은사람이많았기때문이라추측된다.

따라서 병원에 입원 중인 COPD 환자를 대상으로 삶의 질을 조사하여, 입원환자와 지역사회에 거주하

는 COPD 환자의 삶의 질 차이 및 기도폐쇄 정도에 따른 삶의 질 차이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COPD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접근은 병원에 입원한 환자와

지역사회에거주하는환자의특성에따른차별화된접근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마지막으로 COPD 환자의 삶의 질과 관련이 있는 요인은 연령, 성별, 교육수준, 가구당 수입, 흡

연상태, 동반질환 수로 나타나 선행연구들과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 Hong 등 (2015)의 연구에서는

연령, 성별, 가구당 수입, 교육수준, 동반질환 수, 질병의 중등도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고, Sundh 등

(2015)의 연구에서는 연령, 성별, 기도폐쇄 정도, 지난 해 악화발생 건수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였다.

Ba̧k-Drabik과 Ziora (2010)의 연구에서는 교육수준, 직업 유무, 직업 종류, 기도폐쇄 정도에 따른 차이

가 유의하고, Jung과 Lee (2011)의 연구에서는 연령, 성별, 교육수준, 흡연량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였

다. 연구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연령, 성별, 교육수준, 가구당 수입, 흡연상태 또는 흡연

량이 삶의 질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COPD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러한 요인들

을 사정하여 위험집단을 선별하고 집중관리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추가분석으로 정상인의 삶

의 질과 관련이 있는 요인을 확인한 결과에서 연령, 성별, 교육수준, 가구당 수입, 체질량지수, 동반질환

수는삶의질과유의한관련이있는반면, 흡연상태는유의하지않아선행연구와부분적으로일치하였다

(Park과 Choi, 2014). 이러한 추가분석을 통해 흡연상태가 COPD 환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

요요인임을재확인할수있으므로, COPD 환자의건강관리및삶의질향상은금연관리에초점을맞추

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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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국내 COPD 환자의 삶의 질 정도 및 삶의 질과 관련이 있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COPD 환자의 삶의 질은 정상인보다 낮고 삶의 질과 관련이 있는 요인은 연령, 성별, 교육수준, 가구당

수입, 흡연상태, 동반질환수로나타났다.

본 연구는 한 시점에서 COPD 환자의 삶의 질을 확인한 연구로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삶의 질 정도

및 삶의 질과 관련이 있는 요인의 변화는 확인하지 못 했고,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중 폐기

능검사를 통해 COPD로 판정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로서 기도폐쇄 정도가 다양한 환자를 대

상으로하지못했다. 따라서시간의흐름에따른 COPD 환자의삶의질변화및기도폐쇄정도가다양

한환자를대상으로삶의질과관련이있는요인을확인하는후속연구를제언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민건강영양

조사 자료를 분석함으로서, COPD 환자의 삶의 질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COPD 환자의 삶의 질 향

상을위한중재개발의구체적인방향을제시하였다는데에의의가있다고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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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degree of quality of life (QoL) and

its related factors in patients with Korean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COPD). With data collected by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Survey in

2013, general and disease-related variables, pulmonary function test, and EuroQol-

5Dimension (EQ-5D) were analyzed. The mean of EQ-5D index was 0.916 in patients

with COPD and 0.941 in non-COPD. The EQ-5D index and its sub dimensions (mobil-

ity, self-care, usual activity, pain/discomfort, anxiety/ depression) of COPD patients

were significantly lower than that of non-COPD. However, difference in COPD patients’

airway limitation was significant only for self-care of EQ-5D (χ2=9.50, p=.013). The

related factors of QoL in COPD patients were age, gender, level of education, quar-

tile of household income, smoking status, and number of comorbid diseases. Based on

the results, it is important to pay close attention to COPD patients’ QoL as well as

comprehensive interventions which possibly improve their Q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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