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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의 목 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자(COPD)의 질병 련 지식, 질병태도, 삶의 질 세요인간의 상

계를 규명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질병 련 지식은 상자의 교육과 월수입, 주  호흡곤란 정도

(mMRC), 흡입형 기 지 확장제, 항생제 치료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질병태도는 월수입, mMRC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한 삶의 질은 연령, 결혼상태, 월수입, 입원상태, 입원경험, 산소사용, 동반질

환, mMRC, 흡입형 스테로이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질병 련 지식과 삶의 질(r=-.438, p<.001), 

질병태도와 삶의 질(r=.279, p=.001)은 유의한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세 요인에 공통

으로 상 성을 보인 변수인 월수입과 mMRC를 악하는 것이 요하며, 임상에서 COPD환자의 상태평가 

시, 객  검사결과 뿐만 아니라 mMRC의 사정에 심을 가지고, 소득계층을 심으로 질병 련 지식

향상과 정 인 태도함량을 한 다학제간 근과, 헬스코칭 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 중심어 :∣만성폐쇄성 폐질환∣삶의 질∣지식∣질병태도∣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orrelation between knowledge related to 

disease(KRD), illness attitude, and quality of life(QOL) in relation to the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COPD). According to the study resul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with 

regard to KRD in accordance with subjects' education, monthly income, mMRC(modified Medical 

Research Council) Dyspnea Scale, inhaled bronchodilator and antibiotic treatment. In addition,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with respect to illness attitude according to monthly income 

and mMRC. In case of the QOL,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accordance with age, 

marital status, monthly income, inpatient status, history of hospital admission, oxygen use, 

comorbidity, mMRC, and inhaled steroid. It has shown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KRD and QOL(r=-.438, p<.001), illness attitude and QOL(r=.279, p=.001). Thus, it is 

important to grasp monthly income and mMRC, which are correlated with the three elements in 

common. As per assessment about COPD patients in the clinical situation,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multi-disciplinary approach, health coaching program for improving KRD and having 

a positive attitude based on the low-income group with taking interest in the circumstances of 

mMRC as well as objective test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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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유해입자나 유해가스의 흡입

을 통해 발병하며, 기 지 내 만성 인 염증과 호흡곤

란, 기침, 객담이 나타나고 차 으로 폐기능이 감소하

는 질환이다[1]. 세계보건기구의 보고서에 따르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세계 으로 유병률과 사망률이 증

가하고 있는 추세로, 2030년에는 심  질환  뇌질

환과 더불어  세계사망원인 3 가 될 것으로 측했

다[2][3]. 만성폐쇄성 폐질환은 질병의 완치를 기 하기 

어려운 진행성 질환이므로 특히 질병 리가 매우 요

하며, 질병과 련된 사회경제  문제, 험요소  악

화요소, 질병 련 지식수 과 질병에 한 태도를 종합

으로 악하여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을 둘 필요가 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환경  험

요인으로는 흡연, 직업, 심한 분진노출, 화학물질, 기

오염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흡연이 가장 주된 

험요인으로 알려져 있다[4]. 흡연자  10~26%에서 만

성 폐쇄성 폐질환이 발생하며, 처음 흡연하는 나이가 

빠를수록, 흡연량이 많을수록 사망률도 증가한다고 하

다[5]. 흡연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주된 험요인이

라는 것을 감안할 때 지속 인 흡연은 질병의 악화를 

래하여, 이로 인해 기치 않은 입원을 경험하게 되

고[6], 결국 삶의 질에 부정 인 향을 미치게 된다[7].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일반 환자들에 비해 만성 폐

쇄성 폐질환을 가지고 있는 노인환자의 경우 의료 여

에 한 비 이 높아 의료취약 상이 되며[8], 의료이

용이 증가하면서 발생되는 의료비 부담은 노인들의 소

득수 과 상 없이 발생하므로 국가복지재정에도 부담

을 가 시켜[9], 결국 사회 경제 으로 부정 인 향을 

미치게 된다[10]. 한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노인의 

경우 질환의 장기 인 리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이 고를 경험하며, 이는 삶의 질이 낮아지는 결과를 

래한다[10]. 한, 삶의 질에 향을 주는  다른 요

인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자의 질병 련 지식수 이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자의 지식수 은 체 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질병의 원인, 질병악화 시 처

방법, 치료불이행시 나타나는 결과에 한 부분에서 지

식이 부족함을 지 하고 있다[11]. 한, 만성 폐쇄성 

폐질환자를 상으로 질병 련 지식수 을 악한 연

구에서 질병 악화로 인한 응 실 는 환자실 입원경

험이 있는 환자에게서 지식수 은 더 낮게 나타났다

[12]. 이러한 지식부족으로 인해 자가 리 이행이 잘 

되지 않으면 결국 환자의 질병의 경과에 향을 미치게 

되고, 이로 인해 질병에 한 부정 인 태도, 부정  심

리를 유발하며[11], 치료결과에도 향을 미치기 때문

에[13], 만성 폐쇄성 폐질환자의 질병 련 지식과 태도

를 악할 필요가 있다. 그 외에도 입원경험[6], 질병의 

증상악화[14], 역시 만성 폐쇄성 폐질환자에게 부정

인 향을 다. 나아가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질병의 

특성상 질병의 경과를 측할 수 없기 때문에 생명의 

을 받게 되고[15], 신체활동 정도와 신체기능상태, 

심리상태는 삶의 질에 심각한 향을 주게 된다[16]. 이

처럼 흡연, 자가 리, 사회경제  문제, 질병 련 지식

수 과 질병에 한 태도 등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자의 

질병 리  악화에 직 인 향을 미칠 수 있으므

로,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를 간호함에 있어 요한 

부분으로 생각된다.

지 까지 이루어진 연구를 살펴보면, 삶의 질에 향

을 주는 신체  요인을 변수로 하여 삶의 질에 정  

는 부정 인 향을 미쳤다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

지만, 질병 련 지식 질병태도 그리고 삶의 질의 세 변

수가 어떠한 상 성이 있는지에 한 연구는 거의 이루

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만성 폐쇄성 폐질

환에 한 지식정도와 정 는 부정 인 태도함량, 

삶의 질 정도를 악하고 이 세 요인간의 계를 알아

보는 것이 필요하다.

1. 목적

본 연구의 목 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자의 질병 련 

지식, 질병태도, 삶의 질 정도를 조사하고 이들 간의 상

성을 악하기 함이며, 구체 인 목 은 다음과 같다. 

1) 상자의 질병 련 지식, 질병태도, 삶의 질에 

해 조사한다.

2) 상자 특성에 따른 질병 련 지식, 질병태도, 삶

의 질 차이를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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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자의 질병 련 지식, 질병태도, 삶의 질의 상

계를 악한다.

II. 방 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자의 질병 련 지식, 

질병태도  삶의 질의 정도를 악하고 계 규명을 

해 시행된 서술  상 계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 상자는 한민국 서울시에 소재한 K상

종합병원 호흡기내과, 흉부외과 문의에게 만성 폐쇄

성 폐질환을 진단받은 지 6개월 이상인 자로 외래통원

치료  입원치료 인 환자를 상으로 하 다. 의무기

록상 정신 장애나 인지 장애 병력이 있는 환자와 증

질환 동반, 다른 호흡기계 질환으로 인한 호흡기능 장

애  환자실 입원환자는 상자에서 제외하 다. 연

구 상자의 수는 G-Power 3.1.7[17], 로그램에서 필

요한 최소 표본크기를 구하기 해 효과크기는 .30, 유

의수  .05, 검정력 .95로 계산한 결과 최소 표본 수는 

112명이었다. 탈락률을 고려하여 150명을 선정하 다.

3. 데이터수집과정

자료수집기간은 2015년 3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로, 연구자가 외래 당일 직  호흡기내과, 흉부외과 외

래를 방문하여 주치의에게 환자명단을 확인받은 후 선

정된 환자만을 상으로 하 다. 한, 면담실에서 상

자에게 연구목 과 설문지 내용을 설명하 고, 동의한 

상자가 설문지를 직  작성하도록 하 다. 직  작성

하기 어려운 상자는 연구자가 설문지를 읽어  후 응

답하도록 하 다. 설문지 작성시간은 약 25~45분 정도 

소요되었다. 총 15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 으며, 설문

이 미비한 5부는 제외되었다. 총 상자 145(회수율 

96.7%)부가 자료 분석에 이용되었다.

4. 연구도구

질병 련 지식은 White와 Walker[18]에 의해 개발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지식도구(Bristol COPD 

Knowledge Questionnaire, BCKQ)를 An과 Choi[12]가 

한국어로 표 화한 도구를 사용하 으며, 원 자의 승

인을 받았다. 도구는 13개 하 역으로 구성되었고, 각 

역별 5문항으로 총 65문항으로 구성된 도구이다. 각 

문항별 정답은 1 , 오답은 0 으로 채 하 고, 총 이 

높을수록 질병 련 지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개발 

시 Kuder Richardson 20은 .73이며, 본 연구에서 Kuder 

Richardson 20은 .89 다.

질병태도는 Kellner[19]에 의해 개발된 질병태도척도 

IAS(Illness Attitudes Scale)를 Yi[20]가 한국어로 표

화한 도구를 사용하 다. 도구는 9개 하 역으로 구

성되었고, 각 역별 3문항으로 총 27개 문항으로 구성

되었으며, 자유 응답형 문항은 부수 인 문항으로 본 

연구에서 측정하지 않았다. 모든 문항은 5 척도로 구

성되어 있고, 1 은 ‘아니오’, 5 은 ‘ 부분’으로 총 이 

높을수록 부정 인 태도를 의미한다. 도구개발 시 

Cronbach’s α는 .92 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9 다.

삶의 질은 Jones, Quirk과 Baveystock[21]에 의해 개

발된 SGRQ(St George’s Respiratory Questionnaire)를 

Kim 등[22]이 한국어로 표 화한 도구를 사용하 으며, 

원 자의 승인을 받았다. 도구는 3개의 하 역으로 

총 5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증상’의 항목은 4  

는 5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활동력’, ‘ 향력’ 항목은 

‘ ’, ‘아니오’의 이분식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은 

최  0 에서 최고 100 이며, 총 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Hajiro 등[23]의 연구에서

의 Cronbach’s α는 .94,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5

다.

5. 통계처리

본 연구에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자의 질병 련 지식, 

질병태도, 삶의 질에 해 조사하고 그들의 상 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모든 통계처리는 SPSS 21.0 로그

램을 사용하 고, 구체 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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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자의 일반  특성, 임상  특성은 실수, 백분

율, 평균, 표 편차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2) 상자의 질병 련 지식, 질병태도 삶의 질은 평균

과 표 편차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3) 상자의 특성에 따른 질병 련 지식, 질병태도, 

삶의 질의 차이는 t-test, ANOVA를 실시하 고, 

사후분석은 Scheffe's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4) 상자의 질병 련 지식과 질병태도, 삶의 질의 

계를 알아보기 하여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4. 연구의 윤리적 고려

본 연구에 앞서 연구 상자의 보호를 하여 K상

종합병원 임상시험윤리 원회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 승인(승인번호: KBSMC2015-01-041-001)을 

받았다. 연구 상자가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 한해서 

연구에 참여하도록 하 고, 연구 참여 동의서에 상자

의 익명성, 비 보장에 한 내용을 기재하 고, 연구 

참여 동의서에 기재된 내용에 해 충분히 이해하고, 

자발 으로 동의서에 자필 서명 하도록 하 다. 동의 

후에라도 설문 작성  연구 참여 단을 원하면 언제

든지 철회할 수 있도록 하 다. 상자와 련된 일반

 특성, 임상  특성은 상자의 동의를 받은 후 의무

기록 열람을 하 다. 모든 설문 조사가 끝난 후, 자료 

입력  통계분석은 비  보장을 하여 본 연구자가 

직  실시하 고 수집된 자료는 철 한 보안 하에 보

, 분석되었다.

III. 결 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임상적 특성

상자의 평균연령은 74.5세 고, 남자가 74.5%, 70

가 57.3%로 가장 많았다. 교육수 은 고졸이하가 

85.5%, 무직이 55.9%, 종교가 있는 경우는 62.1% 다. 

기혼자가 74.5%, 월수입은 100만원 미만이 80.0% 고, 

상자의 71.7%는 정상체  범 다[표 1]. 

항목 구분 n(%) Mean±SD
연령 60대 35(24.1) 74.57±5.88

70대 83(57.3)

80대 이상 27(18.6)

성별 남 108(74.5)

여 37(25.5)

교육 고졸 이하 124(85.5)

대졸 이상 21(14.5)

직업 유 64(44.1)

무 81(55.9)

종교 유 90(62.1)

무 55(37.9)

결혼상태 기혼 108(74.5)

이혼, 사별, 미혼 37(25.5)

월수입
(만원)

100만원 미만 116(80.0)

100만원 이상 29(20.0)

비만도 18.5이하 저체중 21(14.5)

18.5-24.9 정상 104(71.7)

25-29.9 과체중 20(13.8)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45)

항목 구분 n(%)

연구대상자 유형
입원 56(38.6)

외래 89(61.4)

입원경험
유 78(53.8)

무 67(46.2)

산소사용
유 34(23.4)

무 111(76.6)

동반질환
유 120(82.8)

무 25(17.2)

당뇨
유 21(14.5)

무 124(85.5)

고혈압
유 38(26.2)

무 107(73.8)

결핵
유 2(1.4)

무 143(98.6)

주관적 호흡곤란 
정도(mMRC)

< 3단계 46(31.7)

≥3단계 99(68.3)

GOLD
(n=122)

GOLD1 9(7.4)

GOLD2 63(51.6)

GOLD3 48(39.3)

GOLD4 2(1.7)

†약물
사용

흡입형 기관지 확장제 89(46.8)

항생제 치료 28(14.7)

경구 스테로이드 15(7.9)

흡입형 스테로이드 58(30.5)

†중복문항; GOLD=Global initiative for chronic Obstructive Lung 
Disease; mMRC=modified Medical Research Council dyspnea 
scale

표 2. 대상자의 임상적 특성                   (N=145)

상자의 61.4%는 외래환자 으며, 입원경험은 53.8%, 

산소흡입을 하지 않는 비율이 76.6% 다. 동반질환이 

있는 경우가 120명(82.8%)으로 부분의 상자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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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분 n(%)

질병 련 지식 질병태도 삶의 질

Mean±SD
t or F(p) 
Scheffe

Mean±SD
t or F(p) 
Scheffe

Mean±SD
t or F(p)
Scheffe

연령 60대 35(24.1) 28.71±11.65
2.452
(.090)

83.94±16.33
.816
(.444)

40.74±20.46 6.861
(<.001)
a<c

70대 83(57.3) 25.30±9.80 84.11±19.32 49.97±23.72

80대 이상 27(18.6) 23.30±7.86 78.85±21.71 62.04±20.73

성별 남 108(74.5) 26.09±10.06 .696
(.488)

83.10±19.00 .013
(.990)

49.39±22.49 -.523
(.602)여 37(25.5) 24.76±10.13 83.05±19.66 51.73±25.92

교육 고졸 이하 124(85.5) 24.89±9.62 -2.562
(.011)

84.15±19.02 1.639
(.103)

51.46±23.12 1.861
(.065)대졸 이상 21(14.5) 30.86±11.29 76.81±18.76 41.30±23.25

직업 유 64(44.1) 26.30±9.19 .579
(.564)

85.77±18.11 1.915
(.057)

46.84±21.65 -1.845
(.067)무 81(55.9) 25.32±10.74 79.70±19.90 53.98±24.92

종교 유 90(62.1) 25.56±10.09 -.299
(.765)

82.20±19.74 -.716
(.475)

52.14±24.34 1.427
(.156)무 55(37.9) 26.07±10.10 84.55±18.07 46.46±21.34

결혼상태 기혼 108(74.5) 26.29±10.20 1.095
(.275)

83.31±19.06 .232
(.817)

46.88±22.30 -2.809
(.006)이혼, 사별, 미혼 37(25.5) 24.19±9.60 82.46±19.46 59.08±24.22

월수입
(만원)

100만원 미만 116(80.0) 24.21±9.26 -3.873
(<.001)

84.72±19.47 2.085
(.039)

53.85±22.42 4.213
(<.001)100만원 이상 29(20.0) 31.93±10.92 76.55±16.21 34.53±20.69

비만도 18.5이하 저체중 21(14.5) 25.76±10.96
.024
(.977)

77.90±18.16
2.066
(.130)

55.10±23.25
1.457
(.236)

18.5-24.9 정상 104(71.7) 25.66±10.06 82.84±18.65 47.92±22.54

25-29.9 과체중 20(13.8) 26.20±9.61 89.85±21.29 55.39±26.85

표 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질병관련 지식, 질병태도, 삶의 질                                        (N=145)

반질환이 있었으며, 고 압 38명(26.2%), 당뇨 21명

(14.5%), 결핵 2명(1.4%)순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립선 비 증, 골다공증, 염, 염, 백내장 등이 있었

다. 주  호흡곤란 정도(modified Medical Research 

Council dyspnea scale, mMRC)는 3단계 이상이 68.3%

이었다. GOLD(Global initiative for chronic Obstructive 

Lung Disease)기 은 GOLD1(FEV1≥80% predicted), 

GOLD2(50%≤ FEV1〈 80% predicted) GOLD3(30%≤

FEV1〈 50% predicted), GOLD4(FEV1〈 30% 

predicted)으로 구분되어지는데, 상자 145명  23명

의 환자의 FEV1의 정보를 알 수 있는 폐기능 검사 데이

터가 불충분하여 122명 상자로만 분석하 다. 

GOLD2 51.6%, GOLD3 39.3%가 가장 많았고, 약물사

용은 흡입형 기 지 확장제가 46.8%로 사용비율이 가

장 높았다[표 2].

2. 대상자의 질병관련 지식, 질병태도, 삶의 질 정도

질병 련 지식 수의 평균은 25.75±10.06이며, 총 13

개의 하부 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자의 질병태

도에 한 수의 평균은 83.09 ±19.10이며, 총 9개의 

하 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건강 련 삶의 질 수

의 평균은 49.99 ±23.34이며, 총 3개의 하 역으로 

구성되었고, 각각의 평균은 활동력 역 65.67 ±28.66, 

증상 역 55.48 ±19.42, 향력 역 39.32 ±25.58순

으로 나타났다[표 3].

도구 하 역　 Mean±SD
질병관련지식 13개 25.75±10.06

질병태도  9개 83.09±19.10

삶의 질 3개

증상 55.48±19.42

활동력 65.67±28.66

영향력 39.32±25.58

총점 49.99±23.34

표 3. 대상자의 질병관련 지식, 질병태도, 삶의 질

(N=145)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질병관련 지식, 

질병태도, 삶의 질

질병 련 지식은 상자의 교육과 월수입에 따라 통

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교육정도는 졸이상

인 집단이 30.86 ±11.29으로 고졸이하 집단 24.89

±9.62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t=-2.562, p=.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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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분
(n)

질병 련 지식 질병태도 삶의 질

Mean±SD t or F(p) Mean±SD t or F(p) Mean±SD t or F(p)

연구대상자 유형
입원(56) 25.14±13.13 -.419

(.676)

80.55±19.98 -1.271
(.206)

56.08±16.01 4.292
(<.001)외래(89) 26.04±12.27 84.69±18.45 44.84±14.84

입원경험
유(78) 25.37±8.84 -.480

(.632)

81.90±17.53 -.810
(.419)

56.68±24.12 3.905
(<.001)무(67) 26.19±11.37 84.48±20.82 42.20±19.87

산소사용
유(34) 27.15±8.76 .924

(.357)

80.53±19.03 -.893
(.373)

61.16±23.68 3.299
(<.001)무(111) 25.32±10.43 83.87±19.13 46.57±22.24

동반질환
유(120) 25.29±9.91 -1.208

(.229)

82.47±19.46 -.860
(.391)

51.75±23.93 2.013
(.046)무(25) 27.96±10.70 86.08±17.30 41.53±18.41

당뇨
유(21) 21.90±13.09 -1.501

(.136)

82.62±21.96 -.122
(.903)

49.43±19.10 .074
(.941)무(124) 26.34±12.42 83.17±18.66 49.15±15.82

고혈압
유(38) 29.00±11.21 1.902

(.059)

86.32±22.92 1.070
(.290)

51.97±17.60 1.232
(.220)무(107) 24.52±12.86 81.94±17.52 48.20±15.73

결핵
유(2) 23.00±1.41 -.304

(.761)

61.50±13.43 -1.619
(.108)

42.00±8.48 -.628
(.531)무(143) 25.73±12.65 83.39±19.02 49.29±16.34

주관적 호흡곤란 정도
(mMRC)

< 3단계(46) 29.52±11.24 2.925
(.005)

77.48±16.42 -2.453
(.015)

31.86±14.35 -8.698
(<.001)≥3단계(99) 24.00±9.00 85.70±19.76 58.42±21.90

GOLD(n=122)

GOLD1(9) 25.11±11.49

.984
(.403)

89.00±25.10

1.271
(.288)

 59.65±23.80

2.385
(.073)

GOLD2(63) 26.70±9.88 80.57±16.11  46.10±22.67

GOLD3(48) 24.50±9.46 86.73±20.28  56.46±22.05

GOLD4(2) 34.50±13.44 84.00±8.49  46.58±31.39

†약물
사용

흡입형 기관지 
확장제

유(89) 27.18±9.89 2.182
(.031)

81.15±19.55 -1.552
(.123)

51.40±23.98 .917
(.361)무(56) 23.48±10.00 86.18±18.09 47.75±22.30

항생제 치료
유(28) 29.21±9.35 2.049

(.042)

80.29±19.15 -.864
(.389)

53.66±26.83 .925
(.357)무(117) 24.90±10.09 83.76±19.11 49.11±22.46

경구 스테로이드 
유(15) 25.27±11.50 -.197

(.844)

75.67±21.30 -1.598
(.112)

58.23±27.25 1.449
(.149)무(85) 25.80±9.93 83.95±18.73 49.04±22.77

흡입형 스테로이드
유(58) 26.26±25.41 .494

(.622)

83.19±20.99 .051
(.959)

55.59±24.17 2.396
(.018)무(87) 25.41±10.60 83.02±17.86 46.26±22.13

†중복문항; GOLD=Global initiative for chronic Obstructive Lung Disease; mMRC=modified Medical Research Council dyspnea scale

표 5. 대상자의 임상적 특성에 따른 질병관련 지식, 질병태도, 삶의 질                                       (N=145)

월수입 100만원 이상인 집단이 31.93 ±10.92로 월수입 

100만원 미만인 집단 24.21 ±9.26보다 질병 련 지식

수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t=-3.873, p<.001).

질병태도는 월수입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 월수입 100만원 미만인 집단이 84.72

±19.47로 월수입 100만원 이상인 집단 76.55 ±16.21 보

다 질병태도 수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t=2.085, 

p=.039). 삶의 질은 연령, 결혼상태, 월수입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연령은 60  40.74

±20.46, 70  49.97 ±23.72, 80  이상 62.04 ±20.73으

로 80  이상에서 삶의 질이 가장 낮았고, Scheffe's 

test결과 60 에 비해 80 의 삶의 질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F=6.861, p<.001). 결혼 상태는 이혼, 사별, 미

혼인 경우가 59.08 ±24.22으로, 기혼인 경우 46.88

±22.30에 비해 삶의 질이 유의하게 낮았고(t=-2.809, 

p=.006), 월수입 100만원 미만인 집단 53.85 ±22.42이 

월수입 100만원 이상인 집단 34.53 ±20.69 보다 삶의 

질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t=4.213, p<.001)[표 4].

4. 대상자의 임상적 특성에 따른 질병관련 지식, 

질병태도, 삶의 질

질병 련 지식은 주  호흡곤란 정도(mMRC), 흡

입형 기 지 확장제, 항생제 치료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주  호흡곤란 정도(mMRC)

는 3단계 이상이 24.00 ±9.00으로 3단계 미만이 29.52

±11.24에 비해 질병지식 수가 유의하게 낮게 나타

났다(t=2.925, p=.005). 약물사용은 흡입형 기 지 확장

제를 흡입하는 집단이 27.18 ±9.89으로, 흡입하지 않는 

집단 23.48 ±10.00보다 질병 련 지식이 유의하게 높

게 나타났으며(t=2.182, p=.031), 항생제 치료를 하는 집

단이 29 .21±9.35으로 항생제 치료를 하지 않는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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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0 ±10.09보다 질병 련 지식이 유의하게 높게 나

타났다(t=2.049, p=.042). 

질병태도는 주  호흡곤란 정도(mMRC)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주  호흡곤란 정

도(mMRC)는 3단계 미만이 77.48 ±16.42으로, 3단계 

이상 85.70 ±19.76에 비해 질병태도 수가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t=-2.453, p=.015).

삶의 질은 입원상태, 입원경험, 산소사용, 동반질환, 

주  호흡곤란 정도(mMRC), 흡입형 스테로이드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입원 인 집단

의 평균 수는 56.08±16.01로 외래집단 44.84±14.84보

다 평균 수가 높아 삶의 질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t=4.292, p<.001). 입원경험이 있는 집단의 평균 수는 

56.68 ±24.12으로 입원경험이 없는 집단 42.20 ±19.87

보다 삶의 질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으며(t=3.905, 

p<.001), 산소를 사용하는 집단은 61.16 ±23.68으로 사

용하지 않는 집단 46.57 ±22.24보다 삶의 질이 유의하

게 낮게 나타났다(t=3.299, p<.001). 동반질환이 있는 경

우가 51.75 ±23.93으로 없는 경우 41.53 ±18.41보다 

삶의 질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t=2.013, p=.046). 주

 호흡곤란 정도(mMRC)는 3단계 이상이 58.42

±21.90으로 3단계 미만 37.86 ±14.35에 비해 삶의 질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t=-8.698, p<.001). 흡입형 스

테로이드를 사용하는 집단이 55.59 ±24.17으로, 사용

하지 않는 집단 46.26 ±22.13에 비해 삶의 질이 유의하

게 낮게 나타났다(F=2.396, p=.018)[표 5].

5. 질병관련 지식, 질병태도, 삶의 질의 관계

질병 련 지식과 삶의 질(r=-.438, p<.001), 질병태도

와 삶의 질(r=.279, p=.001)은 통계 으로 유의한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 련 지식수 이 낮

고, 부정 인 질병태도를 가질수록 삶의 질은 낮게 나

타났다[표 6].

　변수
 질병 련 지식 질병태도

r(p) r(p)
질병태도 -.14(.092) 　

삶의 질 -.438(<.001) .279(.001)

표 6. 질병관련 지식, 질병태도, 삶의 질의 관계  (N=145)

IV. 고 찰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만성 진행성 질환으로 질병의 

완치보다는 리의 개념으로 근해야 하는 질병으로 

질병 련 지식, 질병태도, 삶의 질의 수 정도를 악하

여, 이들 간의 계를 알아보고자 하 고, 본 연구결과

를 바탕으로 다음을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질병 련 지식의 평균 수는 동일한 검

사 도구를 이용하여 국내 만성 폐쇄성 폐질환자의 지식

정도를 측정한 Choi, Chung와 Han[24]의 연구에서 나

타난 지식의 평균 수보다는 높게 나타났으나, 국외보

다는 낮게 나타났다[25]. 질병의 치료과정에서 잘못된 

지식은 치료 감소 효과가 발생하며, 증상의 제어 한 

어려워지고[26], 뿐 만 아니라 환자의 지식 정도는 증상 

개선  치료효과를 결정하게 하게 되므로[27], 국내 만

성폐쇄성 폐질환자의 질병 련지식수 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 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요하다. 이

와 련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과 같은 만성질환을 가

지고 있는 취약계층의 건강문제를 개개인의 책임 역

으로 국한시키게 되면 교육, 보건 등 여러 측면에서 건

강불평등을 야기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의체 

심으로 한 건강 리 교육 로그램 지원과 지속 인 

교육연계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질병태도의 평균 수가 높을수록 부정 인 태도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수가 높은 항목은 건강습 , 치

료경험, 염려항목, 근심걱정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질병의 특성상 진행성 질환으로, 

질병의 유병기간이 길수록  악화되고[28], 질병의 

악화와 완화의 반복으로 인한 심리  부담감으로 인한 

결과라 생각된다[12]. 

삶의 질 각각의 하 역 평균은 활동력, 증상, 향

력 순으로 나타났다. 같은 도구 SGRQ를 사용한 국외연

구[29] 결과 삶의 질 평균은 46.36 이며, 각각 하  

역별로 ‘활동력’ 55.69 , ‘증상’ 52.06 , ‘ 향력’ 39.36

 순으로 본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으며, 국내

연구[30] 한 ‘활동력’ 72.3 , ‘증상’ 65.5 , ‘ 향력’ 

53.5  순으로 본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는데 이

것은 호흡곤란, 기침, 객담으로 인해 기본 인 일상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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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한되면서 나타난 결과라고 해석 할 수 있다[31].

질병 련 지식에 차이를 나타낸 변수는 월수입과 주

 호흡곤란 정도(mMRC)이다. 월수입 100만원 이상

인 집단이 월수입 100만원 미만인 집단보다 질병 련 

지식 수가 높게 나타났는데, 경제  수 이 높은 집단

은 건강과 련된 정보에 쉽게 근하며, 이해도와 실

천력이 높으므로 건강에 한 지식수  한 높게 나타

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32]. 만성 폐쇄성 폐질환자는 

질병 리를 한 의료 서비스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경제 으로 취약한 계층은 약물치료, 기 지확장제 흡

입방법, 질병에 한 지식제공과 같은 지역사회에서 제

공하는 간호서비스의 격차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선

행연구가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33]. 주  호흡곤

란 정도(mMRC)가 심할수록 질병 련 지식수 이 낮

게 나타난 것도 이와 연  지어 이해할 수 있다.

질병태도는 월수입 100만원 미만인 집단이 월수입 

100만원 이상인 집단보다 질병태도 수가 높아 질병

에 해 부정 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

득 수 이 낮은 것은 일상생활에서 활용가능한 자원에

의 근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고 경제  압박감으로

[34] 인해 부정 인 태도를 유발 한 것으로 생각된다. 

한 주 인 호흡곤란 정도(mMRC)가 심할수록 질

병에 해 부정 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질병악화와 련된 선행연구에서 주

 호흡곤란 정도(mMRC)가 3단계이상인 환자가 질

병의 악화 험성이 높다고 보고하 는데[31], 이러한 

주 인 호흡곤란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자의 삶에 

반 으로 부정 인 향을 미치게 된다. 이는 호흡곤란

을 포함하는 신체기능의 하로 인하여 부정 인 태도

를 야기 시키고, 특히 환자 본인이 자신의 건강상태에 

해 인식하는 주 인 지표가 부정 인 태도에 직

으로 여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6][35].

본 연구결과 80  이상에서 삶의 질이 가장 낮았고, 

Scheffe's test결과 60 에 비해 80 의 삶의 질이 유의

하게 낮았는데, 만성 폐쇄성 폐질환자 1,621명의 삶의 

질을 분석한 선행연구에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삶의 

질 수 이 하되었다는 연구결과와 유사하다[36]. 이

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가 리 이행율이 낮고, 일상

생활 능력이 감소하며, 이해능력의 부족으로 나타난 결

과라고 생각된다[37]. 선행연구에 따르면, 무배우자 노

인은 유배우자 노인에 비해 건강상태와 경제  수 이 

낮고, 사회참여 활동수 도 낮게 나타났으며[38], 노인

의 활동참여의 수 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

타났다[39]. 이는 상자의 결혼 상태는 이혼, 사별, 미

혼인 경우가, 기혼인 경우에 비해 삶의 질이 낮았다는 

것과, 월수입 100만원 미만인 집단이 월수입 100만원 

이상인 집단보다 삶의 질이 낮게 나온 결과는 이와 같

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으며, 노인 부부가구보다는 

노인 단독가구에서 의료비 지출에 한 부담이 증가한

다는 연구가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40].

동일한 검사 도구를 이용하여 만성 폐쇄성 폐질환자

의 삶의 질을 분석한 선행연구결과에서도 학력, 월수입

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일 되게 보고되고 있다

[36][41]. 한 다른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한 만성 폐쇄

성 폐질환자의 삶의 질 결과에서도 학력이 낮고 월수입

이 낮을수록 삶의 질이 낮아지는 결과를 알 수 있었다

[42].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교육수 에 따른 삶의 질은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 상자 

선정기 이 만 65세 이상인 노인을 상으로 조사하

기 때문에 상자의 교육수 이 비슷하여 생긴 결과라

고 생각된다.

삶의 질에 차이를 보인  다른 요한 변수는 호흡

곤란인데 이는 주  호흡곤란 정도(mMRC)와 산소

사용을 연  지어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산소를 

사용하는 집단이 삶의 질이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자 597명을 상으로 한 연구[43]에서 산

소를 사용하는 집단에서 삶의 질이 낮게 나타나고 사망

률 한 증가한다고 보고한 결과와 유사하다. 비록 선

행연구에서 주  호흡곤란 정도(mMRC)를 조사하지 

않았지만 FEV1(% predicted)의 평균 수가 27.07로 심

한 호흡곤란 환자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 상자의 경

우도 GOLD2(51.6%), GOLD3(39.3%), 주  호흡곤란 

정도(mMRC)3단계 이상 58.42 ±21.90으로 상자의 

호흡곤란정도가 비슷해서 생긴 결과라 생각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 주  호흡곤란 정도(mMRC)가 심할수

록 삶의 질이 낮게 나타났지만, GOLD단계에 따른 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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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객 인 

기류제한 정도가 심하더라도 주  호흡곤란 정도

(mMRC)를 상 으로 덜 호소하고, 객 인 기류제

한 정도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주  호흡곤란 정도

(mMRC)가 심했다는 선행연구결과와 연  지어 해석

할 수 있다[30]. 즉, 호흡곤란과 련된 객 인 수치

보다는 환자 스스로 어느 정도의 호흡곤란도를 느끼는

지가 삶의 질에 더 크게 반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흡입형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그룹에서 오히려 삶

의 질이 낮게 나타났다. 흡입형 스테로이드를 규칙 으

로 사용하게 되면 FEV1 60%미만인 환자의 삶의 질과 

증상이 호 된다는 연구[44]와는 다른 결과를 보 는데 

이는 흡입형 스테로이드의 장기 인 사용과 고용량 약

제를 사용할수록 감염의 험을 증가시키고 폐렴을 유

발시켜 입원률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45][46].

만성 폐쇄성 폐질환자의 질병 련 지식, 질병태도, 삶

의 질 간의 계에 한 연구결과는 질병 련 지식은 

삶의 질에 유의한 상 계(r=-.438, p<.001)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질병 련 지식이 높을수록 삶의 

질 수 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자 

110명을 상으로 지식과 삶의 질의 계에 해 분석

한 선행연구에서 지식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아진다

는 연구 결과를 보고하 는데[47], 이는 한 약물치

료와, 호흡곤란 악화 시 처하는 방법에 한 인지가 

삶의 질을 높인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48]. 질병태도

는 삶의 질에 유의한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279, p=.001). 질병태도의 수가 높을수록 부정 인 

태도를 의미한다. 이 결과는 질병태도가 부정 일수록 

삶의 질 한 낮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상

자의 반 이상(53.8%)이 입원경험이 있고 증환자의 

경우 시행하는 처치인 산소치료의 비율도 체 응답자

의 25%에 달하기 때문에 부정 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

로 해석된다. 따라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한 질병

련 지식의 부족과 부정  태도는 삶의 질을 하시키

는 요한 변수임을 확인하 다.

V. 결 론

본 연구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자를 상으로 질병

련 지식, 질병태도, 삶의 질의 정도와 세 요인간의 계

를 악하기 해 시행되었다. 연구결과 주  호흡곤

란 정도(mMRC)와 월수입은 질병지식, 질병태도, 삶의 

질 모두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질병 련 지식과 삶

의 질, 질병태도와 삶의 질은 유의한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만성 폐쇄성 폐질환자의 질병 련 지식과 질병

태도는 삶의 질과 상 계가 있는 변수이므로, 만성 

폐쇄성 폐질환자의 지식 증진을 한 간호 략과, 질병

에 한 정 인 태도 함양을 한 다학제간 근과 

헬스코칭 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만성 폐쇄성 폐질환자를 상으로 시 의 질

병 련 지식과 질병태도 삶의 질을 측정한 횡단  연구

이므로, 정 인 태도정립을 한 동기부여과 질병에 

한 교육  재제공 후 질병 련 지식과 태도 변화를 

확인하기 한 종단  연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주 인 호흡곤란정도에 을 둔 간호사정

과 소득계층을 심으로 자가간호 향상을 한 헬스

코칭 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만성 폐쇄성 폐질환자의 

질병 련 지식이 낮고, 부정 인 태도를 갖고 있는 

상자에서 삶의 질이 낮게 나타났으며, 질병 련 지식과, 

질병태도, 삶의 질에 공통 으로 향을 미치는 변수는 

주  호흡곤란 정도(mMRC)와 월수입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주 인 호흡곤란 정도에 을 둔 간호사정

과 소득계층을 심으로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한 

교육 로그램 개발과, 로그램 용 후 질병 련 지

식과 태도, 삶의 질의 변화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생각한다.

* 이 논문은 제1 자 방윤이 석사학  논문의 축약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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