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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

만성폐쇄성폐질환(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COPD)

은 오랜 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악화되는 비가역적 질환으로[1] 증

상이 악화되고 그 중증도 증가에 따라 과다 의료비용 지출의 원인

이 될 수 있으므로 만성 질환이 중증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체계

적 노력과 효과적인 관리가 중요하다[2].  

COPD 환자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서는 약물요법과 비약물 요법

을 병행하여[3] 호흡곤란 등의 증상 완화와 일상생활 등 활동성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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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초점을 두어 대상자의 신체적, 사회적 기능수행과 자율성을 

최적화하고 급격한 악화를 예방하여야 한다[1]. 특히, 질환의 중증

도와 대상자가 경험하는 증상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하고 치료 효

과와 대상자 예후의 지속적 감시가 강조되어 왔는데[3], 대상자의 

치료효과와 예후 측정을 위해 다양한 지표들이 사용 되어 왔다. 이 

중 만성적인 기도 폐쇄를 특징으로 하는 질환의 특성 상 COPD의 

중증도 단계를 나누고 치료의 결정과 효과 감시를 위한 주요 지표

로 폐의 기류제한(degree of airflow obstruction)의 정도가 중시되어 

왔는데[4], 폐활량계(spirometry)를 이용한 폐기능 검사결과 중 1초

간 강제 호기량(Forced expiratory volume in 1 second, FEV1) 이 그것

이다[5]. 

그러나 최근 COPD를 기류제한만이 문제인 질환으로 국한하기

보다는 다양한 차원에서 대상자의 상태에 제한을 초래하는 매우 

다양한 증상과 징후를 나타내는 질환으로 인식되고 있다[4,6]. 특히, 

기류제한 정도는 유사하더라도 대상자에 따라서 거의 정상생활을 

유지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매우 제한적인 일상생활을 하는 대상

자도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6], 이는 COPD 환자의 상태를 

좀 더 실제적으로 확인하고 감시하기 위해서는 기류제한 정도를 객

관적으로 나타내는 지표 이외에 대상자의 주관적 호소를 포함하여 

좀 더 포괄적이고 다양한 각도의 사정이 필요함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COPD 환자의 실제 상태를 포괄적으로 사정한다는 맥락에서 주

목받고 있는 것이 환자의 증상 호소 및 질환으로 인한 전반적인 부

담 등을 대상자에게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도구의 적용이다. 즉, 전반

적인 건강상태(health status)의 측정을 위한 Saint George 호흡기 질

문지(St George respiratory questionnaire, SGRQ) [7]와 만성 호흡기 질

환 질문지(Chronic respiratory disease questionnaires, CRQ) [8]등이 

대표적으로 활용되어 온 도구이다. 이 도구들은 질환이 개인의 삶

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함으로써 환자의 전반적 건강상태 사정에 적

절한 도구로[9] 임상 적용의 타당성은 충분히 입증되어 왔으나, 설문

지의 길이가 길고 완성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점수 계산이 복잡

하다는 제한점이 제시되어 왔다[6]. 

최근 기존도구의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시된 도구가 

만성폐쇄성폐질환 평가 검사(COPD Assessment Test, CAT)이다

[6,10]. 이 도구는 대상자의 기침, 가래, 가슴 답답함, 활동 시 숨참, 일

상생활의 제약, 수면 등에 대한 COPD의 영향 정도를 확인하는 내

용들을 포함한 8문항으로 임상에서 환자의 실제 건강상태를 좀 더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도구로 지지되었고[6,9], COPD 환자에서 

CAT 점수와 COPD 악화 및 입원횟수 간 유의한 관계가 확인되어 CAT

로 측정된 점수가 질환의 중증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6].  

이와 같이 CAT는 COPD 환자의 호소와 주관적 건강상태 측정에 

사용되어 온 기존 도구들의 제한점을 보완하면서도 환자의 상태와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유의한 도구라 하겠다. 특히 COPD 환자 관

리에서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하고 최적의 기능적 상태 

유지가 중시됨을 고려할 때, 악화 여부의 확인을 위한 정확하면서

도 정기적인 건강상태 측정이 이루어져야 실제 임상적인 의의가 있

다[9]. 그런데 기존 COPD 환자 상태 측정을 위한 SGRQ [6,7,11]나 

CRQ [8]등의 도구들은 적용과 해석을 위해 비용과 시간 소모가 많

아[6] 정기적 측정에 활용하기에는 제한적이며[9], 특히 지역사회에

서 생활하며 외래 정기검진을 위해 방문한 COPD 환자들에게 진료

시간 내에 적용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더욱 제한이 따른다[5].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COPD 환

자들이 상태 악화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의 위험집단임을 고려할 

때, 상태가 악화되지 않은 지역사회의 안정된 COPD 환자의 상태를 

감시하는 것은 상태가 점차 악화되는 위험집단을 적극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접근이라는 의의가 있다[9].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COPD 환자관리에서 외래 치료를 받고 있는 안정된 COPD 환자의 

감시를 위한 정기적인 건강상태의 측정은 미비한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5,9].

실제로 기존 COPD 환자의 상태를 조사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입

원 환자를 대상으로 1초 강제호기량, 체질량 지수, 운동역량과 같은 

객관적 측정지표와 약물 사용 여부 및 심혈관계 질환 합병 여부, 그

리고 악화로 인한 입원 횟수 등으로 대상자의 상태를 사정하였고

[4], 외래 COPD 환자에게 SGRQ [6]나 CAT [11]로 주관적 건강상태

를 함께 조사한 연구들도 있으나 이 연구들은 대부분 국외 연구이

다. 특히 국내에서 안정된 COPD 환자 대상 CAT를 조사한 연구들

은 대상자가 호소하는 호흡곤란 정도와 CAT와의 유의한 관련성을 

제시한 결과를 통해[12,13] 대상자가 호소하는 증상과 주관적 건강

상태 간의 관계만을 제시하고 있어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건강상

태를 포함한 포괄적 사정을 위한 변수의 근거를 제시하는데 제한

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들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COPD 

환자의 포괄적 상태 사정과 감시를 위한 도구들이 시간과 비용 소

모가 요구되는 제한이 있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 못하였고, 주로 

급성 악화 등으로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상태 악화의 위험

을 사전에 확인하는 예방적 접근이 미비하였던 제한점을 보완하고

자 한다. 이를 위해 기존 도구보다 간단하고 임상에서 용이하게 활

용가능한 도구로 제시된 CAT를 활용하여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안정된 COPD 환자를 대상으로 주관적 건강상태를 측정하되, 

이러한 주관적 지표가 기존에 사용되어 온 객관적 지표인 기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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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도를 나타내는 FEV1와의 관련성을 확인함으로써, 주관적 건

강상태가 안정된 COPD 환자의 실제 객관적인 기능상태 반영 여부

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안정된 COPD 환자 관리 시 악화 위험의 감시와 포괄

적인 대상자 사정에 필수적인 주관적 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측정

하는데 있어 임상에서 실제로 용이하게 적용할 수 있는 도구와 그 

적용의 적절성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

의가 있을 것이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지역사회의 안정된 COPD 환자를 대상으로 주관적 건

강상태를 측정하되 임상에서 실제로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어 정기

적인 측정이 가능한 도구를 적용하고, 기존에 사용되어 온 객관적 

지표인 기류제한과의 관련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역사

회 COPD 환자에서 기능적 상태의 객관적 지표로 제시되어 온 1초

간 강제 호기량과 주관적 건강상태를 조사하고, 이들 변수간의 관

계를 확인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안정된 COPD 환자(이하 대상자)의 일

반적 및 질병관련 특성, 기류제한 정도 및 주관적 건강상태를 확인

한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질병관련 특성, 기류제한정도 

및 주관적 건강상태 차이를 분석한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질병관련 특성, 기류제한정도 및 주

관적 건강상태 간의 관계를 분석한다.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안정된 

COPD 환자에서 현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기류제한 정도 및 주관

적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변수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서술

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해서 일 대학병원 호흡기 내과 외래에서 치료를  받

고 있는 COPD 환자 중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참여에 동의한 자 중 

다음과 같은 선정기준 근거하여 편의 표집하였다. 

즉,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고 일 대학병원 외래에 등록하여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대상자들로 Global Initiative for Chronic Ob-

structive Lung Disease (GOLD)의 진단기준[3]에 따라 FEV1/FVC 

< 70%에 해당하며 최근 6개월 이상 악화(exacerbation)로 인해 입원

한 적 없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있고[12], 최근 3개월 이내 폐기

능 검사 결과 확인이 가능한 경우로 하였다.  제외기준은 설문지 응

답에 제한이 따르는 정신과적 질환, COPD 진단 없이 천식 진단만 

가지고 있는 경우, 그리고 현재 심부전 악화를 경험하고 있는 대상

자[14]이다.

표본 수는 Cohen [15]의 공식에 따라 유의수준 .05, 검정력 08, 그

리고 효과크기는 p 는 modified Medical Research Council (mMRC)  

호흡곤란 점수와 CAT 점수의 상관관계를 제시한 선행연구에[6] 근

거하여 0.32로 하였을 때 74명이 산출되었고, 탈락율을 고려하여 86

명을 표집하여 이 중 응답이 불완전한 8명을 제외하고 총 78명이 최

종 분석대상에 포함되었다.     

3.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일반적 특성 

연령, 성별, 교육정도, 결혼상태, 경제상태 및 직업을 본 연구자가 

작성한 6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2) 질병관련 특성 

질병관련 특성은 선행연구에서 COPD 환자의 포괄적 사정을 위

해 대상자의 현재 질병상태와 관련하여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는 

지표로 제시된 변수들[4,16], 즉 질병력 중 유병기간, 심혈관계 질환 

합병여부, 심리사회력 중 흡연상태, 그리고 현재 증상과 징후 관련 

변수 중 호흡곤란, 말초동맥 산소포화도 및 체질량 지수를 포함하

였다 

유병기간은 대상자가 최초 COPD 진단을 받은 시점과 자료수집 

시점간의 년수로 계산하였으며, 심혈관계 질환 합병증 유무는 

COPD 환자에게 대상자의 건강상태 및 예후와의 관련성이 높은 빈

발하는 동반질환으로 제시되어 온 고혈압과 심장질환[4] 여부를 포

함하였으며 이상의 내용은 의무기록 검토를 통해 확인하였다. 그리

고 흡연상태는 흡연한적 없음, 금연, 그리고 현재 흡연 여부에 대해 

대상자에게 자가보고하도록 하였다.  

호흡곤란은 American Thoracic Society [17]에서 제시한 mMRC 호

흡곤란 도구로 측정하였는데, 도구의 내용은 호흡곤란 정도를 격

렬한 운동을 할 때만 숨이 찬 0단계,  빨리 걸을 때 숨이 찬 1단계며, 

숨이 차기 때문에 동년배보다 늦게 걷거나 혼자 걷더라도 중간에 

멈추고 숨을 쉬어야 하는 2단계, 100M 정도 걷거나 평지에서 수분

정도 걸어도 숨이 찬 경우인 3단계,  그리고 일상에서 조금만 움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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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숨이 찬 4단계로 구분한다.  이 도구는 국내에서도 호흡기계 질

환 환자를 대상으로 널리 사용되어 온 도구이다[12].  

말초 동맥 산소포화도(SaO2)는 말초 동맥 산소포화도(SaO2)는 

NONIN Oximeter-Finger Onyx 9500 (Nonin Medical Inc, Plymouth, 

Minnesota, USA)을 이용하여 왼손  검지 손가락에서 측정한 값을 

사용하였으며, 체질량 지수는 가볍게 착의한 상태로 측정한 체중

과 키를 이용하여 공식에 의하여 계산한 값을 사용하였다.

3) 기류제한 정도 

대상자의 기류제한 정도는 폐활량계를 사용하여 측정된 1초 강

제 호기량 (FEV1)을 사용하되,  COPD 환자에서 폐활량계를 이용한 

폐기능 검사는 최근 3개월 이내의 결과가 있을 경우 이를 수용가능

하다는 선행문헌에 근거[18], 의무기록 검토를 통해 최근 3개월 이내 

시행된 폐기능 검사에서 확인된 값을 사용하였다.  확인된 값은 

GOLD stage 기준[3]에 따라 FEV1이 > = 80% normal은 stage I, 50-79% 

normal은 stage II, 30-49% normal은 stage III, 그리고 < 30% normal은 

stage IV로 구분하였다.

 

4) 건강상태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만성폐쇄성폐질환 평

가검사(CAT)를 사용하였다[19]. 이 도구는 COPD 환자의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과 일상생활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8문항 5점 척도의 자

가보고 도구로,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을 의미한

다. 문항의 내용은 기침의 심각도, 가래, 가슴 압박감, 가정 내 활동 

시 제한, 사회적 제한, 수면 및 에너지 제한 등에 어느 정도 제약을 

느끼는지를 묻는 것으로, 10점 미만인 경우 증상으로 인한 부담이 

낮은(lower symptom burden) 안정된 상태, 10점 이상인 경우 증상으

로 인한 부담이 높은 것(higher symptom burden)으로 구분할 수 있

다[6,10].도구의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는 .88이

었고, 국내 COPD 환자 대상의 도구 타당화 연구에서는[20] Cron-

bach’s alpha는 .87,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85이었다.  

4.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대상자 선정을 위해 해당 대학병원 호흡기 내과 전문

의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한 후 대상자 

선정기준에 맞는 환자를 확인하여 해당 환자의 외래 내원 일에 환

자들에게 연구보조원이 연구의 목적과 진행과정을 설명한 후 연구 

참여에 동의하는 사람과 사전에 일정을 정하였다.  

협의된 자료수집일에 자료수집에 앞서 대상자에게 참여 동의서

에 서명하도록 한 후, 자료수집을 시작하였다.  자료수집 시, 일반적 

특성과 건강상태는 연구보조원이 면담을 통해 대상자가 자가보고

한 내용을 설문지에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상자가 원할 

경우 자가 보고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생리적 지표와 신체적 지표 

중, 페기능 상태는 의무기록에서 최근 3개월 이내의 검사결과를 확

인하였으며, 나머지 지표들은 신체계측 및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측정을 시행하였다.      

 5.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PASW statistics 20.0 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

석하였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질병관련 특성, 기류제한 정도 그리고 

주관적 건강상태는 기술적 통계로 분석하였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기류제한 정도와 주관적 건강

상태의 차이는 2 sample t-test, chi-square test, 그리고 one way 

ANOVA와 사후검증을 위한 Scheffe test를 이용하였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질병관련 특성, 기류제한 정도 및 주관

적 건강상태 간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으로 분석하였다.

6.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자료수집 앞서 연구자가 소속된 대학의 연구윤리 심

의 위원회의 승인을 거쳤으며(IRB 2015-51-0487) 협의된 자료수집일

에 자료수집 시작에 앞서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 참여여부 선택

권 및 비밀 보장권 등 참여자 권리의 보호에 대해 먼저 설명하고, 연

구 참여에 동의하는 대상자들은 참여 동의서에 서명하도록 한 후 

자료수집을 시작하였다.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특성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69.71± 8.91세로 남성이 67명(86.3%)이었으

며, 62명(80.0%) 이상이 기혼상태 및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었

고 50명(64.8%)의 대상자가 경제상태 중 이상, 49명(63.0%)이 직업이 

없었다. 

질병관련 특성 중 유병기간은 평균 11.62 ± 11.32년으로 대상자의 

46명(58.9%)이 진단받은 지 10년 이내였다. 심혈관 동반질환은 고혈

압과 심장질환이 있는 대상자가 각각 23명(29.0%), 15명(19.0%)였으

며, 16명(20.5.%)가 흡연한 적이 없고, 58명(74.0%)가 흡연한 적이 있으

나 현재 금연상태라고 응답하였다.

한편 호흡곤란 정도를 나타내는 mMRC는 빨리 걸을 때 숨이 찬 

1단계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34명(45.2%)이었으며, 숨이 차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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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년배보다 늦게 걷거나 혼자서 걷더라도 중간에 멈추고 숨을 쉬어

야 하는 2단계가 24명(30.1%), 100 M 정도 걷거나 평지에서 수분정도 

걸어도 숨이 찬 경우인 3단계가 20명(24.6%)였고,  말초 동맥 산소포

화도는 평균 95.08± 3.51%이었다. 체질량 지수는 평균 22.80 ± 3.64로 

10명(12.3%)이 BMI 19미만인 저체중이었고, 32명(41.1%)이 19이상 

22.9이하의 정상체중 범주에 속하였다(Table 1).   

2. 대상자의 기류제한 정도와 주관적 건강상태

기류제한 정도는 폐기능 검사결과 중 FEV1는 평균  55.11± 14.48%,  

FEV1/FVC는 47.90 ± 13.50%로, GOLD stage로 구분한 결과, 대상자 

중 50명(64.4%)과 18명(35.6%)이 각각 FEV1 50-79% normal인 stage II, 

FEV1 30-49% normal인 stage III에 해당하였다.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CAT점수는 평균 17.73 ± 7.58점이

었으며 각 문항별 점수를 살펴본 결과, ‘나는 언덕이나 계단을 오를 

때 아주 숨이 차다’가 3.91± 1.13점으로 가장 점수가 높았고, ‘나는 전

혀 기운이 없다’와 ‘나는 가슴에 가래가 가득 차 있다’가 각각 2.86 ±

1.13점과 2.30 ± 1.68점으로 그 다음 순이었다. 가장 점수가 낮은 문항

은 ‘폐질환으로 인하여 외출하는데 전혀 자신이 없다’로 1.22 ± 1.42

점이었다. 또한  증상으로 인한 부담인 낮은(low symptom burden) 상

태 평가의 절단점인 10점 미만[10]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13명(17.0%)

이었고, 증상으로 인한 부담이 높은 상태인 10점 이상인 대상자는 

65 (83.0%)이었다(Table 2). 

Table 1. Genernal and Disease related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 78)  

Variables n (%) Mean ± SD

General 
 characteristics

Age (year) 69.71 ± 8.91

Sex 
Men 67 (86.3)
Women 11 (13.7)

Education 
≤ High school 67 (85.9)
≥ College 11 (14.1)

Marital status 
Married 75 (95.9)
Single 3 ( 4.1)

Economic Status 
Low 28 (35.2)
Middle 48 (62.0)
High 2 ( 2.8)

Occupation 
None 49 (63.0)
Labor 17 (21.9)
Office worker 1 ( 1.4)
Others 11 (13.8)

Disease related 
 characteristics

Duration of the 
 disease (year)

11.62 ± 11.32

< 10 46 (58.9)
11-19.9 14 (17.7)
≥ 20 18 (23.4)

Cardiovascular 
 comorbidities

Hypertension 23 (29.0)
Heart problems 15 (19.0)
None 40 (52.0)

Smoking 
Never 16 (20.5)
Exsmoker 58 (74.0)
Current smoker 4 ( 5.5)

mMRC dyspnea 
1 34 (45.2)
2 24 (30.1)
3 20 (24.6)

SaO2 95.08 ± 3.51
Body mass index (kg/m2) 22.80 ± 3.64

< 19 10 (12.3)
19-22.9 32 (41.1)
23-24. 9 23 (29.4)
≥ 25 13 (18.2)

mMRC = modified Medical Research Council; SaO2 = O2 Saturation. 

Table 2. Airflow Obstruction and COPD Assessment Test Scores of Par-
ticipants  (N = 78) 

Variables n (%) Mean ± SD

Airflow obstruction 
FEV1 (%) 60.58 ± 14.48
FEV1/FVC (%) 51.66 ± 13.50
GOLD stages 

Stage II (50-79% of normal FEV1) 50 (64.4)
Stage III (30-49% of normal FEV1) 18 (35.6)

COPD Assessment Test (CAT)*
Total (Range 0-40) 17.73 ± 7.58
Individual items (Range 0-5)

When I walk up a hill or one flight of stairs I 
 am very breathless

3.91 ± 1.13

I have no energy at all 2.86 ± 1.31
My chest is full of phlegm (mucus) 2.30 ± 1.68
I cough all the time 2.03 ± 1.78
My chest feels very tight 1.92 ± 1.56
I don’t sleep soundly because of my lung 
 condition

1.66 ± 1.41

I am very limited doing activities at home 1.63 ± 1.43
I am not at all confident leaving my home 
 because of my lung condition 

1.22 ± 1.42

Proportions of patients with lower or higher 
 symptom burden

Lower symptom burden ( < 10) 13 (17.0)
Higher symptom burden ( ≥ 10) 65 (83.0)

FEV = Forced Expiratory Volume; FVC = Forced Vital Capacity; GOLD = Global 
Initiative for Chronic Obstructive Lung Disease; COPD =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Higher scores show worse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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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기류제한 정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기류제한 정도를 나타내는 FEV1

을 비교한 결과, 남자에서 평균 62.36 ± 21.40%, 여자가 평균 54.50 ±

30.62%로 남자가 기류제한이 덜 하였으나 이러한 일반적 특성에 따

른 FEV1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질병관련 특성에 따라서는 심혈관 질환 중 고혈압이 있는 대상

자에서 FEV1은 평균 73.00 ± 16.06%,로 가장 높았고, 심장질환이 있

는 대상자와 심장질환이 없는 대상자에서 각각 평균 60.75 ± 28.96%, 

59.26 ± 23.31%의 순이었으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한편 mMRC 호흡곤란 1단계인 대상자에서 FEV1은 68.08 ±

20.31%로, 2단계와 3단계인 대상자에서 각각 63.56 ± 19.02%, 63.43 ±

23.46%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아(F =3.663, p = .035), 호흡곤

란의 정도가 낮은 대상자들에서 기류제한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Table 3). 

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주관적 건강상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관적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CAT 

평균 점수는, 남자 17.47± 7.31점, 여자는 19.40 ± 9.35점으로 여자에서 

높았고,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 대상자에서 18.13 ± 7.46점, 기혼

인 경우 17.83 ± 7.69점, 경제상태 하인 대상자에서 19.33 ± 15.38점, 무

직인 경우 18.44 ± 7.44점으로 더 높았으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았다. 

한편 심혈관계 합병증 유무에 따라서는 심장질환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들에서 CAT 평균 점수가 20.65 ± 9.36점으로 가장 높았고, 고

혈압을 가지고 있는 경우 19.88 ± 5.25점, 그리고 심혈관계 합병증이 

없는 대상자들에서 17.39 ± 7.75점 순이었으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흡연여부에 따라서는 현재 흡연 하고 있는 대상자들의 CAT 평균

점수가 20.33 ± 7.76점으로 가장 높았고, 흡연을 하다가 끊은 대상자

들이 17.24 ± 7.55점, 흡연경험이 없는 대상자들이 14.50 ± 6.25점 순이

Table 3. Comparison of Airflow Obstruction and CAT by the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 = 78) 

Variables
FEV1 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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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x 
   Men 62.36 ± 21.40 17.47 ± 7.31
   Women 54.50 ± 30.62 1.015 (.314) 19.40 ± 9.35 -0.746 (.458)
Education 
   ≤ High school 61.72 ± 22.80 18.13 ± 7.46
   ≥ College 63.63 ± 22.26 -0.245 (.087) 16.60 ± 8.78 -0.587 (.559)
Marital status 
   Married 61.73 ± 22.36 17.83 ± 7.69
   Single 51.00 ± 35.68 0.797 (.428) 15.67 ± 4.51 0.480 (.632)
Economic Status 
   Low 66.20 ± 23.07 19.33 ± 6.38
   Middle 59.96 ± 22.90 0.723 (.489) 17.23 ± 8.70 0.653 (.524)
   High 54.00 ±  4.24 16.00 ± 1.00
Occupation 
   None 59.83 ± 25.23 18.44 ± 7.44
   Office worker 63.33 ± 20.51 0.251 (.779) 17.17 ± 7.14
   Others 63.90 ± 17.84 16.38 ± 8.12 0.542 (.584)
Cardiovascular comorbidities
   Hypertension 73.00 ± 16.06 19.88 ± 5.25
   Heart problems 60.75 ± 28.96 1.236 (.303) 20.65 ± 9.36 1.149 (.245)
   None 59.26 ± 23.31 17.39 ± 7.75
Smoking 
   Never 59.75 ± 21.04 14.50 ± 6.25
   Exsmoker 63.97 ± 22.98 1.640 (.201) 17.24 ± 7.55 1.370 (.261)
   Current smoker 52.06 ± 21.04 20.33 ± 7.76
mMRC dyspnea
   1a 68.08 ± 20.31 3.663 (.035) 16.48 ± 6.48 6.804 (.002)
   2b 63.56 ± 19.02 a >  b, c† 16.06 ± 5.74 c >  a, b†

   3c 63.43 ± 23.46 23.85 ± 8.18

mMRC = modified Medical Research Council; FEV = Forced Expiratory Volume; CAT = COPD Assesment Test.      
†Scheff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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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mMRC 호흡곤란 3단계인 대상자에서 CAT 점수가 23.85 ±

8.18점이었는데, 이는 호흡곤란 정도 1단계와 2단계인 대상자에서 

각각 16.48± 6.48점과 16.06 ± 5.74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

아(F = 6.804, p = .002), 호흡곤란 정도가 높은 대상자에서 전반적인 

건강상태가 나쁨을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3).  

5. 기류제한 정도, 주관적 건강상태와 대상자 특성 변수 간의 관계

대상자의 기류제한 정도와 주관적 건강상태, 그리고 일반적 특

성 중 나이와 질병관련 특성 중 유병기간,  말초 동맥 산소포화도 및 

체질량 지수와의 관계를 Pearson 상관관계로 분석한 결과, 기류제

한 정도 FEV1과 주관적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CAT 점수(r= -.342, 

p = .009)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FEV1는 나이(r=  

-.404, p = .002)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체질량 지수(r = .352, 

p = .006)와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CAT 점수는 말초

동맥 산소포화도(r= -.399, p = .002)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

냈다(Table 4).

  

논  의

본 연구는 안정된 COPD 환자들을 대상으로 질환의 중증도의 

객관적 지표인 기류제한의 정도를 나타내는 FEV1을 포함하여 환자

의 질병관련 특성들과 함께 환자가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건강상태

를 조사한 후, 이 변수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에 

널리 활용되어 온 객관적 지표와 함께 대상자의 자가 보고를 포함

하여 대상자의 상태를 조사함으로써 COPD 환자의 증상호소와 질

환의 심각성 등 매우 다양한 임상양상의[6] 포괄적 사정과 감시를 

위한 접근을 시도하였다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특히 지역사

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안정된 상태의 COPD 환자를 대상으로 기류

제한 정도와  주관적 건강상태를 조사하는 것은 환자의 현재 질환 

정도를 사정함으로써 질환의 진행 및 합병증 발생과 악화의 예방, 

그리고 폐기능을 최대한 유지하는 COPD 환자 관리의 전반적 목표

[5]에 부합하는 관점에서의 접근이라 하겠다.

본 연구의 대상자들에서 심혈관계 동반질환 중 고혈압과 심장질

환 환자의 비율이 각각 29.0%와 19.0%로 나타났는데, 선행 연구에서 

지역사회 COPD 환자의 46.7%가 고혈압, 그리고 11.9%가 심장질환

을 가지고 있었던 것에 비해[21] 그 비율은 다소 낮으나, 안정된 

COPD 환자에서 심혈관계 질환의 동반 비율을 확인할 수 있으며 

COPD 환자에서의 심혈관계 질환 및 뇌졸중 발생 위험의 증가를 제

시한 문헌에 근거할 때 주목이 필요하다[4]. 즉, COPD 질환의 특성 

상 급성악화를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는데, 급성악화 발생시 스테

로이드나 항생제의 반복적 투약하게 되고, 특히 전신 염증 인자인 

fibrinogen과 IL-2 등의 증가로 혈전 생성 및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이 

상승한다[22]. 이러한 위험성은 COPD 급성악화 환자 대상 후향적 

조사에서 심근경색 발생 위험은 2.27배(95% CI, 1.1-4.7; p = .030), 뇌

졸중 발생 위험은 1.26배 (95% CI, 1.0-1.6; p = .050) 증가하였다는 보

고[23]에서도 지지되고 있는 바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안정

된 COPD 환자에서 심혈관계 질환의 발견과 관리에 대한 관심이 필

요하다 하겠다.  

본 연구 대상자들의 체질량 지수는 평균 22.80 ± 3.64로, 이는 국

내 지역사회 COPD 환자 대상 선행연구에서 참여 대상자들의 체질

량 지수가 21.31± 3.21과 유사하며[24], FEV1는 평균 60.58± 14.48%로,   

지역사회 COPD 환자 대상의 국내 선행연구에서 FEV1이 51.60 ±

13.60% [14]와 52.10 ± 19.17% [24]로 나타난 결과보다는 높았다. 또한 

본 연구 대상자의 64.4%가 GOLD의 stage II (FEV1 50-79% normal), 

35.6%가 stage III (FEV1 30-49% normal)로 stage II 대상자의 비율이 

높아, 지역사회 COPD 환자 대상의 국내 선행연구에서[16] 대상자의 

52.4%와 47.6%가 각각 GOLD stage II & III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

였다.  이러한 결과는 GOLD 권고안에서[3] FEV1 50% 미만인 경우 악

화 위험이 높은 것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COPD 환자 중 stage III에 해당하는 환자들은 악화

위험이 높은 집단이라 할 수 있으므로 지역사회 COPD 환자 중 위

험집단의 존재와 이들에 대한 관심과 전반적 관리의 필요성을 환기

하는 결과라 사료된다.

한편, 건강상태 측정 도구인 CAT 점수는 평균 17.73점으로, 

GOLD [3]에서 제시한 낮은 증상 부담(low symptom burden)의 기준

인 평균 10점 미만보다 높았는데, 이는 국내 지역사회 COPD 환자를 

대상의 선행연구에서 CAT 점수가 평균 14.80 ± 7.30점으로[13] 

GOLD에서 제시한 기준보다 높았던 결과와도 유사하다. 또한 호흡

기 증상으로 인한 부담이 높은 상태를 나타내는 10점 이상에 해당

하는 대상자는 전체 85.0%인 65명으로 이는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Table 4. Correlations among FEV1, CAT, and General and Disease relat-
ed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FEV1 CAT

r (p) r (p)

FEV1 1 -.342 (.009)
Age -.404 (.002) -.070 (.600)
Duration of the disease -.222 (.092) -.229 (.084)
SaO2 .226 (.085) -.399 (.002)
Body mass index .352 (.006) -.123 (.357)

FEV = Forced Expiratory Volume; CAT = COPD assesment test; SaO2 = O2 Sat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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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증상부담이 높은 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

으나, Lee 등 [13]이 우리나라 지역사회 COPD 환자에서 증상부담 구

분을 위한 CAT 절단점은 18점으로 제시하였음을 고려할 때, 추후 

연구를 통해 국내 지역사회 COPD 환자의 증상부담 구분 기준에 

대한 규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기류제한 정도와 주관적 건강상태의 관계

는, mMRC 호흡곤란의 단계가 높은 대상자에서 그렇지 않은 대상

자보다 FEV1이 유의하게 낮고 CAT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호

흡곤란의 정도가 심한 대상자에서 폐의 기류제한 정도도 심각함

을 의미하는 결과로 mMRC와 폐기능과의 관련성을 제시한 선행문

헌 결과와 일치한다[4].

또한, mMRC 호흡곤란 단계가 높을수록 CAT로 측정한 주관적 건

강상태도 나빴는데, mMRC와 CAT의 유의한 관련성은 국외[11,25] 

및 국내 연구[12,13]에서도 이미 지지된 결과로 개정된 GOLD [3]에서

도[3] COPD 환자 증상의 중증도를 mMRC 2단계 이상, 또는 CAT 10

점 이상을 높은 증상 부담(high symptom burden) 범주로 구분하는 

기준을 권고하고 있어 두 가지 모두  COPD 환자 사정에 의의있는 

방법이라 하겠다. 그러나, mMRC는 대상자가 경험하는 호흡곤란 

증상만을 측정하는 반면, CAT는 기침, 객담, 에너지, 가정에서의 활

동, 외출 및 수면 등도 측정할 수 있어[10] 환자들이 호흡곤란 이외

에 경험하는 증상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환자 관리 시 초점을 두어

야 할 증상을 확인하여 이에 대한  개별화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

므로[6] 임상에서의 유용성이 mMRC와 차별화 된다고 하겠다. 실

제로 본 연구에서 CAT의 각 문항별 점수를 살펴보면 ‘나는 언덕이

나 계단을 오를 때 아주 숨이 차다’ ‘나는 전혀 기운이 없다’와 ‘나는 

가슴에 가래가 가득 차 있다’의 순으로 점수가 높아 대상자들이 호

흡곤란 이외에 에너지 부족과 객담에 대한 증상 부담이 높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외래 내원 또는 입원 환자들에게 CAT를 적

용하여 전체 점수 외에 문항별 점수 결과를 통해 대상자가 주로 경

험하는 증상을 확인한다면 대상자가 현재 경험하는 증상에 맞는 

관리에 필요한 근거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CAT와 FEV1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본 연구의 결과

는 CAT 도구 타당화를 위한 선행 국외 연구들에서 두 변수가 r=  

-0.23~-0.56의 상관계수를 보인 결과와 일치하며[6], 이러한 결과는 

안정된 COPD 환자에서 주관적 건강상태가 객관적 기능상태도 어

느 정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며, CAT를 활용한 주관적 

건강상태 측정의 적절성을 지지하는 결과라 하겠다. 

기류제한을 나타내는 FEV1은 나이가 어리고 체질량 지수가 높을

수록 기류제한이 덜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지역사회 안정된 

COPD 환자를 대상으로 한 국내연구에서 체질량 지수 감소에 따라 

FEV1도 유의하게 감소를 보인 결과(r= .42, p = .002)와 일부 일치한다

[24]. 이러한 결과는 COPD 질환이 진행되어 기도폐쇄가 심할수록 

체질량 지수의 감소도 가속화되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으나, 체

질량 지수가 낮을수록 FEV1 값이 낮게 측정될 가능성이 있어 해석

에 주의를 요하며[24], 정확한 규명을 위해서는 폐기능 변화와 체질

량 지수 변화를 함께 관찰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주관적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CAT 점수와 말초동맥 산소포화도

와의 관계는  말초 동맥 산소포화도가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

도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문헌에서[26] 말초 동

맥 산소포화도가 COPD 환자의 급성 호흡부전과 악화뿐만 아니라 

지속적 추후관리 시에 유용한 지표라는 제시를 일부 지지하는 결

과이다. 또한 동맥혈의 산소포화도를 간편한 도구와 경제적 비용으

로 확인할 수 있는 측정방법[27]일 뿐만 아니라 메타분석 연구에서 

말초동맥 산소포화도와 동맥혈 검체의 산소포화도가 평균 0.896의 

상관계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어[28] 동맥혈 산소포화도의 

대체 측정으로서의 타당성도 지지되었으므로, 말초동맥 산소포화

도는 지역사회의 안정된 COPD 환자의 외래 진료 방문 시 제한된 시

간 내에 CAT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적절한 측정이라 사료된다. 이

와 같이 객관적 및 주관적 지표를 포함하여 포괄적 사정을 정기적

으로 수행하는 것은 임상적으로 의의 있는 대상자 상태 사정과 예

방적 접근[9]의 기본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므로 임상에서의 적극

적 활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연구는 일 대학병원 호흡기 내과 외래에 등록된 환자만

을 대상자로 포함하였고, 대상자의 86.3%가 남성으로 여성의 비율

이 매우 낮아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제한이 따른다. 물론 지역사회 

COPD 환자를 대상으로 한 선행 국외연구에서 대상자의 92.8% [21], 

그리고 국내 연구에서 88.1% [13]가 남성이었던 결과와 유사하며 남

성에서 COPD 유병률이 높은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사료되나 연구

결과의 해석 시 연구의 제한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기류제한 정도와 주관적 건강상태 

간의 관련성을 확인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첫째, 지금까지 의사나 건강전문가들은 주로 검사실 검사결과나 

폐기능 검사결과 지표에 초점을 두어왔으나[6], 최근 들어 이러한 검

사나 객관적 지표 외에 대상자의 자가 보고와 특성을 반영할 수 있

는 주관적 지표를 포함함으로써 개별화 된 대상자 관리를 위한 접

근이 권고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3], 이러한 권고에 부합하는 주관적 

지표 중 하나로서 CAT를 이용한 주관적 건강상태를 제시하였다.

둘째, 대상자의 호소나 자가보고 측정과 관련된 논란, 즉 대상자

가 호소한 건강상태의 정도를 정확하게 수량화하거나 다른 건강전

문가와 의사소통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는데[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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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확인된 FEV1과 말초동맥 산소포화도와 대상자가 자가 

보고한 건강상태와의 관련성은 이러한 논란을 보완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일부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지표와 건강상태 사정 도구가 임상에서 적

절하게 조직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면, 간호사들이 임상현장에서 

COPD 환자의 현재질환 상태의 사정 및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감시

를 가능하게 하며 환자관리 시 의사결정을 위한 근거제공과 환자

결과 증진에 기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결  론

 본 연구는 안정된 COPD 환자들을 대상으로 기류제한의 정도를 

나타내는 객관적 지표인 FEV1 과 질병관련 지표들, 그리고 환자의 

주관적 건강상태를 CAT를 적용하여 조사한 후, 이 변수들 간의 관

계를 확인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 결과, FEV1과 말초동맥 산소

포화도가 높을수록 대상자의 건강상태가 좋은 것으로 확인되어 

COPD 환자 상태와 관련된 객관적 지표와 자가보고된 주관적 지표

간의 관련성을 확인함으로써 COPD 환자 관리 시 기도폐쇄 이외에 

임상에서 주목이 필요하고 임상적으로 의의 있는 정기적 측정을 위

해 실제 활용가능성이 있는 지표를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연구

의 결과를 토대로 간호사들이 안정된  COPD 환자의 상태 감시와 

간호를 위한 의사결정 시 이러한 지표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

을 제언한다. 

또한 안정된 COPD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추후 대상자 

수를 확대하고 입원 COPD 환자와 급성악화 환자에서도 객관적인 

기류제한 정도와 주관적 건강상태와의 관계를 조사하고 이를 비교

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확인된 지표들 이외에 

COPD 환자의 상태 감시 및 위험 예측 시 활용할 수 있는 포괄적 지

표를 탐색할 수 있는 추후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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