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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감감사사사의의의 글글글

어느덧 배움을 시작한지 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대학원 과정을 마치게 되었
습니다.대학원 진학과 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논문의 시작부터 끝까지 휴일도 마다않고 항상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저의 부족한 사고력을 학문적 사고로 키울 수 있도록
세심한 지적과 폭넓은 조언과 사랑으로 지도해주신 송희영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
사드립니다.논문의 방법론을 이해하지 못하는 저에게 끝까지 방향을 잡아주시고
저보다도 더 많이 범주도출에 고민해 주신 김기경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논문의
전체적인 방향과 자료수집의 제반 조건을 먼저 도와주시고 항상 논문의 진행과정
에 관심을 가져주신 용석중 교수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항상 따뜻한 관심으로 저를 지켜봐 주신 임영미 교수님,대학원 진학시부터
격려와 용기를 주신 허혜경 교수님,연구의 기초를 다져주신 안양희 교수님,먼곳
에서도 응원을 해주신 신윤희 교수님,방학 동안에도 연구와 통계의 기초를 다져
주시고 논문제목과 방향을 잡아주신 박소미 교수님,항상 웃음으로 격려를 해주신
김기연 교수님,서툰 영문도 꼼꼼하고 세심하게 지도해주신 서미혜 교수님께도 진
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임상과 배움의 길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김은희 간호국장님,세심하게
신뢰도 검증을 도와주신 이화경과장님,논문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김연자 과장님,잘 할 수 있을 거라는 용기를 주신 고영희 과장님,대학원 진학에
힘이 되어주신 이윤희 과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힘든 근무 환경에도 항상 용기와 격려를 주신 최미순 선생님과 대학원 과정
동안 짜증 한 번 없이 스케줄 배려를 해준 61병동 식구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솔선수범하여 자료수집을 위한 녹취록작성과 신뢰도 조사를 도와준 은미와 은나
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대학원 시작부터 지금까지 항상 함께한 언니보다는 친구 같은 문숙선생님,먼



곳에서도 용기를 주는 박미용 선생님과 대학원 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든
든한 힘이 되어준 사랑하는 기은이,도숙이,수현이,소영이,진이 모두에게 고마
운 마음을 전합니다.

바쁜 외래 진료에도 자료수집을 도와주신 외래 선생님들과 신뢰도와 자료수
집에 앞장서주신 장혜윤 선생님,세심하게 논문 대상자들을 배려해주신 김상하 선
생님과 이부길 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중환자실 인연으로 만나 지금까지 동생보다 더 동생 같은 선영이와
현영이의 응원에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끝으로 대학원 과정동안 영문 자료를 끝까지 도와준 동생 나영이와 바쁜 언
니의 심부름을 불평 없이 해준 은영이와 제부,떨어져 있어도 함께 걱정해준 수지
와 지훈이,툴툴거리면서도 옆에서 영문 해석을 도와준 이령이 그리고 항상 불평
만 함에도 불구하고 밥먹는 걱정과 늦은 밤에도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시며 진심
어린 사랑으로 걱정해주신 어머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08년 6월
김진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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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폐쇄성 폐질환 환자의 흡입제 사용 경험

본 연구는 폐쇄성 폐질환 환자들의 흡입제 사용 경험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
하여 내용 분석을 통해 범주 및 하위범주별 의미 있는 진술을 분석하는 귀납적
서술연구이다.연구 대상자는 W시에 위치한 Y대학 부속 종합병원 호흡기내과에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과 천식 진단 하에 건조 분말 흡입제,정량분무식 흡입제 등의
흡입제제를 최소한 한 달 이상 사용한 경험이 있으며,1회 이상 흡입제 교육을 받
은 환자 29명이었다.자료수집기간은 2008년 4월 1일부터 4월 26일까지로,자료
수집은 개별 면담을 이용하였고,녹취된 면담내용과 기록은 내용분석방법을 통해
분석되었다.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흡입제 사용 경험은 총 268개의 진술문으로 나타났고,7개의 범주와 26개의 하
위범주로 구성된 범주도식이 개발되었다.연구 대상자는 증상호전,교육적 지지,
편리성,인식부족,부작용,기대감,효과부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흡입제 사용 중단 경험은 총 41개의 진술문으로 나타났고,4개의 범주와 9개의
하위범주로 구성된 범주도식이 개발되었다.연구 대상자는 경제적 부담,인식부
족,부작용,효과부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폐쇄성 폐질환 환자는 흡입제 사용으로 증상호전과 증상
호전에 대한 기대감,흡입제 사용에 대한 의료진의 교육적 지지 그리고 흡입제 사
용 방법의 편리성을 경험하는 반면 흡입제 사용에 대한 교육 경험 부족과 사용방
법의 불편성,구매 어려움 등도 경험함을 알 수 있다.흡입제 사용 경험과 흡입제
사용 중단 경험에 모두 도출된 범주로 흡입제 사용에 대한 인식부족과 약물의 부
작용,약물의 효과부족을 경험하였다.또한 흡입제 사용 중단 경험의 가장 큰 요
인은 경제적 부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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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폐쇄성 폐질환 환자들의 적절한 흡입제 사용을
위한 다양하고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며,흡입제 교육뿐만 아니
라 질병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으로 흡입제 사용의 이해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겠
다.그리고 흡입제 사용 중단이 경제적 요인과 관련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흡
입제를 사용하는 폐쇄성 폐질환 환자들에 대한 정책적 지지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핵심되는 말 :폐쇄성 폐질환 환자,흡입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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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서서서 론론론

AAA...연연연구구구의의의 필필필요요요성성성

기류 장애를 특징으로 갖는 폐쇄성 폐질환(ObstructiveLungDisease)은 만성
폐쇄성폐질환(ChronicObstructivePulmonaryDisease,COPD)과 천식(Asthma)을
포함하는 호흡기질환으로,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발병률,이환율 및
사망률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각 나라의 보건의료정책에 주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2005;GlobalInitiativeforAsthma(GINA),2004;
Mannino& Buist,2007;Sullivan,Ramsey,& Lee,2000).최근 인구기반조사를 바
탕으로 한 국제적인 만성폐쇄성폐질환 유병률은 Menezes등(2005)에서 7.8~19.7%,
Buist등(2007)에서 10.1%의 유병률을 보였다.2001년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에서
우리나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한 제1차 만성폐쇄성폐질환 전국실태조사 결과
전체대상자의 7.8%에서 기류제한 소견을 보이고,45세 이후에는 기류제한 빈도가
17.2%로 증가되어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빈도가 높음이 보고되었다.천식도 2003년
국민건강보험 통계자료에 의하면 천식 유병률이 10세 미만 소아에서 10%내외,
20~60세에서 2~4%,70세 이상 노인에서 8%에 달한다(윤호주,2006).이와 같이 과
학의 발달과 생활수준의 향상,평균수명의 연장과 인구의 노령화 등으로 질병의
발생양상이 크게 변화되어 급성질환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장기적인 치료와 간호
가 요구되는 만성 질환자들이 증가하여 건강관리체계와 간호활동의 주요한 관심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폐쇄성 폐질환은 장기적인 치료를 요하는 질환으로,이들 질환에는 장기
적인 약물요법이 필요하고,그 복약이행 여부에 따라 환자의 질병 치료에 큰 영향
을 미치며,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환자 자신의 자기 관리 및 자가 치료가
중요하다(오현숙,김부남,2006).최근에는 치료약물로 경구약과 함께 흡입제 사용
이 보편화되고 있는데,흡입제는 최소 유효량의 약물을 기도 내에 직접 전달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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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빠르고 정확한 약물 치료효과를 얻을 수 있고,약물의 전신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어 만성폐쇄성폐질환과 천식 환자의 치료에 있어서 경구 투여보다는 흡
입제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이 최소한의 부작용과 효율적인 약물작용을 기대할 수 있는 흡입제는
경구 약제와 달리 정확한 투여방법이 필수적으로 요망되며,사용방법이 적절하지
못할 경우 폐침착률이 저하되어 최적의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Grayetal.,
1996).따라서 폐쇄성 폐질환 환자들이 흡입제를 정확하게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선행연구에서 교육 전⋅후의 흡입제 사용방법 이행을 조사한 결과 흡입
제 교육 경험 여부는 이행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임재경 등,2000;최승원,1999;
Batlles,Plaza,Badiola,& Morejon,2002).따라서 만성폐쇄성폐질환과 천식 환자
를 대상으로 흡입제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많은 나라에서 개발되
어 시행되고 있다.최근에는 흡입제 교육 프로그램을 폐쇄성 폐질환 치료의 한 구
성 요소로까지 강조하고 있다.특히 폐쇄성 폐질환의 특성상 고령 환자가 많은데
고령의 환자는 반복적인 교육과 연습 없이는 대부분 올바르게 흡입제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알려져 있고(신미정,2000),천식환자의 33~59%만이 정량분사 흡입기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Cochrane,Bala,Downs,Mauskopf,&
Joseph,2000;Pereira,Clement,Silva,Mcintosh,& Simeon,2002).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흡입제 사용이 폐쇄성 폐질환 환자에게 매우 중요하며,흡입제 사용을
위해서는 정확한 이행이 중요한 반면,흡입제 이행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
므로 흡입제의 효율적 사용을 도울 수 있어야 한다.

환자들의 흡입제 이행을 높이기 위해서는 폐쇄성 폐질환 환자의 흡입제 이행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규명이 선행되어야 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흡입제 치료를 받는 환자들의 이행이 낮은 이유는 약물에
대한 지식부족(김은아,2004;인용원,2003;Cochrane,1996;NationalAsthma
Compaign(NAC),1996),사용을 잊어버림(유성근 등,2007),부작용에 대한 두려움
(유성근 등,2007;NAC,1996),빠른 증상완화 효과가 없고(유성근 등,2007;
Horne& Weinman,1999;NAC,1996),흡입제를 싫어하거나(이의경,2002;NAC,
1996),경제력 부족(Apteretal.,2003),우울(Bosley,Fosbury,& Cochrane,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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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신미정,2000;Labrecqueetal.,2003;Mcquaid,Kopel,Klein,& Fritz,2003),
사용 방법상 문제(신미정,2000;유성근 등,2007;인용원,2003;Gray,1996;NAC,
1996)등이 제시되고 있다.

국내 흡입제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흡입제 사용 효과(박상배,2008;정혜철
등,2005;최정희 등,2007)와 흡입제 사용 교육효과(김상국 등,2000;박소연 등,
2003;신미정,2000;유성근 등,2007;인용원,2003;정선희,2002)등의 사용 효과나
단순히 지식을 확인하거나 흡입제 사용방법의 교육효과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
어 왔다.그러나 단순한 흡입제 사용방법의 교육이나 반복교육만으로는 흡입제 사
용 재 평가시 흡입제 사용 이행을 높일 수 없고,지식부족 외에도 흡입제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이행관련 요인을 구체적으로 규명하
는 것이 필요하다.김은아(2004)는 일반적 특성,질병력과 증상,흡입제와 천식관련
교육 경험과 만족도,천식 관련 지식에 따른 흡입제 이행에 대한 연구가 있으나
천식 환자로 제한된 조사연구로 흡입제 사용의 구체적인 요인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특히 흡입제 사용 관련 요인에 대한 양적연구에 앞서 흡입제 사용을
통해 대상자들이 경험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선행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관련요인을 밝히기에 앞서 폐쇄성 폐질환 환자의 흡
입제 사용 경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흡입제 사용 환자들의
개별 면담을 통한 내용분석으로 흡입제 사용경험과 관련된 다양한 현상을 발견하
고 정량화하고 기술함으로서 이들의 경험에 대한 이해를 돕고 흡입제 사용과 관
련된 간호요구를 파악하고 간호중재를 개발하는데 지침을 제공하고자 한다.



- 4 -

BBB...연연연구구구의의의 목목목적적적

본 연구는 내용분석을 통해 폐쇄성 폐질환 환자들의 흡입제 사용과 관련된
경험을 파악하기 위함이며,구체적인 목적은 폐쇄성 폐질환 환자의 흡입제 사용과
관련된 요인을 분류하는 범주와 범주별 빈도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CCC...용용용어어어정정정의의의

111...폐폐폐쇄쇄쇄성성성 폐폐폐질질질환환환 환환환자자자

폐쇄성 폐질환 환자는 기관 및 큰 기관지에서 종말 및 호흡 세기관지에 이르
기까지 기도의 부분적 혹은 완전 폐색으로 인하여 공기 저항이 증가하고 공기 흐
름에 장애가 생긴 것이다.즉,폐의 과대팽창을 포함한 병적상태를 나타내는(지제
근,2004)환자이다.폐쇄성 폐질환으로는 만성기관지염,폐기종을 포함한 만성폐
쇄성 폐질환과 천식,기관지확장증이 이에 속한다(Jay& Paul,2001).본 연구에서
는 호흡기 내과 전문의에 의해 만성폐쇄성폐질환과 천식의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한다.

222...흡흡흡입입입제제제 사사사용용용

흡입제는 코,기관,호흡기 계통을 통하여 체내에 들어오거나 흡입되는 물질
이다(지제근,2004).본 연구에서는 만성폐쇄성폐질환과 천식 진단 하에 흡입제제
중 건조분말 흡입제(DPI)인 Diskus(Seretidediskus),Turbuhaler(Pulmicort,Symbicort),
Handihaler(Spiriva)와 정량분무식 흡입제(MDI)인 Atrovent,Ventolin,Seretideevohaler등
의 흡입제를 한 달 이상 사용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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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문문문헌헌헌고고고찰찰찰

AAA...폐폐폐쇄쇄쇄성성성 폐폐폐질질질환환환 환환환자자자의의의 흡흡흡입입입제제제 사사사용용용

폐쇄성 폐질환은 기류 장애를 특징으로 갖는 대표적인 호흡기 질환으로 만성
폐쇄성폐질환(COPD)과 천식(Asthma)을 들 수 있다.만성폐쇄성폐질환이란 유해한
입자나 가스의 흡입에 의해 발생하는 폐의 비정상적인 염증반응과 이와 동반하여
완전히 가역적이지 않으며 점차 진행하는 기류제한을 보이는 호흡기 질환이다
(GlobalInitiativeforChronicObstruction LungDisease(GOLD),2004).천식은
만성호산구성 기도 염증으로 인해 기도과민증과 가역적 기도 폐쇄가 초래되며 호
흡곤란,천명음,기침 등의 증상을 보이는 질환이다(GINA,2004).만성폐쇄성폐질
환의 치료 목표는 호흡기 증상을 개선시키고 건강 상태 및 운동능력을 향상시키
며 질병의 진행을 방지하고 합병증 및 악화를 예방,치료하며 치료로 인한 부작용
을 최소하고 사망률을 감소시키는데 있다(GOLD,2004).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치료는 크게 금연과 예방접종,약제치료,비약제 치료로
구분된다.이 중 치료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약물치료는 증상감소와 재
발을 예방하고 질병 악화정도와 빈도를 감소시키며 건강상태 증진,운동내성 증가
를 목적으로 사용된다.안정되어 있는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의 약물 치료는 환자
를 중증도에 따라 분류한 후 심한 정도에 따라 약물을 증가시켜 단계적으로 치료
를 강화시키는 것이다.그리고 경구 약제보다는 흡입약제의 사용이 추천되며,흡
입용 항콜린제가 만성폐쇄성폐질환 치료의 1차 선택약제이다(이창률,장윤수,김형
중,안철민,2006).특히 항염증제인 흡입용 스테로이드는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
에서 폐기능 호전과 보조약물 사용을 감소시키는 증상 완화를 보이고 급성악화의
횟수와 강도를 감소시키며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줄 수 있을 거라는 여러 연구결과
가 있다(Calverleyetal.,2003;Sutherland& Cherniack,2004;Szafranskietal.,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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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식의 치료도 환경관리 및 회피요법과 더불어 약물요법 및 면역요법이 필수
적이다(윤호주,2006).과거에는 기도 수축을 회복하여 천식 증상을 호전시키는 기
관지 확장제가 널리 사용되었으나,최근 기관지 점막의 알레르기 염증반응이 중요
한 병인 기전임이 밝혀진 이후로 항염증제인 스테로이드의 흡입요법을 초기단계
부터 시행하여 기도의 염증 및 기도 개형을 치료하고 있다(최병휘,2006).그리고
일부 천식약제 즉,항콜린제와 크로몰린은 경구투여로 흡수되지 않으므로 흡입제
형태로만 사용할 수 있다(윤호주,2006).또한 임상적인 측면에서 정기적인 흡입용
스테로이드제의 사용은 폐기능을 개선시키고,증상의 빈도와 중증도를 감소시키며
응급으로 병원을 방문하는 횟수를 감소시키고,천식으로 인한 사망률도 감소시킨
다(Sussia,Ernst,Benayoun,Baltzan,& Cai,2000).그러므로 폐쇄성 폐질환의 특
성인 과민성 기도질환은 흡입제 사용으로 효과적 치료가 가능하므로 흡입제 사용
이 중요하다.

흡입치료는 히포크라테스 시대에 처음으로 따뜻한 수증기를 이용하여 시도된
후 수세기를 거쳐 실용적인 방법들이 개발되어 왔으며 1950년대 손으로 사용되는
압력 연무기(handheldpressurednebulizer)가 개발된 이후 다양한 흡입기들이 선
보여 환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다(최승원,1999).

폐쇄성 폐질환에 사용되는 흡입제는 베타-2 작용제인 Ventolin(MDI)과
Serevent(MDI),항콜린제인 Atrovent(MDI)와 Spiriva(Handihaler),스테로이드제인
Pulmicort(Turbuhaler),베타-2작용제와 항콜린제 병합제인 Combivent(MDI), 베
타-2작용제와 스테로이드제 병합제인 Seretide(Diskus)와 Symbicort(Turbuhaler)등
이 사용되고 있다(박명제 등,2008).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흡입
제 제형의 종류는 크게 4종류로 MDI,Diskus,Turbuhaler그리고 Handihaler제형
의 흡입제가 있으며,다양한 제형 흡입제의 경우 경구용 약물이나 주사제에 비해
전신적 부작용이 적고 약물 중단시 부작용 증상이 빨리 없어지며 약물효과가 빨
라 장기치료시 사용이 권장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흡입제는 폐쇄성 폐질환의 증상완화에 중요하며,
급성 악화와 사망률을 감소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킴을 알 수 있다.폐쇄성 폐질환
의 치료에는 다양한 제형의 흡입제가 사용되므로,흡입제를 효율적이고 지속적으



- 7 -

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환자들을 돕기 위해서는 이들이 흡입제 사용과 관련하여 어
떤 경험을 하는지 확인하고,특히 흡입제 이행에 관여하는 다양한 요인에 대한 규
명이 필요하다.

BBB...흡흡흡입입입제제제 이이이행행행 관관관련련련 요요요인인인

만성폐쇄성폐질환과 천식의 치료에 경구용 약물과 함께 사용되는 흡입제는
경구 투여 약물과는 달리 특정 기구를 사용해야 하므로 경구약보다 이행이 낮다
고 보고되었다(Jonesetal.,2003;Kelloway,Wyatt,&Adlis,1994).Kelloway등(1994)의
연구에서 276명의 천식환자를 대상으로 theophylline경구약과 2종류의 항염증성 흡입제를
동시에 복용하도록 하였을 때,theophylline경구제의 이행은 79±34%였고,2종류의 항염증
성 흡입제는 각각 54±43%와 44±34%로 흡입제가 경구제 보다 이행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Jones등(2003)의 연구에서도 천식환자들의 경구제 이행은 67.7%였고,흡입제는 스
테로이드 흡입제가 33.8%,베타-2작용제가 40%로 나타났다.

또한 여러 나라에서 보고된 바로는 부적절한 흡입제 이행이 일반적이고,다양
한 흡입제 제형을 부정확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하였다(Crompton etal.,2006).
Rand등(1995)이 2년 동안 실시한 LungHealthStudyProgram의 흡입제의 장기
적 사용에 대한 이행 연구결과,3923명을 대상으로 이중맹검시험을 한 결과 처음
4개월 동안은 전체 환자의 70%가 만족스러운 이행을 보였고 다음 18개월 동안은
60%로 감소했다.

정량 분무식 흡입기의 정확한 사용빈도는 10~80%이며 평균 50% 정도이고
(Cochraneetal.,2000;Hesselink,Penninx,Wijnhoven,Kriegsman,& Eijk,2001;
Molimardetal.,2003),정량 분무식 흡입기보다는 사용이 쉽다는 건조분말 흡입기 또한
정확한 사용 빈도는 49~78%정도다(Cochraneetal.,2000;Molimardetal.,2003).이처럼
흡입제의 낮은 이행과 부정확한 사용은 폐쇄성 폐질환 환자의 증상악화로 인한 응급실 방
문 횟수 증가 등과 같은 불충분한 질환 조절과 연관되며(Giraud&Roche,2002),이는 더
나아가 이들 질병에 의한 사망률 증가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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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입제 이행관련 요인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
로는 성별,나이,정신적 요인,사회경제적인 상황 등을 포함한 환자측 요인,증상
의 정도와 기간 등을 포함한 질병요인,의료진과 환자와의 친밀도,환자교육,병원
방문 횟수 등을 포함한 의료진의 요인,약물의 복용횟수,복용시간,효과 및 부작
용을 포함하는 약물측 요인 등이 제시되고 있다(김은아,2004;박소연 등,2003;신미정,
2000;인용원,2003;Bosleyetal.,1995;Kellowayetal.,1994;NAC,1996;Urquhart,
1996).

위와 같은 흡입제 이행관련 요인은 흡입제 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어
흡입제 교육효과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고,많은 연구에서 교육 프로
그램이 이행과 치료 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되었다.그러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과 천식을 포함한 여러 질환에서 환자 교육이 질병 조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는 평가 내용과 평가 방법에 따라 연구자마다
다르게 나타났다(김상국 등,2000;김은아,2004;박소연 등,2003;신미정,2000;유성근 등,
2007;인용원,2003).흡입제의 교육효과는 고령,저학력 및 여성에게서 감소하였고
(김상국 등,2000;신미정,2000),흡입제 제형에 따라 MDI보다 DPI에서 유의하게
상승하였으며(박소연 등,2003;신미정,2000;유성근 등,2007),3회 이상의 반복교
육에서 교육효과가 유의하게 상승하였다(유성근 등,2007;인용원,2003).

이상의 선행문헌들을 통해 흡입제 교육효과의 차이는 연령,성별,학력과 같
은 개인적 특성,MDI,DPI등의 흡입제 제형별 차이 그리고 교육 횟수 같은 교육
이외에 다른 요인들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흡입제 교육내용이 대상자의 요구나 경험을 반영하지 않았고,다양한

요인들이 관련되어 있어 교육효과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므로 대상자의
요구나 경험을 반영한 관련요인을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며,이를 토대로 흡입제
교육내용 구성 및 관련요인 중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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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연연연구구구방방방법법법

AAA...연연연구구구설설설계계계

본 연구는 범주 및 하위범주별 의미 있는 진술문을 통하여 흡입제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폐쇄성 폐질환 환자들의 흡입제 사용 경험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하
여 내용분석을 통해 범주 및 하위범주별 의미 있는 진술을 분석하는 귀납적 서술
연구이다.

BBB...연연연구구구대대대상상상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는 W시에 위치한 Y대학부속 종합병원 호흡기내과에
2008년 4월 1일부터 4월 26일까지 외래 진료환자와 호흡기 내과 병실에 입원중인
환자 29명으로,다음과 같은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선정하였다.

(1)진단명 :만성폐쇄성폐질환,천식
(2)진단기간 :처음 진단 받은 시기로부터 1개월 이상
(3)사용약물 :흡입제제 중 건조분말 흡입제(DPI)인 Pulmicort,Seretidediskus,
Spiriva,Symbicort등과 정량분무식 흡입제(MDI)인 Atrovent,Ventolin,Seretideevohaler
등의 흡입제를 한번이라도 사용한 경험이 있는 환자로 1회 이상 흡입제 교육을 받
은 자
(4)나이 :20세 이상의 성인
(5)면담이 가능한 대상자 :구음장애,청각장애 등 기타 신체적 제약이 없는 환
자로 의사소통이 가능 한 자
(6)연구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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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연연연구구구도도도구구구

111...면면면담담담질질질문문문 내내내용용용

문헌고찰과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목적에 합당한 질문을 개발하였다.면담에서
사용된 질문은 다음과 같다.
(1)흡입제를 사용하면서 어떠한 경험을 하셨습니까?
(2)흡입제 사용을 잘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3)흡입제 사용을 중단한 적이 있습니까?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4)어떻게 하면 흡입제 사용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222...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과과과 질질질병병병관관관련련련 특특특성성성 설설설문문문지지지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과 질병관련 특성은 의무기록지와 설문지를 이용
하여 조사하였다.일반적 사항에 대한 문항은 연령,성별,종교,결혼상태,직업,
교육정도,흡연 유무 등이 포함되었다.질병관련 특성에 대한 문항은 진단명,진단
기간,사용약물,흡입제 교육경험 유무,교육만족도,동반질환 등을 조사하였다.

333...생생생리리리적적적 지지지표표표 조조조사사사

폐쇄성 폐질환 환자들의 일반적인 사정과 관리의 지표를 조사하기 위해 최대
호기속도,폐기능 검사,동맥혈가스검사,호흡곤란 척도,흡입제 사용법 단계별 확
인사항을 조사하였다.그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1)최대호기속도(PeakExpiratoryFlow Rate(PEFR):L/Min):최대호기속도는
Mini-Wright호기 유속기를 이용하여 측정하였고,연구대상자의 목을 구부리지 않
고 앉아서 3회 측정 후 최대값으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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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폐기능 :폐기능은 폐활량 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된 1초간노력성호기량
(FEV1)과 노력성폐활량(FVC),1초간노력성호기량의 노력성폐활량에 대한 비(FEV1/FVC)를
사용하였다.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의 가장 최근의 폐기능 상태를 제시하였다.

(3)동맥혈가스검사 :연구대상자의 가장 최근의 동맥혈가스검사 중 동맥혈 산
소분압(PaO2),동맥혈 이산화탄소 분압(PaCO2)를 제시하였다.

(4)호흡곤란 척도 :ATS(AmericanThoracicSociety)에서 제시한 호흡곤란 척
도를 사용하여 측정 하였다.점수가 높을수록 호흡곤란 정도가 심함을 의미한다.

호흡곤란 척도는 다음과 같다.
0점 :정상으로 힘든 운동 외에는 호흡곤란을 느끼지 않음.
1점 :경도로 경사진 길을 걸어 올라가거나 평지에서 빨리 걸을 때 숨이 찬 경우.
2점 :중등도로 숨이 차기 때문에 동년배보다 늦게 걷거나 혼자서 걷더라도 중간

에 멈추고 숨을 쉬어야 할 경우.
3점 :중증으로 100m 정도를 걷거나 평지에서 수분정도 걸어도 숨이 찬 경우.
4점 :최중증으로 옷을 입거나 벗을 때 숨이 찬 경우.

444...흡흡흡입입입제제제 사사사용용용법법법 단단단계계계별별별 확확확인인인사사사항항항

흡입제 사용법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대상자에게 직접 흡입제를 사용하도록
하여 본 연구자가 단계별로 확인하여 올바르게 수행하면 ‘한다’로,수행하지 않거
나 부정확하면 ‘안한다’로 측정하였다.

각각의 사용방법을 10단계로 나눈 흡입제 사용법 프로토콜의 구체적인 내용
은 다음과 같다.건조분말 흡입제인 Diskus의 확인사항은 1단계 수평잡기,2단계
열기,3단계 레버열기,4단계 숨 내쉬기,5단계 입에 물기,6단계 흡입하기,7단계
가능한 숨 참기,8단계 코로 숨 내쉬기,9단계 닫기,10단계 입안 행구기였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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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분무식 흡입제의 확인사항은 1단계 뚜껑 열기,2단계 잡는 방향,3단계 흔들기,
4단계 숨 내쉬기,5단계 분사 타이밍,6단계 흡입속도,7단계 가능한 숨 참기,8단
계 코로 숨 내쉬기,9단계 분무횟수,10단계 입안 행구기였고,건조분말 흡입제인
Turbuhaler의 확인사항은 1단계 뚜껑 열기,2단계 세우기,3단계 장전하기,4단계
숨 내쉬기,5단계 입에 물기,6단계 흡입강도,7단계 가능한 숨 참기,8단계 코로
숨 내쉬기,9단계 뚜껑 닫기,10단계 입 행구기였고,건조분말 흡입제인 Handihaler의
확인사항은 1단계 열기,2단계 캡슐 꺼내기,3단계 캡슐 넣기,4단계 닫기,5단계
버튼 누르기,6단계 숨 내쉬기,7단계 입에 물기,8단계 흡입,9단계 두 번 흡입,
10단계 빈 캡슐제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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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자자자료료료수수수집집집절절절차차차 및및및 방방방법법법

111...자자자료료료수수수집집집기기기간간간 및및및 절절절차차차

자료수집은 2008년 4월 1일부터 4월 26일 까지 실시하였다.
면담은 본 연구자에 의해 수행되었고,연구자는 면담 전에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목적을 충분히 설명하고 면담자료는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설명한 후
면담 내용의 녹음에 대한 서면 동의를 받았다.연구 참여자가 원하지 않으면 언제
든지 연구 참여를 거부할 수 있다고 알려주었다.일회성 개별 면담으로 시간은 약
30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되었다.면담장소는 입원환자는 병실 내 회의실을 이용
하였고,외래환자는 흡입제 교육실을 이용하였다.

222...자자자료료료수수수집집집방방방법법법

본 연구의 목적에 맞는 내용을 얻기 위하여 흡입제 사용 경험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개방형 질문을 이용한 면담법을 사용하였다.질문 내용은 ‘흡입제를 사
용하면서 어떠한 경험을 하셨습니까?’였다.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질병관련
특성,생리적 특성은 의무기록지와 설문지를 통해 조사하였다.흡입제 사용방법은
흡입제 사용 프로토콜로 확인하였다.

333...자자자료료료분분분석석석방방방법법법

폐쇄성 폐질환 환자의 흡입제 사용 경험에 대한 면담내용은 Downe-Wamboldt(1992)의
내용분석 방법에 따라 분석하였으며,경험의 풍부하고 심층적 의미의 탐색을 위하
여 의미 있는 진술내용을 기술하였다.본 연구에서 적용된 내용분석 과정을 도식
화하여 제시하면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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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내용분석 과정

분석단위 선정 309개의 구문,문장 및 절을 선정
Œ Œ

범주도출과 정의
1차 범주도식을 작성
·흡입제 사용 경험:8개의 범주와 25개의 하위범주
·흡입제 사용 중단 경험:3개의 범주와 6개의 하위범주

Œ Œ

범주 정의의
예비조사

선정된 309개의 구문,문장 및 절에 1차 범주도식을 적
용하여 예비 분석

Œ Œ

범주의 재수정
2차 범주도식을 작성
·흡입제 사용 경험:7개의 범주와 26개의 하위범주
·흡입제 사용 중단 경험:5개의 범주와 9개의 하위범주

Œ Œ

수정된 범주에
따른 재조사

범주를 재정의하고 코딩 방법 및 규칙을 정하여 최종
범주도식을 작성
·흡입제 사용 경험:7개의 범주와 26개의 하위범주
·흡입제 사용 중단 경험:4개의 범주와 9개의 하위범주

Œ Œ

모든 자료의 코딩 최종 분류된 범주도식에 모든 구문,문장 및 절을 적용

Œ Œ

신뢰도와 타당도
조사

·신뢰도 :전문가 패널의 100%의견 일치도
·타당도 :선행연구와 문헌에 의해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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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석단위 선정

연구자는 녹음내용을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대상자의 말을 그대로 옮겨 적어
녹취록을 작성하였다.연구자는 녹취록에서 단어,구문,문장 및 절을 내용분석 단
위로 하기로 하였으며,연구자와 호흡기내과 병동 근무경력 5년 이상의 간호사 2
인,호흡기내과 환자 간호 경험이 있는 석사 과정 간호사 2인 총 5인으로 구성된
패널을 구성하였다.5인의 패널은 대상자가 기술한 전체 문장을 읽으면서 문장 중
서로 다른 내용은 원래의 의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분리하고,유사한
내용을 통합하여 최종 309개의 구문,문장 및 절을 선정하였다.

(2)범주도출과 정의

흡입제 사용 경험 분류를 위한 범주도식을 개발하기 위하여 흡입제 사용에
관한 문헌고찰을 실시한 결과 흡입제 사용에 대한 분류는 연구자마다 다소 차이
가 있는데 백정미(1999)는 환자측 요인,질병 요인,의료진 요인,약물측 요인으로
구분하였으며,김은아(2004)는 치료방법의 간소함,가족의 지지,의사-환자간의 좋
은 관계 형성,치료원칙에 대한 환자의 이해,약물의 효과,사용의 편리함으로 보
았고,Gochman(1997)은 개인적 요인,사회적 요인,의료기관 요인,문화적 요인이
약물치료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았다.

이에 본 연구자는 흡입제 사용 경험을 흡입제 사용 경험과 흡입제 중단 경험
의 두 영역으로 나누었고,문헌고찰을 통하여 흡입제 사용과 관련된 요인에 대한
분류 중 본 연구에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분류를 적용하여 1차 범주도식을 도출하
고 정의하였다.

(3)범주 정의의 예비조사

선정된 309개의 구문,문장 및 절에 1차 범주도식을 적용하여 예비 분석을 실
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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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범주의 재수정

예비분석 결과 중 범주와 하위범주,그리고 하위범주와 문장 간의 연계성을
검토하여 일치도가 낮은 범주와 하위범주를 수정하여 2차 범주도식을 작성하였다.

(5)수정된 범주에 따른 재조사

2차 범주체계를 다시 구문,문장 및 절에 적용 한 후에 범주와 하위범주,그
리고 하위범주와 문장 간의 연계성을 검토하여 이를 바탕으로 범주를 재 정의하
고 코딩 방법 및 규칙을 정하여 최종 범주도식을 작성하였다.

(6)모든 자료의 코딩

최종 분류된 범주도식에 모든 구문,문장 및 절을 적용하였다.

(7)신뢰도과 타당도 조사

도출된 범주도식과 코딩 규칙에 따라 본 분석 대상을 코딩함에 있어 코딩의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 패널에게 코딩작업을 의뢰하였다.전
문가 패널은 총 5명으로 질적 연구 경험이 있는 간호학 교수 2인,호흡기내과 교
수 1인,흡입제 교육 전문 간호사 1인 그리고 호흡기내과 병동에서 흡입제 교육경
험이 있는 간호팀장 1인으로 구성하였다.이때 패널간 코드의 분류 일치도가
ContentValidityIndex(CVI)를 조사하여 5명 중 4명(80%)이상일 경우 신뢰도가
있다고 보았다(김기경,허혜경,2005).본 연구의 내용타당성은 본 흡입제 관련 영
역의 전문가로 구성된 패널의 의견 일치성을 통하여 확인하였으며,개발된 범주도
식의 타당성은 선행연구와 문헌(김은아,2004;백정미,1999;Gochman,1997)에 의
하여 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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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연연연구구구결결결과과과

AAA...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연령,성별,종교,결혼상태,직업,교육정도
그리고 흡연 유무를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연구대상자의 연령은
60~69세가 13명(44.8%),70세 이상이 10명(34.5%)그리고 60세 미만이 6명(20.7%)
이었고,성별은 남자가 21명(72.4%),여자가 8명(27.6%)이었다.종교는 무교가 12명
(41.1%)로 가장 많았고,불교 8명(27.6%),기독교 7명(24.1%)그리고 천주교 2명
(6.9%)순이었다.결혼상태는 기혼이 28명(96.6%),미혼이 1명(3.4%)이었고,직업은
무직이 18명(62.1%)이었다.교육정도는 초졸이 10명(34.5%),중졸이 9명(31.0%),무
학이 5명(17.2%),고졸이 4명(13.8%)그리고 대졸이상이 1명(3.4%)이었다.흡연은
비흡연자가 25명(86.2%),흡연자가 4명(13.8%)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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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일반적 특성
N=29

특성 구분 빈도(%)
연령 60세 미만 6(20.7)

60~69세 13(44.8)
70세 이상 10(34.5)

성별 남 21(72.4)
여 8(27.6)

종교 불교 8(27.6)
기독교 7(24.1)
천주교 2(6.9)
무교 12(41.1)

결혼상태 유 28(96.6)
무 1(3.4)

직업 유 11(37.9)
무 18(62.1)

교육정도 무학 5(17.2)
초졸 10(34.5)
중졸 9(31.0)
고졸 4(13.8)
대졸이상 1(3.4)

흡연 유 4(13.8)
무 25(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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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질질질병병병관관관련련련 특특특성성성

연구 대상자의 질병관련 특성은 진단명,진단기간,사용약물,흡입제 교육경
험,교육만족도 그리고 동반질환 등을 조사하였으며 결과는 <표 3>과 같다.연구
대상자의 진단명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이 14명(48.3%),천식이 10명(34.5%)그리고
만성폐쇄성폐질환과 천식이 같이 있는 경우가 5명(17.2%)이었고,진단기간은 1년
에서 5년 사이가 13명(44.8%)로 가장 많았고,1년 미만과 5년 이상이 8명(27.6%)이
었다.흡입제 사용약물로는 건조분말 흡입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23명(79.3%)로 가
장 많았다.연구 대상자 29명 전수가 흡입제 교육 경험이 있었으며,교육 만족도
는 만족한다가 23명(79.3%)로 가장 많았다.동반질환이 있는 경우가 18명(62.1%),
없는 경우가 11명(37.9%)이었다.

<표 3> 질병관련 특성
N=29

특성 구분 빈도(%)
진단명 만성폐쇄성폐질환 14(48.3)

천식 10(34.5)
만성폐쇄성폐질환과 천식 5(17.2)

진단기간 1년 미만 8(27.6)
1~5년 미만 13(44.8)
5년 이상 8(27.6)

사용약물 건조분말 흡입제 23(79.3)
정량분무식 흡입제 2(6.9)
건조분말 흡입제와 정량분무식 흡입제 4(13.8)

흡입제 교육경험 유 29(100)
교육만족도 만족 23(79.3)

보통 3(10.3)
불만족 3(10.3)

동반질환 유 18(62.1)
무 11(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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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생생생리리리적적적 특특특성성성

연구 대상자의 생리적 특성은 최대호기속도,폐기능 검사,동맥혈 가스검사
그리고 호흡곤란 척도를 조사하였으며 결과는 <표 4>와 같다.연구 대상자의 최대
호기속도(PEFR)는 평균 235.86±102.80L/Min이었다.폐기능 검사의 노력성폐활량
(FVC)이 80.00±20.42%이었고,1초간노력성호기량(FEV1)이 64.27±26.22%이었고 그
리고 1초간노력성호기량의 노력성폐활량에 대한 비(FEV1/FVC)가 56.41±16.38%이
었다.동맥혈 가스검사에서 동맥혈 산소분압(PaO2)이 86.66±21.94mmhg이었고,동
맥혈 이산화탄소분압(PaCO2)은 41.66±5.98mmhg이었다.호흡곤란 척도는 경도가
14명(48.3%)로 가장 많았고,중증이 11명(37.9%),최중증이 2명(6.9%)그리고 정상
과 중등도가 각각 1명(3.4%)씩 이었다.

<표 4> 생리적 특성
N=29

특성 구분 빈도(%) M±SD
최대호기속도(L/Min) 235.86±102.80
폐기능 검사(%) 노력성폐활량 80.00±20.42

1초간노력성호기량 64.27±26.22
1초간노력성호기량의 노력성 폐활량
에 대한 비

56.41±16.38

동맥혈 가스검사 동맥혈 산소분압(mmhg) 86.66±21.94
동맥혈 이산화탄소분압(mmhg) 41.66± 5.98

호흡곤란 척도(점) 정상(0) 1(3.4)
경도(1) 14(48.3)
중등도(2) 1(3.4) 1.96±1.14
중증(3) 11(37.9)
최중증(4)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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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D...흡흡흡입입입제제제 제제제형형형별별별 수수수행행행 점점점수수수

연구 대상자의 흡입제 제형별 수행점수는 Diskus,MDI,Turbuhaler 그리고
Handihaler의 제형을 조사하였으며,그 결과는 <표 5>와 같다.연구 대상자의 흡입제 제
형별 수행점수는 Turbuhaler가 8.60±.89점으로 수행점수가 가장 높았고,Diskus가
8.23±.94점이었고, Handihaler가 8.00±1.02점 이었고 그리고 MDI가 7.16±1.32점 순이었
다.

<표 5>흡입제 제형별 수행 점수
N=29

흡입제 종류 정상범위(점) 수행점수(점) 빈도(%) M±SD

Turbuhaler

1~10

7 1(3.4)
8.60±.89

9 4(13.8)

Diskus

6 1(3.4)

8.23±.94
7 4(13.8)
8 5(17.2)
9 11(37.9)

Handihaler

5 1(3.4)

8.00±1.02
7 3(10.3)
8 8(27.6)
9 6(20.7)

MDI

5 1(3.4)

7.16±1.32
7 3(10.3)
8 1(3.4)
9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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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E...흡흡흡입입입제제제 사사사용용용 경경경험험험 내내내용용용분분분석석석

폐쇄성 폐질환 환자들의 흡입제 사용 경험과 흡입제 사용 중단 경험의 두 영
역의 내용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11...분분분석석석단단단위위위 선선선정정정

본 연구에서는 총 5명으로 구성된 패널이 함께 녹취록 전체 문장을 줄을 치
면서 읽고 원래의 의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다른 의미의 문구를 각
각 분리하고,유사한 내용을 통합하여 재 기술함으로써 최종 309개의 구문,문장
및 절을 선정하였다.

222...범범범주주주도도도출출출과과과 정정정의의의

선정된 309개의 구문,문장 및 절에 1차 도식을 적용하고 예비분석을 실시하
여 범주와 하위범주,그리고 하위범주와 문장 간의 연계성을 검토하였다.흡입제
사용경험은 8개의 범주와 25개의 하위범주로 흡입제 중단 경험은 3개의 범주와 6
개의 하위 범주로 구성된 1차 범주도식을 도출하고 범주를 정의하였다.흡입제 사
용 경험 범주의 정의 및 내용은 <표 6>과 같고,흡입제 사용 중단 경험 범주의 정
의 및 내용은 <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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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흡입제 사용 경험 범주의 정의 및 내용
범주명 정의 및 내용

증상호전
약물 사용후 증상 호전과 관련된 경험을 의미하며,
숨쉬기 호전,상태호전,중단시 증상악화,기침이 줄어듬,가래
감소,생활이 편안함의 내용을 포함한다.

약물효과성
약물 효과와 관련된 경험을 의미하며,
약물의 효과부족, 약물이 효과적임, 약물부작용 없음,
약물 내성에 대한 두려움의 내용을 포함한다.

인식부족
약물 사용에 대한 지식이나 인식의 부족의 경험을 의미하며,
사용에 대한 지식부족,사용을 잊어버림,사용의 귀찮음의 내
용을 포함한다.

편리성
약물 사용 방법과 관련된 경험을 의미하며,
사용방법의 불편성,사용의 숙련성,사용의 편리성의 내용을
포함한다.

의료진의 권유
약물 사용이 의료진과 관련된 경험을 의미하며,
의료진의 권유,의료기관별 치료제 불일치,치료적 중단의 내
용을 포함한다.

기대감
약물 사용에 대한 기대와 관련된 경험을 의미하며,
효과에 대한 기대,안정된 삶에 대한 기대의 내용을 포함한다.

교육경험
약물 사용교육에 대한 내용과 관련된 경험을 의미하며,
사용에 대한 교육 참여경험,사용에 대한 교육경험 부족의 내
용을 포함한다.

부작용
약물의 부작용과 관련된 경험을 의미하며,
구인두 불편감,목소리 변성,전신 불편감의 내용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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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흡입제 사용 중단 경험 범주의 정의 및 내용

333...범범범주주주정정정의의의의의의 예예예비비비조조조사사사

도출된 1차 범주도식에 309개의 구문,문장 및 절을 적용하여 예비 조사를 실
시하였다.

444...범범범주주주의의의 재재재수수수정정정

예비조사 결과 중 일치도가 낮거나 분류가 어려운 범주는 그 내용을 수정 및
분리 기술함으로써 2차 범주도식을 작성하였다.그 결과 흡입제 사용 경험은 7개
의 범주와 26개의 하위범주로 흡입제 중단 경험은 5개의 범주와 9개의 하위범주
로 재수정되었다.흡입제 사용 경험에서 약물효과성 범주가 증상호전과 부작용범
주의 내용과 중복되어,약물효과성의 하위범주인 약물이 효과적임은 증상호전 범
주의 상태호전으로,약물부작용 없음과 약물내성에 대한 두려움은 부작용의 하위
범주로 약물의 효과부족은 일시적 효과와 증상유지로 나누어 효과부족의 새로운
범주로 수정되었고,의료진의 권유 범주는 의료진의 교육 범주로 재명명되어 교육
경험의 범주가 의료진의 교육의 하위범주로 수정되었다.흡입제 중단 경험은 부작

범주명 정의 및 내용

치료에 대한
인식부족

약물에 대한 이해부족과 관련된 경험을 의미하며,
치료에 대한 이해부족,약물분실,사용의 임의조절의 내용을
포함한다.

경제적 부담
약물 사용의 경제적 요인과 관련된 경험을 의미하며,
본인의 경제력 부족,가족의 경제력 지지부족의 내용을 포함
한다.

부작용
약물의 부작용과 관련된 경험을 의미하며,
약물의 부작용의 내용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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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 범주를 세분화하여 3개의 하위범주가 신설되었고,치료에 대한 인식부족은
인식부족으로 범주명을 수정하여 1개의 하위범주가 신설되었고,치료에 대한 인식
부족의 하위범주인 치료에 대한 이해부족은 효과부족의 범주로 수정되었다.

555...수수수정정정된된된 범범범주주주에에에 다다다른른른 재재재조조조사사사

2차 수정된 범주 도식에 모든 구문,문장 및 절을 적용하여 최종 범주도식을
작성하였다.그 결과 흡입제 사용 경험은 7개의 범주와 26개의 하위범주로,흡입
제 사용 중단 경험은 4개의 범주와 9개의 하위범주로 작성되었다.최종 범주도식
의 결과는 <표 8>과 같다.

666...모모모든든든 자자자료료료의의의 코코코딩딩딩

최종 작성된 범주도식에 309개의 구문,문장 및 절을 적용하였다.

777...신신신뢰뢰뢰도도도와와와 타타타당당당도도도 사사사정정정

도출된 범주도식과 코딩 규칙에 따라 본 분석 대상을 코딩함에 있어 코딩의 신
뢰도와 타당도를 검증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 패널에게 코딩작업을 의뢰하였다.전문
가 패널은 총 5인으로 질적 연구 경험이 있는 간호학 교수 2인,호흡기내과 교수 1인,
흡입제 교육 전문 간호사 1인 그리고 호흡기내과 병동에서 흡입제 교육경험이 있는
간호팀장 1인으로 구성되었다.1,2차 범주도식을 작성하는 단계에서는 패널간 코드의
분류 일치도는 CVI를 조사하여 5명중 4명(80%)이상일 경우 신뢰성이 있다고 보았으
며,최종 범주도식 작성에서는 5명 전원이 의견일치를 보일 때까지 계속 도식을 수정
하는 과정을 거쳐 본 연구의 신뢰성을 높였다.본 연구의 내용타당성은 본 영역의 전
문가로 구성된 패널의 의견 일치성을 통해 확인하였으며,범주도식의 타당성은 선행
연구과 문헌(김은아,2004;백정미,1999;Gochman,1997)에 의해 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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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최종 범주도식
영영영역역역 범범범주주주 하하하위위위범범범주주주
흡입제 사용 경험 증상호전 숨쉬기 호전

상태 호전
중단시 증상악화
기침 감소
가래 감소
편안함

교육적 지지 의료진의 권유
교육
교육경험 부족
피드백

편리성 사용방법의 불편성
사용의 편리성
사용의 숙련성
구매 어려움

인식부족 사용에 횟수에 대한 지식부족
사용을 잊어버림
사용의 귀찮음

부작용 구인두 불편감
약물부작용 없음
전신 불편감
목소리 변성

기대감 증상 호전에 대한 기대
증상 유지에 대한 기대

효과부족 일시적 효과
증상 유지
약물내성에 대한 두려움

흡입제 사용 중단 경험 경제적 부담 본인의 경제력 부족
가족의 경제적 지지부족

인식부족 임의조절
휴대 어려움
약물 분실

부작용 인후의 불편감
구강의 불편감
부작용

효과부족 효과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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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8...흡흡흡입입입제제제 사사사용용용 경경경험험험

연구 대상자들의 흡입제 사용 경험에 대한 총 268개의 진술문이 7개의 범주
와 26개의 하위범주로 분류되었다.각 범주 당 진술문의 수는 증상호전 96개
(36.2%),교육적 지지 46개(16.8%),편리성 37개(13.8%),인식부족 30개(11.2%),부
작용 24개(9.0%),기대감 18개(6.7%)그리고 효과부족 17개(6.3%)로 나타났다.그
결과는 <표 9>와 같다.

(1)증상호전에서는 숨쉬기 호전,상태호전,중단시 증상악화,기침 감소,가래
감소 그리고 편안함의 하위범주가 나타났으며,숨쉬기 호전 39개(40.6%),상태호전
31개(32.3%),중단시 증상악화 13개(13.5%),기침 감소 5개(5.2%),가래 감소 4개
(4.2%)그리고 편안함 4개(4.2%)로 총 96개의 진술문이 포함되었다.

이 범주에 대해 대상자들은 흡입제 사용으로 인해 숨쉬기가 편해지거나,숨이
덜 차지고,기침이 줄어들거나,가래 배출이 잘되며 그리고 움직임이 편안함을 경
험하였으며,흡입제 사용 중단시 숨이 차고 답답함을 느끼는 증상 악화와 같은 흡
입제 사용 후 증상의 호전을 경험하였다.

증상호전의 하위범주인 숨쉬기 호전에 해당하는 진술문을 살펴보면 약물 사용에
따라 숨쉬기가 편해지고 숨이 덜 차다는 내용들이었다.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
다.
“호흡을 잘하니께네...숨쉬기 좋은 편이라오.숨이 좀 덜차니...”
“숨쉬기가 편리하고 그래 이걸 하고 나면은 한,두시간,세시간 정도는 이거를
하면은 이제 괜찮아.”
“그러니까 오랫동안에 그 숨찬걸로 인해서 많이 고생을 했기 때문에 요즘에는
집에서 산소도 하고 있고 또 이거를 하니까 글쎄 그 전에는 이렇게 언덕을 올라
갈려면은 굉장히 힘들고 집에 와서도 해결 방법이 없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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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흡입제 사용 경험 N=268

범범범주주주 하하하위위위범범범주주주 빈빈빈도도도(((%%%)))
증상호전 숨쉬기 호전 39(40.6%)

상태 호전 31(32.3%)
중단시 증상악화 13(13.5%)
기침 감소 5(5.2%)
가래 감소 4(4.2%)
편안함 4(4.2%)

소계 96(36.2%)
교육적 지지 의료진의 권유 24(52.2%)

교육 10(23.9%)
교육경험 부족 9(19.6%)
피드백 2(4.3%)

소계 46(16.8%)
편리성 사용방법의 불편성 16(43.3%)

사용의 편리성 8(21.6%)
사용의 숙련성 8(21.6%)
구매 어려움 5(13.5%)

소계 37(13.8%)
인식부족 사용 횟수에 대한 지식부족 15(50%)

사용을 잊어버림 13(43.3%)
사용의 귀찮음 2(6.7%)

소계 30(11.2%)
부작용 구인두 불편감 12(50%)

약물부작용 없음 5(20.8%)
전신 불편감 4(16.7%)
목소리 변성 3(12.5%)

소계 24(9.0%)
기대감 증상 호전에 대한 기대 15(83.3%)

증상 유지에 대한 기대 3(16.7%)
소계 18(6.7%)

효과부족 일시적 효과 8(47%)
증상 유지 7(41.2%)
약물내성에 대한 두려움 2(11.8%)

소계 17(6.3%)
계 268(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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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호전의 하위범주인 상태 호전에 해당하는 진술문을 살펴보면 약물 사용에 따
라 증상이 호전되거나 좋아짐을 나타내는 약물의 효과에 대한 내용들이었다.구체
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증상이 많이 좋아졌지요.”
“호전 되는 것 같긴 해요.”
“폐기능 검사 해가지고 처음엔 막 60이런데 지금은 80올라가니까.처음엔 한 70
되다가 80되고 이제는 90까지 올라가니까 나은 걸로 알지요.”

증상호전의 하위범주인 중단시 증상 악화에 해당하는 진술문을 살펴보면 약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숨쉬기가 힘들거나,움직일 수 없는 증상 악화에 대한 내용들
이었다.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안하는 날은)숨쉬기도 힘들고 컨디션도 안 좋고...”
“쓰는 날은 생활하기가 일상생활이나 집에서 움직일 수가 있는데 쓰지 않는 날
은 전혀 못 움직여요.”

증상호전의 하위범주인 기침 감소에 해당하는 진술문을 살펴보면 약물 사용에 따
라 기침이 멈추거나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많이 좋아졌어요.기침 아주 거의 심했었는데 요거 한 달반 썼나...그런데 기
침이 거의 나았구요.”
“기침이 거의 지금 다 나았어요.많이 심했거든요.”

증상호전의 하위범주인 가래 감소에 해당하는 진술문을 살펴보면 약물 사용에 따
라 가래가 줄거나 삭는다는 경험을 진술하였다.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붙어서 안 떨어지던 것이 이걸 써야 가래 덩어리가 떨어져 나오고 숨이 안 차
고...”
“이걸 쓰고 나면은 가래가 사그러지고 가래 덩어리가 튀어 올라오는 것 같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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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호전의 하위범주인 편안함에 해당하는 진술문을 살펴보면 약물 사용에 따라
가래가 줄거나 삭는다는 경험을 진술하였다.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약을 쓰니까 내가 편안하니까 도움이 되지요.”
“나가서 뭐 청소도하고 바깥에 돌아다니면 자기가 사용했는가를 대번 알 수가
있어요.”

(2)교육적 지지에서는 의료진의 권유,교육,교육경험 부족 그리고 피드백의
하위범주가 나타났으며,의료진의 권유 24개(52.2%),교육 10개(23.9%),교육경험
부족 9개(19.6%)그리고 피드백 2개(4.3%)로 총 46개의 진술문이 포함되었다.

이 범주에 대한 연구 대상자들의 진술문을 살펴보면 약물 사용의 지속성은
의료진의 권유에 의해 이루어짐을 알 수 있고,의료진에 의해 약물 사용방법과 계
속적인 피드백이 이루어지며,이와 반대로 약물 사용방법에 대해 교육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교육적 지지의 하위범주인 의료진의 권유에 해당하는 진술문을 살펴보면 약물 사
용 지속 이유가 의료진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구체적인 예는 다
음과 같다.
"의사 선생님도 꾸준히 쓰라고 하니까 또 써야 되고..."
"약 때문에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 그건 모르겠고요,그냥 병원에서 이제 해야
한다니까 하는 거죠."

교육적 지지의 하위범주인 교육은 약물 사용 방법과 흡입제에 대한 지식을 의료
진에게 교육 받은 경험을 진술하였다.그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해가 밝은데 뜨거운데 열받거나 이런데는 두지 말고 선선한데 보관하라 그러데
요.”
“그래서 꼭 양치질 하라고 그러더라고.그래서 양치질 꼭 한다고.근데 귀찮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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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식사할 적에 같이 하라고 그러더라고.”
“그 분이 이제 교육을 시키고.이건 이렇게 하는 거다.그리고 이건 오래 길게
쭉 써야지,한번하고 며칠 안 쓰고 또 하고 그러면 안돼.근데 이게 숨찰 때 하
는 걸로 생각을 했다고.치료제로 생각을 안 하고.그러니 우리 같은 사람은 모
르잖어.근데 이제 치료제로 쓰니까...”

교육적 지지의 하위범주인 교육경험 부족은 약물 사용 방법과 흡입제 사용 이유
에 대한 지식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그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이게 설명을 제대로 안해줬거든.”
“사다만 놓고 안 썼지.그냥 그 전엔 설명을 안하고,그냥 숨찰 때 한번씩 하라
고만 했었거든.”
“근데 내가 좀 이번에 두개째 쓸 때 돌리는 방향이 반대쪽으로 되는 거야.그래
서 이상하다 암만 오른쪽으로 돌렸다 왼쪽으로 딸깍하면은 이걸 하라 그랬는데
이거는 안돼.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했더니 오른쪽으로 딸깍되더라고요.그래서
그런대로 했더니 그냥 되던데...”

교육적 지지의 하위범주인 피드백은 약물 사용에 대한 계속적인 피드백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이제 한 번씩을 했었지,한 번씩을 했는데 그게 좋지 않다고 요전에 두 달만에
지난달에 오니까 나쁘다고 그래서 그래 인제 두 번씩 해구,요거 물어와서 하니
까 오늘 많이 좋아졌다 그래.”
“처음에 먼저 이렇게 해서 한알 까 넣어가지고 훅 들여마시고,들여 마시고,그
다음에 이건 닫아놓고,요것도 이렇게 열고서 또 이렇게 열고서 또 들여 마시고,
이렇게 이제 이게 먼저는 한 번 씩을 했는데 이양반이 오셔가지고 두 번 씩 하라
그래가지고 두 번을 했더니 오늘 와서 검사 하니까 좋다고 그러고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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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편리성에서는 사용방법의 불편성,사용의 편리성,사용의 숙련성 그리고 구
매 어려움의 하위범주가 나타났으며,사용방법의 불편성 16개(43.3%),사용의 편리
성 8개(21.6%),사용의 숙련성 8개(21.6%)그리고 구매 어려움 5개(13.5%)로 총 37
개의 진술문이 포함되었다.

이 범주에 대해 연구 대상자들은 약물의 장기사용에 의한 숙련성과 불편감이
없음을 나타냈고,반면 약물 휴대나 사용 후 관리에 대한 불편감과 의료기관별 구
매의 어려움에 대해 경험하였다.

편리성의 하위범주인 사용방법의 불편성에 대한 경험을 살펴보면 휴대의 불편성,
사용 후 양치질의 불편성 그리고 규칙적인 사용시간의 불편성을 나타냈다.그 구
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가져 당기는 데가 젤 불편하긴 불편하지."
"이거 하면 칫솔질해야 된다 그래서 그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벌써 이거를 처음에는 습관이 안 되가지고 사용이 인제 시간이 잘 안 맞잖아
요."

편리성의 하위범주인 사용의 편리성은 약물 사용이 습관화가 되어 사용방법이 불
편하지 않음을 나타냈다.그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방법도 뭐 크게 불편하진 않아요."
"계속 써서 버릇 돼서,습관화가 되가지고 이거 쓰는데 불편을 느끼거나 이런
거는 없고."

편리성의 하위범주인 사용의 숙련성은 장기 질병으로 인한 약물 사용으로 사용방
법이 숙달됨을 나타냈다.그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도사가 됐어,아주 그 천식병을 오래 가지고 있으니까."
"처음에는 뭐 그렇지만,이제 숙달이 되어 놓으니까 어떻게 한다는 방식을 다
아니까 의무적으로 잠 깨고 나면 먼저 하고,나중에 하고 그러니까 순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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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성의 하위범주인 구매 어려움은 의료기관별 치료제 사용이 일치하지 않아 대
상자들의 불편감을 나타냈다.그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그쪽 병원에서는 안 주니까..."
"이게 사실 비싼 거니까 안준단 말이야,좋은 거니까 그래 뭐라 그러냐면은 이
걸 보여주면은 아 그거나 꼬부라진거나 똑같다 그런다고..."

(4)인식부족에서는 사용 횟수에 대한 지식부족,사용을 잊어버림 그리고 사용
의 귀찮음의 하위범주가 나타났으며,사용 횟수에 대한 지식부족 15개(50%),사용
을 잊어버림 13개(43.3%)그리고 사용의 귀찮음 2개(6.7%)로 총 30개의 진술문이
포함되었다.

이 범주에 대해 연구 대상자들은 증상이 나타날 때마다 약물을 수시로 사용
하는 것과 약물을 아까워해서 증상이 있을 때만 약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
고,약물 사용을 잊어먹거나 사용을 귀찮아함을 나타냈다.

인식부족의 하위범주인 사용 횟수에 대한 지식부족은 숨 찬 증상이 나타날 때마
다 약물을 수시로 사용하는 것과 약물이 아까워서 증상이 있을 때만 약물을 사용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수시로 써야 돼.규정된,규정이 없고.숨차고 가래가 끓고 이럴 때는 수시로
자꾸 써야 되니까.그니까 이거 한 한달에 여섯 개 가지고 모자른다고 그걸..."
"근데 계속 써야되는건지...그 안 쓰면 또 기침이 나고 그 밤에 잘적에 기침이
나고 쓰는 날은 덜나 안나더라고요."
“그건 뭐 가르쳐 주긴 가르쳐 줬는데 이거 두개를 쓸 필요가 없잖아.아깝잖
아.”

인식부족의 하위범주인 사용을 잊어버림은 바쁘거나 여행 시 약물 사용을 잊어버
리는 것으로 나타났다.그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몸이 피곤하고 그러다보면 잊어버리는 수가 더러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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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떨 적에는 깜빡하고 다른 생활을 하다 보면은 미처 이거를 못하고 밖엘 나가
는 경우가 있어요."
"집에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약이야 집에서 놔두고 쓰니
까 가끔 빼먹을 때도 많이 있죠."

인식부족의 하위범주인 사용의 귀찮음은 약물 사용을 귀찮아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그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귀찮긴 귀찮지만..."
"귀찮으니까 그러지,귀찮단 소리지..."

(5)부작용에서는 구인두 불편감,약물부작용 없음,전신 불편감 그리고 목소리
변성의 하위범주가 나타났으며,구인두 불편감 12개(50%),약물부작용 없음 5개
(20.8%),전신 불편감 4개(16.7%)그리고 목소리 변성 3개(12.5%)로 총 24개의 진
술문이 포함되었다.

이 범주에 대해 연구 대상자들은 약물 사용 후 혀,잇몸과 목 부분의 불편감
을 호소하였으며 목소리가 변하기도 하고 무릎,관절과 같은 전신 불편감을 호소
하였다.반면 약물 사용 후 부작용이 없어 좋다는 진술도 있었다.또한 장기적인
야물 사용으로 인한 내성이 생길까봐 두렵다는 진술도 있었다.

부작용의 하위범주인 구인두 불편감은 잇몸 통증과 혀,목의 통증을 호소하며 음
식 먹기가 불편함을 호소하였다.그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잇몸이 아파서 시방도 지금 밥을 김치 같은 걸 못 먹는다니까요.아파서.”
“목 안으로 저기 곰팡이 피는 증상이 있어요.”
“이게 무조건 가시지 않으면 입안이 벗겨지나봐.얇아지거나.”

부작용의 하위범주인 약물 부작용 없음은 부작용이 없어 잘 사용한다고 진술 하
였으며,그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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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이상(부작용)이 없으니까 잘 하게 되는 거지.”
“부작용은 없으니까.”

부작용의 하위범주인 전신 불편감은 몸이 떨리거나 혈액순환이 안 되고,관절과
다리가 붓는다고 진술하였다.그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무릎 밑으로요 혈액순환이 안되는 느낌 같고,저녁때 되면 많이 걸어다니고 그
러면은 저린 느낌이 많이 나요.”
“떨리는 몸이 더 심해.“

부작용의 하위범주인 목소리 변성은 흡입제 사용 후 양치질을 해도 목소리가 변
하고 쉰 목소리가 나는 경험을 하였다.그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목소리 지금 쉰 거에요.”
“양치질 하는데도 목이 목소리가 변해요.”

(6)기대감에서는 증상 호전에 대한 기대와 증상 유지에 대한 기대의 하위범주
가 나타났으며,증상 호전에 대한 기대 15개(83.3%),증상 유지에 대한 기대 3개
(16.7%)로 총 18개의 진술문이 포함되었다.

이 범주에 대해 연구 대상자들은 병을 고치기 위한 또는 완치에 대한 기대감
으로 약물을 사용하고 있으며,증상이 악화되지 않고 현 상태를 유지할 목적으로
약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범주의 하위범주인 증상호전에 대한 기대감은 질병을 고치기 위해 열심히 약
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틀림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병 고치겠다는 의념으로 열심히 했지요.”

이 범주의 하위범주인 증상유지에 대한 기대감은 증상호전을 바라기보다 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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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이 나빠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그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좋아지는 것 보다 나이 많으니 요대로나 유지하다 갈려고.”
“그래 인제 안해면 안되는가부다 해서 계속 하지요.”

(7)효과 부족에서는 일시적 효과,증상 유지 그리고 약물내성에 대한 두려움의
하위범주가 나타났으며,일시적 효과 8개(47%),증상 유지 7개(41.2%)그리고 약물
내성에 대한 두려움 2개(11.8%)로 총 17개의 진술문이 포함되었다.

이 범주에 대해 연구 대상자들은 처음에는 기침이나 숨이 차는 증상이 호전
되다가 더 이상 좋아지지 않음을 경험하였고,처음이나 약물 사용 후나 증상이 비
슷함을 나타냈다.

효과 부족의 하위범주인 일시적 효과는 증상이 호전되기도 했다가 다시 처음 증
상을 느껴 약물의 효과가 없는 것 같다고 진술 하였다.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과 같다.
“먼저 번하고 똑같애.먼저 번엔 쬐끔 나아졌다 그러더니 어째 오늘은 그마저도
없네.”
“뭐 조금 덜하다가 더하다가 그러네요.”

효과 부족의 하위범주인 증상 유지는 약물 사용 전,후로 증상의 변화를 잘 모른
다고 진술 하여 약물 효과의 부족을 경험하였다.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
다.
“변한거는 뭐 모르겠어.뭐 쓰기 전이나 지금 이나 잘 모르겠다고.”
“증상이 뭐 난다더니 이렇게 안낫네.”

부작용의 하위범주인 약물내성에 대한 두려움은 장기적인 약물 사용으로 인해 약
물 효과가 떨어지고 내성이 생길까 걱정하기도 하였다.그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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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제 걱정이 이게 나중에 또 내 상태에서 효능이 조금 떨어질 때 또 다른
좋은 약이 나올까 그게 걱정인거지.”
“그러는데 이게 지금은 듣는데 이게 또 오래 쓰다 보면은 내성이 생겨서 안들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다른 약으로 대체할 수 있는 더 센 약이 나와야 되는데 근
데 그게 안 나오면 어쩌나 그게 걱정인거지요 뭐 계속 의술이 좋아지니까 나오겠
지요.”

999...흡흡흡입입입제제제 사사사용용용 중중중단단단 경경경험험험

연구 대상자들의 흡입제 사용 중단 경험에 대한 총 41개의 진술문이 4개의
범주와 9개의 하위범주로 분류되었다.각 범주 당 진술문의 수는 경제적 부담 16
개(39%),인식부족 10개(24.4%),부작용 9개(22%)그리고 효과부족 6개(14.6%)로
나타났다.그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흡입제 사용 중단 경험 N=41

범범범주주주 하하하위위위범범범주주주 빈빈빈도도도(((%%%)))
경제적 부담 본인의 경제력 부족 12(75%)

가족의 경제적 지지부족 4(25%)
소계 16(39%)

인식부족 임의조절 6(60%)
휴대 어려움 2(20%)
약물 분실 2(20%)

소계 10(24.4%)
부작용 인후의 불편감 4(44.5%)

구강의 불편감 3(33.3%)
부작용 2(22.2%)

소계 9(22%)
효과부족 효과부족 6(100%)

소계 6(14.6%)
계 4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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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제적 부담에서는 본인의 경제력 부족과 가족의 경제적 지지부족의 하위
범주가 나타났으며,본인의 경제력 부족 12개(75%),가족의 경제적 지지부족 4개
(25%)로 총 16개의 진술문이 포함되었다.

이 범주에 대해 연구 대상자들은 대부분 60세 이상으로 경제력을 상실한 상
태로 약값에 대한 부담감으로 약물 사용 중단을 경험하였다.만성질환으로 즉각적
인 치료가 아니라 평생 동안 약물 치료를 통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약물 치료에 대한 의료비 가중을 나타냈다.

경제적 부담의 하위범주인 본인의 경제력 부족은 농촌의 일거리가 없어 약값에
대한 부담감을 경험하였다.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가 지금 돈벌이도 못하고 놀잖아요.”
“효과적인데 왜냐면은 이 촌에는 참 일이 없고 돈 걱정...”
“좋은걸 모르나요.그런데 이거 한 개에 뭐 천원,이천원도 아니고 이거 한 세
트에 사만 몇천원씩 이에요.”

경제적 부담의 하위범주인 가족의 경제적 지지부족은 자식들에게도 약값이 부담
이 되어 대상자들이 부담감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과 같다.
“내가 그래 그걸 자식들한테 얻어야 하니까 환장하겠다고...”
“자식들 다 잘 살고 하면 아버지 엄마도 도와주고 그러겠지만 아직 그렇지 못하
거든.”

(2)인식부족에서는 임의조절,휴대 어려움 그리고 약물 분실의 하위범주가 나
타났으며,임의조절 6개(60%),휴대 어려움 2개(20%)그리고 약물 분실 2개(20%)
로 총 10개의 진술문이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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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범주에 대해 연구 대상자들은 중상이 호전 되었다고 생각되어 약물 사용
을 중단 하거나 증상이 악화될 때만 사용하고,약물을 가지고 다니지 못한다고 생
각하거나 잃어버려서 약물을 중단함을 나타냈다.

인식부족의 하위범주인 임의조절에 해당하는 진술문을 살펴보면 의료진의 지시가
아닌 대상자 스스로 약물을 중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과 같다.
“쓰지 말라 소리는 않고,제가 안했지요.”
“내 스스로 안했었어요.이거를.며칠동안...”

인식부족의 하위범주인 휴대 어려움에 해당하는 진술문을 살펴보면,약물을 가지
고 다니지 못하고 타병원에서는 사용하지 않음을 나타냈다.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몸을 다쳐가지고 병원 딴 병원가서 입원해 있어서...”
“못 가져 다니지요.”

인식부족의 하위범주인 약물 분실에 해당하는 진술문을 살펴보면,약물을 잃어버
린 후 재 처방을 받지 않고 약물 사용을 중단함을 알 수 있다.그 구체적인 내용
은 다음과 같다.
“이 약을 잃어 버려갖고...”
“약을 타다 잃어 버려갖고 한 3개월 동안 약 4개월 동안 못 쓴 적이 있어요.”

(3)부작용에서는 인후의 불편감,구강의 불편감 그리고 부작용의 하위범주가
나타났으며,인후의 불편감 4개(44.5%),구강의 불편감 3개(33.3%),부작용 2개
(22.2%)로 총 9개의 진술문이 포함되었다.

이 범주에 대해 연구 대상자들은 인후의 불편감,구강의 불편감,일반적인 부
작용으로 약물 중단을 경험하였다.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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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 때문에 하루 이틀은 끊어봤지...”
“이거를 했더니 부작용 같은 게 난 줄 알고...”
“(목소리 변하면)심하면 그랬지(안 썼지).”

(4)효과 부족에서는 효과부족에 대한 6개(100%)의 진술문이 포함되었다.

이 범주에 대해 연구 대상자들은 증상 호전을 보이지 않거나 별 차이가 없어
약물 사용을 중단 한 것으로 나타났다.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걸(seretide)한 갤 쓰나 저걸 쓰나 제 생각은 그래 그렇더라고요 호흡 되는
게...”
“그거 아무 효과가 없잖어.대번은.그래서 안 썼다고...”
“병원 약을 먹고 있으니 이걸 사용을 해도 좋은지 나쁜지 모르니까 사용을 안한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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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논논논의의의

본 연구는 폐쇄성 폐질환 환자의 흡입제 사용 경험과 관련된 다양한 현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기존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흡입제 사용과 관련된 요인을 재확
인하고 동시에 새로운 사실을 규명함으로써 폐쇄성 폐질환 환자의 흡입제 사용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하였다.

AAA...흡흡흡입입입제제제 사사사용용용 경경경험험험

폐쇄성 폐질환 환자들은 흡입제 사용으로 증상호전,교육적 지지,편리성,인
식부족,부작용,기대감 그리고 효과부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흡입제 사용으로 증상호전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그 내용은 숨쉬기 호전,상태 호전,기침 감소,가래 감소 그리고 편안함과
함께 중단시 증상악화를 경험하였다.증상호전은 많은 선행 연구의 결과와도 일치
하는 것으로 증상 호전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박상배,2008;용석
중,송광선,신계철,1997;Dolovichetal.,2005;Virchow etal.,2008),박상배
(2008)의 연구에서도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 242명에게 흡입용 기관지 확장제와
스테로이드를 사용한 실험에서 각 군 모두에서 폐기능의 증가와 환자의 기침,객
담 그리고 호흡곤란의 증상이 호전된 것과도 일치한다.

그러나 증상호전의 범주에 흡입제 사용 중단시 증상 악화가 하위범주로 도출
되었는데,이는 25명의 천식 환자를 대상으로 지속형 기관지 확장제의 흡입을 중
단하였을 때 FEV1과 PEFR이 유의하게 저하되었고,천식 증상 점수도 유의하게 증
가하였다는 보고(최인선,고영일,장안수,천정학,임호,2001)와 Waalkens등(1993)
의 연구에서 2-3년간 천식환자에게 흡입용 스테로이드 치료 후 중단 했을 때 천식
증상의 악화를 가져온 결과와도 일치한다.이처럼 흡입제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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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성 폐질환 환자에게 흡입제의 중단은 사용기간에 관계없이 증상의 악화를 가
져올 가능성이 많으므로 증상호전과 관계없이 규칙적이고 지속적인 흡입제 사용
이 이루어져야함을 알 수 있고,추후 대상자의 교육시 프로그램의 중요한 부분으
로 다루어져야 하겠다.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흡입제 사용으로 교육적 지지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
났고,그 내용은 의료진의 권유로 흡입제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의료진에 의해
흡입제 사용에 대한 교육과 계속적인 피드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아(2004)의 연구에서도 190명의 천식환자 중 178명이 흡입제 교육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이 중 1회 이상 교육경험이 있는 경우도 95명이었으며,교
육에 대해 만족하는 경우도 170명이었다.Gallefoss와 Bakke(1999)의 천식과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의 교육과 이행에 대한 연구에서 천식 환자는 교육을 받은 그
룹에서는 57%,교육을 받지 않은 그룹에서는 32%에서 교육을 통하여 이행이 높아
졌고,김상국 등(2000)은 천식 환자에서 정량분무식 흡입제를 3회 반복 교육 후 교
육 평가 점수가 유의하게 증가한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이와 같이 의료진의 지
지와 피드백이 환자들에게 중요한 경험임이 확인되었으므로 의료진들이 이에 대
해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한편 교육적 지지의 하위범주에 교육경험 부족이 도출되었는데,이는 유성근
등(2007)의 연구에서 1차 흡입제 교육 후 2차 방문에서 흡입제의 불규칙한 사용의
원인으로 사용법을 모른다고 대답한 대상자가 8.7%로 나타난 것과도 일치한다.또
호흡기 약물 복약상담 결과 30명의 대상자 중 22명이 복약상담 유효성으로 흡입
제 사용법을 대답한 반면 4명의 환자는 흡입기 사용법에 대해 앞으로 더 알고 싶
다고 대답한 결과(윤은희,신경미,임상택,1999)와도 일치한다.박소연 등(2003)의
연구에서는 3회 이상 흡입제 교육을 받은 113명의 환자들 중 48명(42.5%)만이 흡
입제 사용 평가 시 만점을 받았으며,5회 이상 재교육시에도 13명(11.3%)에서 만
점을 받지 못하였다.이와 같이 흡입제의 교육효과는 여러 선행연구에서 입증되고
있으나 한 번의 교육으로는 흡입제를 정확하게 사용할 수 없어 반복교육이 필요
하며,추후 연구에서 반복교육의 정도를 파악하는 것 또한 필요하겠다.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흡입제 사용으로 인한 편리성을 경험으로 진술하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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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그 내용은 흡입제의 장기사용과 반복사용으로 사용방법의 편리성과 숙련성을
나타낸 반면,흡입제 사용방법의 불편성과 구매의 어려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흡입제 사용의 불편성은 Kelloway등(1994)의 연구에서 약물복용의 불편함으
로 경구제의 이행은 80%인데 반해 흡입제의 이행은 57%라고 제시한 결과와 일치
하며,인용원(2003)의 연구에서 경구제 이행이 84%,흡입제 이행이 68%로 흡입제
이행이 경구제 보다 낮게 나타났으며,그 이유로는 흡입제 사용이 힘들고 번거롭
다고 제시한 결과와도 일치한다.Joseph(2005)은 정량분무식 흡입제는 흡기 시점을
흡입제의 작동시간과 정확히 맞추지 못하는 것과 남은 양을 확인 할 수 없음을
건조분말 흡입제는 환자가 건조분말을 흡입하는 힘이 필요함을 흡입제 사용의 문
제점으로 보았고,또한 이 연구에서 환자들은 증상 발현시 사용이 편한 것,얼마
나 많은 양이 남았는지를 아는 것,전체적으로 사용이 편한 것 그리고 사용방법을
배우기 쉬운 것 등을 미래형 흡입기 아이디어 우선순위로 대답했다.이와 같이 흡
입제는 사용방법의 불편함으로 인해 그 이행이 낮아질 수 있어 흡입제 사용 교육
시 대상자가 불편을 느끼는 사용방법에 대해 확인 후 이를 제거 할 수 있는 내용
의 교육이 요구되며,좀 더 사용이 간편한 흡입제의 개발도 요구된다.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흡입제 사용 횟수에 대한 지식부족,사용을 잊어버림,
그리고 사용을 귀찮아하는 인식부족도 나타났다.흡입제 사용에 대한 지식부족은
많은 선행 연구의 결과(Cochraneetal.,2000;Federicoetal.,2008)와도 일치하고,
Lexley와 Pinto(2002)는 천식환자의 33%만이 정량분무식 흡입제를 올바르게 사용
한다고 하였고,박소연 등(2003)은 145명의 천식환자 중 정량분무식 흡입제 사용
환자의 42.5%,건조분말 흡입제 사용 환자의 67.4%만이 흡입제를 완벽히 수행한다
고 하였다.이는 40~70%의 환자들이 흡입제 사용에 대해 완벽하게 숙지하지 못함
을 알 수 있다.

또한 천식 환자의 17.8%에서 약물 사용을 잊어버리거나 소홀히 한다
(Antonius,Michel,Renate,Christiance,& Joachim,2007)고 하였고,Charlotte등
(2006)은 27%의 환자가 일주일에 두 번 이상 또는 거의 매일 흡입제 사용을 잊어
버린다고 하였다.Rau(2005)의 연구에서도 잊어버림,바쁜 생활과 스트레스가 흡입
제 이행과 관련된 요인의 일부로 나타났다.유성근 등(2007)은 63%에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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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잊어버려 흡입제를 불규칙하게 사용한다고 하였다.이처럼 폐쇄성 폐질환 환
자들은 흡입제 사용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흡입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경
우 흡입제 이행이 낮아진다.따라서 흡입제 사용 이유와 흡입제 사용 방법에 대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이 필요하며,대상자의 특성을 참고한 좀 더 단순한 투
약 방법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흡입제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경험으로 구인두
불편감,전신 불편감,목소리 변성의 부작용과 약물 부작용이 없어 사용 한다는
진술도 함께 나타났다.이는 흡입용 스테로이드 약물의 부작용에 대한 선행연구와
도 일치한다.Juliet등(2006a)은 255명의 흡입제를 사용하는 환자에게 흡입용 스테
로이드의 부작용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 목소리 문제,인후두 문제,입맛이 없음,
피부,머리와 손톱 문제 등 15개의 영역에 57개의 진술이 나타났으며 그 중 목소
리 문제가 15개의 진술로 가장 많았고,인후두 문제가 9개의 진술로 나타났다.또
한 천식과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 395명을 대상으로 흡입용 스테로이드의 부작용
질문에 대한 연구(Julietetal.,2006b)에서 목소리,기침,인후두,입맛,입,피부,
기분 그리고 기타의 8가지 영역에 57가지 항목의 설문에 저용량 그룹은 4~33%,
고용량 그룹은 9~51%에서 부작용이 나타났다.이처럼 스테로이드 흡입제의 사용
은 국소적,전신적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흡입제 사용 후의 철저한 구강세
척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부작용으로 흡입제를 사용하는 환자의
흡입제 이행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부작용 예방의 중요성과 흡입제 사용 후의 관
리에 대한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교육이 필요하겠다.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흡입제 사용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냈는데 그 내용은
증상호전에 대한 기대와 증상유지에 대한 기대이다.김정선(2002)의 만성질환 노인
여성의 약물사용 경험에서 대상자들은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고,상태호전에 대
한 막연한 기대감 그리고 죽는 날까지 탈 없이 편안하게 살기 원함 등과 같은 약
물 사용으로 기대감을 경험한다는 결과와도 일치한다.

한편 흡입제 사용으로 인한 효과부족의 경험도 나타났는데 그 내용은 일시적
효과나 사용 후에도 증상이 유지되거나 약물 내성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냈다.흡
입제의 일시적 효과나 증상이 계속 유지됨은 선행연구에서도 확인 할 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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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lotte등(2006)은 509명의 천식 환자 중 5%에서 흡입용 스테로이드 치료로 천
식 증상이 좋아지지 않음이 불이행과 관련된 원인이라고 하였고,Rau(2005)의 연
구에서는 환자들이 규칙적인 약물복용이 필요하지 않다거나,아프지 않다거나 그
리고 약물 효과가 없다고 믿는 것이 약물의 불이행 원인이라고 하였다.

특히 효과부족의 범주에서 장기적인 약물사용으로 인한 내성에 대한 두려움
이 하위범주로 도출되었는데,이는 Juniper(2003)의 연구에서 약물 부작용,내성,
중독에 대해 지나치게 관심을 갖는 등,적은 수의 약물만을 사용하려고 노력한다
는 것이며 심지어 약물복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심하지 않은 증상은 참으려는 경
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내성에 대한 두려움이 흡입제 사용
대상자들의 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대상자 교육시 중요하게 다
루어져야 하겠다.

위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폐쇄성 폐질환 환자들은 흡입제 사용으로 증상 호
전이나 증상호전에 대한 기대감과 같은 흡입제 사용으로 인한 긍정적인 경험도
한 반면,부작용 및 효과 부족과 같은 부정적인 경험도 나타났다.또한 흡입제 사
용에 대한 교육 경험,사용의 편리성 그리고 숙련성을 경험한 반면,사용횟수에
대한 지식부족,사용을 잊어버림 그리고 사용을 귀찮아하는 교육 부족도 경험하였
다.교육 경험부족은 연구대상자의 대부분이 60세 이상의 고령과 중졸이하의 저학
력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흡입제 교육에 만족하지 않는 대상자들도 있어 이와 관
련된 것으로 생각되어 추후 교육에 이를 고려하여야 하겠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흡입제 사용 효과는 확인할 수 있었고,흡입제의
효과적이고 규칙적인 사용을 위해서는 대상자들의 특성과 함께 사용방법의 불편
감,부작용 그리고 내성에 대한 두려움을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의료진의 교육적 지지와 계속적인 교육 피드백이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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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흡흡흡입입입제제제 사사사용용용 중중중단단단 경경경험험험

폐쇄성 폐질환 환자들의 흡입제 사용 중단 경험은 경제적 부담,인식부족,부
작용 그리고 효과부족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흡입제 사용 중단 경험으로 가장 많이 진술한 내용은
경제적 부담 이었다.대상자들은 60세 이상의 경제력을 상실한 사람들이 대부분이
었으며 본인의 경제력 부족과 함께 고가의 약값으로 인해 흡입제 사용을 중단 하
게 되었고,가족에게 약값을 부담시키기 힘들어 흡입제 사용을 중단한 것으로 나
타났다.이는 선행연구의 결과(Charlotte etal.,2006;kozyrakyietal.,2001;
Prabhakaran etal.,2006;Rau,2005)와도 일치하는 것으로,특히 kozyrakyi등
(2001)은 천식질환이 있는 어린이들은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이 흡입용 스테로이드
처방을 덜 받는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이 연구에서는 흡입용 스테로이드를 덜
이용함으로써 저소득 집단의 어린이들의 입원이 더 많을 것이며,이는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의료비용을 더 많이 발생시킬 것이라고 하였다.Apter등(2003)에서도
환자들의 저소득이 흡입제 치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Rau(2005)의
연구에서 흡입제 치료 대상자들은 흡입제 치료 불이행의 이유로 약값이 비싸다고
서술하고 있었다.반면 국내에서는 흡입제 사용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에 대한 연
구가 미비한 실정이므로 추후 연구가 필요함을 나타낸다.이처럼 폐쇄성 폐질환
환자의 계속적인 증가는 의료비용 측면에서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어 저소득층
흡입제 사용 환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흡입제 사용을 스스로 중단하거나,흡입제 휴대의 어려
움,약물 분실 등의 흡입제 치료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흡입제 사용을 중단한 것으
로 나타났다.Charlotte등(2006)은 509명의 천식 환자 중 24%에서 임의로 약물 사
용을 중단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와도 일치한다.Wertheimer와 Santella(2003)
는 약물을 사용하는 모든 환자의 30~50%는 복약 지침을 무시하거나 자가 조절을
한다고 하였다.

또한 흡입제 사용 환자들은 흡입제 사용 후 부작용 경험과 효과부족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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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흡입제 사용을 중단한다고 진술하였는데,이는 노인들은 부작용을 경험하게 되
면 약물 사용의 지속여부를 의사와 상의하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여 중단하는 경
향이 있다는 결과(Mette,Steinar,& Straand,2006)와 증상의 개선이 빨리 나타나
지 않아 중도에 중단한다는 결과(인용원,2003)와도 일치한다.

김연옥(2007)은 복약 불이행의 주원인은 깜빡 잊어버림,일상생활에 투약시간
을 맞추기 어려움,의료기관 이용의 비효율성,환자들의 의지결여,경제적 부담,
지속적인 치료의 부족,환자교육 프로그램의 부족,약물의 부작용,약물에 대한 올
바른 이해부족 등 이라고 하였다.선행연구와는 다르게 본 연구에서는 휴대어려
움,약물 분실 등이 발견되었는데,이는 대상자들이 흡입제를 약물로 생각하기 보
다는 기구로 생각하는 인식부족과 관련된다고 보여져 흡입제 교육의 일부분으로
다루어져야 하겠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폐쇄성 폐질환 환자들은 환자나 가족의 경제력 부족
으로 흡입제 사용을 스스로 중단하거나 효과가 없다고 느끼고,가지고 다니지 못
하고,약물을 잊어버리는 인식부족 그리고 약물의 부작용이 흡입제 사용을 중단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경제력 부족은 대상자들이 농촌지역에 거주하며 경제력
을 상실한 60세 이상의 고령 환자가 대부분인 것과 관련된 것으로 사료된다.따라
서 경제력이 부족한 고령의 흡입제 사용 환자들에게는 정책적으로 재정적 뒷받침
이 필요함을 시사하고,흡입제 사용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부작용 관리에 대한 교
육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본 연구는 흡입제 사용의 적절성에 관련된 요인을 파악하는 새로운 시도로서
그 의의가 있으나,연구 대상자가 일개 대학병원의 폐쇄성 폐질환 환자로 국한되
므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유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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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ⅥⅥ...결결결론론론 및및및 제제제언언언

AAA...결결결 론론론

본 연구는 폐쇄성 폐질환 환자들의 흡입제 사용 경험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
하여 내용 분석을 통해 범주 및 하위범주별 의미 있는 진술을 분석하는 귀납적
서술연구이다.

연구 대상자는 W시에 위치한 Y대학 부속 종합병원 호흡기내과에서 만성 폐
쇄성 폐질환과 천식 진단 하에 건조분말 흡입제,정량분무식 흡입제 등의 흡입제
제를 최소한 한 달 이상 사용한 경험이 있으며,1회 이상 흡입제 교육을 받은 환
자 29명이다.

자료수집기간은 2008년 4월 1일부터 4월 26일까지로,자료 수집은 개별 면담
을 이용하였고,녹취된 면담내용과 기록은 내용분석방법을 통해 분석되었다.

연구 결과는 흡입제 사용 경험과 흡입제 사용 중단 경험의 두 가지 영역으로
각각 의미 있는 개념과 범주를 도출하였다.폐쇄성 폐질환 환자의 흡입제 사용 경
험은 다음과 같다.

1.흡입제 사용 경험은 총 268개의 진술문으로 나타났고,7개의 범주와 26개의 하
위범주로 구성된 범주도식이 개발되었다.연구 대상자는 증상호전,교육적 지지,
편리성,인식부족,부작용,기대감,효과부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흡입제 사용 중단 경험은 총 41개의 진술문으로 나타났고,4개의 범주와 9개의
하위범주로 구성된 범주도식이 개발되었다.연구 대상자는 경제적 부담,인식부족,
부작용,효과부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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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결과를 통해 폐쇄성 폐질환 환자는 흡입제 사용으로 증상호전과 증상
호전에 대한 기대감을 경험하며,흡입제 사용에 대한 의료진의 교육적 지지를 경
험하며,흡입제 사용 방법의 편리성을 경험함을 알 수 있다.반면 흡입제 사용에
대한 교육 경험 부족과 사용방법의 불편성,구매 어려움 등도 경험함을 알 수 있
다.흡입제 사용 경험과 흡입제 사용 중단 경험에 모두 도출된 범주로 흡입제 사
용에 대한 인식부족과 약물의 부작용,약물의 효과부족을 경험하였다.또한 흡입
제 사용 중단 경험의 가장 큰 요인은 경제적 부담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폐쇄성 폐질환 환자들의 적절한 흡입제 사용을
위한 다양하고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며,흡입제 교육뿐만 아니
라 질병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으로 흡입제 사용의 이해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겠
다.그리고 흡입제 사용 중단이 경제적 요인과 관련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흡
입제를 사용하는 폐쇄성 폐질환 환자들에 대한 정책적 지지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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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제제제 언언언

폐쇄성 폐질환 환자의 흡입제 사용 경험에 관한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
로 다음과 같이 제언 하고자 한다.

1.연구 대상자의 수를 확대하고,많은 병원의 흡입제 사용 환자를 대상으로 확대
한 반복 연구를 제언한다.

2.본 연구의 범주들을 토대로 흡입제 사용 환자들을 위한 양적 도구를 개발하여
흡입제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양적연구를 제언한다.

3.흡입제 사용 환자들을 위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그
적절성에 대한 연구를 제언한다.

4.보건정책 수립시 흡입제 사용 환자에 대한 보험급여와 관련하여 저소득층에 대
한 배려를 재고할 것을 제언한다.



- 51 -

참참참 고고고 문문문 헌헌헌

김기경,허혜경 (2005).교정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 원인에 대한 내용분석.간호행
정학회지,11(2),1-11.

김상국,장안수,김윤경,이숭,서정평,양승원 등 (2000).천식 환자에서 올바른 정
량식 분무흡입기 사용 교육에 대한 효과.천식 및 알레르기,20(5),695-701.

김연옥 (2007).고혈압 노인환자의 복약이행과 우울.석사학위논문.중앙대학교 대
학원

김은아 (2004).천식 환자의 흡입제 사용 순응도와 관련 요인에 대한 연구.석사학
위논문.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김정선 (2002).만성질환 노인여성의 약물사용 경험.박사학위논문.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2005).COPDㆍ천식의 진료지침.서울:결핵연구원내 대
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박명제,최천웅,김승준,김영균,이승룡,강경호 등 (2008).우리나라 일차 진료의
사의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진료실태조사.TuberculosisandRespiratory
Diseases,64(2),109-20.

박상배 (2008).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에서 흡입 Tiotropium,Salmeterol-fluticasone
및 병합 요법의 치료 효과 분석.석사학위논문.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소연,조유숙,지형석,이재천,김윤이,이태훈 등 (2003).기관지 천식 환자의 흡
입제 사용 수행 평가.천식 및 알레르기,23(4),781-787.

백정미 (1999).흡입제 교육 프로그램이 호흡기 질환 환자의 복약 순응도와 증상
개선에 미치는 영향.석사학위논문.숙명여자대학교.

신미정 (2000).노인에서의 흡입제 사용평가.석사학위논문.중앙대학교.
오현숙,김부남 (2006).기관지 천식 환자의 자가관리수행.충남대간호학학술지,

9(1),101-113.



- 52 -

용석중,송광선,신계철 (1997).Salmeterol의 임상적 효과.알레르기,17(4),
531-539.

유성근,박성임,박소영,박정규,김성은,김정엽 등 (2007).흡입제의 올바른 흡입
방법 교육 시 전산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반복교육의 효과.Tuberculosisand
RespiratoryDiseases,60(6),491-496.

윤은미,신경미,임상택 (1999).호흡기 약물 복약상담의 효과에 대한 평가.병원약
사회지,16(2),209-213.

윤호주 (2006).Treatment Guideline of BronchialAsthma.Tuberculosis and
RespiratoryDiseases,60(6),601-607.

이의경 (2002).약제사용 평가 및 관리모형 개발.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창률,장윤수,김형중,안철민 (2006).Tiotropium 흡입제 치료 후 상당한 폐기능

향상을 보인 환자의 임상양상.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추계학술대회 초
록집.

인용원 (2003).흡입기 사용에 있어서의 복약이행도 분석.병원약사회지,20(2).
임재경,양승희,신미정,홍경란,홍경자,나현오 (2000).흡입제 의뢰서를 이용한

복약상담의 결과 평가.병원약사회지,17(1),127-134.
정선희 (2002).천식환자 복약지도.병원약사회지,19(3),224-233
정혜철,하은실,정진용,이경주,이승현,김세중 등 (2005).중등증 이상의 COPD

환자에게 흡입용 스테로이드와 지속성 베타 2항진제 복합제제 사용시 용
량의 차이가 급성악화에 미치는 영향.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59(2),164-169.

지제근 (2004).대한의사협회 의학용어에 따른 의학용어 큰사전.서울 :아카데미아.
최병휘 (2006).천식의 최신 치료.TuberculosisandRespiratoryDiseases,61(1),5-12.
최승원 (1999).정량 흡입기의 효율적 사용에 대한 교육효과.석사학위논문.연세대

학교.
최인선,고영일,장안수,천정학,임호 (2001).조절된 만성천식 환자에서 스테로이

드 흡입제 중단에 의한 실험적 천식 악화.천식 및 알레르기,21(1),80-89.



- 53 -

최정희,박해삼,이관호,심재정,어수택,이상표 등 (2007).흡입 스테로이드와 지
속성 베타 2항진제의 병용요법으로 완전히 조절되지 않는 천식 환자에서
추가 montelukast의 효과.TuberculosisandRespiratoryDiseases,63(4),337-345.

Antonius,S.,Michel,W.,Renate,Q.,Christiane,B.,& Joachim,S.(2007).
Higherpreferenceforparticipationintreatmentdecisionsisassociated
with lowermedication adherencein asthmapatients.patienteducation
andcounseling,67,57-62.

Apter,A.J.,Boston,R.C.,George,M.,Norfleet,A.L.,Tenhave,T.,& Coyne,
J.C.,etal.(2003).Modifiablebarrierstoadherencetoinhaledsteroids
amongadultswithasthma:it'snotjustblackandwhite.JAllergyClin
Immunol,111(6),1219-1226.

Batlles,J.S.,Plaza,V.,Badiola,C.,& Morejon,E.(2002).Patientpreception
and Acceptability ofMultidoseDry powderInhaler:A Randomized
CrossoverComparisonofDiskus/AccuhalerwithTurbuhaler.JAerosol
Med,15(1),59-64.

Bosley,C.M.,Fosbury,J.A.,& Cochrane,G.M.(1995).Thepsychological
factorsassociatedwithpoorcompliancewithtreatmentinasthma.JEur
Respir,8(6),899-904.

Buist,A.S.,McBumie,A.M.,Vollmer,W.M.,Gillespie,S.,Burney,P.,&Mannino,
D.M.,etal.(2007).InternationalvariationintheprevalenceofCOPD(the
BOLDstudy):apopulation-basedprevalencestudy.Lancet,370,741-750.

Calverley,P.,Pauwels,R.,Vestbo,J.,Jones,P.,Pride,N.,& Gulsvik,A.,etal.
(2003).Combinedsalmeterolandfluticasoneintheteatmentof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a randomized controlled trail.Lancet,
361,449-456.

Charlotte,S.U.,Vibeke,B.,Ulrik,S.,Peter,L.,Henrik,H.,& Peter,P.(2006).
The Patient's Perspective:adherence or Non-adherence to asthma
Controllertherapy?.JofAsthma,43,701-704.



- 54 -

Cochrane,G.M.(1996).Complianceand outcomesin patientswith asthma.
Duugs,52(S6),12-19.

Cochrane,G.M.,Bala,M.V.,Downs,K.E.,Mauskopf,J.,& Ben-Joseph,R.H.
(2000).InhaledCorticosteroidsforAsthmaTherapy,patientscompliance,
devices,andinhalationtechnique.Chest,117,542-550.

Crompton,G.K.,Barnes,P.J.,Broeders,M.,Corrigan,C.C.,Corbetta,L.,&
Dekhuijzen,R.,etal.(2006).Theneedtoimproveinhalationtechnique
inEurope:A reportfrom theAerosolDrugManagementImprovement
Team.RespiratoryMedicine,100,1479-1494.

Dolovich,M.B.,Ahrens,R.C.,Hess,D.R.,Anderson,P.,Dhand,R.,&
Joseph,L.R.,etal.(2005).DeviceSelectionandOutcomesofAerosol
Therapy:Evidence-BasedGuidelines.Chest,127,335-371.

Downe-Wamboldt,B.(1992).Contentanalysis :methods,applications and
issuse.HealthCareforWomenInternational,13,313-321.

Federico,l.,Antoine,M.,Jean,C.D.,Thomas,V.,Lorenzo,C.,& Marielle,B.,
et al.(2008).Effect of incorrect use of dry power inhalers on
managementofpatientswithasthmaand COPD.RespiratoryMedicine,
102,593-604.

Gallefoss,F.,&Bakke,P.S.(1999).Howdosepatienteducationandself-management
amongasthmaticsandpatientswithchronicobstructivepulmonarydisease
affectmedication?.AmJRespirCritCareMed,160,2000-2005.

Giraud,V.,& Roche,N.(2002).Misuseofcorticosteroidmeteredoseinhaleris
associatedwithdecreasedasthmastability.EurRespirJ,19,246-251.

Global Initiative for Asthma(GINA). (2004). Global strategy of asthma
managementandprevention.

GlobalInitiativeforChronicObstruction LungDisease(GOLD).(2004).Global
strategy ofthe diagnosis,managementand prevention of chronic
obstructionpulmonarydisease.TheGOLD WorkshopReport,65-86.



- 55 -

Gochman,D.S.(1997).Personalandsocialdeterminantsofhealthbehavior,In:
Gochman DS,editor.Handbook ofhealth behaviorresearch I.New
York:Plenum Press,381-400.

Gray,S.L.,Williams,D.M.,Pulliam,C.C.,Sirgo,M.A.,Bishop,A.L.,&
Donohue,J.F.(1996).Characteristicspredictingincorrectmetered-dose
inhalertechniqueinoldersubjects.ArchInternMed,156,984-988.

Hesselink,K.E.,Penninx,B.W.,Wijnhoven,H.A.,Kriegsman,D.M.,& van
Eijk,J.T.(2001).Determinantsofanincorrectinhalationtechniquein
patientswithasthmaorCOPD.ScandJPrim HealthCare,19,255-260.

Horn,C.R.,&Weinman,J.(1999).Patients'beliefsaboutprescribedmedicinesand
theirroleinadherencetotreatmentinchronicphysicalillness.JPsychosom
Res,47(6),555-567.

Jay,H.R.,& Paul,D.S.(2001).ObstructiveLungDisease:COPD,asthma,and
manyImitators.MayoClinicProceedings,76(11),1144-1153.

Jones,C.,Santanello,N.C.,Boccuzzi,S.J.,Wogen,J.,Strub,P.,& Nelson,L.
M.(2003).Adherencetoprescribedtretmentforasthma:evidencefrom
pharmacybenefitsdate.JAsthma,40(1),93-101.

Juliet,M.F.,Eric,V.S.,Amanda,J.L.,Robbert,S.,Antoon,D.,& Dirkje,S.P.,
etal.(2006a).A self-ratingscaleforpatient-perceived sideeffectsof
inhaledcorticosteroids.RespiratoryResearch,131,1-15.

Juliet,M.F.,Lorna,A.,Rik,H.W.,Mariken,J.,Gysbert,S.,& Dirkje,S.P.,et
al.(2006b).Higherpatientsperceivedsideeffectsrelatedtohigherdaily
dosesofinhaled corticosteroidsin thecommunity:A cross-sectional
analysis.RespiratoryMedicine,100,1318-1336.

Juniper,E.F.(2003).Theimpactofpatientscomplianceon effectiveasthma
management.CurrMedResOpin,9(S1),S8-S10.

Kelloway,J.S.,Wyatt,R.A.,& Adis,S.A.(1994).ComparisonofPatients'
Compliance with Prescribed Oraland Inhaled Asthma Medications.



- 56 -

ArchinternMed,154,1349-1352.
Kozyrskyj,A.L.,Mustard,C.A.,& Simons,F.E.(2001).Socioeconomicststus,

druginsurancebenefits,andnew prescriptionsforinhaledcorticosteroids
inschoolchildrenwithasthma.ArchPediatrAdolescMed,155(11),1219-1224.

Labrecque,M.,Laurier,C.,Champagne,F.,Kennedy,W.,Pare,M.,& Cartier,A.
(2003).Effectofageontheconformityratetoshort-acting β-agonistuse
criteriainasthma.JAsthma,40(7),829-835.

Lexley,P.M.,& Pinto perira,M.D.(2002).Understanding and useofInhaler
medicationbyAsthmaticinspeciallycareinTrinidad:A studyfollowing
developmentofCaribbeanguidelinesforAsthmamanagementandPrevention.
chest,121(6),1833-1840.

Mannino,D.M.,& Buist,A.S.(2007).GlobalburdenofCOPD:riskfactors,
prevalence,andfuturetrends.Lancet,370,765-773.

McQuaid,E.L.,Kopel,S.J.,klein,R.B.,& Fritz,G.K.(2003).Medication
adherenceinpediatricasthma:reasoning,responsibility,andbehavior.J
PediatrPsychol,28(5),323-333.

Menezes,A.M.,Perez-Padilla,R.,Jardim,J.R.,Muino,A.,Lopez,M.V.,&Valdivia,
G.,etal.(2005).Chronicobstructive pulmonarydiseaseinfiveLatinAmerican
cities(thePLATINOstudy):aprevalencestudy.Lancet,366,1875-1881.

Mette,B.,Steinar,H.J.,& Straand.(2006).Selfreporteddrugutilization,health
and lifestyle factors among 70-74year old community dwelling
individualsin Western Norway.Thehordaland Health study(HUSK),
BMCPublicHealth,6(121),1471-2458.

Molimard,M.,Raherison,C.,Lignot,S.,Depont,F.,Abouelfath,A.,& Moore,
N.(2003).Assessmentofhanding ofinhalerdevicesin reallife:an
observationalstudyin3,811patientsinprimarycare.JAerosolMed,16,
249-254.

NationalAsthmaCampaign.(1996).Theimpactofasthmasurvey.



- 57 -

Pereira,L.P.M.,Clement,Y.,Silva,C.K.D.,Mcintosh,D.,& Simeon,D.T.
(2002).Understanding and use ofinhalermedication by asthmaticin
specialty carein trinidad:A studyfollowingdevelopmentofcaribbean
guidelinesforasthmamanagementandprevention.Chest,121(6),1833-1840.

Prabhakaran,L.,Lim,G.,abisheganaden,J.,Chee,C.B.E.,& Choo,Y.M.
(2006). Impact of an asthma education programme on patients'
knowledge,inhalertechnique and compliance to treatment.singapore
MedJ,47(3),225-231.

Rand,C.S.,Nides,M.,Cowle,K.,Wise,R.A.,& Connett,J.C.(1995).
Long-term Metered-DoseInhalerAdherencein aClinicalTrial.Am J
RespirCritMed,152,580-588.

Rau,J.L.(2005).DeterminantofpatientAdherencetoan AerosolRegimen.
RespiratoryCare,50(10),1346-1359.

Sullivan,S.D.,Ramsey,S.D.,& Lee,T.A.(2000).Theeconomicburdenof
COPD.chest,117,5S-9S.

Sussia,S.,Ernst,P.,benayoun,S., Baltzan,M.,& Cai,B.(2000).Low-dose
inhaled corticosteroidsand theprevention ofdeath from asthma.N
EnglJMed,343,332-336.

Sutherland, E.R., & Cherniack, R.M. (2004). Management of chronic
obstructivepulmonarydisease.N EnglJMed,350,2689-2697.

Szafranski,W.,Cukier,A.,Ramirez,A.,Menga,G.,Sansores,R.,&Nahabedian,S.,et
al.(2003).Efficacyandsafetyofbudesonide/formoterolinthemanagement
ofchronicobstructivepulmonarydisease.EurRespirJ,21,74-81.

Urquhart,J.(1996).Patientnon-compliancewithdrugregimens:measurement,
clinicalcorrelates,economicimport.EurHeartJ,17,8-15.

Virchow,J.C.,Crompton,G.K.,DalNegro,R.,Pedersen,S.,Magnan,A.,&
Seidenberg,J.,etal.(2008).Importance ofinhaler devices in the
managementofairwaydisease.RespiratoryMedicine,102,10-19.



- 58 -

Waalkens,H.J.,Van Essen-Zandvliet,E.E.,Hughes,M.D.,Gerritsen,J.,
Duiverman,E.J.,& Knol,K.,etal.(1993).Cessation oflong-term
treatment with inhaled corticosteroid(budesonide) in children with
asthmaresultsindeterioration.Am RevRespirDis,148,1252-1257.

Wertheimer,A.L.,& Santella,T.M.(2003).Medicationcomplianceresearch:
stillsofartogo.TheJournalofAppliedResearch,3(3),254-261.



- 59 -

<부록 1>흡입제 사용 경험 질문지

흡흡흡입입입제제제 사사사용용용 경경경험험험 질질질문문문지지지

ⅠⅠⅠ...연연연구구구참참참여여여 동동동의의의서서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원 학생 김진희입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폐쇄성 폐질환자의 흡입제 사용의 적절성에 영향을 주는 요

인에 대한 경험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본 연구의 결과들은 효과적이고,지속적
인 흡입제 사용 이행을 높이기 위한 자료를 제공할 것입니다.
본 면담은 상기 주제에 대한 것으로,1회의 면담으로 이루어지며,추후 필요시

추가 면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면담하는 동안,참여자들의 귀중한 한마디 한마디
를 그대로 보존하고 추후 정밀한 분석을 위해,기록과 녹음 방법을 이용할 예정입
니다.본본본 면면면담담담상상상의의의 모모모든든든 정정정보보보들들들은은은 엄엄엄격격격하하하게게게 비비비밀밀밀 또또또는는는 기기기밀밀밀로로로 보보보관관관될될될 것것것이이이고고고,,,
결결결과과과 분분분석석석 시시시에에에도도도 익익익명명명 또또또는는는 기기기호호호로로로만만만 표표표시시시될될될 것것것입입입니니니다다다...또또또한한한,,,본본본 연연연구구구 외외외의의의
다다다른른른 목목목적적적으으으로로로 일일일체체체 사사사용용용되되되지지지 않않않습습습니니니다다다...
연구 참여는 자발적인 의사로 이루어집니다.만일,참여자가 면담 참여와 관련

된 정신적,육체적 어려움을 호소할 때에는 곧바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또,면
담 중간에라도 더 이상 참여를 원하지 않거나,면담과 관련된 어떠한 어려움이 느
껴질 때는 언제든지 중단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위와 같은 정보들을 읽고 설명을 들었으며,면담과 관련된 의문점에 대해서
는 연구자가 명확히 설명해 주었습니다.나는 본 연구 및 면담에 참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날짜 : 년 월 일
이름 :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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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

1.연령 :만 세

2.성별 :1)남 2)여

3.종교 :1)불교 2)기독교 3)천주교 4)무교 5)기타

4.결혼상태 :1)유 2)무

5.직업 :1)유 2)무

6.교육정도 :1)무학 2)초촐 3)중졸 4)고졸 5)대졸이상

7.흡연 :1)유 2)무

8.진단명 :

9.진단 받은 기간 : 년 개월

10.사용약물 :

11.흡입제 교육 경험 :1)유 2)무

12.교육 만족도 :1)만족 2)보통 3)불만족

13.동반질환 :1)유 (질병명 : ) 2)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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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생생생리리리적적적 특특특성성성

1.최대호기속도(Peakexpiratoryflow rate:PEFR(L/min))
;

2.폐기능 상태
1)FVC(% pred):
2)FEV₁(% pred):
3)FEV₁/FVC(%):

3.동맥혈 가스검사
1)PaO₂(mmhg):
2)PaCO₂(mmhg):
3)SaO₂ (%):

4.호흡곤란 척도(AmericanthoracicSociety)

0 정상 힘든 운동 외에는 호흡곤란을 느끼지 않음.

1 경도
경사진 길을 걸어 올라가거나 평지에서 빨리 걸을 때 숨이
찬 경우.

2 중등도
숨이 차기 때문에 동년배보다 늦게 걷거나 혼자서 걷더라도
중간에 멈추고 숨을 쉬어야 할 경우.

3 중증
100m 정도를 걷거나 평지에서 수분정도 걸어도 숨이 찬 경
우.

4 최중증 옷을 입거나 벗을 때 숨이 찬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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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흡흡흡입입입제제제 사사사용용용법법법 단단단계계계별별별 확확확인인인사사사항항항

111...DDDPPPIII(((dddiiissskkkuuusss)))

222...MMMDDDIII

단계별 내용 수행
한다 안한다

1 수평잡기
2 열기(“딱”소리가 날때까지)
3 레버열기(약물 흡입전 방출 시키기)
4 숨 내쉬기
5 입에물기
6 흡입하기(힘껏 깊은 숨 들이마시기)
7 가능한 숨 참기(약 5~10초)
8 코로 숨 내쉬기
9 닫기
10 입 행구기

단계별 내용 수행
한다 안한다

1 뚜껑열기
2 잡는방향(흡입기 입구가 아래로 향하게 세워서 잡기)
3 흔들기(흡입기를 3~4번 세게 흔든다)
4 숨 내쉬기
5 분사 타이밍(흡입기를 분사시킴과 동시에 흡입한다)
6 흡입 속도(약 5초 동안 천천히 깊게 들이 마신다)
7 가능한 숨 참기(약 5~10초)
8 코로 숨 내쉬기
9 분무횟수(30초~1분 후에 추가로 한번 더 흡입한다)
10 입 행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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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TTTuuurrrbbbuuuhhhaaallleeerrr

444...HHHaaannndddiiihhhaaallleeerrr

단계별 내용 수행
한다 안한다

1 뚜껑열기
2 세우기
3 장전하기(“딱”소리가 날때까지)
4 숨 내쉬기
5 입에 물기
6 흡입 강도(힘껏 깊은 숨 들이마시기)
7 가능한 숨 참기(약 5~10초)
8 코로 숨 내쉬기
9 뚜껑 닫기
10 입 행구기

단계별 내용 수행
한다 안한다

1 열기
2 캡슐 꺼내기
3 캡슐 넣기
4 닫기
5 버튼 누르기
6 숨 내쉬기
7 입에 물기
8 흡입(힘껏 깊은 숨 들이마시기)
9 두 번 흡입
10 빈캡슐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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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흡흡흡입입입제제제 사사사용용용 경경경험험험
※ 흡입제를 사용하면서 어떠한 경험을 하셨습니까?

1.잘하고 있는 환자.
⇒ 흡입제 사용을 잘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했다 안했다 하는 환자.
⇒ 흡입제 사용을 잘 안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어떻게 하면 흡입제 사용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3.중단한 경험이 있는 환자.
⇒ 왜 흡입제 사용을 중단 하셨습니까?
⇒ 어떻게 하면 흡입제 사용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4.두가지 이상의 흡입제를 사용하는 환자.
⇒ 흡입제제별로 불편한 점은 무엇입니까?
⇒ 어느 흡입제제가 쓰기 더 편하십니까?
⇒ 어느 흡입제제에 더 만족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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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흡입제 사용 경험 진술의 축약문

ⅠⅠⅠⅠ. . . . 흡입제 흡입제 흡입제 흡입제 사용 사용 사용 사용 경험경험경험경험

1. 1. 1. 1. 증상호전증상호전증상호전증상호전

숨쉬기 숨쉬기 숨쉬기 숨쉬기 호전호전호전호전

1.도움이 많이 됐죠.숨찬거는 그러니까 많이 안심해졌으니까.
2.호흡을 잘하니께네...숨쉬기 좋은 편이라오.숨이 좀 덜차니...
3.호흡이 좋고 내가 기관지가 굉장히 나빴었는데 염증이 많이 없어졌어요.
4.숨찬게 대번 달라요.움직여 보면 대번 알아요.
5.숨찬거 덜하고,숨찬 거 덜하지요.
6.숨이 안 차니까 좋아지는 것 같아요.
7.이거 써 보니 낫지요,뭐 숨이 덜 차지요.
8.숨 찬 게 좀 나은것 같아요.
9.숨이 덜 찬데 이걸 하고서는 덜 차지,숨이.
10.첨 보다 이걸 쓰고 숨이 덜 찬 거에요.
11.아직 헉헉 하진 않아요.산에 몇 번 올라가보니까.
12.숨이 좀 덜 찬 것 같고.
13.숨쉬기가 일단 편하니깐...
14.일단 숨쉬기가 편하니깐...
15.내 써보니까 숨도 안 차고...
16.숨 찬 것도 괜찮고...
17.숨이 안 차니까.
18.시원하고,인제...걸음을 또 걸을려면 인제...한...서너 시간 가량은 숨

이 안 차요.
19.이걸 하게되면 숨이 덜차고 가래가 터지고 안정이 되니까 그래서 자꾸 쓰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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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숨이 차면 이거를 하면은 숨이 좀 돌아가요.
21.숨찰땐 요거 사용을 했어요.
22.변화된 건 숨찬 게 좀 멎이고...
23.이걸하니까 거동이 헉헉하는 기가 없어요.
24.헉헉하는기가 한결 덜해요.
25.숨 안차니까 괜찮지요.
26.좀 쌕쌕거리는게 없어진거 같아요.
27.숨이 좀 들차요.
28.숨쉬기가 편리하고 그래 이걸 하고 나면은 한 두시간,세시간 정도는 이거를

하면은 이제 괜찮아.
29.만약에 이걸 써도 숨이 차거나 걸어댕기는데도 숨이 찬다고 하면 거 하나마

나니까 안하지만 (그렇지 않으니까)꼬박꼬박 하게되는거지.
30.처음엔 내가 왔을때는 숨이 좀 차고 그랬는데,지금은 그런거는 없으니까.
31.이거 쓰니까는 숨 찬게 멎어요.
32.숨 찬게 깨끗하게 멎이더라고.
33.아무래도 숨이 덜 차지요.
34.요즘에는 이제 이거를 사용을 하고 숨찬 게 확실히 덜하죠.
35.숨이 덜차고,조금 나른한 기가 조금 없어졌나 피로감이 조금 없어요.
36.인제 이걸 쓰고 그러면 숨이 나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쓰고 그렇지요.
37.그러니까 오랫동안에 그 숨찬걸로 인해서 많이 고생을 했기 때문에 요즘에는

집에서 산소도 하고 있고 또 이거를 하니까 글쎄 그 전에는 이렇게 언덕을
올라갈려면은 굉장히 힘들고 집에 와서도 해결 방법이 없잖아요.

38.네불라이저 안해도 집에선 견뎌.숨 안찰 때,폐렴이 안 왔을 때는 벤톨린
같은거 안해도 견딘다고.벤톨린을 집에다 사다 놓고 쓰긴 쓰는데 이렇게
조금 걸음을 많이 걷거나 할때는 공기가.습기 많을 때.그럴 때 숨이 차니
까 가끔씩 하지.하루 한 번도하고.안하기도.안 하는 날이 더 많지.



- 67 -

39.그러니까 그게 좋은거지요,뭐 이걸 안 했을적에는 숨이 차서 그래서 여길
왔던 결관데,이렇게 와가지고서 인제 그러니깐.사뭇 댕기며 했었는데 두
달 후에 오니까 두달있다 오라 그래서 오니까 나빠졌다 이거에요.그래가지
고 이걸 담당 의사님이 두 번씩을 하라고 아침,저녁 두 번 하라고 그래서
두 번을 하니까 요번에 오니까 좋아졌다고 그런거지.

상태호전상태호전상태호전상태호전

1.내가 생각해도 이건 좋은 물건이라고.좋은물건...
2.증상이 많이 좋아졌지요.
3.좋아졌어요...약 쓰고서.
4.많이 나았지요.
5.많이 좋아요.
6.지금 잘 듣는 편인거 같은데...
7.한결 낫지요.
8.가슴이 시원해죠.
9.딴데보다도 덕을 보긴 봤는데...
10.이거를 그냥 가져 댕겨야 되요.
11.이거를 가져 댕겨야지 안가져 댕기고 집에다 뒀다하면 그건 큰일이라고.
12.거기 병원에서 달란 말도 안해.그건 뭐 효과가 이것 만 못한데,뭐.
13.나로써는 만족하다고 생각하고요.본인이 애를 쓰면은 틀림없이 회복된다고

생각을 해요.
14.득을 많이 보니까.약에...
15.좀 낫지요,아무케도 약을 쓰니까.안 쓰는 것보다 낫지요.
16.호전 되는 것 같긴 해요.
17.근데 이 약이 좋긴 좋더라고.
18.꼬부라진거보단 확실히 나아.
19.아 좋다니까.젤 낫다니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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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폐기능 검사 해가지고 처음엔 막 60이런데 지금은 80올라가니까.처음엔 한
70되다가 80되고 이제는 90까지 올라가니까 나은 걸로 알지요.

21.꼬박꼬박 하니까 요번에 와 보니까 좋아졌다고 그러니까.
22.몸이 좋아지는 거를 느끼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죠.
23.무조건 좋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알아요.그런줄 알고 써요.
24.이걸 사용하던 사람이 네불라이저를 가지고는 이걸 대신할 수는 없는 거지

요.
25.가져 댕기는데 그 어딜 가든지 이거 없이는 안되니까.
26.이거 없이는 안 되니까 이걸 꼭 가져 댕겨야 되니까.
27.이거를 그냥 가져 댕겨야 되요.
28.안 쓰면 안 되니까.어딜 가든지.
29.네불라이저 못따라가요.이게 훨씬 나아요.
30.이게 네불라이저는 이걸 못 따라오는거죠.
31.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썼단 말이야.
32.이게 낫단 생각을 하는 거지.

중단시 중단시 중단시 중단시 증상 증상 증상 증상 악화 악화 악화 악화 

1.안 한 날은 굉장히 힘든거지요.
2.(안하는 날은)숨쉬기도 힘들고 컨디션도 안 좋고...
3.(안하는 날은)조금 답답하다는...
4.아침에 안했다 하면은 몸이,숨이 엄청 차.
5.그렇게 했는데(흡입제 중단)이상하게 컨디션이 너무 안좋은거야.
6.기침이 조금 많아지면 다시 하나 더 사서 쓰고...
7.(중단하니까)기침이 나고...
8.쓰는 날 하고 안 쓰는 날하고 확실히 틀리지요.
9.내가 왜 이러지 이러면 이거를 사용을 안 한 거에요.
10.(안 쓰면)벌써 여기(가슴)서부터 헉헉하면서 숨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11.(안 쓴 날하고 쓴 날하고 증상이)확 틀리지요 정말 틀리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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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이걸 안하면 벌써 제 자신이 느껴요.
13.쓰는 날은 생활하기가 일상생활이나 집에서 움직일 수가 있는데 쓰지 않는

날은 전혀 못 움직여요.

기침 기침 기침 기침 감소감소감소감소

1.기침이 날적에 저거 쓰면유,잠시는 멈추더라고요.
2.기침이 심했는데 거의 다 나았지요.
3.이거 쓰니까,요거 하고 그러니까 조금 기침이 그 전보다는 조금 들한거 같

애.
4.많이 좋아졌어요.기침 아주 거의 심했었는데 요거 한 달반 썼나...그런데

기침이 거의 나았구요.
5.기침이 거의 지금 다 나았어요.많이 심했거든요.

가래 가래 가래 가래 감소감소감소감소

1.가래도 나오지도 않고...
2.이걸 쓰고 나면은 가래가 사그러지고 가래 덩어리가 튀어 올라오는 것 같애.
3.붙어서 안 떨어지던 것이 이걸 써야 가래 덩어리가 떨어져 나오고 숨이 안 차

고...
4.가래가 삭는 것 같아요.

편안함편안함편안함편안함

1.약을 쓰니까 내가 편안하니까 도움이 되지요.
2.나가서 뭐 청소도하고 바깥에 돌아다니면 자기가 사용했는가를 대번 알수가

있어요.
3.움직이는 것도 편하고...
4.피로감도 조금 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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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2. 교육적 교육적 교육적 교육적 지지지지지지지지

의료진의 의료진의 의료진의 의료진의 권유권유권유권유

1.도움이 될만한게 있기 때문에 이걸 쓰라 얘기 하는거지.
2.이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안하면 안된다 그러시는데.
3.그래도 병원에서 시키는대로 해야지.
4.의사 선생님도 꾸준히 쓰라고 하니까 또 써야 되고...
5.우리는 여서 사용을 권하니까 쓰는거지요.
6.병원에서 그래 하라 그러니까.
7.글쎄 모르지,나도 뭐...선생님이 주니까 쓰는건데...
8.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그대로 잘 쓰고 있고...
9.선생님이 하라니까요.
10.그렇게 하라니 뭐 하라는 대로 해야지 어떡해요.
11.여서 교육을 또 받았는데 그렇게 하라 그러더라고요.
12.의사 처방대로 따라야 되고...
13.여기서 실습 이래 해주시는 분들 한테도 그 나름대로 따라야 되고...
14.지금 쓰라고 말해서,써야지요.이달엔 써야지.
15.요전에 여기와서 또 요번에 와서 주길래 다시 쓰는거에요..
16.약을 처방을 해 줘서.
17.내 맘대로 끊을수도 없는거고.
18.병원에가서 그러니까 약을 또 이런걸 주더라고요.
19.뭐 써야지요,뭐...쓰라는데...
20.하라는대로 해야지요.
21.선생님들이 권장할적에 이걸 나를쓰라 그럴적에 도움이 될만하니 나를 권장

하고 했는건데...
22.약 때문에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 그건 모르겠고요,그냥 병원에서 이제 해야

한다니까 하는 거죠.
23.여기에서 네불라이저를 쓰시면서 이거를 잠깐 쓰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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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그래서 이번에 제가 여쭤 봤거든요 네불라이저를 사용을 할 때 여기 병원에
와서 사용을 할 때 주치의 선생님이 흡입제는 중단을 하라고 그러시더라고
요 그래서 제가 숨이 많이 찼다고 그랬었잖아요?그래서 이번에 용석중 선
생님 오셨길래 여쭤봤어요 네불라이저 사용할 때 이 흡입제를 중단을 해야
되나요?그랬더니 스피리바가 훨씬 센거니까 그걸로 하라 그러고 네불라이
저는 끊어버리시더라고요...바로...

교육 교육 교육 교육 

1.어디가서 잊지말고 상시 보관하라 그러고 그래 사용하고...
2.해가 뜨거운데 놓아두면은 쉬 망가진다고 그래 사용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3.해가 밝은데 뜨거운데 열받거나 이런데는 두지 말고 선선한데 보관하라 그러

데요.
4.저 아래 간호사 얘기는.과장님 얘기가 밥 먹다가 중간에 하라고 그러더라고.

그럼 입안 가셔도 된다고.그렇게 하는 게 젤 효과적이래.
5.항상 선선한데,냉장고엔 넣지말고,냉장고 위에 선선하게 뒀다가 사용하고는

책상위에다 놔 두라고...
6.그래서 꼭 양치질 하라고 그러더라고.그래서 양치질 꼭 한다고.근데 귀찮으

면 식사할 적에 같이 하라고 그러더라고.
7.그래도 노인 양반들끼리 계신 분들은 젊은 사람이 붙어서 이거를 정말 이렇게

꾸준히 해 줄 필요성이 있어요.그런데 저는 이제 젊으니까 제가 알아서 다
하는거지 사용을...

8.지금도 또 설명을 들었는데 선생님한테 설명을 들었는데 요걸로 하면 예를 따
져서 한 백매다(백미터)가서 숨이 찰 거 같으면 요거까지 하면 한 이 삼백
매다 간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9.그 분이 이제 교육을 시키고.이건 이렇게 하는 거다.그리고 이건 오래 길게
쭉 써야지,한번하고 며칠 안 쓰고 또 하고 그러면 안돼.근데 이게 숨찰
때 하는 걸로 생각을 했다고.치료제로 생각을 안 하고.그러니 우리같은
사람은 모르잖어.근데 이제 치료제로 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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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방법은 요거는 두 번을 딱딱 제끼면은 입구가 나오게 되있는데 이거는 한 번
확 당겨서 하고 이거는 이제 똑같은 방법인데 알맹일 한개씩 까가지고 요걸
한개씩 까가지고 요기다가 빈곽 안에다가 넣고 요걸 한 번 꾹 눌르면서 한
번에 흡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번 댕겨도 안되고 한번 하면은 거기서
폭 터져 나가면서 인제 안에 속에 들어있던 물체가 내 목 안으로 들어가 가
지고 그게 인제 다 퍼지니까 그래 입을 헹궈라.그런거지.

교육경험 교육경험 교육경험 교육경험 부족부족부족부족

1.이게 설명을 제대로 안해줬거든.
2.숨 찰 때 한번 하라고 그전엔 그랬단 말이야 아침,저녁 그냥 한 번 하라고.
3.제대로 가르쳐 준 사람이 없었지.
4.숨찰때만 쓰니까..그냥 주기적으로 숨 잘 안 차게 하기 위해 쓰니까 모르겠

어요.
5.근데 숨이 더 차면 한 번 더 쓰고...
6.혹시 이걸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건지,그건 뭐 아직 알 수 없네요.
7.사다만 놓고 안 썼지.그냥 그 전엔 설명을 안하고,그냥 숨찰 때 한번씩 하

라고만 했었거든.
8.이게 간호사 오고,담당 간호사 오고 그리고부터 이거 해서 효과 본지 한 3년

밖에 안돼,이거.한 2년밖에.그 전에는 모르니까 사다놓고...
9.근데 내가 좀 이번에 두개째 쓸 때 돌리는 방향이 반대쪽으로 되는거야.그래

서 이상하다 암만 오른쪽으로 돌렸다 왼쪽으로 딸깍하면은 이걸 하라 그랬
는데 이거는 안돼.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했더니 오른쪽으로 딸깍되더라고
요.그래서 그런대로 했더니 그냥 되던데...

피드백피드백피드백피드백

1.이제 한 번씩을 했었지,한 번씩을 했는데 그게 좋지 않다고 요전에 두 달만
에 지난달에 오니까 나쁘다고 그래서 그래 인제 두 번씩 해구,요거 물어와
서 하니까 오늘 많이 좋아졌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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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처음에 먼저 이렇게 해서 한알 까 넣어가지고 훅 들여마시고,들여 마시고,
그 다음에 이건 닫아놓고,요것도 이렇게 열고서 또 이렇게 열고서 또 들여
마시고,이렇게 이제 이게 먼저는 한 번 씩을 했는데 이양반이 오셔가지고
두 번 씩 하라 그래가지고 두 번을 했더니 오늘 와서 검사 하니까 좋다고
그러고 갔습니다.

3. 3. 3. 3. 편리성편리성편리성편리성

사용방법의 사용방법의 사용방법의 사용방법의 불편성불편성불편성불편성

1.벌써 이거를 처음에는 습관이 안되가지고 사용이 인제 시간이 잘 안 맞잖아
요.

2.가져 당기는 데가 젤 불편하긴 불편하지.
3.가져 댕기는 데가 조금 불편하지.
4.시간 맞추기가 좀 힘들어요.
5.이걸 쓰고 나서 계속 칫솔질을 해야 되는거...
6.칫솔질하기 싫어서 하기 싫은적이 있어요.
7.이거 하면 칫솔질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8.이거 하면 또 뭐 물로 갖다 씨래지.아주 불편해.
9.양치질 안하면 뭐 곰팡이가 핀다고 해가지고.
10.불편해요. 
11.그게 눈에 보이나 빨간 글씨가 나와야 보이지.잘 안 보여 적어서,글씨

가...
12.하도 약도 여러 가지 먹어야 되니까.
13.마시는 거 보다가 알약 같은거라도 먹는 그게 더 편리할 것 같은데...
14.이게 어떨 때는 잘 들어올 때도 있고 안 들어 올 때도 있는 것 같아요.
15.나는 인제 이걸 제대로 짚지 않고 잘못 알고 하니까 딸깍 소리가 안 되더라

고.
16.아무래도 노인네들이니까 이게 폐 자체로 확 넘어가는 게 아니고 걸릴 거 아

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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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의 사용의 사용의 사용의 편리성편리성편리성편리성

1.이게 하기가 간단하고.
2.방법도 뭐 크게 불편하진 않아요.
3.우선 불편하지가 않잖어.기계 안 돌리고.
4.계속 써서 버릇 돼서,습관화가 되가지고 이거 쓰는데 불편을 느끼거나 이런

거는 없고.
5.불편한거는 없어.밥먹기전에 밥다차려놓고 요거해고,바로 밥먹고
6.불편한거는 뭐 모르겠어요.
7.불편한 건 없어요.
8.방법도 뭐 괜찮아요.

사용의 사용의 사용의 사용의 숙련성숙련성숙련성숙련성

1.아침에 하는 거니까 잊어먹지 않지.
2.도사가 됐다구.그러니까 내가 잘 쓰고 지금 있는 거요.
3.도사가 됐어,아주 그 천식병을 오래 가지고 있으니까.
4.그냥 제가 터득한 거 같아요 오랫동안 하다보니...
5.그래서 이제 그릇에 이렇게 담아놓고(쓰지).
6.처음에는 뭐 그렇지만,이제 숙달이 되어 놓으니까 어떻게 한다는 방식을 다

아니까 의무적으로 잠 깨고 나면 먼저 하고 또 나중에 하고 그러니까 순서
대로...

7.그냥 이리저리 하다가.그냥 딸깍 소리 나는 방향으로 돌려가지고 그냥 그런
대로 했더니 되더라고요.여기 표시가 점점점점 낮아지면서 그러니까 되는
거잖아요.

8.이제 밥 다 먹고 한 두 숟가락 남았을 적에 먹고,국물에 국 같은 데다 인제
한 두 숟갈 우물우물 해 넘기고.입가심이 다 되지.그렇게 쓰는게 제일.
그러면 입이 헐거나 그런일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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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구매 구매 구매 어려움어려움어려움어려움

1. 그쪽 병원에서는 안 주니까...
2.아까우니까.구하질 못하니까.힘들때만 써...
3.다 이런건 안줘,아예.꼬부라진것만 주지.
4.이게 사실 비싼 거니까 안준단 말이야,좋은 거니까 그래 뭐라 그러냐면은 이

걸 보여주면은 아 그거나 꼬부라진거나 똑같다 그런다고...
5.아니 쓰는데 그니까 아까우니까 인제 좀 하루 한 번씩 쓰고 요건 이제 하루

두 번씩 쓰고,그니까 이제 좀 심하면은 이걸 구하질 못하잖어.거기서 안
주니까.

4. 4. 4. 4. 인식부족인식부족인식부족인식부족

사용 사용 사용 사용 횟수에 횟수에 횟수에 횟수에 대한 대한 대한 대한 지식부족지식부족지식부족지식부족

1.그러니까 여서 할 때 더 줬으면 좋겠어.여덟 개로.
2.하나 까가지고 심약할때는 하나를 꽉 차는지는 몰라도 한달을 못 써요.
3.한번만 확 땡겨야 그게 효과 있지,여러번 해봐야 소용이 없더라고.
4.숨 되게 차고 가래가 끓을 때는 이걸 써야 돼.이걸 수시로 수없이 이걸 수시

로 써야 된다고.
5.수시로 써야 돼.규정된,규정이 없고.숨 차고 가래가 끓고 이럴 때는 수시

로 자꾸 써야 되니까.그니까 이거 한 한달에 여섯 개 가지고 모자른다고
그걸...

6.올해 인제 그게 아침에 한 번,또 저녁에 한 번,또 점심에 한 번 세 번인데,
나는 세네번은 써야만 하루를 지내요.

7.병원에서는 아침에 쓰고,점심에 쓰고,저녁에 쓰고,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요.근데 난 그렇게는 안돼.하루에 4번은 써야 되요.

8. 이거(symbicort)는 병원에서 입원할 때만 내가 쓰고 있다고. 내가 이건
(symbicort)이만(ventolin)못하니까 안 쓰고,이걸(ventolin)계속 쓰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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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하나 가지고 나 같은 이상에는 한 보름?아마 그렇게 쓰는 것 같아요.그리고
이제 심하지 않은 형태에는 하나 가지면 한 달간은 쓰고 지낸다고요.

10.그 약 자체가 그러니까 더 도움이 될 건 없고 인제 더 도움이 된다면 이걸
여섯 개 주던거를 여덟 개 달라는 그것이 도움이 되지.

11.아까워서 숨찰때만 그냥...
12.집에 한달치가 있는데 이걸 한 번 안하고 이달은 저것(seretide)만 해 봤거

든요.
13.이건 아침,저녁으로 쓰고,고건 뭐 좀 내가 숨이 되게 차고 그거 할 때만

뭐.
14.그건 뭐 가르쳐 주긴 가르쳐 줬는데 이거 두개를 쓸 필요가 없잖아.아깝잖

아.
15.근데 계속 써야되는건지...그 안쓰면 또 기침이 나고 그 밤에 잘적에 기침이

나고 쓰는 날은 덜나 안나더라고요.

사용을 사용을 사용을 사용을 잊어버림잊어버림잊어버림잊어버림

1.몸이 피곤하고 그러다보면 잊어버리는 수가 더러 있지요.
2.바쁘면 뭐 하여튼 잊어버릴때도.
3.자꾸 잊어먹어..
4.중간에 잘 까먹지...
5.두 번 하는지 세 번 하는지 모를 때 있어가지고.
6.어떨 적에는 깜빡하고 다른 생활을 하다 보면은 미처 이거를 못하고 밖엘 나

가는 경우가 있어요.
7.집에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약이야 집에서 놔두고 쓰니

까 가끔 빼먹을 때도 많이 있죠.
8.안 할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급하게 오느라고 깜빡핸거지.
9.농촌에서 일하다보니 그게 규칙적으로 잘 안되요.
10.가끔가다 잊어먹고 안 쓰면 몰라도...
11.가끔 한 두 번.전 날 뭐 깜빡,어디 갔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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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여행 갔다가 놓고 가는 경우나 그럴 때...
13.이거는 덤으로 그냥 하루 한 개씩 쓰는 거고.외래에서 가져가기는 똑같이

가져가.이건 좀 남어.이건 몇 개가 남더라고.한 댓개씩.그러니까 다섯
번은 덜했다는거야.한달에.약은 숫자를 보면 알아.하긴 열심히 했는데.

사용의 사용의 사용의 사용의 귀찮음귀찮음귀찮음귀찮음

1.귀찮긴 귀찮지만...
2.귀찮으니까 그러지,귀찮단 소리지

5. 5. 5. 5. 부작용부작용부작용부작용

구인두 구인두 구인두 구인두 불편감불편감불편감불편감

1.이걸 하고 금방 불고서 양치질을 하고 하면 조금 덜하다가.
2.이게 무조건 가시지 않으면 입안이 벗겨지나봐.얇아지거나.
3.이게 불고나면 여기에서 뭐 허연게 끼이더라고요.
4.혀가 갈라지거나.
5.입병이 잘나요.
6.잇몸이 아파서 시방도 지금 밥을 김치 같은 걸 못 먹는다니까요.아파서.
7.하면은 목이 뻑뻑해지고 그러시는가봐요.
8.혓바늘도 돋고.
9.이것만 빨고 그냥 있으면 혓바닥이 얇아지나봐.
10.입 천장이.다 벗겨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
11.목 안으로 저기 곰팡이 피는 증상이 있어요.
12.야문걸 못 먹는다고요.

약물부작용 약물부작용 약물부작용 약물부작용 없음없음없음없음

111.내가 이상(부작용)이 없으니까 잘 하게 되는거지.
2.부작용은 없으니까.
3.잘 가시면 이게 제일 낫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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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이게 좋대는 약이 수전증이 안나...
5.이거 쓰고서 떨리는 게 없으니까 낫지.

전신 전신 전신 전신 불편감불편감불편감불편감

1.떨리는 몸이 더 심해.
2.무릎 밑으로요 혈액순환이 안되는 느낌 같고,저녁때 되면 많이 걸어다니고

그러면은 저린 느낌이 많이 나요.
3.저기 설명서에 보니까 뭐 관절에 어쩌고 저쩌고 안좋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

는데 그게 이것 때문에 나쁜건지는 모르겠어요.
4.다리가 붓거나 이런 것도 전혀 없었는데 폐결핵 앓고 나서부터 그랬어요.그

후에 제가 생각할 때 이거 약 투입하고 나서부터 그러는 것 같은데 저같은
경우는 양이 작아서 그거랑은 상관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변성변성변성변성

1.목소리 지금 쉰 거에요.
2.양치질 하는데도 목이 목소리가 변해요.
3.이거 쓰니까 조금 음성이 변한다고 하니까.

6. 6. 6. 6. 기대감기대감기대감기대감

증상 증상 증상 증상 호전에 호전에 호전에 호전에 대한 대한 대한 대한 기대기대기대기대

1.내가 살기 위해서는 틀림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2.애들이 자꾸 더 쉬라는걸 그냥 했죠.얼른 날 욕심으로...
3.병 고치겠다는 의념으로 열심히 했지요.
4.아직 완치가 안 되고 하니까.
5.다 나을때까지 써야지.
6.병 나을려고 쓰는 거지요.
7.내 병을 고쳐야 되니까.확실한거는...
8.일단은 고치고 봐야 되니까.흡입을 할 수밖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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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안 따르면 내 병을 고칠 수가 없잖아.
10.첫째는 내 병을 고치기 위해서니까.
11.고치기 위해서나 뭐 악착같이 해야지.
12.그거 하면 낫는다 그러니까 자꾸 해지.
13.아픈게 안 아프라고 잘 쓰는거죠.
14.숨 안차라고.
15.내몸을 위해서...

증상 증상 증상 증상 유지에 유지에 유지에 유지에 대한 대한 대한 대한 기대기대기대기대

1.근데 이게 호전을 바라고 하는 거는 아니고 그때그때 그 순간을 이제 이렇게
지속시켜주는거지 호전을 바라고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2.좋아지는 것 보다 나이 많으니 요대로나 유지하다 갈려고.
3.그래 인제 안해면 안되는가부다 해서 계속 하지요.

7. 7. 7. 7. 효과부족효과부족효과부족효과부족

일시적 일시적 일시적 일시적 효과효과효과효과

1.뭐 조금 덜하다가 더하다가 그러네요.
2.일을 하면 숨이 차고 가만 앉아 있으면 숨이 안차고.
3.먼저번하고 똑같애.먼저번엔 쬐끔 나아졌다 그러더니 어째 오늘은 그마저도

없네.
4.증상이 좋아진다기보다 기침이 심할 때 멈추더라고요.
5.고게 요거만 쪼꼼 못 한 것 같고.
6.기침 멈추는게...잠시 뿐이더라고요.
7.이거는 쓰겠는데 이거 말고 왜 꼬부라진거 있지.그건 뭐 별 크게 효과가 없

는것 같네.
8.근데 이제 제가 체력이 저하 되면서 숨 찬 거는 따로 있죠.이거 쓰는거와 상

관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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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유지증상유지증상유지증상유지

1.뭐 숨찬게 어떤가는 폐가 원래 저거되니까 모르고.
2.여느건 변화를 잘 모르겠는데.
3.숨이차서 그렇지...
4.고래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5.변한거는 뭐 모르겠어.뭐 쓰기 전이나 지금 이나 잘 모르겠다고.
6.낫지도 않고.
7.증상이 뭐 난다더니 이렇게 안낫네.

약물내성에 약물내성에 약물내성에 약물내성에 대한 대한 대한 대한 두려움두려움두려움두려움

1.저는 이제 걱정이 이게 나중에 또 내 상태에서 효능이 조금 떨어질 때 또 다
른 좋은 약이 나올까 그게 걱정인거지.

2.그러는데 이게 지금은 듣는데 이게 또 오래 쓰다 보면은 내성이 생겨서 안들
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다른 약으로 대체할 수 있는 더 센 약이 나와야 되
는데 근데 그게 안 나오면 어쩌나 그게 걱정인거지요 뭐 계속 의술이 좋아
지니까 나오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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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Ⅱ. . . . 흡입제 흡입제 흡입제 흡입제 중단 중단 중단 중단 경험경험경험경험

1. 1. 1. 1. 경제적 경제적 경제적 경제적 부담부담부담부담

본인의 본인의 본인의 본인의 경제적 경제적 경제적 경제적 부족부족부족부족

1.제가 지금 돈벌이도 못하고 놀잖아요.
2.그래 이게 다달이 약 값이 제가 한 6만원 돈 됩니다.
3.예약 해야지 그러면 그 10만원 돈이 없어요.
4.그래서 이제 될 수 있으면 줄글라고 하고...
5.여유가 있을 땐 한통 사오고,없을 땐 안사고 했으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6.돈이 얼마요.못 하는거요.
7.돈이 없어서,좋은 줄 알면서도요.
8.효과적인데 왜냐면은 이 촌에는 참 일이 없고 돈 걱정...
9.자녀들은 어리고 돈걱정 때문에 이걸 사용을 못해서 그렇지.
10.이걸 누가 사용을 하겠어요.비싸 촌사람들이...
11.돈이 제일 문제에요.
12.좋은걸 모르나요.그런데 이거 한 개에 뭐 천원,이 천원은 아니고 이거 한

세트에 사만 몇 천원씩 이에요.

가족의 가족의 가족의 가족의 경제적 경제적 경제적 경제적 지지 지지 지지 지지 부족부족부족부족

1.다 못 사니까,저 식구 살기도 바쁘고...
2.내가 그래 그걸 자식들한테 얻어야 하니까 환장하겠다고...
3.(자식들)직장도 뭐 크게 좋은 게 없고...
4.자식들 다 잘 살고 하면 아버지 엄마도 도와주고 그러겠지만 아직 그렇지 못

하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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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2. 인식부족인식부족인식부족인식부족

임의조절임의조절임의조절임의조절

1.쓰지 말라 소리는 않고,제가 안했지요.
2.내 스스로 안했었어요.이거를.며칠동안...
3.집에...한달치가 있는데 이걸 한 번 안하고 이달은 저것(seretide)만 해 봤거

든요.
4.한동안 안 썼어요.기침이 좀 덜한 것 같아서...
5.병원 약을 먹고 있으니 이걸 사용을 해도 좋은지 나쁜지 모르니까 사용을 안

한거지.
6.이거는 이제 완전히 심하게 숨이 차거나 일하기 힘이 들 때 요럴 때만 사용을

하고...

휴대 휴대 휴대 휴대 어려움어려움어려움어려움

1.몸을 다쳐가지고 병원 딴 병원가서 입원해 있어서...
2.못 가져 다니지요.

약물 약물 약물 약물 분실분실분실분실

1.이 약을 잃어 버려갖고...
2.약을 타다 잃어 버려갖고 한 3개월 동안 약 4개월 동안 못 쓴 적이 있어요.

3. 3. 3. 3. 부작용부작용부작용부작용

인후의 인후의 인후의 인후의 불편감불편감불편감불편감

1. 4월부터 계속 했더니 요전에 목이 조금 부은 것 같더라고...
2.뭐 삼키는게 거북하고...
3.(목이 부어서)사래가 걸리시니까 막 호흡이 넘어가요.
4.(목소리 변하면)심하면 그랬지(안 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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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의 구강의 구강의 구강의 불편감불편감불편감불편감

1.그랬더니(중단했더니)잇몸이 좀 가라앉지...
2.입안에 물집이 생겨 터져가지고...
3.너무 아파가지고 입안이...

부작용부작용부작용부작용

1.부작용 때문에 하루 이틀은 끊어봤지...
2.이거를 했더니 부작용 같은 게 난 줄 알고...

4. 4. 4. 4. 효과부족효과부족효과부족효과부족

효과부족효과부족효과부족효과부족

1.근데 그 꼬부라진거 고것만이 좀 못하더라고.그게 젤 못하더라고.이게 젤
낫고...

2.이걸(seretide)한 갤 쓰나 저걸 쓰나 제 생각은 그래 그렇더라고요 호흡 되
는게...

3.근데 제 생각은 요것(seretide)만 해도...
4.이거(seretide)할 때나 이거(spiriva)할때나 숨 찬거는 비슷하단 말이에요.
5.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6.그거 아무 효과가 없잖어.대번은.그래서 안 썼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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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IInnnhhhaaallleeerrrUUUssseeebbbyyyPPPaaatttiiieeennntttssswwwiiittthhhOOObbbssstttrrruuuccctttiiivvveeeLLLuuunnngggDDDiiissseeeaaassseee

Kim,JinHee
Dept.ofNursing

TheGraduateSchool
YonseiUniversity

Thepurposeofthisstudywastoidentifytheexperiencesofpatientswith
obstructivelungdiseaseintheuseofinhalers.Theparticipantsinthisstudy
were29patientsdiagnosedwithCOPD orAsthmaatYuniversityhospitalin
W city.TheyhadusedDPIorMDIinhalersforaminimum ofonemonthand
hadoneormoresessionsoninhalereducation.Thedatawerecollectedfrom
April1to26,2008.Datacollectionwasdoneusingin-depthinterviews,which
wererecordedonaudiotape.Toanalyzedata,contentanalysiswasdoneusing
ananalysisschemedevelopedbytheinvestigators.

Theresultsofthisstudyareasfollows.

1.Therewere268significantstatementsontheexperienceofusinganinhaler.
Whenthestatementswereanalyzedandcategorizedbytheinvestigators,7
categories and 26 subcategories were found.The 7 categories were as
follows:symptom improvement,educationalsupport,convenience,lack of
recognitionofimportance,sideeffects,expectations,andlackofeffec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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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Forexperiencesin discontinuing the use ofthe inhaler,there were 41
significantstatements.Whenthestatementswereanalyzedandcategorized
bytheinvestigators,4categoriesand 9subcategorieswerefound,which
wereasfollows:economicburden,lackofrecognitionofimportance,side
effects,andlackofeffectiveness.

In conclusion,patients with obstructive lung disease who have used
inhalershaveexpectationsofsymptom improvement,educationalsupportby
themedicalteam on inhaleruse,and convenientinhaleruse,buttheyalso
experiencedinadequateeducationoninhaleruse,inconvenience,anddifficulty
inpurchasinginhalers.Bothinhalerusersandpatientswhodiscontinuedtheir
inhalersexperienced alackofrecognition oftheimportanceofinhaleruse,
sideeffects,andlackofeffectivenessofmedication.Oneofthemajorcausesof
discontinuinginhalerusewaseconomicburden.

These results show thatthere is a necessity to develop various and
effectiveeducationalprogramsforappropriateinhaleruseforpatientswith
obstructivelungdiseaseandalsotoimproveunderstandingofthediseaseand
inhalerusethroughbroadeducationprograms.Thisstudyidentifiedeconomic
burdenasamajorcauseofinhalerdiscontinuance,whichsuggestsaneedfor
supportto patientswith obstructivelung diseaseto enableeffectiveuseof
inhalers.

Keywards:Obstructivelungdiseasepatients,Inhaler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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