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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감사의 감사의 감사의 글글글글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

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매한 저를 학부에서부터 석사, 박사에 이르기 까지 지도해주시고 칭찬해주시

며 격려해주신 모교의 교수님들께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바쁜 일정가운데에서도 논문이 완성되기 까지 몇 번이고 시간을 내어주신 김

조자 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반복하여 질문해주

심으로 저의 생각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지도해주셨습니다. 학부졸업 후 다시 학

업을 계속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흐른지라 모든 것이 낯설고 더디기만 한 제게 큰 

사랑을 베풀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어선정에서부터, 편집, 오타에 이르기까

지 꼼꼼히 논문을 되집어 주시며 논문의 방향을 잡아주신 유지수 교수님, 감사합

니다. 잘 못하는 것 알고 있는 데, 잘한다고 칭찬해주셔서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

다. 가까이 가고 싶었으나 기회가 없었던 장순복 교수님, 전공이 다름에도 기꺼이  

논문지도를 수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평안을 빌어주셔서 논문작성기

간 내내 평강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호흡재활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많은 연구업적으로 실험처치의 구성부터 논문의 방향에 이르기 까지 세밀히 지도

해주신 오의금 교수님, 감사합니다. 항상 바쁘신 것 잘 알고 있는 데, 기꺼이 논문

지도를 허락해주시고, 시간을 내어 제 논문을 읽고, 지도해주신 권오정 교수님께 

깊히 감사드립니다.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삼성 서울 병원 간호부의 성영희 본부장님과 시

간에 쫒겨 휴가를 청할 때에 꾸짖지 않으시고 허락해주신 큰언니 같은 성일순 파

트장님께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자료수집을 도와준 최미진, 박희성 간호

사님, 감사합니다. 또한 함께 근무하는 호흡기내과 병동의 식구들과 이승자 선생

님, 동기들에게도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함께 한 시간들이 너무나 소중하고도 귀한 동기들, 후배이지만 든든한 짝꿍 

홍성경 선생님, 영원한 반장 예쁜 박희옥 선생님, 자신의 일처럼 저를 염려해주던 



이미라 선생님, 논문을 쓰느라 바쁜 가운데서도 기꺼이 통계에 도움을 준 박진희 

선생님, 언제나 진지한 삶의 태도로 모범이 되어준 김선희 선생님, 만나면 즐거운 

친구 김지인 선생님, 본인의 일로도 충분히 바쁜 가운데서도 몇 번이고 기꺼이 통

계를 돌려준 나의 친구, 권인숙 ... 함께 공부하여 더 반갑고 감사했던 선배 이순

규 파트장님과 김정엽 교수님, 나의 동기 부은희, 무엇이 인생에서 중요한 것인지

를 알게 해준 김복남 선생님..., 신선한 아이디어로 나를 진실의 세계로 안내해준 

후배 손선영... 당신들이 없었더라면 결코 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두모두 고맙

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언제나 나의 든든한 후원자인 형부와 언니, 나의 아들 진우에게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멀리 독일에서 학업에 힘쓰고 

있는 동생과 제부, 딸 태림에게도 저의 사랑을 전합니다. 자주 연락드리지 못해도 

꾸짖지 않으시고 믿어주시는 시부모님과 시댁어른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생각은 있지만 감히 시작 못하고 있는 내게 공부를 권하고 나를 믿어준 남편

과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나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더해주는, 이제는 훌쩍 성장하

여 친구가 되어버린, 눈부시게 예쁜 나의 딸, 화정에게 이 논문과 사랑을 바칩니다.    

   기꺼이 자료수집에 응해주신 대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건강하시

길 기원합니다.

   주여, 이 모든 이들에게 받은 사랑을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제게 허락하소서.

                                               2005년 6월

                                                        연구자 이창관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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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국문요약국문요약국문요약

입원 입원 입원 입원 호흡재활 호흡재활 호흡재활 호흡재활 프로그램이 프로그램이 프로그램이 프로그램이 만성 만성 만성 만성 폐질환자의 폐질환자의 폐질환자의 폐질환자의 호흡곤란호흡곤란호흡곤란호흡곤란, , , , 

운동능력과 운동능력과 운동능력과 운동능력과 건강관련 건강관련 건강관련 건강관련 삶의 삶의 삶의 삶의 질에 질에 질에 질에 미치는 미치는 미치는 미치는 효과효과효과효과

   본 연구는 입원 호흡재활 프로그램이 호흡곤란, 운동능력, 건강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기 위하여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시차 설계로 진행되었다. 

대상자는 2004년 11월부터 2005년 6월까지 서울 소재 S병원 호흡기내과 병동에

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만성 폐질환자 중 대상자 선정 기준에 적합한 실험군 

23명, 대조군 19명이었다. 

   실험처치인 입원 호흡재활 프로그램은 상하지 운동훈련과 호흡 재훈련, 호흡

근 훈련, 교육과 이완요법, 전화방문으로 구성된 입원기간 호흡 재활 프로그램과 

이를 가정에서 지속하는 가정 호흡재활 프로그램을 병합한 것으로, 입원기간 중

에는 실험군에만 4일동안 제공되었으며, 대조군에는 퇴원 시에 교육하여, 두 군 

모두 가정에서 4주간의 가정 호흡재활 훈련을 지속하도록 하였다.

   자료 수집은 사전, 퇴원 시, 실험처치가 종료되는 시점인 퇴원 후 4주에 시행

되었으며, 호흡곤란은 6분 걷기 직후에 Modified Borg scale을 이용하여 대상자

가 자가 보고한 값으로, 운동능력은 기능적 운동능력의 지표인 6분 걷기검사로 

측정하였으며, 건강관련 삶의 질은 사전과 퇴원 후 4주에 Guyatt 등(1987)에 의

해 개발된 Chronic Respiratory Disease Questionaire(CRQ)로 조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AS 9.1 version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 1가설 : ‘입원 호흡재활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호흡

곤란이 감소될 것이다.’를 검증하기 위해 Repeated Measures ANOVA로 분석한 

결과 두 군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F=6.58, p=.01), 시간 

경과에 따른 두 군 간에 차이는 없었으며(F=.14, p=.87), 실험처치에 대한 그룹

과 시간경과 간의 상호작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F=2.05, p=.14), 제 1가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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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되었다. 

   제 2가설 : ‘입원 호흡재활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운동

능력이 증가할 것이다’를 검증하기 위해 이를 Repeated Measures ANOVA로 분

석한 결과, 두 군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F=1.56, p=.22), 시간 경과에 

따른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F=27.57, p=.00), 실험처치에 대하여 

그룹과 시간경과 간의 상호작용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F=13.82, p=.00), 6분 

걷기거리의 변화가 두 군 간에 다른 것으로 나타나 제 2가설은 지지되었다. 사후

검정을 실시한 결과, 실험군의 경우에는 사전과 퇴원 시(평균차 98.87미터, 

p=.00), 사전과 퇴원 4주 후(평균차 155.65미터, p<.00), 그리고 퇴원 시와 퇴원 

4주후(평균차 56.78미터, p<.00)에서 두 시점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나 대조군은 각 시점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각각 p=1.00, 

p=.12, p=.07). 

   제 3가설: ‘입원 호흡재활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건강

관련 삶의 질이 증가할 것이다’는 두 군 간에 건강관련 삶의 질의 전 영역, 즉 

호흡(p=.01), 정서(p<.00), 피로(p<.00), 조절(p<.0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어 제 3가설은 지지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입원 호흡재활 프로그램은 질환이 악화되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만성 폐질환자의 호흡곤란을 감소시키고, 운동능력을 증가시키

며, 건강 관련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이며 따라서 만성 폐질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유용한 간호중재로 생각되어진다. 

핵심되는 말: 입원 호흡재활 프로그램, 만성 폐질환, 호흡곤란, 운동능력, 건강관

련 삶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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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제 제 제 1 1 1 1 장장장장        서 서 서 서 론론론론

1. 1. 1. 1.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필요성필요성필요성필요성

   만성 폐쇄성 폐질환(COPD)은 전 세계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만성 질환이다. 

미국의 경우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심장질환, 암, 뇌혈관 질환에 

이어 4위를 차지하고 있는 데, 1965년부터 1998년 까지 심장질환, 암, 뇌혈관 질

환은 감소한 데 비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163%가 증가한 질환으로 알려져 있

다(AACVPR, 2004). 우리나라에서도 폐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1992년의 8위에

서 2002년에는 5위로 증가(통계청, 2002)하여 호흡기 질환의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다.

   정상적인 상태에서 호흡은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자동적인 기능이지만 호흡

기 또는 심장질환이 있거나, 호흡근에 영향을 미치는 신경근 장애가 있는 경우에

는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것으로 감지되어질 수 있다. 이러한 호흡곤란은 만성 폐 

질환자에게 가장 심각하고 삶을 위협하는 증상이다(Tsang, 2000). 운동장애 역

시 만성 폐쇄성 폐질환자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문제들 중 하나로(Olepade, 

Beck, Viggiano & Staats, 1992), 진행된 만성 폐질환자들은 주로 활동 시 호흡

곤란으로 인한 기능적 능력(functional capacity)감소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

(Jaap, et al., 1996). 또한 심한 호흡곤란과 폐기능이 손상된 만성 폐쇄성 폐질

환자들은 건강관련 삶의 질이 낮다(Mahler, & Mackowiak, 1995). 오의금 등

(2002)은 만성 폐 질환자에게 있어 호흡곤란이 기능상태의 49%를 설명한다고 

하였고, 만성 폐쇄성 폐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Debra (2003)도 호흡곤란

이 남자의 경우에는 기능적 수행의 38.1%를, 여자는 48.5%를 예측한다고 하여, 

만성 폐질환자들에 있어 호흡곤란은 기능상태를 예측하는 주된 지표라 하겠다. 

   한편 호흡재활은 만성 폐질환자들의 증상을 경감시키고 기능을 최대화시키기 

위한 표준 치료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으며(American 

College of Chest Physicians /American Association Cardiovascular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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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lmonary Rehabilitation [ACCP/AACVPR], 1997), 호흡곤란의 예방과 감소를 

유도함으써 호흡기 질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이는 호흡재활의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이다(Reardon et al., 1994). 오현수(2003)는 1980년대 이후에 

국외에서 수행된 호흡재활에 관한 연구들을 메타분석 한 결과, 호흡재활 후에 운

동능력, 내구성의 증가 및 일반적 건강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하였다.  

   하지만 종전에 행해진 이러한 연구들은 폐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비교적 상태

가 안정된 대상자들을 연구한 것으로, 질병이 악화되어 입원한 환자의 경우에는 

다시 질병이 악화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침상에서 거의 움직이려 하지 않아 

호흡재활에 참여를 유도하기가 더 어려운데, Kirstein, Taube, Lehnigk, Jorres & 

Magnussen(1998)이 질병악화로 입원한 경우에도 조기 호흡재활이 도움이 됨을 

제시했을 뿐, 질병이 악화되어 입원한 만성 폐질환자들을 대상으로 조기 호흡재

활을 적용한 후 그 효과를 연구한 경우는 거의 없다. 

   호흡재활은 초기에는 만성 기관지염, 폐기종과 같은 만성 폐쇄성 폐 질환자에

게 주로 적용되었다가 최근 들어 간질성 폐질환, 폐 섬유성 낭종(cystic 

fibrosis), 기관지확장증, 흉곽기형, 폐이식이나 폐절제 수술 환자, 신경 근육 질환 

같은 전반적인 폐 질환자들에게도 효과가 입증되어 만성 폐 질환자들을 위한 중

요한 치료로 자리 잡고 있다(AACVPR, 1997). 그러나 오의금, 김소희, 김순희, 박

희옥, 이춘화 (2002)가 1981년부터 20년 동안 발표된 국내외 가정 호흡 재활 연

구논문을 분석한 결과 호흡재활 연구의 대상자가 모두 만성 폐쇄성 폐 질환자이

었다고 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만성 폐질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부족하다

고 하겠다. 

   또한 호흡재활 프로그램의 제공기간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ACCP & AACVPR, 1997)로, 호흡재활 제공기간과 제공장소는 호흡재활 프로그

램의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데(Clini et al., 2001), 가정이나 외래기반의 재활프

로그램의 경우에는 심한 장애가 있는 환자를 제외한 모든 환자들에게 적용되어질 

수 있으나(American  Thoracic Society, 1999) 장기간 적용이 효과가 있다고 보

고 된 반면(Clini et al., 2001), Votto, Bowen, Scalise, Wollschlager & 

Zuwallack(1996)와 Clini et al. (2001)은 입원기반의 호흡재활은 질병이 악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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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에게 적합하며, 이는 집중적인 재활 서비스와 전문적인 훈련을 환자에게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10일간의 단기간 적용으로도 효과적이며, 비용측면에서도 

외래기반의 경우, 수송비용과 이동 소요시간을 고려할 때, 입원기반의 호흡재활에 

비해 비용이 적지 않다고 하여 외래기반의 호흡재활이 비용 효과적이라고 한 종

전의 연구들에 대해 다른 입장을 주장한 바 있다(Clini et al., 2001). 

그러나 국내의 경우에는 1980년 이후 1편의 연구만이 입원기반으로 시행되어 입

원 기반의 병원 호흡재활은 부족하다. 

   미국 흉부 학회에서는 운동훈련, 교육, 사회심리 행동 중재 등을 포함하는 통

합적인 호흡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을 제언(ACCP/AACVPR Pulmonary 

Rehabilitaion, 1997)하고 있으나, 가정 호흡재활 관련 국내외 논문 29편 가운데 

11편만이 운동훈련과 교육을 포함한 통합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었고(오의금 등, 

2002), 1980년대 이후부터 2005년까지 국내에서 시행된 호흡재활 논문을 검색

한 결과 통합적인 중재는 단 2편으로 나타나 미국 흉부학회의 가이드라인을 모두 

포함한 통합적인 호흡재활 프로그램을 적용한 연구는 부족하다 하겠다. 

   한편 ACCP & AACVPR(1997)에 의해 출판된 근거중심 가이드라인에서는 하

지운동 훈련이 만성 폐 질환자에게 신체적 및 사회 심리적인 이익을 제공한다고 

하지운동의 필요성을 제시했을 뿐 어떤 종류의 하지운동을, 어느 정도의 강도로 

수행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Ries, Kaplan, Limberg & 

Prewitt,1995)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국내의 경우 호흡재활에 대한 개념은 아직 도입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미국 흉

부 학회에서 제시한 다학제간 접근은 보험 미적용 등의 이유로 고려되지 않고 있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임상에서 간호사 주도 하에 쉽게 수행할 수 있는 내용으

로 입원 호흡재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호흡곤란을 주소로 입원한 만성 폐 질환

자를 대상으로 이를 적용하고,  호흡곤란 및 운동능력, 건강관련 삶의 질의 측면

에서 효과를 규명하고자 시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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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2.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목적목적목적목적

    

   본 연구는 입원한 만성 폐질환자를 위한 입원 호흡재활 프로그램이 호흡곤란, 

운동능력, 건강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시도되었으며, 그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입원 호흡재활 프로그램이 만성 폐질환자의 호흡곤란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

한다.

   2) 입원 호흡재활 프로그램이 만성 폐질환자의 운동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

한다.

   3) 입원 호흡재활 프로그램이 만성 폐질환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다.

3. 3. 3. 3.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가설가설가설가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1) 제 1가설 : 입원 호흡재활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호흡곤란이  감소될 것이다.

   2) 제 2가설 : 입원 호흡재활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운동능력이 증가할 것이다.

   3) 제 3가설 : 입원 호흡재활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건강관련 삶의 질이 증가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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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4. 4. 용어의 용어의 용어의 용어의 정의 정의 정의 정의 

1) 1) 1) 1) 입원 입원 입원 입원 호흡재활 호흡재활 호흡재활 호흡재활 프로그램프로그램프로그램프로그램

호흡재활 프로그램은 대상자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체적, 사회적 기능수행과 

자율성을 최적화하기 위해 만성 폐질환자에게 제공되는 다학제적이고 총체적인 

프로그램으로서, 상하지 운동훈련, 호흡근 훈련, 사회 심리적 및 행동적 중재, 

교육으로 구성된다(AACP & AACVPR, 1997; ATS, 1999). 본 연구에서는 운동

이 가능한 시점부터 상하지 운동훈련과 호흡근훈련 및 호흡재훈련, 이완요법과 

교육을 시작하여 입원기간 중에 4일 동안 제공받고, 퇴원 후 4주간 가정에서 호흡

재활 훈련을 지속하는, 입원 및 가정 호흡재활을 혼합한 프로그램을 말한다. 

2) 2) 2) 2) 호흡곤란호흡곤란호흡곤란호흡곤란

호흡곤란이란 주관적인 감각으로서 ‘숨이 참(short of breath) 또는 숨이 가쁨

(breathlessness)’으로 표현되며, 생리적, 정서적인 차원을 포함하는 다차원적인 

개념이다(Burki, 1980). 본 연구에서는 운동 유발 호흡곤란 정도를 측정하기 위

해 개발된 Modified Borg scale(1982)을 이용하여, 환자가 6분 걷기 직후에 느

끼는 호흡곤란을 자가 보고한 값을 말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호흡곤란이 심함을 

의미한다. 

3) 3) 3) 3) 운동능력   운동능력   운동능력   운동능력   

운동능력이란 훈련 또는 건강을 유지, 향상시키기 위하여 신체적 노력을 필요로 

하는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Della Thompson, 1996).

   본 연구에서는 타원형의 병실복도(80미터)를 자기 속도 조절(self paced)에 

따라 6분 동안 걸은 거리를 미터로 측정한 값을 말한다(ATS guideline, 2002). 

4) 4) 4) 4) 건강 건강 건강 건강 관련 관련 관련 관련 삶의 삶의 삶의 삶의 질질질질

건강관련 삶의 질은 개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역의 건강에 관련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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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러한 영역은 기능, 건강상태, 그리고 주관적인 건강의 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평

가에 의해 측정되어질 수 있다(Mahler, 2000). 본 연구에서는 Guyatt 등(1987)에 

의해 개발된 Chronic Respiratory Disease Questionaire(CRQ)에 의해 측정된 값

을 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관련 삶의 질이 높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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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제 제 제 2 2 2 2 장  장  장  장  문헌 문헌 문헌 문헌 고찰고찰고찰고찰

1. 1. 1. 1. 호흡재활 호흡재활 호흡재활 호흡재활 

    호흡재활은 과거 50년 동안 만성 폐질환자의 증가와 함께 발전되어 왔다. 1974년

에 ACCP에서 처음으로 호흡재활 프로그램에 대해 정의한 이래, 1994년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NIH) Consensus Conference에서 호흡재활에 대해 정의한 것

이 가장 최근의 공식적인 정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것은 ‘호흡재활은 만성적인 

폐질환자의 신체적 및 사회적 수행과 자율성을 최적화시키기 위해 개별적으로 맞춰

지고 설계된, 다학제간 프로그램이며, 다학제간 팀의 멤버는 의사, 간호사, 호흡치료

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심리치료사, 운동전문가, 영양사 그리고 적절한 다른 전

문가(AACVPR, 2004)라는 것이다.

   미국 흉부학회(1999)에서는 만성 폐 질환자를 위한 간호와 치료의 궁극적 목

표는 환자 스스로 자신의 건강관리를 능동적으로 주도해 감으로써 합병증 예방과 

함께 증상을 최소화하고 주어진 신체적 조건 내에서 일상생활에서의 기능을 최대

로 유지하는 데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목표는 호흡재활의 정의와도 일치하는 것

으로 표준치료와 더불어 호흡재활이 이루어질 때 달성되어질 수 있다.    

    Foster(1990)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자(COPD)보다 더 많은 수의 non-COPD 환

자가 호흡재활센터로 의뢰되는 상황에서 전통적으로 호흡재활 치료의 대상으로 고려

되지 못한 non-COPD에 대한 호흡재활 치료의 효과가 만성 폐쇄성 폐질환자와 차이

가 없으며, 일상수행 능력도 증가하였다면서, non-COPD에도 호흡재활을 권한 바 

있다. 이와 같이 호흡재활은 초기에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자에게 주로 적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만성 폐질환자를 위한 표준치료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AACVPR, 2004). 이는 호흡재활이 질병을 치료하기보다는 질병으로 인한 장애

를 감소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 아무리 질병이 심하더라도 적절한 목표를 세

우고 실행에 옮길 수 있다면 호흡재활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ACCP/AACVPR,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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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능 손상은 호흡재활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져 

왔으나 폐기능 검사 결과 하나만으로는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충분하지 못

하다. 증상, 특히 호흡곤란은 노력성 1초간 호기량(FEV₁) 또는 확산능력

(diffusing capacity)같은 생리적 손상의 정도보다 기능적 능력에 더 잘 일치한다

(American Thoracic Society, 1999). 즉 질병 이외에도 더 중요한 선정기준은 

질병 또는 동반질환으로부터의 기능적 능력 또는 건강 관련 삶의 질의 감소이다. 

표준화된 내과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증상과 무능력, 그리고 장애는 

호흡재활의 필요에 더 영향을 끼친다. 이밖에 신체적인 활동, 직업수행, 그리고 

일상생활 활동의 감소 그리고 의료자원 이용의 증가도 호흡재활 대상자 선정과정

에서 사용되어지고 평가되어질 수 있는 요소들이다(Mahler & Jones, 1997).  

   오현수(2003)는 1980년 이후 만성 폐쇄성 폐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호흡재활 

에 관한 외국논문을 메타분석 한 결과, 병원중심의 경우 운동능력/내구성이 실험군

의 경우에는 대조군 보다 26% 향상된 것에 비해, 가정중심은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운동능력/내구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프로그램의 주목적이라면 병원중심

으로 훈련을 제공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 하였다. 분석 대상인 논문 17편 가운데, 

병원 중심이 5편, 병원과 가정을 합친 혼합형은 6편이어서, 외국의 경우에는 대

부분이 병원을 중심으로 한 호흡재활이 이루어지고 있으나(오현수, 2003), 국내

의 경우에는 1980년 이후로 단 한 편만이 입원을 기반으로 한 병원중심의 호흡

재활로 이루어져 입원 기반의 병원 호흡재활에 관한 연구는 부족하다. 

   한편 Kirstein, et al. (1998)은 질병악화로 입원 후 6-8일이 경과하여 운동

훈련에 참여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된, 만성 폐쇄성 폐질환자(COPD)를 대상으로 

매일 6분 걷기검사 및 측정한 거리의 75%를 하루에 5회씩 10일간 걷도록 한 결

과, 운동훈련을 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6분 걷기거리와 분당 환기량, 산소섭취

율, 혈중 이산화탄소(PaCo2) 및 젖산 농도, 호흡곤란과 폐기능이 유의하게 향상

되었다면서 질병악화로 입원한 경우에도 조기 호흡재활이 도움이 됨을 제시한 바 

있으나 이외에 질병이 악화되어 입원치료중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조기 호흡재활 

치료의 효과를 연구한 경우는 많지 않다.

   호흡재활의 구성요소는 하지훈련, 상지훈련, 호흡근 훈련, 사회심리적 및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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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그리고 교육(ACCP/AACVPR, 1997)이며, 호흡재활에서 운동훈련은 하지와 상

지 지구력 훈련, 근력강화 훈련 그리고 호흡근 훈련을 포함해야 한다(AACVPR, 

2004). Salman et al.(2003)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논문을 메타

분석한 결과, 호흡근육 훈련만 제공한 경우는 대조군과 별 차이가 없는 반면 하

지운동 훈련 후에는 걷기검사 및 호흡곤란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며 하지운동의 

중요성을 입증한 바 있다.  

    운동능력의 저하와 기능적 손상은 만성 폐질환자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데, 호

흡곤란(Reardon et al., 1994), 기능적 능력(Scherer, Schmieder, 1997 ; 오의금, 

2003), 일상활동 수행과 삶의 질을 향상(Wijkstra et al., 1994)시키는 것에 대한 운

동훈련의 이점은 잘 수립되어져 있다. 따라서 운동능력을 사정하고 훈련시키는 것은 

통합적인 호흡재활 프로그램의 본질적인 요소이다(AACVPR, 2004). 운동훈련은 호

흡곤란으로 활동량이 감소하여 다시 호흡곤란이 악화되는 연쇄적인 고리를 차단

시켜 줄 수 있으며 운동을 통해 근육이 재구조화됨으로 환자자신의 산소화 수준

보다 더 활동하게 되어 운동에 대한 내인성이 증가되고, 주관적인 안녕감이 향상

된다(소희영, 1999). 

   운동훈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운동 강도, 지속시간, 빈도가 있는데, 이

러한 것들은 질환의 중증도, 운동의 강도, 초기 운동능력 검사자료에 기초한 환자

의 개별적인 운동처방에 근거하여야 한다(AACVPR, 2004). 일반인에게는 최대 

심박수의 60%-80% 또는 최대 산소섭취량의 50%의 운동 강도를, 1회에 20분 

이상, 일주일에 3-5회를 권장하고 있다. 폐 질환자에게도 고강도의 운동이 효과

가 있다는 연구(Casaburi et al., 1997)가 있으나, 오현수(2003)는 호흡재활 운동 

훈련의 강도는 국외논문 17편 가운데 최대 수준은 극히 드물었고(1건, 5.9%), 대부

분이 최대하 일량(submaximal workload)(7건, 41.2%)이라고 하였다. 이는 고강도 

운동 적용 시 유발되는 호흡곤란이 만성 폐 질환자들에게 운동훈련을 기피하는 

또 다른 어려움이 되고 있어 그 적용이 쉽지가 않음을 의미하는 결과라고 생각되

어진다. 

    만성 폐 질환자에게 시행되는 운동은 의자에 앉거나 침상에서 쉽게 할 수 있

는 운동에서 부터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일어서고 걷는 운동으로 진행하고,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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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근육의 크기와 힘을 향상시키는 근력 훈련과 어떤 일을 오랫동안 할 수 

있도록 하는 지구력 훈련으로 구분되는 데, 호흡재활은 지구력 훈련에 더 중점을 

둔다(ATS, 1999). 지구력을 기르는 운동으로는 자전거, 트레드밀 걷기, 계단 오

르내리기 등이 있는데, 이중 가장 유용하고 실제적인 것은 걷기로, 이는 특수한 

장비나 비용이 필요치 않아 언제 어디서나 환자에게 쉽게 적용할 수 있다(정혜경

등, 1995). 

    오현수(2003)는 국외 호흡재활 논문 17편의 운동훈련 내용은 상지운동으로는 상

지 에르고미터(3건, 17.7%), 가벼운 역기 들기(3건, 17.7%)이었으며, 하지운동은 

자전거 에르고미터(8건, 47.2%), 육상걷기(7건, 41.2%), 트레드밀 걷기(6건, 

35.3%)로 나타났고, 빈도는 하루에 두 번(6건, 35 .4%), 하루에 한 번과 일주일에 

세 번(5건, 29.4%)순으로 많았다고 하였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자들은 흡기근의 기능적인 강도 및 호흡근이 약화되어 있으며 

이는 호흡곤란 인지에 기여하는 데, 이론적으로는 흡기근의 강도와 지구력을 향상시

키기 위한 흡기근 훈련(inspiratory muscle training; IMT)이, 호흡근 기능을 향상시

키고 이는 운동유발 호흡곤란을 감소시키며 운동지구력을 향상시킨다(Larson & 

Kim, 1984). Kim et al. (1993), Scherer et al. (2000), Covey 등(2001)과 윤성호 

등(2002)은 흡기근 훈련의 결과, 최대 흡기압과 6분 걷기거리가 증가하였음을 보고

하였으나, Larson & Kim (1984)은 호흡곤란과 환기량은 증가하였으나, 12분 걷기

거리와 다른 임상적인 증상 및 일상생활(ADL)에는 유의한 변화가 없다고 하여연구

결과 간에 차이를 나타내었다. ACCP/AACVPR (1997)은 호흡재활의 필수요소로서 

환기근 훈련(ventilatory muscle training;VMT)의 일상적인 사용을 지지하지는 

않으나 호흡근의 강도가 감소되어 있거나 호흡곤란이 있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고려되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   

    한편 만성 폐쇄성 폐질환자에 있어 우울, 불안, 정신과적인 증상은 일반적인데,  

이러한 증상들은 신체상 결여(poor body image), 외로움, 사회적 지지의 부족, 사회

적 지지에 대한 불만족, 부정적인 자아 개념과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정신적인 스트

레스는 제한된 일상활동을 예측하고, 전통적인 생리적인 지표들보다 기능적인 능력

을 더 잘 예측하며, 또한 걷기에 대한 자기효능은 5년 생존율을 예측한다(Kaplan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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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1994). 호흡재활의 구성요소로서의 사회심리적인 중재는 환자교육에 포함되기

도 하고 때로는 독립적으로 지지그룹이나 스트레스 관리그룹의 형태로 수행되기도 

한다. 전형적으로 사회심리적 중재는 우울이나 불안 같은 사회 심리적 요인 및 가족

과 직장 관계, 성적 문제 같은 이슈에 대해서도 다루고, 이완술을 가르치며, 그룹 구

성원간에 정서적 지지 및 정보공유를 촉진한다. 호흡재활 프로그램의 사회 심리적 

중재에는 이완요법, 최면, 음악요법, 요가 등이 있는 데(ACCP/AACVPR, 1997),  

사회심리적인 중재로는 이완술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오현수, 2003),  

Belman(1986)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자에서 입술 오무리기 호흡이 불안과 공황을 

감소시키는 시도로 유용하다고 하였다. Debra(2003)는 기능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심한 호흡곤란이 있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자들은 호흡곤란을 조절하거나 통제하는 

능력에 거의 자신이 없는 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간호사는 환자 지지그룹 모임 

또는 코칭이나 대리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Ries et al. (1995)은 교실 형

태 또는 지지그룹 형태로 사회 심리적 지지를 2회 제공한 결과, 우울, 안녕감(general 

quality of well-being)에는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호흡법에 대한 교육, 하지 

운동훈련 및 환자개별목표설정, 칭찬, 격려, 이완요법, 스트레스 관리의 자기효능자

원을 4주 동안 중재한 결과 Scherer & Schmieder (1997)는 자기효능, 호흡곤란 인

지,그리고 12분 걷기거리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고 하여 사회심리적 중재에 관한 연

구결과 간에 차이를 보였다. 김희선(2002)은 3주 동안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심리

적 중재를 제외한 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 심리적 증상 조절에 차이가 없다고 하

면서, 호흡재활의 단기간 적용과 심리적 중재 부재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는데, 

ACCP/AACVPR(1997)에서는 사회 심리적 및 행동적 중재에 대해 단독치료로 단

기간 시행 시에 효과가 있는 지에 대해 과학적으로 지지되지 못하고 있지만 장기

간 적용 시에는 이득이 있을 것이며, 따라서 전문가들은 호흡재활 치료의 한 요

소로 포함시킬 것을 권하고 있다.

    한편 오의금 등(2002)은 국내외 가정 호흡재활 관련 연구 논문에서, 하지운동 중

재는 25.4%로 비교적 많이 제공된 반면, 사회 심리적 중재인 이완요법은 15%만이 

제공되었다고 하여, 현재까지도 사회 심리적 중재의 제공은 부족하다고 하겠다. 

    호흡재활 프로그램에서 제공되는 교육의 내용으로는 질환의 병태생리, 호흡재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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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과 식이, 투약, 에너지보존, 운동의 중요성, 호흡곤란 관리, 병원방문을 요하는 

증상이나 여행시의 주의점, 산소 사용법이 있다. Tiep, Burns, Koo (1986)는 전통적

으로 만성 폐쇄성 폐질환자에게 입술 오므리기 호흡과 횡격막호흡의 호흡 재훈련이 

사용되어져 왔는 데, 입술 오무리기 호흡은 호흡수를 감소시키고, 1회 호흡량을 증가

시킴으로 동맥 산소화를 향상시킨다고 하였다. Sassi Dambron et al. (1995)은 폐질

환과 호흡곤란 관리 교육, 점진적인 근육이완, 호흡재훈련, 자기 속도 조절, 혼자 말

하기, 공황조절을 비롯한 호흡곤란 관리교육 후 실험군에서 호흡곤란이 유일하게 감

소하였다고 하였다. 이는 ACCP/AACVPR(1997)이 교육에 대해 호흡 재활 프로그

램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일반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받아 들여 지고 있지만, 통합적

인 내용을 배제하고 교육만 행했을 경우에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

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한 근거로 생각되어진다. 오현수(2003)도 총 17편의 국

외 호흡재활 관련 논문 가운데, 통합적인 내용은 65.7%(11편)이었고, 운동 프로그램

만 제공한 경우는 35.3%(6편)이었으며, 프로그램의 내용이 통합적인 경우에는 운동

능력과 내구성에 미치는 효과가 운동훈련만 한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았으나, 일반적 

건강상태에 미친 영향은 통합적인 내용인 경우에만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 통합적 프

로그램이 운동훈련만 제공한 경우에 비해 일반적 건강상태를 증진시키는 데 더 효과

가 있다고 하였다. 

   한편 국내에서도 1980년 대 이후 주로 교육, 호흡재훈련, 상지운동으로 구성

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가(김매자, 1987; 김애경, 2000; 김희선, 2002; 한숙정, 

2002), 김순희(2002)와 오의금(2003)이 이에 하지운동과 이완요법, 전화상담의 

사회심리적 중재를 더한 가정 호흡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폐기능 및 운동

내구력과 건강관련 삶의 질이 향상된 반면, 교육 또는 호흡근 훈련과 지구력 훈련

만을 실시한 결과는 운동능력이나 호흡능력은 증가하였으나 일반적 건강상태는 

변화가 없는 것(김매자, 1987; 김애경, 2000; 김희선, 2002)으로 나타났다. 

   Behnke et al. (2002)은 입원 기간 동안 받은 운동훈련의 효과를 지속할 목적으

로 퇴원 후에도 그들의 일상생활 내에서 환자의 필요와 능력에 적응되어진, 가정 기

반의 걷기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특정한 훈련 프로그램의 부재 하에서는 임상적

으로 유의한 향상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여 호흡재활의 지속적인 수행의 중요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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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한 바 있다.

    이상을 종합해볼 때 만성 폐질환자들의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호흡재

활이 필수적이며 그 내용으로는 통합적인 프로그램으로 호흡재활 내용을 구성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2. 2. 2. 2. 호흡곤란호흡곤란호흡곤란호흡곤란

   호흡곤란은 일반적으로 기도손상의 정도에 따라 증가하지만 만성 폐쇄성 폐질

환자의 경우 자가 보고한 호흡곤란과 기류제한의 정도와 운동수행 능력이 실제적

으로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Murray & Nadel, 1994). 기도폐쇄가 심한 만

성 폐쇄성 폐질환자에 있어 최대산소 흡수율은 노력성 1초간 호기량(FEV₁)과 상

관관계(r=0.62, p<0.01)가 있으나(정혜경 등, 1995), 12분 걷기 검사는 FEV₁과 유

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McGavin et al., 1978; 정혜경 등, 1995)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김순희(2002)는 평소 호흡곤란은 폐기능과 상관관계가 있

어 폐기능이 좋을수록 평소 호흡곤란이 적으며, 평소 호흡곤란이 적을수록 일상생활 

기능상태가 좋다고 하였다. 

    만성 폐질환자는 정신적 피로 보다는 신체적 피로를 많이 경험하고 있으며, 이외

에도 활동 및 동기감소, 호흡곤란의 증상이 높게 나타났고(오의금 등, 2002; 방소연, 

2002; 김소희, 2003; Scherer & Schmieder, 1997; Behnke et al., 2002), 성욕 

및 친구방문 등의 사회적 활동 감소, 여가활동의 감소와 같은 사회적 행동 측면의 기

능상태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오의금 등, 2002). 만성 폐질환자들의 기능상태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은 호흡곤란(49%), 정서상태(16%), 연령(4%), 총 피로(2%) 순 

이었으며(오의금 등, 2002), Janson, Ferketich, Benner & Becker(1992)가 3개의 

외생변수, 즉 성격, 질병 중증도, 적응요인은 호흡곤란 강도에 간접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반면, 호흡곤란은 우울, 삶의 만족, 응급실 방문 횟수에 직접적인 효과

가 있다고 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호흡곤란은 만성 폐 질환자에게 가장 흔하면

서도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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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흡곤란의 발생기전은 안정 시 최소 환기량의 증가, 폐의 과팽창으로 인한 

호흡근의 약화, 저산소혈증이나 고탄산혈증으로 환기요구의 증가와 그로 인한 호

흡요구의 증가, 환기능력의 불일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어난다. 호흡근 

및 신경적 호흡 조절기능 손상 등으로 인한 폐기능 저하는 결과적으로 운동이나 

작업 중 심지어는 안정 시에도 호흡곤란을 유발하여 운동능력이나 작업수행능력

을 감소시키며, 심리적인 동기결핍이나 호흡곤란에 대한 불안감이 더해져 활동이

나 운동을 하지 않아 호흡근 및 운동근육이 위축되어 운동능력이 저하되고 호흡

곤란이 더욱 악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기도 한다(Belman, 1986; Sweer & Zwill, 

1990; 오의금 등, 2002; Rosenberg & Resnick, 2003). 

    호흡곤란은 주요한 정서적 요소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데, 호흡곤란을 유

발하는 활동에 대한 공포는 일상생활을 하기 위한 환자의 능력을 더욱 제한할 뿐 

아니라, 호흡곤란으로 인한 불안과 활동능력의 저하는 환자의 자기효능감을 감소

시켜 배우자나 간호제공자에게 새로운 역할부담을 부가하게 된다(American 

Thorax Society; ATS, 1999). 불안 역시 호흡곤란과 연관되어 있어, 입원해 있는 

환자들의 경우 호흡곤란이 심할수록 불안이 증가하는 데(Carrieri et al., 1993), 

Gift(1991)는 입원한 만성 폐쇄성 폐질환자를 대상으로 정서적 상태를 측정한 결

과 호흡곤란이 상, 중으로 높은 경우가 낮은 경우에 비해 유의하게 불안하였다고 

하였다. 

   만성 폐질환자들이 경험하는 급성 또는 만성 호흡곤란을 관리하기 위한 계획

은 예방적이고, 치료적이어야 하며, 그것은 생리적 기능을 적정화하고 호흡곤란을 

야기하는 정서적 변수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De Vito, 1990) 몇몇 연구에서 

환자들은 다양한 시도와 실패를 통해 그들의 호흡곤란을 관리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ruesdell, 2000). 이러한 전략은 투약에 대한 

자가 조절과 같은 문제 중심 대처이거나 다른 사람들과의 격리와 같은 정서적인 

대처일 수도 있고, 자세변경과 같은 단기적인 대처이거나 일상생활의 변화와 같

은 장기적인 대처일 수 있다(Carrieri et al., 1984). Carrieri et al. (1993)은 호

흡곤란 중재의 새로운 개념틀로서 탈감(desensitization)을 제시한 바 있는 데, 그

것은 안전한 환경에서 모니터를 하면서 평상시 호흡곤란 보다 높은 수준에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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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은 더 효과적인 적응전략을 가져오며, 따라서 호흡곤란을 조정하는 데 자

신감이 증가되고 호흡곤란에 대한 평가가 위협에서 도전을 시작하는 것으로 긍정

적으로 변하여 불안과 걱정을 감소시키고 호흡곤란에 대한 내성을 증가시킨다는 

가설이다. 이러한 이론적 모델을 검증하기 위해 Carrieri et al. (1996)은 51명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호흡곤란과 불안 및 운동 동안의 

호흡곤란이 저하되었으며, 걷기에 대한 자기효능이 증가하였고, 일상활동과 관련

된 호흡곤란이 감소되었다고 하였다. Reardon et al. (1994), 김애경(2000)과 

김화순(2002)도 호흡곤란에 대한 운동효과의 주요기전으로 탈감을 제시한 바 있다. 

    Carriere et al. (1998)은 호흡곤란을 위한 자가 간호행위 전략을 생리적, 환

경적-사회적, 인지적-행동적의 서로 겹치는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할 것을 제안하

면서, 특정한 적응전략은 영향 받는 생리적인 기전보다는 일차적으로 호흡곤란 

인지에 의해 조절되며 전략은 자기효능, 기분, 증상의 인지 조절, 증상에 대한 정

서적인 인지변수를 변화시켜, 이러한 증상에 대한 역치가 높아지고 동시에 호흡

곤란에 대한 인지된 강도의 감소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여 호흡곤란 증상의 발현 

및 중재로 인지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호흡곤란의 관리 방법에는 호흡법(심호흡, 입술 오므리기 호흡, 횡격막 호흡), 

효율적인 자세유지, 산소요법, 약물복용, 일상생활 활동 관리, 운동요법, 심리적 

또는 사회적 치료가 있다(김화순, 2002).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만성 폐질환자들은 호흡곤란과 관련된 기능저하로 

인한 신체적 문제를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는 데, 이들의 호흡곤란은 기도 폐쇄 

정도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호흡곤란에 대한 인지가 호흡곤란 정도에 영

향을 미친다. 따라서 호흡곤란에 대한 중재는 조절가능한 증상의 인지조절에 초

점을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

3. 3. 3. 3. 운동능력운동능력운동능력운동능력

    호흡곤란은 환자의 활동을 제한하고 질병을 악화시키는 비활동을 증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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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lman, 1986). 즉 만성 폐질환자들에게 호흡곤란은 운동의 부작용으로 부정적으

로 인식되어져, 모든 운동을 피하게 되고, 그 결과 비활동, 부동, 그리고 운동 동안에 

불쾌한 정서의 악순환으로 들어가게 된다(Folgering, 1994).    이러한 비활동과 탈조건화

(deconditioning)는 질병경과에 따른 유산소능력 및 체질량 감소，그리고　근육강

도의 저하보다도 운동능력 저하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Cooper, 2001).　

    건강인에서 지구력 향상의 주된 기전은, 운동훈련 효과의 특징인 최대 일량 하

(submaximal)운동에서 심장 박동수가 감소하는 것과 산소 섭취율이 변하지 않는, 

유산소 능력이 향상되는 것 인데 반해, 만성 폐쇄성 폐질환자들은 건강인에 비해 평

소 더 높은 심장 박동수에서 운동하며, 만성 폐쇄성 폐질환자가 달성할 수 있는 것보

다 더 높은 산소 소비에 도달하였을 때 건강인에서 보여지는 훈련효과가 나타나, 지

구력 훈련에 대한 반응이 건강인과 명백히 다르다. 이러한  만성 폐쇄성 폐질환자의 

심장과 말초근육에서의 훈련반응의 결여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자의 운동훈련 방법에 

함축적인 중요성을 나타낸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자의 운동내구력 향상의 요인으로

는 유산소 능력의 향상, 동기(motivation)의 증가, 호흡곤란의 인지에 대한 탈감, 환

기 근육기능의 향상, 운동수행 기술의 향상 가운데 1가지 또는 그 이상의 요인이 작

용하는데,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배적인 향상기전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Belman, 1986).

　지구력 운동훈련은 만성 폐질환자의 호흡재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효과

적으로 운동훈련이 이루어질 때, 기능적 운동능력이 향상되고 호흡곤란이 감소되

어진다. 조기수행(예를 들면 노력성 1초간 호기량의 예측치가 50%이하로 떨어졌

을 때)이 더 의미있는 반응을 얻는 데 도움이 되며, 효과적인 지구력운동 훈련을 

위해서는 기관지 확장제 투여 같은 호흡기계 기전의 최적화, 산소투여를 통한 가

스교환 부전의 예방, 영양지도 그리고 무능력(disability), 공포, 공황을 극복하도

록 돕는 심리적인 지지가 필요하다. 지구력 운동훈련은 적어도 1주일에 3회, 

6-8주 동안의 추천된 빈도로 이루어져야 하며 목표 운동 강도는 산소섭취량, 일

량(work rate), 심장박동수, 또는 인지된 운동량에 의해 모니터 되어질 수 있다. 

목표 운동의 강도는 초기사정 시 최대 산소섭취양의 40% 또는 연관되는 예측가

능한 상관관계가 있는 다른 변수에 의해 결정되어질 수 있다(Cooper,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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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V1% pred. 가 60% 미만인 중등도의 폐쇄성 폐질환자에서 운동제한은 심혈관계, 

말초근육 기능에서 기인하는 데, 이런 환자들에 대한 호흡재활 프로그램은 높은 심장

박동 수준에서 지구력 훈련에 기초를 두고 행해질 수 있으며, FEV1% pred. 가 

40-60%인 환기제한이 있는 환자들은 운동 동안에 과탄산혈증을 이끄는 호흡기펌프 

부전을 보인다. 이런 경우 호흡치료는 에르고미터, 기동과 민첩을 위한 운동, 낮은 빈도의 

호흡운동, 이완운동 그리고 흡기근 훈련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Folgering, 1994). 

　 운동요법의 효과를 측정하는 검사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운동 강도를 증가하는 다

단계 운동 검사, 일정한 운동 강도에서 운동지구력을 측정하는 최대 운동 하 운동검

사, 일상생활의 능력을 측정하는 걷기검사(ATS, 1999)가 있는 데, Belman(1986)

은 운동능력을 평가하는 이상적인 검사란 동기유발 효과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최대 

운동수준을 요구하지 않는 검사이어야 한다고 하였다. 

   운동수행　능력에　대한　가장 적절한　평가는　운동부하검사로　측정하는　최대 산소섭취

율로　알려져왔는　데, 최대 산소섭취율은 운동부하를　증가시킴에도　불구하고　산소흡수

의　증가가　중단되는　시점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운동근육의　산소 소비가　최대가　되

고　호흡기능이　최대로　작동할　때의　최대 산소흡수율로서,　최대 운동수행　능력을　보여

주는　가장　정확한　지표로　알려져 있다(정혜경, 장중현, 천선희, 1995, 재인용；

Kenneth et al., 1968). 그러나 만성　폐질환자들은　호흡곤란이나　하지 피로　때문에　

최대 운동수준으로　운동하지　못하며　실제로는 최대 운동 하 일량에서　운동한다(정혜

경　등，1995; 한숙경，2002). 하지만 최대　운동하　일량에서는　최대 산소섭취율이 변

하지　않기　때문에(Belman, 1986), 만성 폐질환자의　운동수행 능력을 최대 산소섭취율

로 측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정혜경 등(1995)과 Larson et al. (1996)은 만성 폐질

환자의 운동능력을 측정하고자 6분, 12분 걷기와 폐기능, 운동유발 호흡곤란 측정도

구인 Modified Borg Scale(MBS)과 최대 산소섭취율 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Borg Scale과 최대 흡기압은 기능상태의 42%를 설명하며(Larson et al., 1996), 12

분 걷기는 최대 산소섭취율과 상관관계가 있으며, 최대 산소섭취율은 FEV₁, FVC와 

상관관계가 있으나, 걷기검사와 FEV₁, FVC간에는 상관관계가 없었고, 6분과 12분 

걷기 간에는 매우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정혜경 등, 1995). 따라서 최대 운동

수준으로 운동하지 못하며, 평상시 운동량으로도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만성 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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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운동수행 능력을 측정하기에는 기능적 운동능력의 지표인 6분 걷기검사가 

적합하다(Miyahara et al., 2000). 오현수(2003)는 운동능력 및 내구성과 관련된 지

수들 중 호흡재활 제공으로 가장 효과가 큰 지수는 운동 및 단위시간 동안의 육상 도

보거리인 반면 최대 운동 시의 일회 환기량이나 산소 소모량은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고 하였다. 이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정도가 심할수록 운동훈련을 통하여 운

동능력 및 내구성은 향상될 수 있으나 최대산소량에는 변화가 없음을 의미하는 결과

이다. 

   걷기검사는 만성 폐질환자의 일상생활의 능력을 잘 반영하는 간단하고 안전하

며, 예민도와 재현성이 높을 뿐 아니라 치료 효과의 판정에도 유효한 검사로 보

고 되고 있으며(McGavin, Artvinli, Naoe & McHardy, 1978), Butland 등(1982)

이 6분 걷기검사에 대해 중등도 이상으로 제약을 받는 환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

고 일상생활과 더 밀접하게 부합되는 장점을 가지면서 12분 걷기 검사와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6분 걷기검사는 만성 폐질환자

의 운동훈련의 효과를 파악하기에 타당한 검사라고 생각되어진다. 

4. 4. 4. 4. 건강관련 건강관련 건강관련 건강관련 삶의 삶의 삶의 삶의 질질질질

    만성 폐질환으로 인한 유병율과 사망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가장 흔한 만성 

폐질환인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1990년에 미국 내 사망원인의 4번째 순위를 차지하

고 있으나(ACCP/AACVPR , 1997), 만성 폐질환에 대한 치료방법은 이러한 상황을 

변화시키기에는 역부족으로, 이들에 대한 임상적인 치료의 목표는 증상을 완화시키

고, 기능을 강화시킴으로 건강관련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두고 있다(Eakin et al., 

1995). 

    건강관련 삶의 질(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HRQOL)측정은 임상가에게 만

성 폐쇄성 폐질환의 중증도와 환자치료의 영향에 대한 평가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환자결과를 향상시키는 데 사용되어질 수 있다(Wyrwich et al., 2003).

    건강관련 삶의 질은 독특한 개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역의 건강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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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으로, 이러한 영역은 기능, 건강상태, 그리고 주관적인 건강의 인지에 대한 객관

적인 평가에 의해 측정되어질 수 있는 데(Testa & Simonson, 1996), Wijkstra et al. 

(1994)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자의 폐기능, 운동능력과 마찬가지로 삶의 질을 측정하

는 것은 중요하다고 하였다.

    건강관련 삶의 질에 관한 관심은 첫째는 환자 개개인은 호기류(experatory 

airflow)같은 객관적인 측정보다는 호흡곤란과 같은 그들의 증상과 신체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으며, 둘째로, 건강관련 삶의 질은 생

리적인 측정 또는 생존율과는 다른 독특한 구성(construct)이고, 셋째, 치료의 목적

이 표준화된 생리적인 결과 이외에도 건강관련 삶의 질의 향상과 증상의 제거를 포함

하는 것으로 확장되고 있는 측면에서 더욱 더 증가되고 있다(Guyatt et al., 1987). 

    Guyatt 등(1987)은 만성 폐 질환자의 증상 및 기능상태의 변화와 생리적인 지표 

간의 관계는 약하기 때문에 환자의 삶에 대한 영향을 직접 측정하는 것은 중재의 효

과를 사정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하였다. Guyatt 등(1987)은 만성적으로 호기류 제

한이 있는 100명의 환자들이 질병과 관련된 일상생활에서의 문제에 관해 작성한 진

술에서 Chronic Respiratory Questionnaire(CRQ)질문지를 작성하여, 이를 폐기능과 

6분 걷기검사 등과의 관련성을 조사한 결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weighted 

kappa 0.51, p<0.05)고 하면서, 만성 호기류 제한이 있는 환자들의 중재효과를 결정

하는 데 CRQ를 사용할 것을 권하였다.  

   만성 폐 질환자에서 건강관련 삶의 질을 측정하는 주된 이유는 이 도구가 대

상자가 더 좋은 건강상태에 있는지 혹은 더 나쁜 건강상태에 있는지를 구별하기 

위한 도구이며(a descriminative instrument), 또한 연구와 임상목적의 치료에 대

한 반응으로 건강관련 삶의 질이 얼마나 변하였는 지를 평가하는 도구(an 

evaluative instrument)로 사용되기 때문이다(Mahler,  2000).

   A minimum clinically significant change(MCSC)는 건강관련 삶의 질 도구가 

건강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에 대한 가치와 점수의 변화가 얼마나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는 지를 해석하도록 수립되어져 왔다. 이 기준에 따르면 CRQ는 적어도 

10점의 변화가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다(Guyatt et al., 1987).

    Wijkstra et al.(1994)은 높은 신뢰도와 타당도를 보인 피로, 정서, 조절 영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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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서 중요하고도 자주 수행되어지는 5가지 중요한 활동을 대상자에게 선택

하도록 한 후, 그 활동 동안에 호흡곤란정도를 묻는 개별화된 호흡곤란 영역으로 구

성된 CRQ 를 심한 기도폐쇄가 있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자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 데  

사용할 것을 권하였다. 

5. 5. 5. 5. 호흡곤란호흡곤란호흡곤란호흡곤란, , , , 운동능력운동능력운동능력운동능력, , , , 건강관련 건강관련 건강관련 건강관련 삶의 삶의 삶의 삶의 질에 질에 질에 질에 대한 대한 대한 대한 호흡재활 호흡재활 호흡재활 호흡재활 

            프로그램의 프로그램의 프로그램의 프로그램의 효과효과효과효과

    

   AACVPR(1995)에서는 호흡곤란, 기능상태, 건강관련 삶의 질을 호흡재활의 

평가에 포함되어야할  3가지 중요한 요소로 추천해오고 있다.

   호흡곤란은 그 심한 정도가 생리학적 검사 결과와 비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호흡곤란 정도를 양적으로 평가하는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운동 또는 신체

적 활동을 하는 동안 호흡곤란 측정은 VAS(Visual Analog Scale)나 Borg scale

을 이용하고, 일상생활 활동이나 가정에서의 호흡곤란 측정은 BDI(Baseline Dyspnea 

Index)/TDI(Transitional Dyspnea Index)를 사용한다. Modified Borg Scale은 

환자의 운동능력 평가나 운동 중 호흡을 위한 환자의 노력정도를 높게 반영하며 

생리학적 검사와 상관관계가 높게 보고(Silverman, Barry, Hellerstein, Janos & 

Kelsen, 1988)되고 있어 호흡곤란정도를 평가하는 데 타당한 도구라 생각되어진

다. 다수의 연구(Behnke et al., 2002; Covey et al., 2001; Goldstein, Gort, 

Stubbing, Avendano & Guyatt,1994;  Hernandez et al., 2000; Strijbos et al., 

1996)에서 호흡재활 후 일상생활과 운동 시 호흡곤란이 감소되었음을 보고하였

고, Reardon 등(1994)도 호흡재활 치료 후 운동효율의 개선보다 호흡곤란의 감

소를 더 크게 보고하였다. 

   한편 호흡재활의 효과를 폐기능의 변화로 측정한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호흡재

활훈련이 이미 진행된 기도폐쇄 정도를 호전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Belman., 1986; Riley, 1988 ; Foster, 1990; O'donell et al., 1995; Mahler & 

Mackowiak, 1995; Strijbos, Postma & Altena, 1996; Wijkstra et al., 1996;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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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 등, 1996; 윤성호 등, 2002; 김애경, 2000), 폐기능 검사가 환자의 생리적 장

애정도를 평가하는 데는 유용하지만(Murray, Nadel, 1994), 호흡재활의 효과측

정을 위한 도구로는 부족하다고 하겠다. 오현수(2003)도 호흡재활을 통해 증진될 

수 있는 운동능력과 내구성은 폐기전과 관련된 영역보다는 대상의 동기나 의지, 호흡

곤란의 탈감각화, 운동기술의 향상과 관련된 영역인 것으로 제시한 바 있다.

   호흡재활 치료 후 Choi 등(1996)과 Niederman, Clement와 Fein(1991) 및 

김애경(2000)과 김순희(2002)는 호흡재활 후 6분 걷기 거리가 현저히 증가하였

으며, 호흡곤란 감소와 운동능력 또는 운동지구력에 유의한 향상이 있음을 보고

하고 있다(김매자, 1988 ; 김애경, 2000 ; 김응석, 2001; 김순희, 2002 ;  한숙정, 

2002 ;오의금 등, 2003 ; Scherer, Schmieder, 1997 ; O'donell et al., 1995 ; Ries 

et al., 1995 ; Strijbos et al., 1996) 

   또한 많은 연구에서 호흡재활 치료 후에 건강관련 삶의 질이 향상된 것을 제시하

였으며(Strijbos et al., 1996; ACCP/AACVPR, 1997; Behnke et al., 2002;  오의금 

등, 2003; Eui Geum Oh, 2003), 특히 치료 후에 CRQ 점수가 증가하였음을 제시한 

연구들도 있다(Guyatt et al., 1987; Mahler et al., 1999; Amy Hui Jiung Tsang, 

2000; 김순희, 2002 ; 오의금, 2003). 

   오현수(2003)는 일반적 건강상태를 측정하기 위한 신체적 지수로는 호흡곤란이

나 피로감을, 심리. 정서적 지수로는 정서적 기능과 조절을 많이 측정하였으며, 총체

적 지수는 안녕감의 질, 삶의 질을 측정 하였는 데, 신체적 차원, 총체적 지수보다는 

심리. 정서적 차원의 지수를 더 많이 측정하였다고 호흡재활에 관한 메타분석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호흡재활 프로그램을 제공 후 그 효과를 생리적 지수

보다는 양적인 도구를 사용한 호흡곤란의 측정과 일상생활에서 요구되는 기능적 운

동능력을 나타내는 6분 걷기검사, 만성 폐질환자의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CRQ를 측

정함으로 호흡재활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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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제 제 제 3 3 3 3 장  장  장  장  개념적 개념적 개념적 개념적 틀틀틀틀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은 문헌고찰을 바탕으로 하여 <그림 1>과 같이 구성

하였다. 만성 폐질환자들은 폐기능 감소로 활동 시 호흡곤란을 경험하며, 이로 인

한 불안, 공항, 좌절, 불안정이 증가함에 따라 활동이 감소되고 신체적인 재구조

화가 나타나게 되고 그 결과로 안정 시에도 호흡곤란을 경험하게 된다

(Rosenberg & Resnick,  2003). 호흡재활 프로그램은 대상자 개인의 특성을 고

려하여 신체적, 사회적 기능수행과 자율성을 최적화하기 위해 만성 폐질환자에게 

제공되는 다학제적이고 총체적인 프로그램으로(AACP & AACVPR, 1997 ; ATS, 

1999), 폐기능 저하로 일상생활에서 호흡곤란을 경험하는 만성 폐질환자들의 운

동유발 호흡곤란을 감소시키고(Reardon et al., 1994), 운동능력을 향상시키며

(Scherer, Schmieder, 1997; 오의금, 2003), 일상활동 수행과 삶의 질을 향상

(Wijkstra et al., 1994)시키는 것에 대한 호흡재활 프로그램의 이점은 잘 수립되어

져 있다. 따라서 입원 호흡재활 프로그램 제공 후 만성 폐질환자들의 호흡곤란, 운동

능력 및  건강관련 삶의 질이 향상되어 질 것이다<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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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곤란

Borg Score

건강관련 삶의 질

CRQ

운동능력

6분 걷기검사

호흡재활 프로그램

입원호흡재활 프로그램
ㆍ상하지 운동훈련
ㆍ호흡근훈련
ㆍ호흡재훈련
ㆍ이완요법
ㆍ교육

<그림 1> 개념적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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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제 제 제 4 4 4 4 장  장  장  장  연구방법연구방법연구방법연구방법

1. 1. 1. 1. 연구 연구 연구 연구 설계설계설계설계

   본 연구는 서울 소재 S병원 호흡기내과 병동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만성 

폐 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입원  호흡재활 프로그램이 호흡곤란, 운동능력, 건강 

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시차 설계로 

시도되었다.

사전조사  사후조사

퇴원시 퇴원 4주후

대조군

(2004. 11.1- 

2005. 2.28)

C1 C2, X2 C3

실험군

(2005. 3.1-    

       6.30)

E1 X1 E2, X2 E3

 

E1, C1 : 일반적 및 질병 관련 특성, 호흡곤란, 6분 걷기 거리 

            건강관련 삶의 질, 활력징후

E2, C2 : 호흡곤란, 6분 걷기 거리

E3, C3 : 호흡곤란, 6분 걷기거리, 건강관련 삶의 질 

X1       : 입원기간 호흡재활 프로그램

X2       : 가정 호흡재활 프로그램

X1+X2: 입원 호흡재활 프로그램

                                    

                                       <그림 2>  연구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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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2. 연구대상연구대상연구대상연구대상

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FEV₁ % pred., 또는 FVC % pred., 또는 FEV₁/FVC이 60% 미만인 자 

2) 일상생활에서 호흡곤란을 경험하는 자

3) 만성 폐쇄성 폐질환, 폐렴, 간질성 폐질환, 기관지 확장증을 진단받고 입원치

료를 받고 있는 만성 폐질환자

4) 허혈성 심장질환, 보행에 지장을 주는 근 골격계 질환이나 말초 혈관장애가 

없는 자

5) 실험 처치내용을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하며 주치의에 의해 본 프로그램을 수

행할 수 있다고 판단된 자  

   2004년 11월부터 2005년 6월까지 실험군 23명, 대조군 19명의 자료를 수집 

하였다. 실험처치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2004년 11월부터 2005년 2월까지 입

원한 환자 19명을 대조군으로, 2005년 3월부터 2005년 6월에 입원한 환자 23명

은 실험군으로 시기를 달리하여 시행하였다. 

3. 3. 3. 3.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도구도구도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는 다음과 같다.

1) 1) 1) 1) 호흡곤란  호흡곤란  호흡곤란  호흡곤란  

   Modified Borg scale(Borg et al, 1982)로 측정된 값으로 호흡곤란이 전혀 없

음(0점)에서 최대 10점의 12척도의 범위를 갖는 도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ATS(2002) 가이드라인에 따라    Borg Scale 점수표를 글자 크

기 20으로 코팅하여 환자에게 보여 주고 6분 걷기 검사 직후에 주관적으로 느끼

는 호흡곤란 정도를 자가보고 하도록 하였다. 오의금(2003)의 연구에서는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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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사 신뢰도가 r=.72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비율변수의 관찰자간 신뢰도를 구하는 

방법인 집단내 상관계수인 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α=.83이었다. 

 

2) 2) 2) 2) 운동능력운동능력운동능력운동능력: : : : 6666분 분 분 분 걷기 걷기 걷기 걷기 거리 거리 거리 거리 측정측정측정측정(6 (6 (6 (6 mins mins mins mins walk walk walk walk test)test)test)test)

   본 연구에서는 타원형의 병실 복도를 따라(총 80미터, 한 면 30미터), 환자 

스스로 걷기속도를 조절하도록 하여, 6분 동안 걸은 거리를 미터로 측정한 값을 

말한다. 미국 흉부학회(2002)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필요하면 멈추거나 휴식을 취

할 수 있도록 하며, 걷는 동안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격려의 말이나 행동을 제공하

지 않는다. 검사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위해 훈련된 연구자가 측정할 것이며, 대

상자가 안심하고 최대한 많이 걸을 수 있도록 연구자가 함께 걷는다. 측정 전에 

맥박 산소 포화도를 측정하였으며, 필요시 이동산소를 준비해주어 산소를 흡입하

면서 걷도록 하였다. 오의금(2003)의 연구에서는 검사 재검사 신뢰도를 r=.62라

고 하였는 데, 본 연구에서 비율변수의 관찰자간 신뢰도를 구하는 방법인 집단내 

상관계수인 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α=.91이었다. 

3) 3) 3) 3) 건강관련 건강관련 건강관련 건강관련 삶의 삶의 삶의 삶의 질질질질(Chronic (Chronic (Chronic (Chronic Respiratory Respiratory Respiratory Respiratory DiseaseDiseaseDiseaseDisease Questionnaire)Questionnaire)Questionnaire)Questionnaire)

   Guyatt 등(1987)에 의해 개발된 Chronic Respiratory Disease 

Questionaire(CRQ)로 측정된 값을 말한다. 건강 관련 삶의 질은 신체적 기능과 

정서적 기능을 측정하는 데, 신체적 기능은 호흡곤란과 관련된 5문항, 피로와 관련된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서적 기능은 정서상태와 좌절, 우울, 불안, 공황, 그리

고 호흡곤란에 대한 공포와 관련된 조절에 대한 자아인식을 포함한다. 4개의 하부 

영역, 즉 정서(7문항), 피로(4문항), 호흡곤란(5문항), 조절(4문항)의 20개 항목

으로 구성된, 1점(최대로 손상된)부터 7점(손상이 없는)의 Likert- type scale로 

구성되었으며 최대 140점에서 최저 20점의 점수분포를 갖는다. 건강 관련 삶의 질

은  점수가 낮을수록 건강관련 삶의 질이 낮음을 의미한다. 오의금(2003)의 연구

에서는 도구의 검사-재검사의 신뢰도를 r=0.62로 보고하였는 데, 본 연구의 

Cronbach's α=.84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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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4) 4) 기타기타기타기타((((일반적 일반적 일반적 일반적 특성 특성 특성 특성 및 및 및 및 질병관련 질병관련 질병관련 질병관련 특성특성특성특성))))

   의무기록 및 면담을 통해 일반적 특성 및 질병관련 특성을 조사하였으며, 최근  

3개월 이내에 시행한 폐기능 검사 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Portable Spirometry 

(COSMED, PONY 사)를 이용하여 연구자가 폐기능 검사를 시행하였다.

4. 4. 4. 4. 연구진행절차연구진행절차연구진행절차연구진행절차

1) 1) 1) 1) 연구자와 연구자와 연구자와 연구자와 연구보조자 연구보조자 연구보조자 연구보조자 훈련훈련훈련훈련

   ①연구자는 미국 AACVPR에서 승인한 University of Wisconsin-Lacrosse의 

The La Crosse Exercise and Health Program에서 주관한 호흡재활 워크샾에 참

가하여 2004년 10월 18일에서 20일 까지 3일 동안 19시간의 교육을 이수하였으

며, 미국 Mayo Clinic과 미국 Wisconsin주에 위치한 Gundersen Lutheran 병원의 

호흡재활센터를 견학하였다. 또한 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에서 외래환자를 대상

으로 시행하고 있는 가정 호흡재활 운동 훈련을 견학하였다.

   ② 호흡기내과 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 2인을 연구보조자로 선정하였다.

   ③ 연구자는 연구보조자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실험처치의 일관성을 유지

하기 위해 2일간 호흡재활 중재의 내용을 훈련시키고 프로토콜을 숙지시켰다.

   ④ 자료수집방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연구자는 연구보조자에게 자료수

집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실제 대상자의 자료수집 하는 과정을 관찰하였다.

2) 2) 2) 2) 예비연구예비연구예비연구예비연구

   연구의 수행가능성과 용이성을 확인하기 위해 예비연구를 2004년 10월 1일부

터 2주간 시행하였다.

   ① 만성 폐질환자 2인에게 호흡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호흡곤란이 있는 만

성 폐질환자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도구 및 중재내용의 적절성 및 용이성을 확

인한 결과 호흡재활 프로그램 제공장소를 좁은 교육실에서 공간이 트인 휴게실

로, 1시간 20분의 교육내용을 50분으로, 제공시간 및 내용을 재구성하였다.

   ② 자료수집에 사용되는 도구를 대상자에게 적용 후 실행가능성을 확인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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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 3) 3) 3) 교육책자 교육책자 교육책자 교육책자 제작제작제작제작

   예비연구를 통해 호흡재활 프로그램을 완성하였으며 문헌고찰과 Mayo Clinic

교재 및 호흡재활 치료에 대한 AACVPR 자료를 토대로 대상자에게 제공목적으로 

교육 및 호흡법 훈련, 상하지 운동훈련, 이완요법, 영양교육의 내용을 담은 교육

자료를 완성하여 퇴원 시에 제공하였다<부록 1>.

4) 4) 4) 4) 자료수집자료수집자료수집자료수집

  자료수집은 사전조사, 실험처치, 사후조사1, 사후조사2의 절차로 진행되었다<그림 

3>.

   

4-1) 4-1) 4-1) 4-1) 사전조사 사전조사 사전조사 사전조사 

① 자료수집에 앞서 S병원 간호부에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연구진행에 대한 승

인을 받았다. 

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한 대상자를 의무기록 및 면담을 통해 선정하였으며, 최

근 3개월 이내에 시행한 폐기능 검사 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portable Spirometry 

(COSMED, PONY 사)를 이용하여 연구자가 폐기능 검사를 시행하여 대상자 선

정기준에 합당한 자를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운동훈련 가능여부에 대한 판단을 

주치의에게 의뢰하였다.

② 호흡재활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 후 참여에 대한 동의서를 서면으로 받았다.

③ 실험처치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실험군과 대조군의 처치 및 자료수집을 시

기를 달리하여 시행하였으며, 대조군을 대상으로 먼저 시행하였다. 이때 대상자는 

실험군인지, 대조군인지 알지 못하도록 하였다.

④ 일반적(성별, 나이, 결혼상태, 교육정도, 동거가족, 직업, 경제상태, 운동, 흡연 

유무, 흡연양) 및 질병관련 특성(진단명, 진단기간, 입원기간, 동반질환, 투약, 활

력증후, 맥박 산소 포화도, 폐기능 검사)과 운동유발 호흡곤란, 6분 걷기 거리를 

측정하였으며, CRQ 도구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을 인터뷰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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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조사하였다.

⑤ 연구기간 동안 실험군, 대조군 모두에게 처방된 산소요법, 스테로이드, 기관지 

확장제 등의 투약을 지속하도록 하였다.

5-2) 5-2) 5-2) 5-2) 실험처치실험처치실험처치실험처치

   입원 호흡재활 프로그램은 문헌고찰 및 미국 The La Crosse Exercise and 

Health Program에서 주관한 호흡재활 워크샾의 내용과 미국 Mayo Clinic 호흡재

활센터의 운동훈련 프로그램을 참조하여 본 연구자에 의해 개발되었다<표 1>. 

내용타당도를 높히기 위해 간호학 교수 4인과 호흡기내과 전문의 3인의 자문을 

받아 완성하였다. 입원 호흡재활 프로그램은 AACVPR Guideline(1997)에 따라 

운동훈련 및 호흡 재훈련, 흡기근 훈련, 교육, 사회심리적 중재를 포함하는 입원 

기간 호흡재활 훈련(1단계)과 퇴원 후 자가 수행하는 가정 호흡재활 훈련(2단계)

을 병합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입원기간 중에 실험군에는 주치의 판단에 

따라 운동이 가능한 시점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에 병동 내 휴게실

에서 교실형태로 1일 1회 50분 동안 진행되는 호흡재활 프로그램에 4일간 참석

하도록 하였다. 중재 4일 경과 후에도 입원을 지속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정 호흡

재활 훈련을 자율적으로 수행토록 하였으며, 수행여부를 다이어리에 기록하도록 

하였다. 퇴원 후에는 가정 호흡재활 훈련을 퇴원 4주 후 까지 지속하도록 하였다. 

입원 호흡재활 프로그램의 순서는 호흡법 재훈련, 상지 운동 훈련, 하지 스트레

칭, 이완요법, 교육 및 하지운동인 걷기 훈련 순으로 진행되었다. 호흡재활 훈련

이 없는 오후에는 자율적으로 호흡재활 훈련을 반복하도록 격려하였다.

   하지운동 훈련으로 하지 스트레칭을 1일 1회 이상, 매회 5번을 시행하도록 하

였으며, 교육이 끝난 후 걷기 속도를 스스로 조절하면서 타원형의 병실 복도를 

따라 1일 1회 이상, 매회 20분 이상을 힘이 들지만 지치지는 않을 정도로, 가능

한 빠른 걸음으로 걷도록 하였다. 

   상지운동 훈련은 5가지 동작의 스트레칭을 1일 1회 이상, 매회 5번 이상 하도

록 하였으며, 근력 강화 운동으로 1피트 길이의 노란색 탄력밴드(Thera b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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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ygenic Corp., Akron, OH)를 이용하여 5가지 동작을 좌우를 교대로 1일 1회 

이상, 매회 10번 하도록 하였다. 

   호흡근 훈련은 호흡법 재훈련으로 입술오무리기 호흡과 횡격막 호흡을 1일 

1회 이상, 매회 10번 훈련하였으며 흡기근 훈련은 FEV₁이 40% 이하로 떨어져 

있는 심한 기도폐쇄가 있는 실험군과 대조군의 대상자에게 선택적으로 적용

(ACCP/AACVPR, 1997)하였는 데, P-FLEX를 이용하여 초기에는 1일 1회, 매회 

10-15분 을, 1주 후에는 1일 2회, 매회 10-15분 동안 적용하도록 하였고 압력

은 환자 스스로 조절하도록 하였다.

   사회심리적 중재로는 이완요법과 심상요법 및 지지그룹 모임을 매일 1회, 10분 

동안 연구자의 인도에 따라 수행하도록 하였고 퇴원 후에는 가정에서 스스로 적

용하도록 하였으며, 1주에 1회 이상 전화상담을 제공하였다.

   입원 호흡재활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 1>에 제시되었으며, 운동 훈

련의 구체적인 내용은 <부록 1>과 같다.

   대조군에는 주치의 판단으로 운동이 가능한 시점에 사전조사를 마친 후 일

반적인 입원치료이외에 특별한 호흡재활 관련 중재를 제공하지 않다가 퇴원당

일에 다시 자료 수집을 한 후, 연구자가 상하지 운동 훈련, 호흡 재훈련, 호흡근 

훈련, 교육 및 이완요법을 포함한 가정호흡 재활 프로그램을 직접 시범하면서 

교육하여 가정에서 퇴원 4주후 까지 가정 호흡재활 훈련을 지속하도록 하였다. 

퇴원 시 교육책자 및 훈련 일지인 다이어리 및 테라밴드를 제공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에게 1주에 1회씩 전화방문을 통해 건강상담 및 호흡재활 훈련 수행을 격려하

였다.   

   운동훈련 중에 호흡곤란 발생에 대비하여 사전 맥박 산소 포화도를 측정하였으며, 

필요시 이동산소를 준비해주어 산소를 투여하면서 훈련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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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입원 호흡 재활 프로그램

ACCP/AACVPRACCP/AACVPRACCP/AACVPRACCP/AACVPR

(1997)(1997)(1997)(1997)
입원기간 입원기간 입원기간 입원기간 호흡재활 호흡재활 호흡재활 호흡재활 프로그램프로그램프로그램프로그램 가정 가정 가정 가정 호흡재활 호흡재활 호흡재활 호흡재활 프로그램프로그램프로그램프로그램

구성요소 내용 빈도 시간 제공자 내용 빈도

하지훈련
스트레칭

1일 1회 이상, 

매회 5번 이상
5분

간호사

스트레칭 1일 1회 이상, 

매회 5번 이상

걷기(자기속도 조절) 1일 1회 이상 20분 이상 걷기(자기속도 조절) 1일 1회 이상

상지훈련

스트레칭
1일 1회 이상, 

매회 5번 이상
5분

간호사

스트레칭 1일 1회 이상, 

매회 5번 이상

근력강화운동

(Thera band)

1일 1회 이상, 

매회 10번 이상
10분

근력강화운동
(Theraband)

1일 1회 이상, 

매회 10번 이상

호흡근 훈련

호흡법 재훈련
:입술 오무리기 호흡
횡격막 호흡

1일 1회 이상,
매회 10번 이상 10분 간호사 입술 오무리기 호흡

횡격막 호흡
1일 1회 이상,
매회 10번 이상

흡기근 훈련
:P-FLEX

초기-1일 1회
매회 10-15분,
점차-1일 2회

개별적으로
시행

흡기근 훈련:P-FLEX이용,
Condition에 따라 pressure
indicator를 점차 증가

초기-1일 1회
매회 10-15분,
점차-1일 2회

사회심리적 중재
이완요법 1일 1회 이상 10분 간호사 이완요법 1일 1회 이상

전화상담 1주에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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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입원 호흡재활 프로그램 교육 내용   

    

session 주제 제공자 빈도 시간

1회

••••    폐의 기능

••••    만성 폐질환

••••    호흡재활    

••••    호흡법 

간호사 1일 1회 10분

2회
••••    운동요법

•••• 투약
간호사 1일 1회 10분

3회
••••    호흡곤란 관리전략

••••    에너지보존

••••    스트레스관리

간호사 1일 1회 10분

4회 ••••    금연
••••    영양

간호사
영양사 1일 1회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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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5-3) 5-3) 5-3) 사후조사사후조사사후조사사후조사

① 퇴원 시에 운동유발 호흡곤란과 6분 걷기 거리를 측정 하였고, 사회심리적 도

구인 건강관련 삶의 질은 시험효과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지 않았다.

② 실험처치가 종료되는 시점인 퇴원 후 4주에 운동유발 호흡곤란 과 6분 걷기 

거리 및 건강관련 삶의 질에 대한 사후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수집 절차는 <그림 3> 과 같다.

• 호흡
곤란

• 6분
걷기
거리

• 호흡곤란
• 6분 걷기

거리
• 건강관련

삶의 질

• 입원입원입원입원 호흡재활호흡재활호흡재활호흡재활
프로그램프로그램프로그램프로그램

- 입원기간
호흡재활
프로그램
: 4일

- 가정
호흡재활
프로그램
: 4주

사전조사사전조사사전조사사전조사 사후조사사후조사사후조사사후조사 1:1:1:1:퇴원퇴원퇴원퇴원 시시시시 사후조사사후조사사후조사사후조사 2:2:2:2:퇴원퇴원퇴원퇴원 후후후후 4444주주주주

실험군실험군실험군실험군

대조군대조군대조군대조군

• 일반적
특성

• 질병관련
특성

• 호흡곤란
• 6분걷기

거리
• 건강관련

삶의 질
• 활력징후

대조군
가정 호흡재활
프로그램: 4주

                      

                         <그림 3> 자료수집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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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 5. 5. 자료 자료 자료 자료 분석 분석 분석 분석 방법방법방법방법

1) 수집된 자료는 SAS 9.1 version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질병관련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동질성은 Fisher' 

exact test, χ² 검정, 정규분포 여부에 따라 Wilcoxon Two-sample t-test와 

Two-sample t-test로 분석하였다.  

2) 실험군과 대조군의 호흡재활 프로그램 효과의 비교는 정규분포 여부에 따라 

paired t-test와 Wilcoxon signed rank sum test, Wilcoxon Two-sample 

t-test와 Two-sample t-test, Repeated Measures ANOVA, 사후검정은 

Bonferroni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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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제 제 제 5 5 5 5 장  장  장  장  연구결과연구결과연구결과연구결과

1. 1. 1. 1. 대상자의 대상자의 대상자의 대상자의 일반적 일반적 일반적 일반적 특성 특성 특성 특성 및 및 및 및 동질성 동질성 동질성 동질성 검증검증검증검증

   본 연구의 사전조사에 참여한 대상자는 총 53명으로 실험군 28명, 대조군 25

명이었으나, 사망(실험군 1명, 대조군 1명), 질병 악화(실험군 2명, 대조군 2명), 

타병원 진료(실험군 1명, 대조군 2명), 자료수집 거부(실험군 1명, 대조군 1명)

로 11명이 탈락되어, 실험군 23명, 대조군 19명이 최종분석에 포함되었다.

            성별은 실험군, 대조군 각각에서 남자가 22명(95.65%)과 17명(89.47%)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여 만성 폐질환은 남자에게 많은 질환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나

이는 실험군, 대조군이 각각 평균 65세와 62세로 나타나 연령이 높을수록 만성 

폐질환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호흡재활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동거가족 유무

는 대조군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실험군과 대조군의 대상자가 가족과 동거하고 

있었다. 호흡재활 훈련에 제 3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평소 운동 여부는 실험

군, 대조군이 각각 2명으로, 그 내용은 골프와 등산이었는 데, 질병이 악화되어 

입원했던 대상자들은 퇴원 후에도 본 연구기간에는 호흡재활 운동 훈련 이외에는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두 군 간의 일반적 특성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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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일반적 특성 및 동질성 검증                                   

n=42

변수 구분 실험군(n=23) 대조군(n=19) χ2 or Z 

or t 
p

실수 (%) 실수 (%)

성별 남 22 (95.65) 17 (89.47)
.60 .58

여 1 (4.35) 2 (10.53)

나이 평균(세) 65.43±9.22 62.11±11.05 -1.06 .29

결혼상태 기혼 23 (100) 19 (100)

교육정도 고졸미만 12 (52.17) 13 (68.42)
1.14 .29

고졸이상 11 (47.83) 6 (31.58)

동거가족 유 23 (100) 18 (94.74)
1.24 .45

무 0 1 (5.26)

직업 유 5 (21.74) 3 (15.79)
.63 .71

무 18 (78.26) 16 (84.21)

월수입 평균(만원) 190.00±95.92 186.32±79.88 -1.33 .89

운동 유 2 (8.70) 2 (10.53)
.04 1.00

무 21 (91.30) 17 (89.47)

흡연 유 3 (13.04) 4 (21.05)
.48 .68

무 20 (86.96) 15 (78.95)

흡연양 평균(pkyr) 19.35±22.93 19.42±17.82 .01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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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2. 대상자의대상자의대상자의대상자의 질병관련 질병관련 질병관련 질병관련 특성 특성 특성 특성 및 및 및 및 동질성 동질성 동질성 동질성 검증검증검증검증

   진단명은 실험군, 대조군에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각각 52.17%와 52.63%

로 가장 많아,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만성 폐질환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

을 알 수 있었으며, 진단기간은 실험군이 48.74개월, 대조군은 59개월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p=.84), 입원기간도 실험군은 10.76일, 대조군의 경우는 15.05

일로 두 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27).

   투약은 호흡재활 훈련 중에도 이전에 하던 대로 지속 하였는데, 실험군과 대

조군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41). 수축기 혈압, 맥박, 호흡 및 맥박 산소 

포화도(SPO2)는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이완기 혈압은 두 군 간에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p=.00) 두 군 모두 이완기 혈압의 평균치가 

정상 범주에 속하여 큰 의의를 나타내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노력성 1초간 호

기량(FEV1% pred.)은 실험군, 대조군이 각각 44.57±15.58과 42.16±15.78으로 

두 군 모두 심한 기도폐쇄를 보였으며, 노력성 폐활량(FVC% pred.)도 실험군, 

대조군이 각각 57.48±18.68과 57.79±15.04로 나타나 제한성 폐질환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두 군 간에 FEV1(p=.62)과 FVC(p=.95) 및 FEV1/FVC(p=.80)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아, 질병관련 특성에서 두 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는 없었다<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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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질병관련 특성 및 동질성 검증 

n=42  

변수 구분
실험군(n=23) 대조군(n=19) χ2or Z 

or t 
p

실수 (%) 실수 (%)

진단명

만성 폐쇄성 

폐질환
12 (52.17) 10 (52.63)

.70 .87폐렴 2 (8.70) 3 (15.79)

간질성 폐질환 8 (34.78) 5 (26.32)

기관지확장증 1 (4.35) 1 (5.26)

진단기간 평균(월) 48.74±40.34 59.00±58.10 .20 .84

입원기간 평균(일) 10.76±5.83 15.05±16.37 1.13 .27

동반질환
유 4 (17.39) 1 (5.26)

1.46 .36
무 19 (82.61) 18 (94.74)

투약

없음 13 (56.52) 7 (36.84) 2.25 .52

기관지확장제 2 (8.70) 3 (15.79)

2.90 0.41
스테로이드 1 (4.35) 0 (0)

기관지확장제 + 

스테로이드
7 (30.43) 9 (47.37)

혈압

(mmHg)

수축기(평균) 117.39±17.94 121.90±16.31 .84 .40

이완기(평균) 70.35±9.05 80.63±7.48 3.96 .00

맥박 평균(회) 88.43±13.17 93.42±14.08 1.18 .24

호흡 평균(회) 20.87±1.46 20.32±1.00 -1.50 .13

SPO₂ 평균(%) 94.39±2.46 94.32±1.86 -.46 .65

폐기능

(% pred.) 

FEV1(평균) 44.57±15.58 42.16±15.78 -.50 .62

FVC(평균) 57.48±18.68 57.79±15.04 .06 .95
FEV1/FVC 59.42±19.77 56.93±22.97 -.25 .80

FEV1%pred. : Forced Experatory    Volume in 1 second, % predicted

FVC%pred. : Forced Vital Capacity, % predi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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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3. 3. 호흡곤란호흡곤란호흡곤란호흡곤란, , , , 운동능력운동능력운동능력운동능력, , , , 건강관련 건강관련 건강관련 건강관련 삶의 삶의 삶의 삶의 질에 질에 질에 질에 대한 대한 대한 대한 동질성 동질성 동질성 동질성 검증 검증 검증 검증 

   실험군, 대조군 간에 호흡곤란, 운동능력, 건강관련 삶의 질에 대하여 정규분

포 여부에 따라 Wilcoxon Two-sample t-test 와 Two-sample t-test로 동질

성 검증을 시행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운동유발 호흡곤란을 Borg로 측정한 결과는 실험군 4.13점과 대조군 4.89점

으로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p=.17), 6분 걷기 거리로 측정한 운동

능력도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고(p=.53), 건강관련 삶의 질에

서도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아 호흡곤란, 운동능력, 건강 관련 삶

의 질에서 두 군은 동질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5>.

<표 5> 호흡곤란, 운동능력, 건강관련 삶의 질에 대한 동질성 검증 

n=42

변수
평균±표준편차

Z ort p
실험군(n=23) 대조군(n=19)

호흡곤란(점) 4.13±2.26 4.89±1.76 -1.36 .17

운동능력(m) 206.91±123.72 232.53±137.65 -.63 .53
건강관련 삶의질

(총점) 77.00±12.50 83.53±18.93 -1.16 .25

호흡영역(점) 18.09±6.49 22.37±5.90 -1.85 .06

정서영역(점) 29.22±6.47 29.58±7.73 -.11 .91

피로영역(점) 13.39±4.44 15.11±6.10 -.89 .38

조절영역(점) 16.30±5.40 16.47±4.68 -.06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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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 4. 4. 가설검증가설검증가설검증가설검증

   입원 호흡재활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운동 유발 호흡곤

란, 운동능력, 건강관련 삶의 질에 차이가 있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가설을 검증

하였다. 

   1) 제 1가설

   ‘입원 호흡재활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호흡곤란이 감

소될 것이다.’’’’를 검증하기 위해 입원 호흡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한 실험군과 가정 

호흡재활 프로그램만을 제공한 대조군의 운동유발 호흡곤란 점수를 사전, 퇴원 

시, 퇴원 4주 후 측정한 결과, 실험군은 사전의 4.13에서, 퇴원 시에는 3.61로, 

다시 퇴원 4주후에는 3.39로 호흡곤란 점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대조군

의 경우에는 사전 4.89에서 퇴원 시에는 5.26으로, 다시 퇴원 4주후에는 5.32로 

호흡곤란 점수가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를 Repeated Measures 

ANOVA로 분석한 결과는 두 군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F=6.58, p=.01), 시간경과에 따른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F=.14, 

p=.87), 실험처치의 그룹과 시간경과 간에는 상호작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F=2.05, p=.14), 제 1가설은 기각되었다<표 6>. 

<표 6> 호흡곤란에 대한 가설 검증

                                                                    n=42

변수 집단
평균±표준편차 F(G) F(T) F(G*T)

사전 퇴원시 퇴원 4주후 p p p

호흡

곤란

(점)

실험군  4.13±2.26 3.61±2.17 3.39±2.33 6.58 .14 2.05 

대조군 4.89±1.76  5.26±1.82  5.32±2.31 .01 .8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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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 2가설

   ‘입원 호흡재활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운동능력이 증

가할 것이다’를 검증하기 위해 입원 호흡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한 실험군과 가정 

호흡재활 프로그램만을 제공한 대조군의 6분 걷기 거리를 사전, 퇴원 시, 퇴원 4

주 후 측정한 결과, 실험군은 사전 206.91에서 퇴원 시에는 305.78, 퇴원 4주후

에는 362미터로 계속 증가하였으나 대조군의 경우에는 사전 232.53에서 퇴원 시

에는 232.47로 약간 감소하였다가 퇴원 4주후에는 263미터를 나타내었다. 이를  

Repeated Measures ANOVA로 분석한 결과, 두 군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

나(F=1.56, p=.22), 시간경과에 따른 두 군 간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

며(F=27.57, p=.00), 실험처치의 그룹과 시간경과 간의 상호작용도 유의한 차이

를 나타내(F=13.82, p=.00), 6분 걷기 거리의 변화가 두 군 간에 다른 것으로 

나타나 제 2가설은 지지되었다<표 7>.

<표 7> 운동능력에 대한 가설 검증                                  

                                                                    n=42

   

변수 집단
평균±표준편차 F(G) F(T) F(G*T)

사전 퇴원시 퇴원 4주후 p p p

운동

능력

(m)

실험

군  
206.91±123.72 305.78±116.55 362±125.58 1.56 27.57 13.82

대조

군
232.53±137.65 232.47±136.24 263±172.33 .22 .0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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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다시 어떤 군에서 어느 시점 간에 차이를 보였는 지 알아보기 위해 사후

검정으로 Bonferroni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실험군의 경우에는 사전과 퇴

원 시(평균차 98.87미터, p=.00)와 사전과 퇴원 4주 후(평균차 155.65미터, 

p<.00) 그리고 퇴원 시와 퇴원 4주 후(평균차 56.78미터, p<.00)의 세 시점 모

두에서 두 시점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한편 대조군은 세 

시점 모두에서 두 시점 간의 차이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각각 p=1.00, 

p=.12, p=.07)<표 8>. 

<표 8> 운동능력의 그룹과 시점간의 차이에 대한 사후검증 

                                                                                                                                                                                                                                                                        n=42    

그룹 시점 1 시점 2
시점간 

평균차
±표준오차 p

실험군 사전 퇴원시  98.87 ±17.93 .00

실험군 사전 퇴원 4주후 155.65 ±9.41 <.00

실험군 퇴원시 퇴원 4주후 56.78 ±14.06 <.00

대조군 사전 퇴원시 -0.53 ±9.41 1.00

대조군 사전 퇴원 4주후 30.58 ±18.67 .12

대조군 퇴원시 퇴원 4주후 30.63 ±15.59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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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 3가설

   ‘입원 호흡재활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건강관련 삶의 

질이 증가할 것이다’’’’를 검증하기 위해 입원 호흡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한 실험군

과 가정 호흡재활 프로그램만을 제공한 대조군의 건강 관련 삶의 질의 점수를 사

전, 퇴원 4주 후에 측정하고, 이를 정규분포 여부에 따라 전후 차의 비교는 

paired t-test와 Wilcoxon signed rank sum test로, 두 군 간의 차이는 Wilcoxon 

Two-sample test와 Two-sample t-test 로 분석한 결과, 두 군 간에 호흡(p=.01), 

정서(p<.00), 피로(p=<.00), 조절(p=<.00)영역의 건강관련 삶의 질의 전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어 제 3가설은 지지되었다<표 9>. 

<표 9> 건강관련 삶의 질에 대한 가설 검증 

                                                                    n=42  

구분 집단
 평균±표준편차(점)  

 Z or t p
실험군 대조군

호흡

사전 18.09±6.49 22.37±5.90
2.61 .01

퇴원 4주후 26.00±5.51 23.53±5.36

Z -3.75 -.46
p .00 .65

정서

사전 29.22±6.47 38.30±6.31
3.34 <.00

퇴원 4주후 29.58±7.73   31.26±6.91
t -6.01 -1.05
p .00 .31

피로

사전   13.39±4.44 21.26±5.03
3.09  <.00

퇴원 4주후 15.11±6.10 17.42±4.06
t -6.78 -1.12
p .00 .26

조절

사전 16.30±5.40 22.78±4.28 
3.25 <.00

퇴원 4주후 16.47±4.68 17.16±3.67 
Z -3.91 -.60
p .00 .55

총점

사전 77±12.50 108.34±15.26  
4.78 <.00

퇴원 4주후 83.53±18.93 89.37±16.27
t -9.76 -1.33
p .0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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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제 제 제 6 6 6 6 장  장  장  장  논 논 논 논 의의의의

   질병이 악화되어 입원 치료 중인 만성 폐 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입원 호흡재

활 프로그램이 호흡곤란, 운동능력, 건강 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를 논의하고

자 한다.

1. 1. 1. 1. 입원 입원 입원 입원 호흡재활 호흡재활 호흡재활 호흡재활 프로그램이 프로그램이 프로그램이 프로그램이 호흡곤란에 호흡곤란에 호흡곤란에 호흡곤란에 미치는 미치는 미치는 미치는 효과효과효과효과

   본 연구에서 만성 폐질환이 악화되어 입원치료 중 운동훈련이 가능한 시점에  

입원 호흡재활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과 퇴원 시에 가정 호흡재활 프로그램

을 교육받은 대조군 간에는 호흡곤란이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나 시간의 변화

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실험처치 후 그룹과 시간경과 간의 

상호작용에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호흡재활 치료 후에 환자가 

느끼는 호흡곤란의 정도가 호흡재활 치료 전 보다 호전되었다고 보고한 연구들

(Riley, 1988 ; O'donell, Mcguire,  Samis, and Webb, 1995 ; Strijbos et al., 1996; 

Scherer, Schmieder, 1997;  Miyahara et al., 2000 ; 김애경, 2000 ; 오의금 등, 

2003)과는 차이를 보이는 것이었고, 가정 호흡재활 치료 후에 호흡기 증상에 유의

한 개선을 보이지 않았다고 한 Riley(1988)와 윤성호 등(2002)과 김희선(2002)과

는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실험군의 경우 평균값이 

사전, 퇴원 시, 퇴원 4주후에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호흡곤란이 개선됨을 보였으

나, 대조군의 경우에는 사전에 비해 퇴원 시와 퇴원 4주후에 오히려 점차 증가를 

보여 실험군과 달리, 운동유발 호흡곤란이 감소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한편 Wijkstra et al.(1994)은 건강관련 삶의 질 가운데 호흡곤란 영역이 중

재의 효과를 평가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다고 하였는 데, 본 연구에

서는 호흡재활 후에 실험군의 호흡곤란 영역이 6.55점 증가하여 대조군과 통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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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는 가정 호흡재활 후 평소 호흡곤란을 이 도구

로 측정한 결과, 3.6점의 증가를 보이며 유의하게 호흡곤란이 감소하였다고 한 김순

희(2002)와  Tsang(200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따라서 본 연구의 입원 

호흡재활 중재가 호흡곤란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이었음을 나타낸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시점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은 이유는 본 연구에서는 

운동유발 호흡곤란을 측정하기 위해 대상자가 6분 걷기검사를 수행한 바로 직후에 

호흡곤란 정도를 자가보고 하도록 하였는데, 실험군은 입원 호흡재활 훈련의 영향으

로 대조군에 비해 6분 걷기검사를 매 시점마다 최대로 걸은 결과, 6분 걷기검사 직후 

호흡곤란이 평소보다 더 높음을 보고한 결과였다고 생각되어진다. 이는 운동의 강도

와 시간을 통제할 수 있는 트레드밀과 같은 운동을 실험군과 대조군에게 동일하게 수

행토록 한 직후 호흡곤란 정도를 측정함으로써, 해결되어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진다. 또한 대상자 수가 적은 것도 하나의 이유로 생각되어진다.

2. 2. 2. 2. 입원 입원 입원 입원 호흡재활 호흡재활 호흡재활 호흡재활 프로그램이 프로그램이 프로그램이 프로그램이 운동능력에 운동능력에 운동능력에 운동능력에 미치는 미치는 미치는 미치는 효과효과효과효과

   입원 호흡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한 실험군의 경우, 가정 호흡재활 프로그램만

을 제공한 대조군에 비해 6분 걷기검사로 측정한 운동능력이 사전에 비해 퇴원 

시에는 98.87미터가, 퇴원 4주 후에는 155.65미터가 증가하여 시간에 따라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는 호흡재활 치료 후 운동능력 및 운동지구

력의 향상을 보고한 많은 연구(Scherer, Schmieder , 1997; Miyahara et al., 2000; 

Finnerty, Bullough, Jones, 2001; 김매자, 1988; 최강현 등, 1996; 김애경, 2000; 

김응석, 2001; 김순희, 2002; 윤성호 등, 2002; 오의금 등, 2003;  Oh, 2003)들과 일

치하는 결과이고, 최강현 등(1996)의 66미터, Finnerty et al. (2001)의 51m 에 비

해 6분 걷기거리가 더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오현수(2003)가 

호흡재활 제공으로 가장 효과가 큰 지수는 단위시간 동안 육상 도보거리이며, 이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정도가 심할수록 운동훈련을 통한 운동능력과 내구성은 향상

될 수 있으나 최대산소량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이라고 한 점과 일치된다. American 

Thoraic Society(2002)는 대부분의 만성 폐질환자들은 6분 걷기검사 동안에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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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량에 도달하지 못하는 대신 그들 자신의 운동 강도를 선택할 것을 요청받으며, 검

사 도중 멈추거나 쉬도록 허용되는 데, 이는 만성 폐질환자들의 일상생활 활동이 최

대 일량 하에서 수행되어지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6분 걷기검사는 일상 신체적인 활

동에 대한 기능적인 운동수준을 더 잘 반영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본 

연구에서 6분 걷기거리의 증가는 만성 폐질환자의 일상생활에서 요구되어지는 기능적

인 운동능력의 향상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Guyatt et al ., (1991)은 6분 걷기검사에 대해 중등도 혹은 심한 심장이나 

폐질환자의 치료에 대한 반응을 측정하기 위함과 이환율이나 사망률뿐만 아니라 한 

시점의 환자의 기능상태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어지며, 최대 산소섭취량 보다는 일

상 활동 수행과 더 상관관계를 보이고 치료수행 후 6분 걷기검사에서의 변화는 주관

적인 호흡곤란의 향상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6분 걷기거

리의 유의한 증가는 만성 폐질환자의 기능상태의 향상을 의미하며, 진행된 만성 폐

질환자들이 주로 활동 시 호흡곤란으로 인한 기능적 능력(functional capacity)감

소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점(Jaap et al., 1996)을 감안할 때, 본 입원 호흡재

활 프로그램은 만성 폐질환자의 기능적 능력을 향상시킴으로 활동 시 호흡곤란을 감

소시키는 데 효과적임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한편 Casaburi et al.,(1997)은 만성 폐질환자의 경우에도 고강도의 운동 훈련이 

더 효과적이라고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하지운동인 걷기의 속도 및 지속시간을 대

상자 스스로 조절하도록 하였고 따라서 고강도의 운동처방을 하지 못하였다. Clini 

et al. (2001)은 입원기반의 호흡재활은 집중적인 재활 서비스와 전문적인 훈련

을 환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보험 미적용 등의 이유로 호흡재활 팀

이 구성되어 있지 않고, 진단 및 항생제 등의 치료가 끝나면, 호흡재활에 대한 고

려 없이 퇴원하고 있는 국내의 여건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학제적인 팀 대

신 간호사가 주도하는 호흡재활 훈련으로 운영되었기에 고강도로 운동을 처방하

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전문적인 고강도의 운동 훈련을 

처방하지 못하고 퇴원 후 가정에서 쉽게 수행할 수 있는 걷기운동을 선택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호흡재활 후 운동능력에 대한 결과는 다학제간 팀으로 이루어진 

고강도 훈련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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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3. 3. 입원 입원 입원 입원 호흡재활 호흡재활 호흡재활 호흡재활 프로그램이 프로그램이 프로그램이 프로그램이 건강관련 건강관련 건강관련 건강관련 삶의 삶의 삶의 삶의 질에 질에 질에 질에 미치는 미치는 미치는 미치는 효효효효과과과과

   입원 호흡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한 실험군의 경우, 가정 호흡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한 대조군에 비해 건강 관련 삶의 질이 사전에 비해 퇴원 4주 후에 호흡곤란 

영역은 7.91점, 총점은 31.34점이 증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

다. 이는 호흡재활 치료 후 건강 관련 삶의 질의 향상을 보고한 연구(Tsang, 

2000 ; Behnke et al., 2002 ; Behnke et al., 2003)와 일치하는 결과이고, 조절 또

는 호흡곤란을 제외한 건강관련 삶의 질의 증가를 보고한 Miyahara et al. (2000)과 

오의금 등(2003)과 Oh(2003)의 연구와는 차이를 보이는 결과이다.

   Guyatt et al., (1987)은 CRQ에 대해 적어도 총점의 경우는 10점, 호흡곤란

은 5점의 변화가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하였는 데, 본 연구 결과는, 이러한 

기준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하였다. 

    또한 Guyatt 등(1987)은 만성 폐 질환자에게 있어 증상 및  기능적 상태에서의 

변화와 생리적인 지표 간의 관계는 약하며, 따라서 환자의 삶에 대한 영향을 직접 측

정하는 것은 중재의 효과를 사정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하였는 데, 본 연구에서 호흡

재활 중재 후 일상생활과 관련된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건강 관련 삶

의 질의 향상은 입원 호흡재활 훈련이 환자의 건강상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

재라는 것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생각되어진다.

    실험군에 있어 호흡곤란, 호흡능력, 건강 관련 삶의 질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

하기 위해 추가로 분석한 결과, 호흡곤란과 운동능력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

관관계를 보이는 것(r=-.49, p=.03)으로 나타났는 데, 이는 Guyatt et al. (1991)

이 치료수행 후 6분 걷기 검사에서의 변화는 주관적인 호흡곤란의 향상과 상관관계

가 있다고 한 결과와 일치한다.

    본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입원을 기반으로 하여 단기간 호흡재활 훈련을 받은 

후 퇴원하여 가정에서 운동훈련 및 호흡법, 호흡근 재훈련과 이완요법을 지속하도록 

하는 입원 호흡재활 프로그램으로 운동이 가능한 시점부터 조기 호흡재활 훈련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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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하는 것이 퇴원교육으로 가정 호흡재활이 제공되어지는 것 보다 효과적이라 하겠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검증된 결과를 바탕으로 입원 호흡재활 훈련을 호흡곤란이 

있는 만성 폐질환자에게 제공할 것을 제언한다.

4. 4. 4. 4.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의의의의의의의의

    본 연구의 결과가 간호이론, 연구, 실무 측면에서 갖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1) 간호이론 측면에서의 의의

    호흡곤란이 있는 만성 폐 질환의 기능상태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부재한 

상황에서 기능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개념적 

기틀을 작성하여, 변수간의 관련성에 대해 부분적으로 나마 검증을 시도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2) 간호연구 측면에서의 의의

    호흡재활은 만성 폐질환자의 건강상태를 개선시키기 위한 중재로 선진 외국

에서는 그 효과가 검증되어 대상자에게 널리 수행되어지고 있으나 세부적인 내

용, 즉 운동의 종류, 강도, 지속시간에 대해서는 아직 전반적인 합의가 이루어지

지 않은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퇴원 후에도 특별한 도구 없이 가정에서 일상

생활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운동훈련 내용으로 입원 호흡재활 프로

그램을 구성하여, 그 효과를 연구함으로써, 퇴원 시에 일회성으로 호흡재활에 대

한 교육 및 훈련이 실시되는 것에 비해 입원 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제공되어지는 

것이 효과적임을 검증하였다. 또한 만성 폐질환자들의 호흡곤란을 감소시키는 처

방적인 중재에 대한 실험연구를 시도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3) 간호실무 측면에서의 의의

    본 연구에서 입원 치료 중인 만성 폐질환자들을 대상으로 교실형태를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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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모여 반복적으로 배우고 훈련하도록 한 것은 지지그룹으로 작용하여 대상자

들 스스로 치료에 참여를 격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더욱이 단기간 입원하여 

치료와 호흡재활 훈련을 병행하여 받은 후 훈련받은 내용을 퇴원하여 가정에서 지속

하도록 하는 본 연구의 실험처치는 재원일수가 10일 이내로 짧아지고 있는 국내 

의료여건에 적용가능한 적절한 중재라고 생각되어진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입원 호흡재활 프로그램이 만성 폐질환자의 호흡곤란을 비롯한 기능상태를 향상

시킬 목적으로, 새로운 간호중재의 하나로 활용되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보험 미적용으로 인해 호흡재활 팀이 구성되어 있지 않은 국내의 의료 환경에서 

미국 흉부학회가 권하는 호흡재활 요소를 모두 포함한 입원 호흡재활 프로그램을 

간호사가 주도하여 시행하였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5. 5. 5. 5.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제한점제한점제한점제한점

1) 퇴원 후,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호흡재활 훈련을 하도록 하였기 때

문에 호흡재활의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 대소사에 의한 정서 부분의 

영향 및 내원 전날 컨디션을 통제하지 못했다.

2) 일개 간호단위를 대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실험처치의 확산을 예방하

기 위하여 실험군과 대조군을 시기를 달리하여 연구를 진행하였고 따라서 무작위 

할당을 하지 못하였다.

3) 미국 흉부학회에서는 다학제 간 팀으로 호흡재활 프로그램을 구성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보험 미적용 및 호흡재활 팀이 구성되어 있지 않은 국내 여건 상 

간호사가 주도하는 호흡재활 프로그램으로 구성 및 운영되었다.

4) 대상자의 질환 중증도, 운동 강도 및 초기 운동능력 검사자료에 기초한 개

별적인 운동처방을 대상자에게 제공하지 못하였다.

5) 연구대상자에게 자기 자신이 실험군인지 대조군인지 알리지 않았으나, 자료

수집자도 모르게 하는 Double blind를 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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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제 제 제 7 7 7 7 장  장  장  장  결론 결론 결론 결론 및 및 및 및 제언제언제언제언

1. 1. 1. 1. 결론결론결론결론

   본 연구는 질병악화로 입원한 만성 폐 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입원 호흡재활 

프로그램이 호흡곤란, 운동능력, 건강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기 위

하여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시차설계로 진행되었다. 연구기간은 2004년 11월부터 

2005년 6월까지 이었으며, 연구대상은 서울 소재 S병원 호흡기내과 병동에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만성 폐질환자 중 대상자 선정 기준에 적합한 실험군 23명, 대

조군 19명이었다. 실험처치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2004년 11월 부터 2005년 

2월까지 입원한 환자 19명을 대조군으로, 2005년 3월부터 2005년 6월에 입원한 

환자 23명은 실험군으로 시기를 달리하여 시행하였다. 

   실험처치인 입원 호흡재활 프로그램은 문헌고찰 및 미국 The La Crosse 

Exercise and Health Program에서 주관한 호흡재활 워크샾의 내용과 미국 Mayo 

Clinic 호흡재활센터의 운동훈련 프로그램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으며 전문가 집단

의 타당도 검증, 연구자 훈련, 예비조사를 거쳐 수정. 보완하여 실험군에게는 입

원기간 중에 제공하였으며, 대조군에게는 퇴원 시에 가정 호흡재활 프로그램을 

교육하여, 가정에서 4주간의 호흡재활 훈련 수행을 지속하도록 하였으며, 두 군 

모두에게 교육 자료 및 운동 훈련 후 그 내용을 기록하도록 다이어리를 제공하였

다.

   자료 수집은 실험군과 대조군에게 사전, 퇴원 시 실험처치가 종료되는 시점인 

퇴원 후 4주에 운동유발 호흡곤란 과 6분 걷기검사를 측정하였고, 건강관련 삶의 

질은 사전과 퇴원 후 4주에 조사하였다. 

   연구도구는 호흡곤란은 Borg(1982)에 의해 운동 유발 호흡곤란을 평가하는 

도구로 개발 된 Modified Borg scale를 이용하여 6분 걷기 직후에 대상자가 자가 

보고한 값을 조사하였으며, 운동능력은 기능적 운동능력의 지표인 6분 걷기 거리

를 측정하였고, 건강관련 삶의 질은 Guyatt 등(1987)에 의해 개발된 Chro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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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iratory Disease Questionaire(CRQ)로 측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AS 9.1 version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질병관련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동질성은 Fisher' 

exact test, χ² 검정, 정규분포 여부에 따라 Wilcoxon Two-sample t-test, 

Two-sample t-test로 분석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호흡재활 프로그램 효과

의 비교는 정규분포 여부에 따라 paired t-test와 Wilcoxon signed rank sum 

test, Wilcoxon Two-sample t-test와 Two-sample t-test, Repeated 

Measures ANOVA로, 사후검정은 Bonferroni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 1가설 : ‘입원 호흡재활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호흡곤

란이 감소될 것이다.’를 검증하기 위해 입원 호흡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한 실험군

과 가정 호흡재활 프로그램만을 제공한 대조군의 운동유발 호흡곤란 점수를 사

전, 퇴원 시, 퇴원 4주 후 측정한 결과, 실험군은 사전의 4.13에서, 퇴원 시에는 

3.61로, 다시 퇴원 4주후에는 3.39로 감소하였으나, 대조군의 경우에는 사전에 

4.89에서 퇴원 시에는 5.26으로, 퇴원 4주 후에는 5.32로 호흡곤란 점수가 점차 

증가하였다. 이를 Repeated Measures ANOVA로 분석한 결과는  두 군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F=6.58, p=.01), 시간 경과에 따른 두 군 

간에 차이는 없었으며(F=.14, p=.87), 실험처치의 그룹과 시간경과 간의 상호작

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F=2.05, p=.14), 제 1가설은 기각되었다. 

제 2가설:‘입원 호흡재활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운동능력

이 증가할 것이다’를 검증하기 위해 입원 호흡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한 실험군과 

가정 호흡재활 프로그램만을 제공한 대조군의 6분 걷기검사를 사전, 퇴원 시, 퇴

원 4주 후 측정한 결과, 실험군은 사전 206.91에서 퇴원 시에는 305.78, 퇴원 4

주후에는 362미터로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대조군의 경우에는 사전 232.53에서 

퇴원 시에는 232.78로 오히려 감소하였다가 퇴원 4주후에는 263미터를 나타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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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를 Repeated Measures ANOVA로 분석한 결과, 두 군 간에는 유의한 차이

가 없었으나(F=1.56, p=.22), 시간 경과에 따라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

으며(F=27.57, p=.00), 실험처치의 그룹과 시간경과 간의 상호작용도 유의한 차

이를 나타내(F=13.82, p=.00), 6분 걷기거리의 변화가 두 군 간에 다른 것으로 

나타나 제 2가설은 지지되었다. 이를 다시 어떤 군에서 어느 시점 간에 차이를 

보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사후검정으로 Bonferroni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실험군의 경우에는 사전과 퇴원 시(평균차 98.87미터, p=.00)와 사전과 퇴원 4

주후(평균차 155.65미터, p<.00) 그리고 퇴원 시와 퇴원 4주후(평균차 56.78미

터, p<.00)의 세 시점 모두에서 두 시점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

었다. 한편 대조군은 세 시점 모두에서 두 시점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각각 p=1.00, p=.12, p=.07). 

제 3가설: ‘입원 호흡재활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건강관련 

삶의 질이 증가 할 것이다’를 검증하기 위해 입원 호흡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한 

실험군과 가정 호흡재활 프로그램만을 제공한 대조군의 건강 관련 삶의 질의 점

수를 사전, 퇴원 4주 후에 측정하고, 이를 정규분포 여부에 따라 Wilcoxon 

Two-sample test 와 Two-sample t-test 로 분석한 결과, 두 군 간에 호흡

(p=.01), 정서(p<.00), 피로(p=<.00), 조절(p=<.00)영역의 건강관련 삶의 질의 

전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어 제 3가설은 지지되었다. 

실험군에 있어 호흡곤란, 호흡능력, 건강관련 삶의 질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추가 분석한 결과, 호흡곤란과 운동능력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

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r=-.49, p=.03).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입원을 기반으로 단기간 호흡재활 훈련을 받은 

후 퇴원하여 가정에서 훈련을 지속하는 입원 호흡재활 프로그램은 만성 폐질환자

의 호흡곤란을 감소시키고, 운동능력을 증가시키며, 건강 관련 삶의 질을 향상시

키는 데 효과적인 중재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만성 폐 질환자를 위한 간호와 치료의 궁극적인 목표는 환자 스스로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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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를 능동적으로 주도해 감으로써 합병증 예방과 함께 증상을 최소화하고 

주어진 신체적 조건 내에서 일상생활에서의 기능을 최대로 유지하는 데 있다고 

한 미국 흉부학회(1999)의 가이드라인을 따를 때 본 연구의 실험처치인 간호사

가 주도하는 입원 호흡재활 프로그램은 호흡재활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국내의 

의료 환경에서 만성 폐 질환자를 위한 효과적인 새로운 중재라는 데 의의가 있

다. 

2. 2. 2. 2. 제언제언제언제언

1) 실험군과 대조군을 무작위로 배정한 순수 실험설계로 반복 연구할 것을 제언한다. 

2) 개별적인 운동처방을 포함한 다학제간 호흡재활 팀을 구성하여 입원을 기반으로 

하여 그 효과를 연구할 것을 제언한다.

3) 질병이 악화되어 입원한 만성 폐질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입원 호흡재활 프로그램

과 외래기반의 호흡재활 프로그램 또는 가정 호흡재활 프로그램간의 차이를 효과와 

비용측면에서 비교연구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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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 부록 부록 1> 1> 1> 1> 입원 입원 입원 입원 호흡재활 호흡재활 호흡재활 호흡재활 프로그램 프로그램 프로그램 프로그램 교육내용교육내용교육내용교육내용

폐의 폐의 폐의 폐의 기능기능기능기능

   숨을 쉴 때 코와 입을 통해 몸 안으로 들어 온 새로운 공기는 목을 통해 기관

을 거쳐 폐로 들어갑니다. 기도는 점점 작은 기관지로 가지를 치는 데, 공기는 이

러한 작은 기관지를 거쳐 결국 가장 작은 공기 주머니인 폐포에 도달합니다.

폐의 일차적인 역할은 혈액에 산소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폐포를 둘러싸고 있는 혈관은 혈류로 산소를 흡수시키고, 폐포는 동시에 혈액으로 

부터 이산화탄소를 제거합니다. 이산화탄소는 숨을 내쉴 때(호기) 공기중으로

배출됩니다.

폐는 또한 기도를 청결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먼지, 연기 그 외의 입자를 흡입했을 때, 기관지는 이들을 에워싸는 끈적한 점액

(가래)을 만들며, 기관지 내에 있는 '섬모' 라고 불리는 작은 털은 가래를 위쪽으

로 쓸어 올려 기침을 통해 가래를 몸 밖으로 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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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만성 만성 만성 폐질환폐질환폐질환폐질환

  

혈액 중에 산소가 부족한 상태를 '호흡부전'이라 하며, 이러한 상태가 1달 이상 

지속되었을 경우를 '만성 호흡부전'이라고 합니다. 기관지와 폐에 질환이 있을 때 

만성 호흡부전의 원인이 됩니다. 

    결핵 결핵 결핵 결핵 후유증후유증후유증후유증

   폐가 작아지거나 딱딱해져 부풀지 않게 됩니다. 

   또한 폐기종 등의 여러 가지 합병증을 일으킵니다.

    폐기종  폐기종  폐기종  폐기종  

            폐포의 벽이 탄력성을 잃어 늘어난 상태로 있으며, 호흡에 따른 횡격막의 상하

운동이 제한됩니다. 그 결과 폐가 충분히 산소를 흡수하지 못하며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역할도 못하게 됩니다. 또한 말단 기관지도 탄력성이 없어지고, 좁아지

거나 작아져, 숨을 내쉴 때 이산화탄소를 몸밖으로 배출하지 못하고 산소가 혈액

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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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성 만성 만성 만성 기관지염기관지염기관지염기관지염

   가래와 호흡곤란이 적어도 1년에 3개월 이상, 2년 동안 지속될 경우에 진단되

어 집니다. 이러한 증상은 말단 기관지의 과도한 점액생성과 염증에 의해 기도가 

좁아져, 공기의 흐름을 제한함으로 발생됩니다. 또한 '섬모'도 손상되어 과도한 점

액을 잘 배출하지 못합니다. 

    간질성 간질성 간질성 간질성 폐질환폐질환폐질환폐질환

            폐포벽, 폐포 주위 조직을 비롯한 폐의 간질에 발생하는 질환으로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 기침과 운동 시 호흡곤란

   ☞ 양쪽 폐에 흡기성 수포음 청진

   ☞ 흉부 X-선 촬영 시 양쪽 폐에 간질성 침윤

   ☞ 폐기능 검사에서 제한성 폐기능 장애

   ☞ 조직검사에서 폐 간질 또는 실질에 염증 또는 섬유화 관찰  

 

호흡곤란 호흡곤란 호흡곤란 호흡곤란 관리관리관리관리

호흡법호흡법호흡법호흡법

   보다 많은 산소를 폐에 공급하게 해주어 호흡곤란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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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술 입술 입술 입술 오무리기 오무리기 오무리기 오무리기 호흡법호흡법호흡법호흡법

   만성 호흡부전 환자는 몸 안에 이산화탄소가 축적되어 있으므로 이를 배출하

는 시간을 늘리기 위해 들숨(흡기) 보다는 날숨(호기)의 시간을 길게 해야 합니

다. 입술 오므리기 호흡은 날숨을 완전히 내쉬게 도와줌으로, 숨을 들이 마쉴 때 

더 많은 공기가 몸 안으로 들어오도록 해줍니다. 

   1. 우선 긴장을 풀고 목과 어깨의 근육을 편안히 하세요. 

   2. 하나, 둘을 세면서 편안히 코로 숨을 들이 쉬세요.

   3. 촛불을 끌 때처럼 입술을 오므리고 천천히 부드럽게 넷을 셀 동안 숨을 내

쉬세요.

    복식 복식 복식 복식 호흡 호흡 호흡 호흡 ((((횡격막 횡격막 횡격막 횡격막 호흡호흡호흡호흡))))

   만성 호흡곤란 환자의 폐는 늘어나 있는 상태로 

   횡격막이 많이 움직이지 못 합니다. 

   복식 호흡은 횡격막이 더 많이 움직이도록 도와주어

호흡곤란을 예방합니다. 

숨을 들이 마실 때 복부 근육을 이완하는 것은 횡격막이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공간을 주어 폐로 공기가 더 많이 들어가도록 합니다. 

숨을 내쉴 때 복부근육을 조이는 것은 더 많은 공기가 나가도록 힘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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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목, 어깨 근육을 편안히 하고, 머리를 기대고 다리는 구부린 상태로 앉거나 

눕습니다.

   2. 한 손은 배 위에, 나머지 한 손은 가슴에 얹습니다. 둘을 세면서 코를 통해 

천천히 숨을 들이 마십니다. 가슴은 움직이지 않고, 복부의 근육을 부풀립니다. 

배가 불룩하게 나오는 것을 느낍니다.

   3. 넷을 세면서 입술을 오므리고 숨을 내쉽니다. 이때 복부 근육이 안으로 쏙 

들어가는 것을 느낍니다.

      

    흡기근 흡기근 흡기근 흡기근 훈련 훈련 훈련 훈련 ((((피피피피----플렉스플렉스플렉스플렉스: : : : P-PLEX P-PLEX P-PLEX P-PLEX 이용이용이용이용))))

피-플렉스를 이용하여 흡기근의 힘과 지구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입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저항의 크기를 변화시켜 가면서 처음에는 1일 10-15분으로 시작하

여, 점차 1일 10-15분을 2회로 늘려서 시행합니다.

운동훈련운동훈련운동훈련운동훈련

   대부분의 만성 폐질환자들은 운동이 호흡곤란을 유발하게 될 것을 염려합니다. 

하지만 염려와는 달리 운동하지 않으면 근육은 약화되고, 더 많은 산소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운동은 근육을 강화시키고 산소를 덜 사용하게 합니다. 

   또한 식욕, 수면 증가와 스트레스 감소에 효과가 있습니다.

 스트레칭 스트레칭 스트레칭 스트레칭 운동운동운동운동

   근육을 늘려줌으로 근육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동작의 범위를 넓혀줍니다.

   운동전에 실시하는 스트레칭은 운동 시 상해를 예방해주고 운동 후의스트레칭은 

피로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일반 일반 일반 일반 지침지침지침지침

  ☞ 통증이 없는 상태에서 천천히, 부드럽게 운동합니다.

  ☞ 각 동작을 5회 반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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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술 오므리기 호흡을 동시에 시행합니다.

    팔 팔 팔 팔 들어 들어 들어 들어 올리기올리기올리기올리기

1. 팔을 양 옆에 모읍니다.

2. 양 팔을 천천히 머리 위로 똑바로 들어 올립니다.

3. 두 팔을 천천히 내려 다시 양옆에 모읍니다.

 팔 팔 팔 팔 돌리기 돌리기 돌리기 돌리기 

1. 팔을 양 옆에 모읍니다.

2. 양팔을 천천히 앞, 위, 뒤, 아래로 커다랗게 원을 그리며 움직입니다.

3. 양팔을 뒤, 위, 앞, 아래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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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 어깨 어깨 어깨 돌리기돌리기돌리기돌리기

1. 팔을 양 옆에 모읍니다.

2. 양쪽 어깨를 천천히 위, 뒤, 아래로 커다랗게 원을 그리며 움직입니다.

    

    고개 고개 고개 고개 돌리기돌리기돌리기돌리기

1. 팔을 양 옆에 모읍니다.

2. 등과 목을 곧게 하고 정면을 바라봅니다.

3. 턱 높이를 유지하면서 한 쪽 방향으로 고개를 천천히 돌립니다. 

이때 반대쪽 목의 근육이 당겨지는 느낌을 확인합니다.

4. 천천히 시작 자세로 돌아옵니다.

5. 반대 쪽 방향으로 반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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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다리 다리 다리 스트레칭 스트레칭 스트레칭 스트레칭 

1. 손바닥이 아래로 가도록 책상에 두 팔을 올립니다.

2. 스트레칭 하는 쪽 다리를 뒤쪽으로 위치시키고, 무릎을 편 채로, 발바닥은 

바닥에 닿도록 합니다. 

3. 앞쪽에 위치한 발은 무릎을 살짝 구부립니다.

4. 등을 반듯하게 펴고, 뒤쪽에 위치한 다리의 무릎 뒷면에 부드러운 압력이 

느껴질 때까지 팔을 천천히 앞으로 밀면서 앞쪽 다리를 기울입니다.

5. 다리를 바꾸어서 반복합니다.

 근력 근력 근력 근력 강화 강화 강화 강화 운동운동운동운동

근력은 근육에 무리함과 피로감 없이 밀고, 당기고, 들고, 옮기는 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중요한 체력요소입니다. 근력 강화 운동은 약해진 근육의 힘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일반지침일반지침일반지침일반지침

☞ 앉아서 운동합니다.

☞ 각 운동은 10회 반복합니다.

☞ 필요하면 운동 사이에 휴식을 취합니다.

☞ 운동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호흡합니다. 숨을 참지 않습니다. 

☞ 탄력밴드를 이용합니다. 밴드의 길이를 짧게 함으로써 저항을 늘리고, 밴드의 

길이를 길게 함으로써 저항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태에 따라 탄력밴드의

길이를 적절히 조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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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운동어깨운동어깨운동어깨운동　　　　　　　　　　　　　　　　　　　　　　　　　　　　　　　　　　　　　　　　　　　　　　　　　　　　　　　　　　　　　　　　　　　　　　　　　　　　　　　　　　　　　　　　　　　　

1. 등과 목, 어깨를 곧게 편 채로 의자에 앉습니다. 

2. 그림과 같이 양쪽 견갑골이 서로 맞닿을 정도로 어깨를 뒤쪽으로 폅니다.

3. 약간 이완하면서 어깨 견갑골을 처음 자세로 돌아가게 합니다. 

    어깨 어깨 어깨 어깨 굴곡굴곡굴곡굴곡

1. 양 손으로 밴드의 끝을 잡습니다.　

2. 정면에서 팔을 폅니다. 이 때 팔꿈치는 약간 구부리고, 엄지 손가락이 천장을 

향하게 합니다. 나머지 한 손은 무릎에 고정합니다.

3. 운동하는 팔을 천천히 편안한 높이까지 끌어당깁니다.

4. 반대 팔을 반복합니다.

　　　　　　　　　　　　　　

    어깨 어깨 어깨 어깨 외전외전외전외전

1. 운동하는 한쪽 손으로 밴드의 끝을 잡습니다.

2. 반대 쪽 손으로 밴드의 나머지 쪽을 잡고, 이 손을 반대편 다리를 가로 질러 

반대 편 엉덩이 옆에 둡니다.

3. 운동하는 팔을 옆 면으로, 어깨 높이 약간 아래까지, 똑바로 들어 올립니다.

4. 반대쪽 팔을 반복합니다.



- 73 -

    팔꿈치 팔꿈치 팔꿈치 팔꿈치 굴곡굴곡굴곡굴곡

1. 양 손으로 밴드의 끝을 잡습니다.　

2. 다리에 양손을 놓고, 팔꿈치는 약간 구부린 상태를 유지합니다.

3. 운동하는 팔을 손바닥이 가슴을 보게 하여 천천히 가슴을 향해 당깁니다.

4. 반대쪽 팔을 반복합니다. 

    팔꿈치 팔꿈치 팔꿈치 팔꿈치 신전신전신전신전

1. 양 손으로 밴드의 끝을 잡습니다.　

2. 손바닥이 가슴을 향하도록 두 팔을 가슴에 모읍니다.

3. 운동하는 팔을 손바닥이 바깥을 향하도록 하여 팔꿈치가 거의 일직선이 될 때 

까지 다리 쪽으로 천천히 폅니다.

4. 반대쪽 팔을 반복합니다.

　

 걷기 걷기 걷기 걷기 운동운동운동운동

   

걷기는 특별한 장비 없이도 언제 어디서나 시행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

입니다. 규칙적인 걷기 운동을 통해 체력을 길러 나가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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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약투약투약투약

만성 만성 만성 만성 폐질환 폐질환 폐질환 폐질환 사용 사용 사용 사용 약물 약물 약물 약물 

약의 약의 약의 약의 종류종류종류종류 약물의 약물의 약물의 약물의 예예예예 용량용량용량용량     부작용과 부작용과 부작용과 부작용과 주의사항주의사항주의사항주의사항

기관지 기관지 기관지 기관지 

확장제확장제확장제확장제

속효성 속효성 속효성 속효성 

베타베타베타베타-2 -2 -2 -2 

작용제작용제작용제작용제

살부타몰(벤톨린)

터부탈린(브리카닐)

퍼프:1일 3-4회, 1회 1-2번 

또는 호흡곤란 시 1회 2번

네뷸라이저:1일 3-4회, 1회 

0.5cc + 생리식염수 2cc)

1일 3-12회, 1회 1-3번

⋅부작용: 불안정, 신경과민, 불면, 빠른 심장박동, 고혈압

⋅다른 기관지 확장제 보다 먼저 사용

⋅효과발현시간: 즉시, 최고효과시간: 0.5-2시간이내, 작용지속시간: 

3-4시간

지속성 지속성 지속성 지속성 

베타베타베타베타-2 -2 -2 -2 

작용제작용제작용제작용제

살메테롤(세레벤트)

포모테롤(옥시스)

1일 2회, 1회에 2-4번

1일 2회, 1회 1-2번

⋅빠른 증상완화를 위해 사용 금지, 처방보다 더 자주 사용 금지

⋅효과발현시간: 5-20분, 최고효과시간: 2-4시간, 작용지속시간: 12시간

항콜린성제항콜린성제항콜린성제항콜린성제 이프라트로피움 

부로마이드

(아트로벤트)

1일 3-4회, 1회에 1-2번

(네뷸라이저: 1일 3-4회)

⋅두통, 신경 과민, 입마름, 녹내장(네뷸라이저: 마우스피스 사용)

⋅효과발현시간: 1-3분, 최고효과시간: 1.5-2시간이내, 

⋅작용지속: 4-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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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종류약종류약종류약종류 약물의 약물의 약물의 약물의 예예예예 용량용량용량용량 부작용과 부작용과 부작용과 부작용과 주의사항주의사항주의사항주의사항

메틸산틴계메틸산틴계메틸산틴계메틸산틴계
쎄오필린(유니필, 

테오란, 아스콘틴)
1일 2회, 1회 100-200mg

⋅두통, 신경과민, 불면, 심계항진, 진전,오심

⋅다른 천식 치료제, 기침, 가래약, 알로푸리놀, 시메티딘, 항생제, 결핵약,

이뇨제, 경구피임제, 심장약, 프레드니솔론, 프로프라놀롤 등 다른 약물

과 함께 복용시 의료인과 상의

⋅혈중 농도의 규칙적 모니터, 카페인 섭취 제한

스테로이드제스테로이드제스테로이드제스테로이드제
트리암시놀론

(아즈마코트)

플루티카손

(플로벤트)

부데소나이드

(풀미코트)

1일 3-4회, 1회 2번

1일 2회, 1회 1번

1일 2-4회, 1회 1-4번

⋅혈류 유입으로 인한 부작용 적음

⋅호흡곤란의 빠른 경감을 위해 사용 금지

⋅매일 복용, 사용 후, 입 헹구기

⋅의사와 상의 없이 복용 중단금지

스테로이드 스테로이드 스테로이드 스테로이드 &&&&

기관지 기관지 기관지 기관지 확장제확장제확장제확장제

세레타이드

심비코트

1일 2회, 1회 2번 

1일 2회, 1회 2번

⋅기관지 확장제와 스테로이드의 부작용 모두 나타날 수 있음.

⋅작용지속시간: 6-1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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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종류약종류약종류약종류 약물의 약물의 약물의 약물의 예예예예 용량용량용량용량 부작용과 부작용과 부작용과 부작용과 주의사항주의사항주의사항주의사항

류코트리엔 류코트리엔 류코트리엔 류코트리엔 

유사제유사제유사제유사제

자필루카스트

(아콜레이트)
1일 2회, 1알 ⋅두통, 어지러움, 오심

⋅투약 시작시 혈액 모니터 

⋅다른 약 복용시 의사와 상의
몬테루카스트

(싱귤레어)
1일 1회, 1알 저녁

점액 점액 점액 점액 용해제 용해제 용해제 용해제 & & & & 

점액 점액 점액 점액 조절제조절제조절제조절제

에스-카복시메틸

(리나치올)
1일 3-4회, 1알

레토스테인(레토졸) 1일 3회, 1알

에르도스테인

(에르도스)
1일 2-3회, 1알

브롬헥신(비졸본) 1일 2-3회, 1알

암브록솔(뮤코펙트) 1일 2-3회, 1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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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에너지 에너지 에너지 보존보존보존보존

만성 폐질환자는 숨쉬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를 소모해야 합니다. 

심한 경우 어렵게 숨쉬느라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활동할 때 에너지 소모를 줄일 수 있다면 그만큼 숨쉬는 데 많은 에너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 일반적 일반적 일반적 지침지침지침지침

 호흡을 조절합니다. 숨을 1,2초 동안 들이 마시고, 1,2,3,4 초 동안 입술을 오

므리고 내쉽니다. 활동 중 힘든 부분은 숨을 내쉴 때 시행합니다.

 활동 시에는 가능한 앉아서 하도록 합니다. 앉는 것이 서 있는 것보다 25% 정

도의 에너지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시간, 방법, 공간을 잘 활용 합니다. 

⋅ 에너지가 가장 많은 시간 대에 힘든 일을 하도록 계획을 세웁니다.

⋅ 힘든 일과 쉬운 일을 번갈아 가면서 합니다.

⋅ 많이 사용하는 물건들은 어깨와 허리 사이 높이에 보관합니다.

 항상 천천히 안정된 속도로 일을 합니다. 빨리 끝내기 위해서 힘들게 하는 것

보다 자주 쉬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 입니다.

 좋은 자세를 유지합니다. 가능한 몸을 구부리거나 팔을 어깨 위로 뻗는 행동은 

피합니다.

 긴장을 풀고 이완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필요시 도움을 줄 수 있는 도구들을 활용합니다. (이동식 카트나 긴 지팡이등)

 필요시에는 언제든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스트레스 스트레스 스트레스 스트레스 관리관리관리관리

⋅스트레스는 기관지 수축을 일으켜 호흡곤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원인을 예방하거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해 이완요법이 권해집니다.

    이완요법이완요법이완요법이완요법

먼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천천히 호흡을 조절하며 스스로를 

진정시킵니다. 여러 가지 이완요법 중 자신에게 맞는 것을 찾도록 합니다.

 근육 근육 근육 근육 이완이완이완이완

1. 편안한 장소에서 몸을 이완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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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경이나 벨트 등 조이는 것을 제거합니다. 

3. 눈을 감고 2초간 숨을 들이 마시고, 4초간 숨을 내쉽니다.

4. 숨을 들이 마시면서 2초간 얼굴의 근육을 찡그립니다. 

5. 숨을 내쉬면서 4초간 얼굴을 펴줍니다. 

6. 같은 방법으로 목과 어깨, 가슴과 배, 엉덩이, 다리, 발 순으로  지속합니다. 

7.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느끼며, 호흡에 집중합니다. 

 심리적 심리적 심리적 심리적 상상 상상 상상 상상 훈련 훈련 훈련 훈련 ((((심상요법심상요법심상요법심상요법))))

    

⋅눈을 감고, 머리속을 비우고, 천천히 자연스럽게 호흡합니다. 

⋅마음속으로 당신이 좋아하는, 안전하고 조용한 곳을 떠올려 봅니다(흙냄새, 꽃

내음, 신선한 공기, 따스한 햇살, 산들바람, 새소리, 졸졸졸 시냇물 흐르는소리). 

 ⋅이제 천천히 그곳에서 나와 충분히 당신이 이완되었다고 느낄 때까지 호흡에 

집중합니다.

    지지그룹 지지그룹 지지그룹 지지그룹 모임모임모임모임

⋅자신의 문제가 혼자만 겪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때 큰 위안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같은 문제에 직면한 것을 아는 것 만 으로도 많은 스트레스를 

덜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 듣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안정된 분위기에서 사람들이 서로 더 잘 알 수 있고 신뢰가 쌓이면, 자신들

을 정말 괴롭히는 것들에 대해서도 말하기가 좀 더 쉽게 느껴지게 됩니다.

금연금연금연금연

    폐암폐암폐암폐암

폐암으로 인한 사망 중 남성의 경우는 94%, 여성은 78-80%가 흡연에 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루 1갑 정도의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폐암에 걸릴 위험

이 25-45배, 2갑 정도의 경우에는 100배가 됩니다. 하루 1갑 이하의 흡연자는 

10년 정도의 금연으로 비흡연자와 폐암 발생율이 같아지고, 하루 1갑 이상의 흡

연자는 10-20년이 지나면 위험률이 비흡연자의 2.5배로 감소됩니다.    

    만성 만성 만성 만성 폐쇄성 폐쇄성 폐쇄성 폐쇄성 폐질환폐질환폐질환폐질환

40세가 넘으면 폐활량이 1년에 5% 정도 감소하게 되는 데, 흡연자의 경우 

5-25%까지 감소되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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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교육영양교육영양교육영양교육　　　　

　　　　　　　　　　　　　　　　　　　　　　　　　　　　　　　　　　　　　　　　　　　　　　　　

  만성 폐 질환자는 많은 양의 에너지 소모가 있을 뿐 아니라 감염에 대한 저항

력을 유지해주는 것이 중요하므로 충분한 영양 공급이 필요합니다. 영양가가 풍부

한 음식을 골고루, 소량씩 자주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균형 균형 균형 균형 잡힌 잡힌 잡힌 잡힌 식사식사식사식사

 물: 매일 8컵의 물을 마시도록 합니다. 물은 가래를 묽게 해주며, 특히 산소공

급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점막을 더욱 건조하게 하기 때문에 수분 섭취가 중

요합니다. 커피, 차는 이뇨작용이 있으므로 수분섭취로 여겨서는 안됩니다.

 칼슘: 스테로이드를 복용하는 환자에게 중요합니다. 칼슘은 뼈를 구성하고 혈압

을 조절하는 요소입니다. 유제품과 비타민, 채소류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단백질: 세포를 회복시키는데 사용됩니다. 필요한 양은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하루에 170g 정도가 필요한 데, 이는 우유 2컵의 양입니다.

 칼로리: 보통 하루에 1800-2000 칼로리를 섭취합니다(목표 칼로리는 개인마

다 차이가 있으므로 상담이 필요합니다).

 칼륨: 근육수축과 혈압조절 신경 전해질입니다. '라식스'라는 이뇨제를 복용시 

칼륨이 많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과일 ,야채, 채소와 유제품과 육류에도 포

함되어 있습니다.

 염분: 하루에 10g 이하로 제한합니다. 지나친 염분 섭취는 몸이 붓는 원인이 

되므로 고혈압이나 심장에 부담을 느끼는 분은 특히 주의를 요합니다. 

 술: 소량이면 식욕증진에 도움이 되지만, 적정량을 넘으면 호흡곤란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합니다.

 카페인: 카페인이 들어 있는 음료는 자제합니다.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몸

의 수분이 빠져나가게 합니다. 또한 '테오필린'의 이뇨작용을 증가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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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연구도구

호흡재활 호흡재활 호흡재활 호흡재활 프로그램 프로그램 프로그램 프로그램 참가 참가 참가 참가 동의서동의서동의서동의서

   호흡재활 프로그램은 호흡훈련과 상지 및 하지 스트레칭 및 근력강화훈련, 걷

기운동을 받는 것으로 운동을 하면 숨이 숨이 숨이 숨이 덜 덜 덜 덜 차게 차게 차게 차게 되며되며되며되며, , , , 삶의 삶의 삶의 삶의 질이 질이 질이 질이 향상향상향상향상되는 효과

가 있어 외국에서는 모든 호흡곤란이 있는 환자에게 권해지는 치료입니다.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 호흡법과 호흡곤란 조절에 관련된 교육 및 상지, 하

지운동에 대한 훈련을 받게 되며, 퇴원 후에 가정에서 4주간의 호흡재활 훈련을 

마친 후에 호흡곤란, 6분 걷기거리 및  삶의 질 정도를 측정 해 드립니다.

☆ 본인은 호흡재활 치료의 방법과 이점, 주의점에 대해 들었으며, 이에 참여할 

것을 동의합니다.

일  시:

이  름: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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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가정 호흡재활 훈련 기록지

가정에서 1111주째주째주째주째 운동입니다. 열심히 하세요.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월월월월 화화화화 수수수수 목목목목 금금금금 토토토토 일일일일

이완요법이완요법이완요법이완요법/ / / / 스트레칭스트레칭스트레칭스트레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호흡법호흡법호흡법호흡법/ / / / 근력강화근력강화근력강화근력강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걷기운동시간걷기운동시간걷기운동시간걷기운동시간

가정에서 2222주째주째주째주째 운동입니다. 혼자하는 것은 힘듭니다. 그렇지만 당신 자신은 변하고 있습니다. 힘을 내세요. ^o^~♬

월월월월 화화화화 수수수수 목목목목 금금금금 토토토토 일일일일

이완요법이완요법이완요법이완요법/ / / / 스트레칭스트레칭스트레칭스트레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호흡법호흡법호흡법호흡법/ / / / 근력강화근력강화근력강화근력강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걷기운동시간걷기운동시간걷기운동시간걷기운동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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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에서 3333주째주째주째주째 운동입니다. 벌써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당신은 변하였습니다. 힘을 내세요. ^o^~♬

월월월월 화화화화 수수수수 목목목목 금금금금 토토토토 일일일일

이완요법이완요법이완요법이완요법/ / / / 스트레칭스트레칭스트레칭스트레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호흡법호흡법호흡법호흡법/ / / / 근력강화근력강화근력강화근력강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걷기운동시간걷기운동시간걷기운동시간걷기운동시간

가정에서 4444주째주째주째주째 운동입니다. 이제 마지막 주입니다. 힘을 내세요. ^o^~♬ 외래날은 병동에 와서 변한 모습을 확인하세요. 

월월월월 화화화화 수수수수 목목목목 금금금금 토토토토 일일일일

이완요법이완요법이완요법이완요법/ / / / 스트레칭스트레칭스트레칭스트레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호흡법호흡법호흡법호흡법/ / / / 근력강화근력강화근력강화근력강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걷기운동시간걷기운동시간걷기운동시간걷기운동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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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Chronic Chronic Chronic Chronic Respiratory Respiratory Respiratory Respiratory Disease Disease Disease Disease QuestionnaireQuestionnaireQuestionnaireQuestionnaire

이 질문지는 지난 2주 동안의 귀하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호흡하시는데 어느 정도 어려움을 느끼셨는지. 얼마나 피로감을 느끼셨는지, 그

리고 기분이 어떠하셨는지 등에 대해 질문 받게 될 것입니다.

1. 지난 2주 동안 생활하면서 호흡곤란을 느끼게 했던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한 일들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해야 하고 중요한 활동입니다.

지난 2주 동안 활동하면서 호흡곤란을 느끼게 했던 일들을 가능한 한 많이 열거

해 주십시오.

지난 2주 동안 호흡곤란을 느끼게 했던 다른 활동들이 있습니까?

[[[[대상자가 대상자가 대상자가 대상자가 언급한 언급한 언급한 언급한 활동들을 활동들을 활동들을 활동들을 답안지에 답안지에 답안지에 답안지에 동그라미로 동그라미로 동그라미로 동그라미로 표기한다표기한다표기한다표기한다. . . . 답안지 답안지 답안지 답안지 목록에 목록에 목록에 목록에 해당되해당되해당되해당되

는 는 는 는 활동이 활동이 활동이 활동이 아닐 아닐 아닐 아닐 때에는 때에는 때에는 때에는 종이에 종이에 종이에 종이에 직접 직접 직접 직접 기록하게 기록하게 기록하게 기록하게 한다한다한다한다.].].].]

2. 폐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서 호흡곤란을 야기하는 활동을 나열하겠습니

다. 지난 2주간 다음 항목들에 대하여 호흡곤란을 느꼈던 적이 있으면 "예", 그렇

지 않으면 "아니오"로 답해 주십시오.

[[[[다음 다음 다음 다음 항목들 항목들 항목들 항목들 중 중 중 중 대상자가 대상자가 대상자가 대상자가 위에서 위에서 위에서 위에서 언급한 언급한 언급한 언급한 것은 것은 것은 것은 빼고 빼고 빼고 빼고 읽는다읽는다읽는다읽는다. . . . 한 한 한 한 항목을 항목을 항목을 항목을 읽은 읽은 읽은 읽은 후 후 후 후 잠잠잠잠

시 시 시 시 시간을 시간을 시간을 시간을 두어 두어 두어 두어 대상자가 대상자가 대상자가 대상자가 생각하고 생각하고 생각하고 생각하고 답할 답할 답할 답할 수 수 수 수 있게 있게 있게 있게 한다한다한다한다. . . . 대상자가 대상자가 대상자가 대상자가 """"예예예예""""라고 라고 라고 라고 답한 답한 답한 답한 항항항항

목을 목을 목을 목을 답안지에 답안지에 답안지에 답안지에 동그라미로 동그라미로 동그라미로 동그라미로 표기한다표기한다표기한다표기한다.].].].]

1) 화를 내거나 흥분을 했을 때

2) 목욕이나 샤워를 했을 때

3) 몸을 구부렸을 때

4) 물건을 옮겼을 때

5) 옷을 입고 벗었을 때

6) 음식을 먹을 때

7) 산책할 때

8) 집안 일을 할 때

9) 서두를 때

10) 이불을 펴거나 갤 때

11) 빗자루나 걸레로 청소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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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탁자나 의자 같은 기구를 옮길 때

13) 아이들을 돌보거나 같이 놀아줄 때

14) 운동을 할 때

15) 손을 뻗어서 높은 데 있는 물건을 내릴 때

16) 버스를 타기 위해 달려갈 때

17) 시장 볼 때

18) 잠을 자려고 할 때

19) 이야기 할 때

20) 진공청소기로 청소할 때

21) 집 주위를 걸어다닐 때

22) 경사진 곳을 오를 때

23) 계단을 오를 때

24) 다른 사람과 함께 평지를 걸을 때

25) 식사를 준비할 때

3. 1번과 2번에서 지적한 항목 중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것 입니까? : 3a)부터 3e)

[5 [5 [5 [5 항목을 항목을 항목을 항목을 말하도록 말하도록 말하도록 말하도록 한다한다한다한다]]]]

4. 지난 2주 동안 위에서 지적한 5가지의 중요한 활동들을 하면서 어느 정도 호

흡곤란을 느끼셨습니까? : 4a)부터 3e) [Green][Green][Green][Green]

5. 대체적으로 지난 2주 동안 긴장하거나 불안했던 시간은 얼마나 되었습니

까?[Blue][Blue][Blue][Blue]

6. 지난 2주 동안에 호흡곤란 조절이 안 되어 두렵거나 놀란 경우는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Blue][Blue][Blue][Blue]

7. 피로는 어떠신지요? 지난 2주 동안 어느 정도나 피로하셨습니까?[Orange][Orange][Orange][Orange]

8. 지난 2주 동안에 기침이나 호흡 곤란 때문에 당황한 경우는 얼마나 자주 있었

습니까?[Blue][Blue][Blue][Blue]

9. 지난 2주 동안 자신이 병을 아주 잘 견디고 있다고 느낀 기간은 어느 정도였습

니까?[Yellow][Yellow][Yellow][Yellow]

10. 지난 2주 동안에 자신의 기력은 어느 정도였다고 생각하십니까?[Yellow][Yellow][Yellow][Yellow]

11. 지난 2주 동안에 일상생활을 하면서 근심이나 걱정으로 기분이 가라앉았던 

기간은 얼마나 되었습니까?[Blue][Blue][Blue][Blue]

12. 지난 2주 동안에 자신이 증상을 잘 조절해서 호흡곤란이나 피로감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는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Yellow][Yellow][Yellow][Ye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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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지난 2주 동안에 기분이 좋고 아무 걱정도 없다고 느낀 기간은 얼마나 됩니

까?[Yellow][Yellow][Yellow][Yellow]

14. 지난 2주 동안 기력이 감소했다고 느낀 경우는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

까?[Blue][Blue][Blue][Blue]

15. 대체적으로 지난 2주 동안 일상생활을 하면서 우울하거나 낙담한 경우는 얼

마나 자주 있었습니까?[Blue][Blue][Blue][Blue]

16. 지난 2주 동안 지치거나 몸이 축 처지는 경우는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

까?[Blue][Blue][Blue][Blue]

17. 지난 2주 동안 귀하의 삶이 어느 정도나 즐겁고 행복하셨습니까?[Grey][Grey][Grey][Grey]

18. 지난 2주간 호흡곤란 조절이 안 되어 당황하거나 놀란 경우는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Blue][Blue][Blue][Blue]

19. 대체적으로 지난 2주 동안 일상생활을 하면서 안절부절하고 긴장하거나 초조

했던 경우는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Blue][Blue][Blue][Blue]

[Green][Green][Green][Green]

1. 극도로 심한 호흡곤란 2. 매우 심한 호흡곤란 3. 상당한 정도의 호흡곤란

4. 중정도의 호흡곤란 5. 어느 정도의 호흡곤란 6. 약간의 호흡곤란

7. 전혀 호흡곤란이 없었다

[Grey][Grey][Grey][Grey]

1. 매우 불만족, 대부분 불행 2. 대체로 불만족, 불행 3. 다소 불만족, 불행

4. 대체로 만족, 즐거웠다 5. 대부분의 시간이 행복 6. 대부분의 시간이 매우 행

복 7. 아주 행복, 최고로 만족, 즐거움

[Blue][Blue][Blue][Blue]

1. 항상 그랬다 2. 대부분 그랬다  3. 그런 경우가 꽤 있었다 4. 그런 경우가

다소 있었다. 5. 그런 경우가 조금 있었다 6. 그런 경우가 거의 없었다

7. 전혀 그런 적이 없었다

[Orange][Orange][Orange][Orange]    

1. 극도로 피로했다. 매우 피로했다 3. 꽤 피로했다 4. 보통 정도로 피로했다

5. 다소 피로했다 6. 조금 피로했다 7. 전혀 피로하지 않았다

[Yellow][Yellow][Yellow][Yellow] 

1. 전혀 그런 적이 없었다 2. 그런 경우가 조금 있었다 3. 그런 경우가 다소 있었

다 4. 그런 경우가 꽤 있었다 5. 대부분 그렇게 느꼈다 6. 거의 항상 그렇게 느꼈

다 7. 항상 그렇게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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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 the effects of an inpatient 

pulmonary rehabilitation program on dyspnea, exercise capacity, and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in inpatients with severe chronic lung disease. This 

quasi experimental study was designed with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post test design. The subjects were recruited from a respiratory 

inpatient unit of an hospital in Seoul from November, 2004 to June, 2005. 

Twenty three patients were assigned to the experimental group and nineteen 

to the control group. The inpatient pulmonary rehabilitation program was 

composed of upper and lower extrimity exercise, breathing retraining, 

inspiratory muscle training, education, relaxation, and telephone visit. The 

inpatient pulmonary rehabilitation program was carried out 4 sessions 

inpatient based and 4 weeks home based after discharge. The control group 

was given home based pulmonary rehabilitation program at discharge time. 

The outcome measures were Borg score after 6min walking distance(6MWD), 

6MWD, and Chronic Respiratory Disease Quainnaire(CRQ). The data were 

analyzed by using SAS 9.1 ver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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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ere i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dyspnea level between 

experimental group and control group(F=6.58, p= .014). But there is not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time sequence(F=.14, p=.869), 

interaction between group and time sequence(F=2.05, p=.14). Thus, 

hypothesis 1 is rejected. 

2. There is not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exercise capacity 

between experimental group and control group(F=.16, p=.22). But There i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time sequence(F=27.57, p=.00), 

interaction between group and time sequence(F=13.82, p=.00). Thus, 

Hypothesis 2 is accepted. The results of post test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between pretest and discharge time(p=.00), between pretest 

and 4weeks after discharge time(p<.00), between discharge time and 4weeks 

after discharge time(p<.00) only in  experimental group. 

3. There i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between experimental group and control group. So thus hypothesis 3 is 

accepted. 

   In conclusion, inpatient pulmonary rehabilitation program may be an useful 

intervention to reduce dyspnea, increase exercise capacity and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Accordingly, this program could be adequately utilized for 

chronic lung disease.

 

Key words: inpatient pulmonary rehabilitation program, chronic lung disease, 

dyspnea, exercise capacity,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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