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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한국어판 세인트조지 호흡기설문의 타당도와 신뢰도 검정

만성호흡기질환 환자에서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세인트조지 호흡기설
문 (StGeorge'sRespiratoryQuestionnaire;SGRQ)이 개발되어 치료 효과
를 판정하는 도구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그러나 이 설문지는 영어로 만들어
졌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동일하게 사용하기 위해 한국어 설문지를 개발하
고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정하고자 하였다.
한국어판 세인트조지 호흡기설문지는 영문 SGRQ의 번역,역번역,전문가

패널 및 원저자 수정 과정을 통해 완성하였다.세브란스병원 호흡기내과를
방문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와 동시에 폐기능검사,6분보행검사,
산소포화도 검사 및 호흡곤란지수에 대한 설문을 시행하여 삶의 질 점수와
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74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하였으며,남녀 비는 2.2:1,평균연령은 63.8±

10.3세였다.이 중 천식환자는 27명(36.5%),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는 39명
(52.7%)이었고,폐결핵에 의한 파괴 폐 환자는 8명(10.8%)이었다.
Cronbach's α 값은 증상영역,활동영역,영향영역 및 총 점수에서 각각
0.63,0.87,0.89,0.92이였다.총점수와 FEV1%pred,FVC%pred,6분보행거
리,산소포화도,호흡곤란지수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한국어판 세인트조지 호흡기설문은 만성호흡기질환 환자에서 비교적 신뢰

도가 높았고 다른 기능검사와의 상관관계도 높았다.증상 영역의 신뢰도가
다른 영역에 비해 낮아,추후 이 부분에 대한 연구와 보완이 필요하다.

핵심되는 말 :삶의 질,세인트조지 호흡기설문,타당도,신뢰도



한국어판 세인트조지 호흡기설문의 타당도와 신뢰도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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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서서서론론론

만성폐쇄성폐질환과 천식을 포함하는 만성호흡기질환에 대한 예방과 치료
는 보건의료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만성호흡기질환은
완치가 불가능하고 많은 환자에 있어서 진행하는 질환이다.그러므로 이런
환자를 대상으로 한 치료의 목표는 증상을 최소화하고 일상생활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비록 환자의 생존을 증가시키는 것도 치료의 중요한 목
표이지만 만성적이고 소모적인 질환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역시 이
와 같은 만성호흡기질환을 가진 환자의 치료에 있어서 중요한 목표가 되고
있다.따라서 일상생활에서의 호흡기능을 평가하고 그에 따른 삶의 질을 이
해하며 이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1.

건강의 결과는 여러 임상연구에서 치료의 효과 및 질병의 결과를 평가하
는 다양한 지표로 표현하게 된다2.전통적인 건강의 결과로는 치명율,입원회
수,FEV1과 같은것들이 있고 보다 최근에는 환자가 직접 평가하는 건강의
결과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이들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되는데 건강상태,
건강이용,치료에 대한 순응도,치료에 대한 환자의 만족도로 나눌 수 있고
이중에서 건강상태는 일상생활을 수행하고 실행하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건
강의 영향력으로 정의되며 따라서 환자가 직접 평가하는 건강상태는 건강관
련 삶의 질과 기능 상태를 포함하게 된다.건강관련 삶의 질은 스스로 평가
하는 만족의 정도 혹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환자의 건강상태의 척도로



써 건강의 조건과 건강 서비스에 의해 영향을 받는 생활과 활동의 건강의
측면에 중점을 둔 결과측정지표로 사용되고 있다3.이와 같은 건강상태 측정
도구는 일반적인 건강상태를 측정하는 도구와 특정 질병의 건강상태에 대한
것이 있는데 전자의 경우에는 다양한 시각에서 폭넓은 항목에 대한 질문들
로 구성되어 있어 어떤 한 가지 질병에 특화된 도구에 의해 확인되는 것 이
상의 다양한 영향들을 분석함으로써 여러 질병간의 건강상태를 비교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호흡기계 질환과 관련되지 않은 중재적 치료의 예기치 못
한 결과들을 예측하는 데에도 유리한 면이 있다4.하지만 한 가지 질병에 특
화된 조건들을 완벽하게 포함할 수 없기 때문에 질병에 특회된 도구만큼 환
자 상태의 변화에 대한 반응이 빠르게 나타날 수는 없다5.전자와 같이 건강
관련 삶의 질을 평가하는 많은 일반적인 도구들이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TheSicknessImpactProfile(SIP)는 1972년에
개발되었는데 전문적인 혹은 비전문적인 의료관련종사자들이 질병에 의한
환자들의 행동장애와 관련된 말들을 수집하여 만들어 졌다.육체적 활동과
정신적 기능에 관한 136개 항목의 설문으로 이루어져있고 그 하부에는 수면
과 휴식,식사,작업,가정관리와 레크레이션등 다시 5개의 세부적인 영역으
로 구성되어 있다.이 설문도구는 타당도가 높아서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여러 임상연구에서 사용되었지만 경증 만성폐쇄성폐질환 환
자에는 적합하지 않고 설문을 작성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 단점이 있다.
다음은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SF-36으로 이 설문은 신뢰도가 높고 만성
폐쇄성폐질환 환자에서 반응도가 높아 널리 사용되고 있다6,7.육체적 기능,
육체적 역할,신체적 통증,일반적 건강,필수성,사회적 기능,감정적 역할
그리고 전반적 건강의 총 8개의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고 요인분석을 통해
개발되어진 육체적 부분과 정신적 부분 두 가지의 요약점수로 구성되어 있
다.SF-36은 5분 안에 스스로 작성할 수 있으며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다.TheNottingham HealthProfile(NHP)은 원래 정상 기능을 확
인하는 방식의 설문으로 개발되었는데 첫 번째 영역은 육체적 이동성,힘,
수면,통증,사회적 고립과 감정적 반응의 6개 구역에 대한 38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고 두 번째 영역은 환자의 건강상태에 의해 영향을 받는 일상생
활에 관한 7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NHP역시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에
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것이 입증되어7,8여러 임상연구에서 적용되었다9.



한편 만성폐쇄성폐질환과 같은 질병에 특화된 도구들 중에서 가장 먼저
CRQ (ChronicRespiratoryQuestionnaire)가 10년 전에 소개되었다.CRQ는
만성호흡기질환이나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들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광
범위하게 사용되었는데 역시 타당도와 신뢰도가 높고 변화에 대한 반응이
빠른 장점이 있다.면접관에 의해서 작성되고 4개영역 20개 문항으로 이루어
져 있고 네 개의 영역은 호흡곤란,피로,감정기능,수행성으로 이뤄져 있다.
CRQ는 환자들이 호흡곤란을 느끼게 하는 활동이 무엇인지에 대해 물어보고
호흡곤란의 정도를 물어보는 방법으로 호흡곤란영역을 개별화하고 있다.
CRQ의 특징은 개개의 환자에 있어서 특정한 활동의 한계점을 인지할 수 있
게 해준다는 것이다.따라서 개인 간의 비교에서 보다는 한 개인에서의 비교
에서 보다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CRQ는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평가하는 도
구들인 NHP,SIP보다 환자상태의 변화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장점이
있어 기관지확장제의 효과를 평가하는데 사용되었으며10,11,이 밖에도 분무기
의 작동기전,환기의 종류,장기간의 산소요법,호흡재활 등의 연구에서도 사
용되었다.CRQ는 독일어,스페인어,네덜란드어로 번역되어 해당국가에서도
사용되었다.하지만 CRQ의 일차적인 한계점은 대규모 연구에서 면접관이 필
요하다는 것인데 숙련된 면접관이 최초의 면접에서 필요한 시간은 20-30분
이고 추가적으로 10분가량이 소요되는 게 보통이다.따라서 환자가 스스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수정한 설문도 만들어졌지만 그 신뢰성과 타당성에는 아
직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St.George's Respiratory Questionnaire (SGRQ)가 만성폐쇄성폐질환을
가진 환자나 몇몇 다른 만성호흡기질환을 가진 환자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
는데 만성폐쇄성폐질환에서의 타당성과 신뢰성은 검증이 되었다12-14.SGRQ
는 50개 항목으로 이루어져있고 증상영역,활동영역,영향영역의 세가지 영
역으로 되어있다.각 영역별 점수와 총 점수가 각각 계산된다.각 설문항목
은 160명의 천식환자를 기준으로 경험적 가중치를 부여했고12,그 가중치는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에서 다시 타당성을 검증하였다.SGRQ는 0에서 100
까지의 점수로 표시되는데 0은 건강관련 삶의 질이 가장 좋음을 나타낸다.
SGRQ는 이전의 다른 설문도구와 달리 경증의 환자에서도 건강관련 삶의

질의 정도를 구분할 수 있으며 미국흉부학회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중증도



기준에 따른 경증에서부터 중증의 환자까지도 치료 반응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음이 증명되었다.따라서 앞서 언급한 바 있는 일반적인 건강상태를 평
가하는 SIP보다 환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을 평가하는데 민감하였다.이와 같
은 이유로 호흡기 질환에 관련된 많은 임상연구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
다.이 밖에도 만성호흡기질환 환자에서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의 개
발이 계속되고 있는데 호흡기영역에서는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이러한 도구가 처음 개발되었으며12,이후에 천식,낭포성 폐질환 및 원발성
폐동맥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한 측정도구가 추가로 개발되었다.여러 연
구를 통해 개발된 이와 같은 설문도구들은 새로 개발된 신약의 치료효과나
가정간호 혹은 재활치료의 효과 등을 평가하는데 이용되고 있다.

앞에서 소개하였듯이 외국에서는 만성호흡기질환 환자에서 삶의 질을 측
정하는 설문도구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었고13-15,그 중에서도 세인트조지 호
흡기설문(StGeorge'srespiratoryquestionnaire)12이 여러 가지 면에서 가장
타당하고 신뢰할만하다고 여겨져 현재까지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
나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단순 번역만으로는 건강관련 문제들에 대한 언
어와 문화적 차이로 인해 건강관련 삶의 질을 측정하는 적절한 도구가 되기
어렵다.따라서 이의 정확한 적용을 위해서 건강상태 평가에 관한 언어적 관
점 외에도 기술적 관점과 개념적 관점까지 고려한 한국어 설문지를 만들고
이의 타당도과 신뢰도를 평가해 보았다.



ⅡⅡⅡ...대대대상상상 및및및 방방방법법법

111...연연연구구구대대대상상상

2005년 1월부터 2005년 4월까지 세브란스병원 호흡기내과 외래에 내원한
만성호흡기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이들 중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의
정의 및 중증도 분류는 2001년에 발표된 NHLBI/WHO GlobalInitiativefor
ChronicObstructiveLungDisease(GOLD)WorkshopSummary에 나온 기
준을 이용 하였고16천식환자의 정의와 중증도 분류는 1997년 NIH에서 제시
한 Guideline에 나온 기준을 이용 하였다.급성호흡부전 환자,설문 및 검사
를 하기 힘든 환자 및 자발적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하
였다.

222...연연연구구구방방방법법법

가.한국어판 세인트조지 호흡기설문의 개발
세인트조지 호흡기설문의 원저자로부터 허락을 얻은 후,세인트조지
호흡기설문을 구하였고 아래의 과정을 거쳐 한국어판 세인트조지 호
흡기설문을 만들었다.
먼저 설문지 원본을 한국어로 번역하였고 전문가 패널의 토의를 거쳐
수정하였다.이후 번역된 설문지를 영어와 한국어에 모두 능통한 사람
을 통해 영어로 다시 번역하여 원저자에게 보냈고 원저자가 이를 검
토한 후 지적한 부분을 재수정 하였다.일반 환자를 대상으로 설문조
사를 시행한 후 문제점을 다시 수정하였고 이렇게 개발된 설문지로
만성호흡기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Pilotstudy를 진행하였다.이후 다시
한 번 수정 보완을 거쳐 한국어판 세인트조지 호흡기설문을 완성하였
고 이번 연구에서 이 설문지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정해 보았다.



나.타당도와 신뢰도 검정
1)타당도(Validity)의 검정

타당도는 내용,구성,기준의 세가지 요소가 중요한데 내용타당도란
그 도구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들을 설문도구가 얼마나 잘 반영하
는가 하는 것인데 많은 전문가들은 환자 스스로 작성하는 도구의 내
용타당도가 설문에 응하는 환자에 의해서 가장 잘 판단된다는 데 동
의하고 있다.기준 타당도는 가장 표준이라고 받아들여지는 기존의
기준과의 비교를 통해 어떤 주제를 평가하는 것으로 이는 다시 현재
타당도와 예상타당도로 나눌 수 있는데 현재타당도는 새로 만들어
진 도구를 이미 사용되고 있는 표준과 비교하여 새로운 기준으로
삼고자 하는데 사용되고 있다.예상타당도는 현재 진행 중인 연구 결
과를 얼마나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지를 나중의 결과로 판단하게 되
는 것이다.구성타당도는 ‘건강관련 삶의 질’과 같은 새로운 개념에
대한 표준이라는 것이 없을 경우에 추론타당도를 만들고 이를 진
행형의 가설로 발전시켜 나가야만 한다.따라서 구성타당도는 평가
하고자 하는 도구와 관련된 기존의 다른 평가 방법들과의 상관관계
를 확인함으로써 타당성을 검증받을 수 있다.따라서 이번 연구에서
는 호흡기질환 환자의 측정지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생리학적 지
표인 폐기능검사,6분보행거리,호흡곤란지수평가 및 산소포화도검
사를 설문과 함께 시행하여 이들 검사 결과와의 상관계수 및 결정계
수를 구하였다.

2)신뢰도(Reliability)의 검정
신뢰도란 다양한 환경에서 동일한 현상을 측정할 때 그 측정 도구가
다른 도구와 같은 결과를 나타내는 정도로 정의하고 실용적으로는
어떤 도구가 다양한 조건에서 적용되었을 때 얼마나 그 결과를 잘
재현할 수 있는지로 적용할 수 있다.신뢰도는 내적일관성,관찰자내
신뢰도,관찰자간 신뢰도,안정성과 같은 다양한 방법에 의해 평가될
수 있고 검정하고자 하는 도구가 같은 시간에 같은 결과를 보여준다
면 그 도구는 내적일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그리고 내적일관성
을 확인하는 통계적인 방법으로 Cronbach'salpha를 사용하였다.



다.통계 및 분석

환자의 설문조사 결과는 Microsoftaccessprogram을 이용하여 입력하고,
SASforWindow를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시행하였다.신뢰도 검정을 위해서
는 상관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여 상관계수 r과 결정계수 R2 및
Crohnbach'salpha를 구하고,타당도 검정을 위해서는 상관분석과 다중회귀
분석을 시행하여 상관계수 r과 결정계수 R2을 구하였다.



ⅢⅢⅢ...결결결과과과

111...연연연구구구 대대대상상상 환환환자자자군군군의의의 임임임상상상적적적 특특특징징징

최초 등록된 환자는 100명이었으나 이중에서 8명은 폐기능검사를 시행하지
않았고 10명은 평상시에도 호흡곤란이 심하여 6분보행검사를 시행하지 못하
여 이들을 제외한 74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질환별로는 기관지천식
27명,만성폐쇄성폐질환 39명,파괴된 폐 8명이였다.이번 연구에 등록된 74
명의 환자 이외에도 기관지확장증 4명,만성기관지염 2명,유육종증 1명,폐
렴 1명이 있었으나 이들은 호흡곤란,기침,가래등의 호흡기증상을 호소하지
않아 본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최종적으로 등록된 74명의 환자중 남자
는 51명 (69%),여자는 23명 (31%)이였다.

Table1.Clinicalcharacteristicsof74patientsenrolledinthestudy
Allpatients
Mean±SD

Male/Female(Sexratio) 51/23(2.2:1)
Age,year 63.8±10.3
Pulmonaryfunctionmeasures
FEV1,% predicted 57.9±24.9
FVC,% predicted 71.5±21.3

6-minutewalkdistance(meter) 415.5±53.4
SaO2,%
Resting 95.2±3.2
Exercise 91.8±6.5

Borgscalescore
Resting 0.34±0.49
Exercise 2.33±2.04

Definitionofabbreviations:FEV1=forcedexpiratoryvolumeinonesecond;FVC=forcedvolumecapacity.FEV1,FVC,expressedaspercentageofpredictedvalue.SaO2=arterialoxygensaturation,SD=standarddeviation.



222...신신신뢰뢰뢰도도도의의의 검검검정정정

신뢰도를 검정하기 위해 Cronbach'salphacoefficient값을 세인트조지 호
흡기설문의 각 영역별 즉,증상영역(Symptom),활동영역(Activity),영향영역
(Impact)으로 구하였고 이들의 총점에 대한 값을 구하였다.

Table2.Cronbach'salphacoefficientofKoreanversionofSt.George's
RespiratoryQuestionnaire

Total Asthma COPD
(74명) (27명) (39명)

Symptom 000...666333 0.63 0.68
Activity 000...888777 0.87 0.88
Impact 000...888999 0.88 0.88
Total 000...999222 0.92 0.92

분석결과 총점수,활동영역,그리고 영향영역의 신뢰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
났고 이는 전체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을때나 질환별로 나누어 보았을때나
같은 결과를 나타냈다.

333...타타타당당당도도도의의의 검검검정정정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기준관련타당도(criterionrelatedvalidity)를 구하
였다.총점수와 폐기능검사,6분보행거리,안정시와 운동후의 산소포화도 그
리고 호흡곤란지수(Borgscalescore)들과의 상관계수 및 결정계수를 구하였
다.



Table3.CorrelationanalysisbetweentheoverallSGRQ scoreandclinical
parameters*atbaselineassessment

Total(74) Asthma(27) COPD(39)
r p-value r p-value r p-value

Pulmonaryfunction
FEV1%predicted -0.26 0.023 -0.05 0.789 -0.41 0.009
FVC%predicted -0.27 0.021 0.10 0.610 -0.56 <0.001

6-minutewalkdistance -0.44 <0.001 -0.44 0.023 -0.45 0.004
SaO2
Resting -0.30 0.009 -0.48 0.012 -0.22 0.169
Exercise -0.31 0.007 -0.37 0.054 -0.19 0.254

Borgscalescore
Resting 0.42 <0.001 0.45 0.018 0.53 0.001
Exercise 0.52 <0.001 0.58 0.002 0.49 0.002

*Values and p values were obtained by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unless otherwise
indicated,**CoefficientofDetermination:calculatedbyregressionanalysis,FEV1=forced
expiratoryvolumeinonesecond;FVC=forcedvolumecapacity.FEV1,FVC,expressedas
percentageofpredictedvalue.SaO2=arterialoxygensaturation

분석결과 6분보행거리,산소포화도,호흡곤란지수,폐기능검사 중 FEV1
%pred,FVC%pred와의 상관도가 모두 유의하게 높음을 알 수 있었고 그
중에서도 운동후 호흡곤란지수,6분보행거리와의 상관도가 특히 높았고 폐기
능검사의 경우는 다른 지표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상관도를 보였다.



Figure1.RegressionplotoftheSt.Geroge'sRespiratoryQuestionnaire
(SGRQ)Totalscoreversus6minutewalkdistance(r=-0.44,p<0.0001,
R2=0.1974).

Figure2.RegressionplotoftheSt.Geroge'sRespiratoryQuestionnaire
(SGRQ)TotalscoreversusFEV1% (r=-0.26,p=0.0228,R2=0.0698).



Figure3.RegressionplotoftheSt.Geroge'sRespiratoryQuestionnaire
(SGRQ) Total score versus Borg scale score on exercise (r=0.52,
p<0.0001,R2=0.2740).



ⅣⅣⅣ...고고고찰찰찰

만성호흡기질환 환자의 치료경과를 판단하는데 고전적으로 사용하던 폐기
능검사나 산소포화도 그리고 6분보행거리와 같은 생리학적인 검사방법은 객
관적이고 수치화할 수 있어 해석하기 용이하고 직관적이라는 장점이 있어
지금까지 만성호흡기질환 환자의 치료에서 객관적인 지표로 활용되어져 왔
다.그러나 ‘삶의 질’특히,‘건강관련 삶의 질’의 개념이 등장하면서 환자의
판단이 치료방침을 결정하는데 중요하게 부각되게 되었다.건강관련 삶의 질
은 스스로 평가하는 만족의 정도 혹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환자의 건
강상태의 척도로써 건강의 조건과 건강 서비스에 의해 영향을 받는 생활과
활동의 건강에 관한 측면에 중점을 둔 결과측정지표로 만성폐쇄성폐질환 환
자나 천식과 같은 호흡기영역의 만성호흡기질환에서도 그 중요성이 인식되
어 일찌기 이를 측정하는 다양한 설문도구들이 개발되어졌고 그 중에서도
세인트조지 호흡기설문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세인트조지 호흡기설문은 50개 항목으로 이뤄져있고 증상영역,활동영역,
영향영역의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되어있고 각 영역별 점수와 총 점수가 각
각 계산된다.세인트조지 호흡기설문은 0에서 100까지의 점수로 표시되는데
0은 건강관련 삶의 질이 가장 좋음을 나타내고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은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세인트조지 호흡기설문은 경증의 환자에서도 건강관
련 삶의 질의 정도를 구분할 수 있으며 경증에서부터 중증까지 질병의 정도
에 따른 다양한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의 치료반응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
어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의 치료경과를 판단하고 치료방법을 결정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이외에도 천식,기관지확장증,낭포성폐질환,미만성간
질성폐질환등의 다양한 호흡기 질환의 치료 및 이와 관련된 임상연구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이와 같이 타당도와 신뢰도가 높은 세인트조지 호흡기
설문을 국내 연구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저자는 한국판 세인트조지 호흡기설
문을 개발한 후 이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저자는 한국판 세인트조지 호흡기설문이 만성폐쇄성폐질환,기관
지천식,결핵에 의해 파괴된 폐와 같은 만성호흡기질환 환자에게 적용하기



용이하고 신뢰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한국판 세인트조지 호흡기설
문은 높은 내적일관성을 보여주었고 호흡기질환의 정도를 측정하는 다른 지
표들과의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원저를 이용한 여러 보고들과 일관성
이 있어 한국판 세인트조지 호흡기설문은 원저에 합당하고 유사한 타당도와
신뢰도를 가진다고 결론 지을수 있었다.
신뢰도를 검정하기위해 구한 Cronbachalphacoefficient값은 세인트조지

호흡기설문의 세가지 영역인 증상영역,활동영역 및 영향영역에서는 높은 수
치를 보였고 전체영역의 수치 역시 높아 한국판 세인트조지 호흡기설문의
신뢰도가 높음을 알수 있었다.다만 영역별 분석결과 증상영역의 수치가 가
장 낮은 값을 보였는데 원저의 경우에도 다른 영역보다 증상영역의 신뢰도
가 낮게 보고되었고12스페인17,홍콩18등 다른 나라에서 시행한 번역본 호흡
기설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증상영역의 신뢰도가 비교적 낮음을 보고하
였다.이에 대해 원저의 개발자는 설문지 자체가 증상의 중증도 보다는 일상
생활에 대한 장애의 정도를 측정함으로써 환자의 상태를 평가하는데 중점을
두고 만들어졌고 이를 그 원인으로 지적한 바 있다12.한국판 번역본의 경우
증상영역의 신뢰도를 평가하는 수치가 원저 및 다른 나라에서 얻은 수치보
다 상대적으로 낮아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 보았다.첫째,언어적인 측면
에서 호흡곤란을 표현하는 어휘가 영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
다.이번에 개발된 한국판 세인트조지 호흡기설문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는 설문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일부 수정한 부분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원본에 충실하게 번역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를 보완하는 데에는 한
계가 있었다.따라서 언어 문화적 적용의 문제는 이 분야의 전문가와 추후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둘째,이전에 다른 나라에서 시행한 연구
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만성폐쇄성폐질환 또는 기관지천식과 같이 단일질
환이 아닌 만성폐쇄성폐질환,기관지천식,파괴된 폐등 다양한 질환을 대상
으로 했다는데 그 원인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증상영역의 항목중 기
침의 회수,가래의 양은 주로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들이 호소하는 증상인
반면 천식발작 빈도나 하루중 천식발작 시기를 묻는 항목들은 기관지천식
환자에 한정된 질문으로 질환군 별로 구분할 경우엔 내적일관성이 높을 것
이나 전체질환으로 묶어 같이 분석할 경우엔 내적일관성이 낮아질 것으로
추측되어 표 1.에서 나타낸 바 와같이 두 질환에 대한 subgroupanalysis를



시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 39명과 기관지천식 27명의 증상영역에 대한
Cronbach'salpha값을 구하였고 그 결과 각각 0.68,0.63으로 예상과는 달
리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세 번째는 본 설문이 면접자 설문이 아
니라 본인이 직접 읽고 작성하는 형식으로 환자의 교육정도에 따라 설문의
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가 차이날 수 있다는 점이다.이와 같은 문제점들은
검사-재검사 재현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특히,증상영역의 항목들을 재검토
하고 수정 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타당도를 검정하기 위해서 설문의 총점수와 호흡기 질환의 정도를 평가하

는 지표들인 6분보행거리,폐기능검사중 FEV1과 FVC,안정시와 운동후 산
소포화도,안정시와 운동후 호흡곤란지수와의 상관계수와 결정계수를 구한
결과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그 중에서도 6분보행거리와 운동
후 호흡곤란지수와의 상관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상대적으로 폐기
능검사와의 상관도가 낮은 결과를 보여주는데 이는 만성호흡기질환 환자의
삶의 질에 관한 이전의 다른 연구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었다19-21.그러
나 이와 같은 결과는 건강관련 삶의 질을 측정하는 설문도구들의 한계가 아
니라 동일한 생리학적 한계를 가진 개인들도 각각의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
향은 다를 수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건강상태를 측정하는 설문도구의 목
적은 생리학적 측정도구를 대체하기 위함이 아니라 건강상태의 악화에 영향
을 미치는 다른 변수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함이다22.따라서 건강관련 삶
의 질에 관한 설문도구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건 사실이지만 임상연구
의 주요 종착점은 생리학적 측정도구나 생존율인 경우가 대부분이다.건강
관련 삶의질에 관한 설문도구의 또 다른 한계점은 본질적으로 외래환자와
같은 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산소증이나 고탄산혈증이
동반된 중증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에게는 천장효과 또는 바닥효과가 나타
나 정확한 해석과 적용이 힘들다는 점이다.

아래의 표는 다른 나라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했던
생리적 호흡기 지표들과의 상관계수를 나타낸 것으로 본 연구의 결과와 비
교해보았다13,23-26.



Table 4.Summary ofpublished data concerning the cross sectional
validityofSGRQTotalscoresinpatientswithCOPD

Results Currentstudy
r r

FEV1%pred 0.14-0.41 -0.26
6-minutewalkdistance 0.28-0.61 -0.44
SaO2 0.41-0.48 -0.30
Borgscalescoreatendexercise 0.53 0.52
Definitionofabbreviations:FEV1=forcedexpiratoryvolumeinonesecond

Table4.에서 나타나듯이 다른 연구들에서도 본 연구와 동일하게 6분보행거
리,운동후 호흡곤란지수와의 상관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폐기능검사와의 상
관도가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었다.



ⅤⅤⅤ...결결결론론론

한국어판 세인트조지 호흡기설문은 만성폐쇄성폐질환,기관지천식,파괴된
폐등과 같은 만성호흡기질환 환자에서 비교적 신뢰도가 높았고 6분보행검사,
폐기능검사,산소포화도,호흡곤란지수등의 다른 호흡기 질환의 지표들과의
상관도도 높았다.추후 증상영역에 대한 점검 및 보완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로 한국판 세인트조지 호흡기설문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 및 국제 연구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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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설문지는 당신이 호흡기 이상으로 인해 얼마나 힘들고 당신의 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가를 알기 위한 설문지입니다 설문결과를 통해 당신
이 앓고 있는 병으로 인해 당신이 무엇을 가장 힘들어하는 가를 알고자 합
니다

아래의 지시사항을 자세히 읽으신 후에 설문에 답해 주시고 의심나는 사
항이 있으면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답하기 위해 너무 많은 시
간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등록번호 설문날짜 년 월 일
이름 주민등록번호
나이 만 세 성별 남 여

우선 현재 당신의 건강상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매우 좋다 □ 좋다 □ 괜찮다 □ 나쁘다 □ 매우 나쁘다

직업



부부부

지난 년간 호흡기계 이상으로 인해 얼마나 고생하였는가에 대한 질문입니
다 각 질문에 해당하는 사항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개만 표시해 주십시오

1주에
대부분이다

1주에
3-4일
정도이다.

1달에
몇 일
정도이다.

호흡기계의
감염이있을
경우에만
한다.

전혀
안한다.

지난 년간 기침을 □ □ □ □ □
한 빈도는

지난 년간 가래가 □ □ □ □ □
나온 빈도는

지난 년간 숨찬 □ □ □ □ □
빈도는

지난 년간 천식 □ □ □ □ □
발작이 있었던 빈도는

지난 년간 호흡기계 문제로 심하게 고생을 하였거나 매우 불편했던 적이

번 이상 있었다 □
번 있었다 □
번 있었다 □
번 있었다 □
없었다 □



지난 년간 호흡기계의 문제로 가장 심하게 고생을 하였을 때 얼마나 오
랫동안 고생하셨습니까

주 이상 □
일 □
일 □

하루 미만 □

심하게 고생한 적이 전혀 없었다면 바로 번 문항으로 가십시오

지난 년간 주 중 상태가 좋은 날이 흉부에 약간의 불쾌감이 있는 경우
도 포함됩니다 평균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전혀 없었다 □
일 □
일 □

거의 매일 □
일 주 내내 □

천식발작이 있다면 아침에 더 심합니까

아니오 □
예 □



부부부

첫째 질문

당신의 호흡기계의 상태를 표현한다면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문제 중 가장 중요하다 □
아주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 □
약간의 문제만 일으킨다 □
전혀 문제가 없다 □

당신이 직장을 다닌 적이 있다면 호흡기계의 문제로 인해

직장을 그만 두었다 □
직장에서 하는 일에 지장이 있거나 직업을 바꾼 적이 있다 □
직장에서 전혀 지장이 없었다 □

둘째 질문 다음은 어떤 활동을 하는 경우에 숨이 차게 되는 가에 대한 질문
입니다 가장 최근의 상태에 대해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질문에 대해 예 아니오에 하나만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오
앉거나 드러누워 있어도 숨이 차다 □ □
세수를 하거나 옷을 입을 때도 숨이 차다 □ □
집 주위를 돌아다니면 숨이 차다 □ □
집에서 멀리 나가면 숨이 차다 □ □
계단을 올라가면 숨이 차다 □ □
언덕을 올라가면 숨이 차다 □ □
운동이나 게임을 하면 숨이 차다 □ □

셋째 질문 다음 질문은 기침과 숨찬 정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가장 최근의
상태에 대해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질문에 대해 예 아니오에 하나만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오
기침을 하여 지장이 있는 정도이다 □ □
기침 때문에 피곤한 정도이다 □ □
말을 해도 숨이 찬다 □ □
몸을 숙이기만 해도 숨이 차다 □ □
숨이 차고 기침을 해서 편히 잘 수 없다 □ □
숨이 차고 기침을 해서 쉽게 지친다 □ □



넷째 질문 호흡기계 문제로 인해 당신의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알기
위한 질문입니다 가장 최근의 상태에 대해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질문에 대해 예 아니오에 하나만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오
숨이 차고 기침이 나서 남들 앞에 나서기가 힘들 정도이다

□ □
호흡기계 문제로 인해 가족 친구 혹은 이웃에 폐를 끼치는 정도이다

□ □
숨이 막힐까봐 무섭거나 공포를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다

□ □
호흡기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느낀다

□ □
호흡기계의 문제가 더 이상 나아질 거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 □
호흡기계의 문제로 인해 나약하고 쓸모 없는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 □
운동을 하는 것이 나한테는 위험하다

□ □
모든 일을 하는 데 힘이 너무 많이 든다

□ □

다섯 번째 질문 당신이 먹는 약에 대한 질문입니다 만약 약을 먹지 않고
있다면 여섯 번째 질문으로 바로 가십시오
각 질문에 대해 예 아니오에 하나만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오
약이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다 □ □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약을 먹으면 당황스럽다 □ □
약으로 인한 안 좋은 부작용이 있다 □ □
약을 먹는 것 때문에 생활이 지장이 많다 □ □



여섯 번째 질문 다음은 숨이 차서 당신이 활동하는데 얼마만큼의 제약이 있
는 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가장 최근의 상태에 대해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질문에 대해 숨이 차서 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있으면 예 아니면 아니
오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오
세수를 하거나 옷을 입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

□ □
목욕을 하거나 샤워를 할 수 없을 정도이다 하더라도 숨이 차서 시간이 많
이 걸린다

□ □
다른 사람보다 천천히 걷고 가다가 쉬어야 한다

□ □
집안 일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다가 쉬어야 한다

□ □
계단 층을 올라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올라가다가 쉬어야 한다

□ □
서두르거나 걸음을 빨리 하면 중간에 쉬거나 천천히 걸어야 한다

□ □
숨이 차서 언덕을 올라가거나 물건을 들고 계단을 올라가거나 마당의 풀을
뽑거나 춤을 추거나 볼링을 하거나 골프를 치기가 힘들다

□ □
숨이 차서 무거운 짐을 들거나 정원을 파거나 눈을 치우거나 조깅을 하거나
시속 마일의 속력으로 걷거나 테니스를 치거나 수영을 하기 힘들다

□ □
숨이 차서 힘든 수작업을 하거나 달리기를 하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수영을
빨리 하거나 격렬한 운동 경기를 할 수 없다

□ □

일곱 번째 질문 호흡기계의 문제가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가를 알
기 위한 질문입니다 가장 최근의 상태에 대해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호흡기계 문제로 인해 아래에 나와있는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 혹
은 아니오에 표시해 주십시오

예 아니오

운동이나 게임을 할 수 없다 □ □
야유회 혹은 레크레이션에 참여할 수 없다 □ □
장을 보러 집밖에 나갈 수가 없다 □ □
집안 일을 할 수 없다 □ □
의자나 침대에서 멀리 나갈 수 없을 정도이다 □ □



아래에 호흡기계의 문제로 인해 할 수 없는 일들의 목록을 나열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표시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숨이 차기 때문에 다음과 같
은 일을 하는데 지장이 있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산책을 하러 나가거나 개와 산책을 하는 것
집이나 정원에서 일을 하는 것
성생활을 하는 것
교회 혹은 야유회 장소에 가는 것
흐린 날씨에 밖에 나가거나 담배연기가 자욱한 방에 있는 것
친지나 친구 집에 가거나 아이들과 노는 것

그 이외에 호흡기계의 문제로 인해 지장을 받는 일이 있으면 이를 적어주시
기 바랍니다

이제 당신의 호흡기계의 상태를 가장 적절하게 표현하는 문항을 아래 중에
서 하나만 골라 ∨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일도 지장 받지 않고 할 수 있다 □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의 한 두 가지를 할 수 없다 □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의 대부분을 할 수 없다 □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의 전부를 할 수 없다 □

성심 성의껏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내기 전에 질문에 모두 답변하셨는지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Abstract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St.George's Respiratory 
Questionnaire in Patients with Chronic Respiratory Disease

Min Kwang Byun

Department of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Sung Kyu Kim)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HRQL) inpatients with chronic respiratory 
disease has been emphasized, because CRD is chronic, progressive and finally 
cause disability. HRQL instruments may be useful in monitoring patients' 
progress or in determining the most appropriate choice of treatment. We describe 
the adaptation into Korean of the St George's Respiratory Questionnaire (SGRQ),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developed by Jones et al.(1991) covering three 
domains of health in airways disease patients: symptoms, activity and impacts. 
and the validation of the Korean SGRQ.
 We got original SGRQ from author after permission. For adaptation, we made a 
expert panel and translate the original questionnaire into Korean language. The 
translated questionnaire was back-translated by bilinguals and compare it with 
original questionnaire. After correction and feasibility test, 100 patients with 
chronic respiratory disease (COPD, Asthma, destroyed lung, etc) completed the 
Korean version of the SGRQ. The clinical status of the patients was evaluated 
concurrently with the measurement of health status.
 The Korean version of the SGRQ was acceptable and easy to understand. 
Cronbach's alpha reliability coefficient was 0.92 for the overall scale and 0.63 
for "Symptoms", 0.87 for "Activity", and 0.89 for "Impacts" subscales.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the overall score and Borg scale score, Oxygen 
saturation, and % forced expiratory volume in one second (FEV1) were 0.52, 
-0.32 and -0.26, respectively. These results support the Korean SGRQ was 
correlated with other measurements.
 The Korean SGRQ was reliable and valid in patients with chronic respiratory 
disease, such as COPD, asthma, destroyed lung. Also well correlated with other 
respiratory measurements. Although further studies should complete the adaptation 
work, results suggest that the SGRQ may already be used in Korea and in 
international studies involving Korean respiratory patients.

Key Words : Quality of Life, SGRQ, Validity, Re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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