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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만성폐질환자의 호흡곤란 유발요인 및 증상관리 전략

   호흡곤란은 힘들거나 어렵고 불편한 호흡에 대한 주관적인 경험으로, 만성폐질

환자에게 질병과 동반되는 가장 고통스럽고 삶을 위협하는 증상이다.  만성폐질환

자는 흡연인구의 증가, 평균 수명의 연장, 인구의 노령화 등으로 그 대상자 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의 호흡곤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만성폐질환자의 호흡곤란 유발요인 및 증상관리 전략을 파악해 

봄으로써 만성폐질환자의 호흡곤란을 관리하기 위한 간호교육이나 중재를 개발하

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차별화 된 증상관리를 

유도하고자 시행되었다.

   연구방법은 2002년 4월 15일부터 5월 30일까지 서울시내 S병원 호흡기 내과 

외래로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모든 만성폐쇄성폐질환자와 기관지천식 환자를 근

접 모집단으로 하여 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한 총 53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

하 다.  호흡곤란 유발요인 및 증상관리 전략을 파악하기 위하여 선행연구, 문헌

고찰 및 만성폐질환자와의 면담을 기초로 연구자가 개발하고 전문가 집단의 검증

을 거친 후 사전조사를 통하여 수정보완한 『호흡곤란 유발요인 측정도구』, 『증

상관리 전략 측정도구』를 이용하 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0.0을 이용하

여 전산처리하 으며, 호흡곤란 유발요인 및 증상관리 전략은 실수와 백분율로, 대

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호흡곤란 유발요인 및 증상관리 전

략은 chi-square test,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만성폐질환자의 호흡곤란을 유발하는 가장 흔한 신체적 요인은 ‘버스를 타기 

위해 달려갈 때’, ‘경사진 곳을 오를 때’, ‘계단을 오를 때’, ‘운동을 할 때’, ‘물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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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길 때’ 등으로, 심리적 요인은 ‘화를 내거나 흥분했을 때’, ‘불안하거나 긴장했   

을 때’ 등으로, 상황적 요인은 ‘공기가 나쁜 곳에 있을 때’, ‘주위에 담배를 피는   

사람이 있을 때’ 등으로 나타났다.

만성폐질환자의 호흡곤란 유발요인은 나이, 성별, 직업유무, 가족의 월수입, 질병  

의 중증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2. 만성폐질환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장기 증상관리 전략의 우선순위는 ‘긍정적

인 사고를 갖는다’, ‘처방된 약을 복용하거나 흡입한다’, ‘가능한 천천히 움직인다’,  

‘가능한 호흡곤란을 유발하는 상황이나 환경은 피한다’, ‘신선한 공기를 마신다’,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의도적으로 노력한다’ 등이며, 이러한 장기 증상관리 전략   

은 나이, 직업유무, 산소 사용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3. 만성폐질환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단기 증상관리 전략의 우선순위는 ‘가능한 

천천히 움직인다’, ‘긍정적인 사고를 갖는다’, ‘처방된 약을 복용하거나 흡입한다’,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의도적으로 노력한다’, ‘가능한 호흡곤란을 유발하는 상황    

이나 환경은 피한다’ 등이며, 이러한 단기 증상관리 전략은 직업유무에 따라 차    

이가 있었다.

   4. 만성폐질환자들은 평상시 호흡곤란과 갑작스런 호흡곤란을 관리하기 위한 

호흡곤란 관리 전략 사용에 있어 우선순위가 비슷한 것으로 파악됨으로써 장․단

기 증상관리 전략에 큰 차이가 없었다.

  이상의 결과에 의하면, 만성폐질환자에게 호흡곤란은 다양한 신체적, 심리적, 상

황적 요인들에 의해 유발되고, 증상관리 전략은 장기와 단기의 경우 비슷하며, 여

러 가지 요인들이 호흡곤란 유발요인 및 증상관리 전략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므로 만성폐질환자의 호흡곤란 유발을 감소시키고 증상을 효율적으로 관

리하기 위하여는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간호교육이나 중재방안이 모

색되어야 할 것이다.

                                                                            

핵심되는 말 : 만성폐질환자, 호흡곤란, 유발요인, 증상관리 전략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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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과학의 발달과 생활수준의 향상, 평균수명의 연장과 인구의 노령화 등으로 질

병의 발생양상이 크게 변화되어 급성질환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장기적인 치료와 

간호가 요구되는 만성질환자들이 증가하여 건강관리체계와 간호활동의 주요한 관

심대상이 되고 있다. 

   호흡기질환의 만성 형태인 만성폐질환은 기침, 객담, 호흡곤란을 주소로 하는 

질환으로서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불리우고 있는 만성 기관지염과 폐기종은 물론 

기관지천식, 기관지확장증, 미만성폐질환 등이 포함된다(김성규, 2002).  미국의 경

우 유병율은 10∼15%로, 인구 100명당 10∼15명이 만성폐질환의 일종인 만성폐쇄

성폐질환자라 추정되며(Vollmer, Osborne, & Buist, 1998) 폐렴 및 천식을 포함하

여 주요 사망원인의 3위를 차지하고 있고(ATS, 1995), 우리나라의 경우 정확한 유

병율은 보고된 것이 없지만 만성폐질환이 포함되는 만성하기도질환으로 인한 사

망률은 1990년 인구 100,000명당 10.5명에서 1999년 13.7명으로 계속적으로 증가하

며 주요 사망원인의 10위를 차지하고 있다(통계청, 2000).

   만성폐질환자들은 호흡곤란, 기침, 객담, 피로, 수면장애, 울혈 등의 신체적인 

증상을 자주 경험하며(Kinsman, Yaroush, Fernandez, Dirks, Schocket, & 

Fukuhara, 1983) 질병이 진행됨에 따라 호흡장애가 심해져 기력이 감퇴되고 일상

생활 활동을 수행하기 어렵게 된다(서경희, 1988).  정서적으로는 불안과 우울이 

자주 나타나고(Gift, Plaut, & Jacox, 1986) 무력, 절망감, 소외감 등의 증상을 경험

한다.  또한 건강문제가 장기화됨에 따라 질병으로 인한 실업과 함께 급성 악화로 

인한 반복 입원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유하기 어렵고 본인은 물론 가족 등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경제적, 사회적 및 심리적 부담을 초래하여(박재민, 1998) 삶의 질

에 부정적인 향을 받게 된다(Altose, 1985; De Vito, 1990; Mahler, Tomlinson, 

Olmstead, Tosteson, & O’Conner, 1995).



- 2 -

   여러 가지 호흡기 증상 중 호흡곤란은 만성폐질환자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질병과 동반되는 가장 고통스럽고 삶을 위협하는 증상으로(De Vito, 1990; Gift et 

al., 1986; Truesdell, 2000) 대상자들의 기능 상태와 삶의 질에 부정적인 향을 미

치는 주요소이므로, 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함께 증상을 관리하기 위한 전략

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O’Donnell, 1994; O’Driscoll, Corner, & Bailey, 1999).  

   외국의 경우 만성폐질환자의 호흡곤란 유발요인(Dudley, 1969; Dudley, 

Wermuth, & Hagne, 1973; Gift, 1991; Gift & Cahill, 1990; Gift et al., 1986)이나 

증상을 관리하는 전략(Barstow, 1974; Carrieri & Janson-Bjerklie, 1986; 

Fagerhaugh, 1973; Janelli, Scherer, & Schmieder, 1991; Jo, 2000; Nield, 2000; 

Parsons, 1990)에 대한 연구가 196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

나 국내의 경우 만성폐질환자의 호흡곤란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이 만성폐쇄성폐

질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호흡재활요법(김매자, 1987; 김애경, 2001), 지시적 

심상요법(윤정선, 1997), 호흡곤란 관련 증상(오의금, 1990), 삶의 질(박순주, 2001), 

삶의 만족(서경희, 1988)에 관한 것 등으로 호흡곤란 유발요인 및 증상관리 전략

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만성폐질환자의 호흡곤란을 관리하기 위한 간호교육이나 중재를 개발

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차별화 된 증상관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만성폐질환자의 호흡곤란 유발요인 및 증상관리 전략에 대한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자는 만성폐질환의 대표적인 형태인 만성폐쇄성폐질환자와 기관

지천식 환자를 대상으로 호흡곤란 유발요인 및 증상관리 전략을 파악하기 위하여 

본 연구를 시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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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만성폐질환자의 호흡곤란 유발요인 및 증상관리 전략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만성폐질환자의 호흡곤란 유발요인을 파악한다.

2) 만성폐질환자의 장․단기 호흡곤란 관리 전략을 파악한다.

3) 만성폐쇄성폐질환자와 기관지천식 환자의 호흡곤란 유발요인 및 장․단기 호흡  

   곤란 관리 전략을 파악한다.

4) 만성폐질환자의 호흡곤란 유발요인 및 증상관리 전략과 관련이 있는 변수를 파

악한다.

3. 용어의 정의

1) 만성폐질환자

   여러 가지 호흡기질환 증상 중에서도 기침, 객담, 호흡곤란을 주소로 하는 질환

으로서, 만성 기관지염과 폐기종이 포함되는 만성폐쇄성폐질환, 기관지천식, 기관

지확장증, 미만성폐질환 환자이다(김성규, 2002).

   본 연구에서는 병력, 1초간 노력성 호기량에 대한 예측치(FEV1), 기관지확장제

에 대한 기도가역성 정도, 호흡곤란 양상을 기준으로 호흡기 내과 전문의에 의해 

만성폐질환으로 진단을 받고 호흡곤란을 주소로 외래로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환

자 중, 기도폐쇄의 소견을 보이는 만성기관지염과 폐기종이 포함되는 만성폐쇄성

폐질환자와 기도폐쇄의 소견을 보이지 않는 기관지천식 환자로 국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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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호흡곤란

   호흡하는 것을 힘들거나 어렵고 불편한 경험으로 주관적으로 인지한 것을 말

한다(Altose, 1985).

   본 연구에서는 만성폐질환자들이 감지하는 힘든 호흡의 정도를 『Modified 

Borg Scale』로 측정한 점수로써, 점수가 높을수록 호흡곤란이 심한 것을 의미한

다(Eakin, Kaplan, & Ries, 1993). 

3) 호흡곤란 유발요인

   유발요인이란 어떤 것에 이끌려 다른 일이 일어나도록 하는 원인 또는 조건이 

되는 요소로(국립 국어연구원, 1999), 호흡곤란 유발요인은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원인 또는 조건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문헌고찰 및 만성폐질환자와의 면담을 기초로 연구자

가 개발한 신체적 요인 16문항, 심리적 요인 4문항, 상황적 요인 8문항의 『호흡곤

란 유발요인 측정도구』로 측정한 점수로써, 점수가 높을수록 호흡곤란을 유발하

는 요인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4) 증상관리 전략

   병을 앓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상태나 모양을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한 전

반적인 방법이나 책략이다(국립 국어연구원, 1999).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문헌고찰 및 만성폐질환자와의 면담을 기초로 연구자

가 개발한 총 23문항의 『증상관리 전략 측정도구』로 측정한 점수로써, 점수가 

높을수록 증상관리 전략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장기 증상

관리 전략은 평상시에 호흡곤란을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증상관리 전략이며, 

단기 증상관리 전략은 갑자기 호흡곤란을 느꼈을 때 또는 급성 악화로 인하여 평

상시보다 호흡곤란의 정도가 심해졌을 때 호흡곤란을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증상관리 전략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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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정상적인 상태에서 호흡은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자동적인 기능이나, 호흡기 

질환, 심장 질환 그리고 호흡근에 향을 미치는 신경근 장애에서는 불편하고 고

통스러운 것으로 감지될 수 있다.  호흡곤란으로 표현되는 이러한 경험은 어려운 

호흡의 불유쾌한 감각과 그러한 감각에 대한 인간의 반응으로(Altose, 1985; 

Carrieri, Janson-Bjerklie, & Jacox, 1984), 만성폐질환자에게 가장 심각하며 삶을 

위협하는 증상이다.

   본 장에서는 만성폐질환의 대표적인 형태인 만성폐쇄성폐질환과 기관지천식을 

중심으로 호흡곤란의 기전 및 관련요인, 호흡곤란의 관리 전략에 관하여 고찰하고

자 한다.

1. 만성폐질환자의 호흡곤란

1) 호흡곤란의 발생기전

   호흡곤란은 어렵거나 노력이 요구되는 호흡의 주관적인 경험과 감각의 반응으

로(Brown, Carrieri, Janson-Bjerklie, & Dodd, 1986; Gift et al, 1986), 호흡기계 

질환자들에게 일반적으로 ‘호흡이 짧다’, ‘공기를 이동하는 것이 힘들다’, ‘충분한 

공기가 없다’ 그리고 ‘가슴이 조여든다’ 등으로 표현된다(Brown et al, 1986; 

Janson-Bjerklie, Carrieri, & Hudes, 1986).  호흡곤란의 한 가지 증상만이 나타나

기보다는 피로, 두통, 오심, 따끔거림, 감각의 둔화와 같은 증상들이 동반되며

(Brown et al., 1986), De Vito(1990)의 연구에서 환자들은 호흡곤란 동안 공포

(fear), 무력감(hopelessness), 활력의 상실(loss of vitality), 몰입(preoccupation), 

합리화(legitimacy)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흡곤란의 양상은 질병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천식 환자들은 일시적이고 발작적인 호흡곤란을 경험하고 

호흡곤란이 이러한 순간적인 발작 사이 완전히 완화되는 반면 기관지염, 폐혈관 

질환, 폐기종 환자들은 지속적인 호흡곤란을 경험한다(Carrieri et al.,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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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한 이론도 호흡곤란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완전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다음의 네 가지 이론이 호흡곤란의 감지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Carrieri 

et al., 1984).

   첫 번째 이론은 구심성 폐내 수용체의 자극에 관한 것이다.  이 이론은 신경성 

충동에 초점을 둔 것으로(Carrieri et al., 1984), 기관지 평활근의 신경 말단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폐가 팽창하는 동안 자극되는 ‘S’수용체(Carrieri et al., 1984; 

Guz, Noble, Eisele, & Trenchard, 1970), 기도의 상피세포에 있는 신경 말단부에

서 뻗어 나와 먼지, 화학물질, 기관지 평활근의 수축 그리고 폐 용적의 크고 갑작

스런 변화에 따른 기관지벽의 긴장에 의해 자극되는 ‘I’수용체(Carrieri et al., 

1984; Widdicombe, 1979), 폐포의 간질이나 폐 모세혈관 근접부에 위치하고 있으

며 폐울혈과 미세 색전에 의해 자극되는 ‘J’수용체(Carrieri et al., 1984; Murray, 

1976)가 자극될 때 호흡곤란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이론은 중추신경계의 기전과 환기 노력에 대한 민감성의 증가에 관한 

것이다.  인간은 중추신경계의 회환기전을 통하여 뇌간에 있는 호흡중추에 의해 

요구된 호흡 노력의 양을 인식한다.  이 이론은 저산소증, 과탄산혈증, 산증 그리

고 폐기능 부전과 같은 상황하에서 환기 노력이 증가될 때 호흡곤란이 발생한다

는 것으로(Sweer & Zwillich, 1990), Frankstein(1979)은 호흡근이 약하여 호흡을 

하는데 증가된 노력과 부적절한 근경축 사이에 인지된 불일치에 의해 호흡곤란을 

지각하게 된다고 가정하 다.

   세 번째 이론은 환기 용량 또는 호흡 보유의 감소에 관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호흡 보유가 65∼70%이하로 감소할 때 호흡곤란이 일어난다는 것이다(Carrieri et 

al., 1984; Fishman & Ledlie, 1979).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은 호흡곤란이 일어나

지 않고도 호흡 보유를 감소시킴으로써 환기를 증가시킬 수 있다(Carrieri et al., 

1984).

   네 번째 이론은 Campbell과 Howell의 길이-긴장 부적합이론(Length-Tension 

Inappropriateness)이다.  이 이론은 호흡에 대한 추가된 부하는 호흡근에 의해 생

성된 긴장과 근 길이의 변화 사이에서 발생한 변화에 의해 감지된다고 가정하

다.  즉, 기대되어진 근단축의 정도가 주어진 운동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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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곤란이 발생한다는 것으로, 호흡기계의 제한적이거나 탄력적인 부하, 호흡근을 

비효율적으로 만드는 과팽창, 근 허약 그리고 근 피로와 같은 다양한 상황에서 호

흡곤란이 발생한다고 하 다(Sweer & Zwillich, 1990).

   이 외에도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을 설명하는 이론들에는 호흡일량

의 증가, 폐교환 압력의 증가, 호흡시 산소소모의 증가, 늑간근과 횡경막의 근실조 

그리고 호흡에 대한 비정상적인 충동 등이 있다(Burki, 1980; 오의금, 1990).

  

2) 호흡곤란 관련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 

   호흡곤란은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과정으로서, 생리적 요인뿐만 아니라 심리적, 

상황적 요인들과 관련되어 각 개인마다 그 정도가 다양하다(Carrieri et al., 1984).

(1) 생리적 요인

   많은 연구들이 호흡곤란과 생리적 변수 사이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 수행되었

다.  Gift 등(1986)은 호흡보조근의 사용이 높은 수준의 호흡곤란을 경험하는 환자

에게서 더 많음을 확인하 고, Gift와 Cahill(1990)은 높은 수준의 호흡곤란을 경험

할 때에는 낮은 수준의 호흡곤란을 경험할 때와 비교하여 혈청 cortisol 수준이 더 

높음을 확인하 다.  부적절한 호흡양상과 호흡곤란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

다(Breslin, Garoutte, Carrieri, & Celli, 1990).  그러나 만성폐쇄성폐질환자의 폐기

능이 나빠질수록 호흡곤란이 심해질 것이라는 일반적인 믿음과는 달리(Lareau, 

Meek, Press, Anholm, Roos, Calif, & Ariz, 1999; Mahler et al., 1995), 폐기능 수

치와 환자에게 보고된 호흡곤란 사이에는 단지 보통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

으로 밝혀졌다(McCarley, 1999).  Eakin, Kaplan, Ries와 Sassi-Dambron(1996)은 

호흡곤란과 폐기능(FEV1, FVC 등)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호흡곤란은 폐기

능과 개념적으로 다름을 밝혀냈다.  이러한 사실은 Lareau와 그의 동료들(1999)이 

34명의 남성 만성폐쇄성폐질환자를 대상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른 폐기능과 호흡

곤란을 종적으로 조사하 을 때, 시간의 경과에 따라 대상자들의 폐기능이 감소하

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자들에 의해 보고된 호흡곤란에는 명백한 감소가 없었다

는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정적인 폐용적과 동맥혈가스는 호흡곤란과 최소한의 

상관관계가 있으며(Gift et al., 1986), 최대 산소소모량(VO2max)과 호기용적(VE)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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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곤란과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Burki, 1980).  

   호흡곤란의 인지나 해석은 폐질환의 정도보다는 다른 원인에 의해 향을 받

으며, 호흡곤란의 심각한 정도는 폐부전의 정도로 예측했던 것보다 상당히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다(Carrieri et al., 1984).

(2) 심리적 요인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호흡곤란이 발생한다는 발견은 그리 오

래되지 않았다.  Carrieri 등(1984)은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폐혈관계질환, 제한

성폐질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러한 질환자들은 호흡곤란 동안 공항, 

걱정 그리고 분노와 같은 정서를 경험한다고 하 다.  또한 불안과 우울도 호흡곤

란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Burns & Howell, 1969).  호흡곤란은 이러한 불

안와 우울에 의해 심해지는데, 불안시에는 감소된 동맥혈내 이산화탄소분압과 함

께 과환기가 동반되는 반면 우울은 과소환기에 의해 일어난다(Carrieri et al., 

1984; Dudley, Holmes, Martin, Ripley, 1964).  불안은 호흡곤란이 낮은 수준일 때

보다 높거나 중간 정도의 수준일 때 높으며, 낮은 수준의 호흡곤란일 때와 비교하

여 높거나 중간 정도일 때 환자들은 전반적인 불편감을 경험한다(Gift et al., 

1986).

   극심한 호흡곤란의 증상은 사회적으로 격리되고, 젊으며, 최근에 스트레스가 많

고, 현재 많은 정신과적 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Burns & Howell, 1969).  

(3) 상황적 요인

   날씨와 환경의 변화와 같은 상황적 요인도 호흡곤란과 관련이 있다.  바람, 심

한 더위와 추위 그리고 습한 환경은 비정상적인 호흡양상을 경험하고 있는 환자

들에게 향을 미친다(O’Driscoll et al., 1999).  높은 압력이나 긴장도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으며(Brown et al., 1986), 공기의 오염도 호흡곤란에 향을 미칠 수 

있다(Fagerhaugh, 1973; Gift et al., 1986).  특히 폐쇄성폐질환, 천식, 폐혈관계질

환, 제한성폐질환 환자들에게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가장 심각한 상황은 담배를 피

는 환경에 노출되는 것으로 밝혀졌다(Janson-Bjerklie et al., 1986).  호흡곤란과 

관련이 있는 현상에 대한 모델에서도 Carrieri 등(1984)은 생활의 배열, 사회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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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고도, 공기 오염, 계절적 변화, 자극제와 알러지원, 삶의 사건 등을 호흡곤란과 

관련이 있는 상황적 요인으로 범주화하 다.

   또한 아직 직접적으로 연구되어진 것은 없지만 민족성, 문화적 경험, 사회경제

적 수준 그리고 사회적 요인들도 호흡곤란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Carrieri et al., 1984).

   이와 같이 호흡은 신체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정서적이고 인지적인 구성요소를 

포함하는 다면적인 본질로, 위와 같은 호흡곤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는 만성폐질

환자의 호흡곤란을 관리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는데 필수적이라 생각된다.

2. 호흡곤란 관리 전략

   만성 호흡곤란을 경험하는 환자들은 그들의 급성과 만성 호흡곤란을 관리하기 

위한 예방적이며 치료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호흡곤란을 관리하기 위한 계획은 

생리적 기능을 적정화하고 호흡곤란을 야기하는 정서적 변수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De Vito, 1990), 몇몇 연구에서 환자들은 다양한 시도와 실패를 통하여 그

들의 호흡곤란을 관리하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ruesdell, 2000).  이러한 전략은 투약에 대한 자가 조절과 같은 문제중심 대처

이거나 다른 사람들과의 격리와 같은 정서중심 대처일 수도 있고, 자세변경과 같

은 단기적인 대처이거나 일상생활의 변화와 같은 장기적인 대처일 수도 있다

(Carrieri & Janson-Bjerklie, 1986).  만성폐질환자의 호흡곤란에 대한 연구에 나

타난 대표적인 증상관리 전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효율적인 호흡운동 조절  

   호흡법은 만성폐질환자들이 호흡곤란으로 야기된 공포를 느낄 때 가장 효과적

인 방법으로(De Vito, 1990), 심호흡(deep breathing), 입술을 오므린 호흡

(pursed-lips breathing) 그리고 복식 호흡(abdominal breathing) 등이 있다. 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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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입술을 오므린 호흡은 많은 연구에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지지된 것으로

(Carrieri & Janson-Bjerklie, 1986), 코를 통하여 공기를 들이마시고 오므린 입술

을 통하여 천천히 내뱉는 방법이다(Tiep, Burns, Kao, Madison, & Herrera, 1986).  

입술을 오므린 호흡은 호흡수를 감소시키고 1회 호흡량을 증가시키며(Breslin, 

Roy, & Robinson, 1992), 동맥혈내 이산화탄소분압은 감소시키고 산소분압은 증가

시켜 산소포화도를 향상시킨다(Sweer & Zwillich, 1990).  또한 호흡곤란이 호흡

보조근 사용의 증가와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기시 호흡보조근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횡경막의 움직임을 지지하여 호흡양상을 향상시키며 기관지가 허탈되

는 것을 방지한다(Barach, 1974; Breslin et al., 1992).  이차적으로는 분무제나 흡

입제의 사용을 효율적으로 한다.  특별한 기구나 비용이 필요하지 않고 부작용도 

없으므로 많은 환자들에게 활용된다(Truesdell, 2000).

2) 효율적인 자세 유지

   자세는 횡경막이 더 좋은 위치에 놓이게 하여 호흡의 노력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으로, 많은 만성폐질환자들은 앞으로 기울이거나 앙와위로 누운 자세에서 그들

의 호흡곤란이 감소된다는 것을 발견하 다(Sweer & Zwillich, 1990).  앞으로 기

울여 앉거나 앙와위로 누운 자세는 횡경막이 위쪽으로 리고 흉곽내 음압을 형

성하는데 더 효과적이며(Sweer & Zwillich, 1990), 호흡보조근을 덜 사용하고 횡

경막의 길이-긴장 상태를 향상시킴으로써 호흡곤란을 감소시킨다(Barach, 1974).

3) 산소요법

   지속적이거나 간헐적인 산소요법은 휴식시 호흡곤란이 있거나 운동시 저산소

혈증이 나타나는 만성폐질환자를 위한 중요한 치료법이다.  호흡 노력과 환기를 

감소시키고 근육으로의 산소운반을 증가시킴으로써 호흡곤란을 감소시킬 수 있다

(Sweer & Zwillich, 1990; Woodcock, Gross, & Geddes, 1981).  Stulbarg, Dean과 

Himelman 등(1989)의 연구에서도 휴식시 저산소혈증이 나타나지 않는 12명의 만

성폐쇄성폐질환자에게 자전거 타기를 이용한 운동시 40%의 보충적인 산소를 공급

하 을 때, 호흡곤란은 감소되고 운동시간은 증가하며 주어진 운동수준에서 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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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침상에만 누워있는 환자가 아닌 경우 이동용 산소기

구를 사용하면 환자의 활동성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Janssens, Rochat, 

Frey, Dousse, Richard, & Tschopp, 1997).

4) 약물 복용

   기관지 확장제 치료는 만성폐질환자를 위한 치료의 중심핵으로, 많은 연구자들

이 티오필린(theophylline), 베타-수용체 작용제(β2-agonist) 그리고 콜린수용체 차

단제(anticholinergic agent)가 만성폐질환자의 기류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 다.  

티오필린이 가장 많이 이용되며 호흡곤란을 완화시킨다고 보고되고 있지만, 폐기

능과 운동능력을 향상시키는지에 대한 연구에는 상반된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Sweer & Zwillich, 1990).  흡인용 베타-수용체 작용제와 콜린수용체 차단제도 

호흡곤란 치료를 위한 기관지 확장제로서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왔다(Runo & Ely, 

2001).  베타-수용체 작용제는 무작위화된 위약 통제 실험에서 13명의 만성폐쇄성

폐질환자의 1초간 노력성 호기량(FEV1)이나 노력성 폐활량(FVC)의 증가 없이 운

동으로 인한 호흡곤란과 동적인 과팽창을 감소시키고(Belman, Botnick, & Shin, 

1996), 콜린수용체 차단제는 32명의 만성폐쇄성폐질환자의 휴식시 그리고 운동 후 

호흡곤란을 감소시키고 6분 걷기 거리와 1초간 노력성 호기량을 증가시키는 것으

로 나타났다(Hay, Stone, & Carter et al., 1992).  Jenkins, Heaton, Fulton과 

Moxham(1987)의 연구에서 흡입제와 분무제는 호흡곤란, 기관지 확장, 응급시의 

사용 그리고 걷기 거리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환자의 흡

입제 사용기술이 적합하다면 흡입제의 사용이 우선시 고려되어지며, 분무제는 질

병의 말기 단계와 급성 악화시 환자가 너무 약하여 효과적으로 흡입제를 사용할 

수 없을 때 이용될 수 있다(Runo & Ely, 2001).  또한 환자들은 분무제를 사용하

는 동안 얕고 빠르게 숨을 쉬는 경향이 있고 앉아서 분무용기를 잡고 있는 것은 

지연된 상지의 사용으로 불편감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Janssens, Muralt, & 

Titelion, 2000), 분무제의 사용이 환자의 호흡곤란이나 피로를 증가시키는지 확인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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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상생활 활동(ADL) 관리

   많은 만성폐질환자들은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많은 향을 받고 있다

(Isoaho, Puolijoki, Huhti, Laippala, & Kivela, 1995).  따라서 목욕, 몸치장, 옷 입

기, 식사, 수면 그리고 이동과 같은 일상생활 수행의 관리가 대처 과정에서 나타나

며, 이러한 활동을 수행하는 능력의 변화로 삶의 형태에도 주요한 변화가 나타난

다.  옷은 쉽게 입고 벗을 수 있으며 덜 조이는 것으로 하고, 과식은 위압을 증가

시켜 횡경막을 누르고 호기를 더욱 어렵게 하므로 음식섭취를 감소시킨다.  들기, 

리, 당기기 그리고 구부리기는 더 많은 에너지를 요구하므로 이러한 동작을 포

함한 활동은 천천히 한다.  가장 유용한 관리 전략은 자신의 기능적 수행 정도에 

따라 일상생활 활동에 대한 계획을 미리 세우고 정해진 시간 내에서 목표를 달성

하는 것이다(Barstow, 1974).

6) 운동 수행

   만성폐질환자에게 운동은 운동지구력과 최대 산소소비를 증가시키며, 주어진 

일량에서의 산소소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호흡곤란의 감소도 보

고되는데, 이러한 효과는 운동과 관련된 공포를 감소시키고 조화를 증진하는 것과

도 관계가 있다.  그러나 운동이 폐기능이나 호흡 근력을 향상시키는지는 아직 밝

혀지지 않았다(Sweer & Zwillich, 1990).  피로를 느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

의 능력에 맞게 걷기나 계단오르기 등을 시행하고 점차적으로 운동시간이나 강도, 

빈도를 높일 수 있다.

7) 양 관리

   양 결핍은 만성폐질환자들의 일반적인 문제로, 단백질과 체조직의 상실을 초

래하고 골격근과 횡경막을 약하게 한다.  Openbrier, Irwin과 Rogers 등(1983)의 

연구에 의하면, 14명의 만성폐쇄성폐질환자 중 8명이 그들의 이상적인 몸무게의 

90%에 미치지 못 하며 신체적 소모가 팔 둘레의 감소, 삼두근의 두께 감소 그리

고 호흡 근력의 감소로 나타났다.  양 공급은 이러한 소모성 질환을 앓는 환자

들에게 꼭 필요한 것으로, Efthimiou, Fleming, Gomes와 Spiro(1988)는 양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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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좋지 않은 14명의 만성폐쇄성폐질환자에게 3개월간 일반적인 식이와 함께 집

중적인 보충식이를 공급하 을 때, 환자들의 6분 걷기 거리와 호흡곤란뿐만 아니

라 최대 흡기압(PImax)과 최대 호기압(PEmax)이 명백히 상승하 다고 보고하

다.  양은 호흡 근력과 지구력을 향상시키고 면역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가스 생성 음식과 과탄수화물 식이를 피하며 소량씩 자주 섭취하는 것이 좋다

(Sweer & Zwillich, 1990).

8) 생․행동 요법

   심리적 또는 심리사회적 치료는 환자의 질병에 대한 심리적 적응을 유도하는 

교육과 다양한 방법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호흡곤란은 환자들의 삶을 위협하는 것

이 아니며 운동시 발생할 수 있다는 단순한 재확인이 환자들에게 도움이 된다

(Sweer & Zwillich, 1990).  이러한 치료에는 생체 자기 제어법(biofeedback), 목표 

설정, 사회화, 상상요법, 최면, 이완요법 그리고 기분전환 등이 포함된다(Sandhu, 

1986).  생체 자기 제어법은 천식 환자의 기도저항을 감소시키고(Janson-Bjerkli 

& Clark, 1982), 만성폐쇄성폐질환자의 호흡수를 감소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Sitzman, Kamiya, & Johnson, 1983).  최면은 호흡수와 불안을 감소시키고 산소

포화도와 최대 유속을 증가시키며(Carrieri & Gormley, 1998), 이완요법은 맥박수

와 호흡수, 불안 그리고 호흡곤란을 감소시키고 최대 유속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Gift, Moore, & Soeken, 1992).   

   또한 호흡곤란을 감소시키기 위한 심리적인 증상관리 전략의 하나로, 만성폐질

환자들은 정서적이거나 신체적으로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피하고 혼자 있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arrieri & Janson-Bjerklie, 1986; Fagerhaugh, 1973).  

이것은 자신의 호흡곤란을 조절해 보려는 시도로, 정서적 충격을 감소시키기 위한 

보호기전으로 보여진다(De Vito, 1990).

9) 환경 조절

   흡연과 먼지, 에어로졸, 헤어 스프레이, 진한 향수, 조리시 강한 냄새와 같은 공

기오염은 기도를 자극하고 폐기능을 저하시키므로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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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흡연량을 점차 줄이면서 끊도록 해

야 한다.  찬 공기 또한 기도를 자극하므로 찬 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환기는 이른 아침보다 낮에 하도록 한다(신혜선, 1998).

   이러한 전략들은 환자 개인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지만, 병원이나 

호흡재활센터에서는 이외에도 이완제나 불안완화제 등의 약물치료, 호기근 훈련

(Inspiratory Muscle Training), 간헐적 음압 환기(Intermittent Negative Pressure 

Ventilation), 호흡재활(pulmonary rehabilitation), 폐용적 감소 수술(Lung Volume 

Reduction Surgery)과 같은 다양한 방법들이 만성폐질환자들의 호흡곤란을 관리

하기 위하여 시도되고 있다.

   이상으로 만성폐질환자의 호흡곤란의 기전, 관련요인 그리고 호흡곤란의 관리 

전략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호흡곤란은 만성폐질환자에게 삶과 죽음의 문제로서 

가장 심각한 증상이며 만성폐질환자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이

들의 기능적 수행 정도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호흡곤란을 

관리하기 위한 전략이 요구된다.  그러나 국내의 간호학 분야는 만성폐질환자의 

호흡곤란에 대한 연구가 적고 기존의 선행연구는 호흡곤란에 대한 중재, 증상, 삶

의 만족감에 초점을 둔 것이므로, 본 연구는 만성폐질환의 대표적인 형태인 만성

폐쇄성폐질환자와 기관지천식 환자를 대상으로 호흡곤란 유발요인 및 증상관리 

전략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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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만성폐질환자의 호흡곤란 유발요인 및 증상관리 전략을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지를 이용하여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한국의 모든 만성폐쇄성폐질환자와 기관지천식 환자를 표적 

모집단으로 하고, 서울시내 S병원 호흡기 내과 외래로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모든 

만성폐쇄성폐질환자와 기관지천식 환자를 근접 모집단으로 하여 편의추출하 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다음의 선정기준을 모두 만족시키는 대상자를 

본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 다.

1) 호흡기 내과 전문의에 의해 만성폐쇄성폐질환과 기관지천식을 진단 받은 환자

2) 호흡곤란을 주소로 외래를 방문한 환자

3) 연구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한 환자

4)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질문지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 남녀  

환자

3. 연구도구

  

   본 연구의 자료수집 도구로는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 다.  질문지는 일반

적 특성 11문항, 질병관련 특성 6문항, 호흡곤란 측정 1문항, 가족지지 측정 10문

항, 호흡곤란 유발요인 측정 28문항, 증상관리 전략 측정 23문항으로 총 79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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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에 관한 질문지는 문헌고찰을 기초로 연구자가 작성한 질문지를 

사용하 다.  이 질문지에는 대상자의 나이, 성별, 종교, 직업, 결혼상태, 가족동거 

여부, 교육정도, 가족의 월수입, 흡연 여부, 음주 여부, 호흡기 질환 및 호흡곤란 

관리에 대한 교육 경험 유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가족지지에 따라 호흡곤란 정도 및 호흡곤란 관리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족지지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Cobb(1976)의 도구를 강

현숙(1984)이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한 『가족지지 측정도구』를 사용

하 다.  이 도구는 총 1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만성폐질환자

에게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1문항을 제외하고 10문항만을 사용하 다.  “항상 그렇

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까지의 5점 평정척도로, 점수의 범위는 최저 

10점에서 최고 50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지지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

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뇌졸중 후 편마비 환자를 대상으로 한 강복희(1999)의 연

구에서 Cronbach’s alpha= .83이 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71이었다.

2) 질병관련 특성

   질병관련 특성에 관한 질문지는 문헌고찰을 기초로 연구자가 작성한 질문지를 

사용하 다.  이 질문지에는 진단명, 진단 받은 기간, 기관지 확장제 사용 여부, 산

소 사용 여부, 폐기능 검사 결과, 타질환 유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 호흡곤란

   만성폐질환자들의 호흡곤란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Borg의 『Modified Borg 

Scale』(Eakin et al., 1993)을 사용하 다.

   이 도구는 대상자들이 경험한 호흡곤란의 정도를 수직선의 숫자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최고로 심한 호흡곤란”10점에서 “전혀 호흡곤란 없음”0점까지의 비

율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호흡곤란이 심한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기계환기기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Lush, 

Janson-Bjerklie, Carrieri와 Lovejoy(1988)의 연구에서 시각적 상사척도(Visual 

Analogue Scale)와 상관관계(r= .92)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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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호흡곤란 유발요인 

   만성폐질환자의 호흡곤란 유발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선행연구, 문헌고찰 및 

만성폐질환자와의 면담을 기초로 연구자가 개발한 『호흡곤란 유발요인 측정도

구』를 사용하 다. 

   면담은 어떤 경우에 호흡곤란이 유발되는지에 대하여 폐기종을 진단 받은 두 

명의 만성폐쇄성폐질환자와 한 명의 기관지천식 환자에게 약 한 시간 반 동안 대

상자의 집이나 외래 진찰실에서 실시하 다.

   이 도구는 총 28문항으로, 신체적 요인 16문항, 심리적 요인 4문항, 상황적 요

인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의 상황에 호흡곤란을 느꼈던 적이 있으면 

“예”에, 호흡곤란을 느끼지 않았거나 해당되지 않으면 “아니오”에 표시하도록 되

어 있다.  “예”라도 답한 문항의 수를 점수로 사용하며, 점수의 범위는 최저 0점에

서 최고 28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호흡곤란을 유발하는 요인이 많은 것을 의미

한다.

   측정도구의 내용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간호대학 교수 1인과 임상경력이 

5년 이상인 대학원생 3인의 검토와 수정을 거쳤으며, 수정된 측정도구로 만성폐질

환자 6인에게 사전조사한 후 보완하여 사용하 다.

   도구의 신뢰도는 본 연구의 대상자를 통해 검증한 결과 Cronbach’s alpha= .87

이었다.

5) 증상관리 전략

   만성폐질환자의 증상관리 전략을 파악하기 위하여 선행연구, 문헌고찰 및 만성

폐질환자와의 면담을 기초로 연구자가 개발한 『증상관리 전략 측정도구』를 사

용하 다. 

   면담은 평상시와 갑자기 호흡곤란을 느꼈을 때 또는 급성 악화로 인하여 평상

시보다 호흡곤란의 정도가 심해졌을 때 호흡곤란을 관리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는

지에 대하여 폐기종을 진단 받은 두 명의 만성폐쇄성폐질환자와 한 명의 기관지

천식 환자에게 약 한 시간 반 동안 대상자의 집이나 외래 진찰실에서 실시하 다.

   본 도구는 총 23문항으로, 각 문항에 대하여 증상을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 18 -

전략은 “예”에, 사용하지 않는 전략은 “아니오”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예”라

고 답한 문항의 수를 점수로 사용하며, 점수의 범위는 최저 0점에서 최고 23점으

로, 점수가 높을수록 증상관리 전략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도

구를 두 번 사용하여 장기와 단기 증상관리 전략으로 구분하여 파악하 다.

   측정도구의 내용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간호대학 교수 1인과 임상경력이 

5년 이상인 대학원생 3인의 검토와 수정을 거쳤으며, 수정된 측정도구로 만성폐질

환자 6인에게 사전조사한 후 보완하여 사용하 다.

   도구의 신뢰도는 본 연구의 대상자를 통해 검증한 결과 장기와 단기 증상관리 

전략 각각 Cronbach’s alpha= .61과 .87이었다.

4.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02년 4월 15일 ∼ 5월 30일까지로, 아래와 같은 절차

를 거쳐 자료를 이루어졌다.

1) 본 연구자가 직접 간호부 및 호흡기 내과 외래를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 필요  

한 표본의 수, 자료수집 방법을 설명한 후 연구승인절차를 거쳐 자료수집 허락

을 받았다.

2) 연구대상의 선정기준에 맞는 환자에게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를  

동의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 다.

3) 외래 진찰실, 외래 대기실 등이 자료수집 장소로 이용되었다.  질문지 작성에   

소요된 시간은 평균 10∼15분 정도이 고,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질문을 하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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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부호화하고 SPSS 10.0 for Window program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 다.  자료분석을 위해 사용된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및 질병관련 특성은 실수,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 다.

2) 대상자의 호흡곤란 정도, 가족지지 정도, 호흡곤란 유발요인, 호흡곤란 관리 전  

  략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수,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 다.

3) 진단명에 따른 호흡곤란 유발요인과 증상관리 전략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χ2-test를 이용하 다.

4) 호흡곤란 유발요인 및 증상관리 전략과 관련이 있는 변수를 파악하기 위하여   

t-test, ANOVA와 Pearson’s correlation을 이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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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에 제시되었다.

   총 53명의 대상자들 중, 만성폐쇄성폐질환자는 33명(62.3%), 기관지천식 환자는 

20명(37.7%)이 다.

   대상자의 연령은 65세 미만이 24명(45.3%), 65세 이상이 29명(54.7%)으로 평균 

64.15세이 고, 성별은 남자가 35명(66.0%), 여자가 18명(34.0%)이었다.  종교는 35

명(66.0%)만이 가지고 있고, 교육수준은 중졸 이하가 22명(41.5%), 고졸이 15명

(28.3%), 대졸 이상이 16명(30.2%)이었다.  모든 대상자가 결혼한 상태 으며, 대

부분(98.1%)이 배우자 또는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  36명(67.9%)의 대상자가 

퇴직하 거나 질병으로 직업을 그만 두어 무직상태 으며, 가족의 월수입은 100만

원 미만이거나 300만원 이상인 대상자가 36명(67.9%)이었다.

   33명(62.3%)의 대상자가 흡연경험이 있으며, 이 가운데 6명(11.3%)은 현재에도 

흡연을 하고 있고, 27명(51.0%)은 금연을 한 상태이었다.  흡연량은 현재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경우 평균 24.78갑년(Pack Year)이 고, 금연한 경우 28.39갑년이었

다.  34명(64.1%)의 대상자가 음주경험이 있으며, 이 가운데 14명(26.4%)은 현재에

도 음주를 하고 있고, 20명(37.7%)은 금주를 한 상태이었다.  호흡기 질환 및 호흡

곤란의 관리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22명(41.5%)이 고, 교육

을 받은 횟수는 평균 2.32회 다.

   가족지지 점수의 평균은 41.89점으로, 대상자들이 높은 정도의 가족지지를 받고 

있으며, 만성폐쇄성폐질환자와 기관지천식 환자의 가족지지 정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 .885, p=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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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53)

 특성 구분
n(%)

전체대상자
53(100.0)

COPD*

33(62.3)

BA**

20(37.7)

  나이(세) 65세 미만 24(45.3) 14(42.4) 10(50.0)

65세 이상 29(54.7) 19(57.6) 10(50.0)

  성별 남 35(66.0) 27(81.8) 8(40.0)

여 18(34.0) 6(18.2) 12(60.0)

  종교 있다 35(66.0) 22(66.7) 13(65.0)

없다 18(34.0) 11(33.3) 7(35.0)

  교육수준 중졸 이하 22(41.5) 12(36.4) 10(50.0)

고졸 15(28.3) 10(30.3) 5(25.0)

대졸이상 16(30.2) 11(33.3) 5(25.0)

  결혼상태 기혼 49(92.5) 32(97.0) 17(85.0)

사별 4(7.5) 1(3.0) 3(15.0)

  가족동거 여부 혼자 산다 1(1.9) 0(0.0) 1(5.0)

배우자 또는 가족들과 
함께 산다

52(98.1) 33(100.0) 19(95.0)

  직업 유 17(32.1) 11(33.3) 6(30.0)

무 36(67.9) 22(66.7) 14(70.0)

  가족의 월수입 100만원 미만 16(30.2) 8(24.2) 8(40.0)

100∼199만원 11(20.8) 9(27.3) 2(10.0)

200∼299만원 6(11.3) 4(12.1) 2(10.0)

300만원 이상 20(37.7) 12(36.4) 8(40.0)

  흡연 여부 담배를 피운다 6(11.3) 4(12.1) 2(10.0)

  현재 흡연력(갑년) 24.78±20.82 19.68±14.20 35.00±35.36

담배를 끊었다 27(51.0) 23(69.7) 4(20.0)

  과거 흡연력(갑년) 28.39±18.80 31.23±18.23 12.75±15.28

담배를 피운 적이 없다 20(37.7) 6(18.2) 14(70.0)

  음주 여부 술을 마신다 14(26.4) 9(27.3) 5(25.0)

술을 끊었다 20(37.7) 13(39.4) 7(35.0)

술을 마신 적이 없다 19(35.9) 11(33.3) 8(40.0)

  교육경험 유무 있다 22(41.5) 13(39.4) 9(45.0)

  교육회수 2.32±1.25 2.23±1.30 2.44±1.24)

없다 31(58.5) 20(60.6) 11(55.0)

  가족지지 41.89±5.03 42.36±4.61 41.10±5.69

  

*
  COPD=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
 BA=Bronchial Asth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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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병관련 특성

   대상자의 질병관련 특성은 <표 2>에 제시되었다.

   진단 받은 기간은 평균 10.97년으로, 9년 미만인 대상자가 32명(60.4%)이었다.  

47명(88.7%)의 대상자가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하고 있으며, 6명(11.3%)은 평균 

1.63L/분의 산소를 사용하고 있었다.  ATS(1995)의 지침에 따라 질병의 중증도를 

분류하면 경미가 16명(30.2%), 중등도가 18명(34.0%), 중증이 19명(35.8%)으로 고

르게 분포하고 있으나, 만성폐쇄성폐질환에는 중증인 대상자가, 기관지천식에는 경

미한 대상자가 많았다.  다른 건강문제가 있는 대상자는 22명(41.5%)으로 주로 고

혈압, 당뇨, 관절염, 전립선 비대증 등이었다.

   호흡곤란 정도는 평균 3.68점으로 대상자들이 약한 정도의 호흡곤란을 경험하

고 있으며, 만성폐쇄성폐질환자와 기관지천식 환자의 호흡곤란 정도는 유의한 차

이가 없었다(t= .810, p= .858).

표 2.  질병관련 특성

(N=53)

 특성 구분

n(%)

전체대상자
53(100.0)

COPD
33(62.3)

BA
20(37.7)

 진단 받은 기간(년) 1∼9 32(60.4) 20(60.6) 12(60.0)

    10∼19 9(17.0) 4(12.1) 5(25.0)

20년 이상 12(22.6) 9(27.3) 3(15.0)

 기관지 확장제 사용한다 47(88.7) 31(93.9) 16(80.0)

사용 안 한다 6(11.3) 2(6.1) 4(20.0)

 산소 사용한다 6(11.3) 5(15.2) 1(5.0)

     사용량(L/분) 1.63±0.48 1.67±0.58 1.50±0

사용 안 한다 47(88.7) 28(84.8) 19(95.0)
*
질병 중증도 경미 16(30.2) 6(18.2) 10(50.0)

 중등도 18(34.0) 12(36.4) 6(30.0)

중증 19(35.8) 15(45.4) 4(20.0)

 타질환 유무 있다 22(41.5) 14(42.4) 8(40.0)

없다 31(58.5) 19(57.6) 12(60.0)

 호흡곤란 정도 3.68±2.21 3.64±2.25 3.75±2.20

* ATS(1995) 지침에 따른 질병중증도

      경미(mild) : FEV1% 50% 이상

      중등도(moderate) : FEV1% 35∼49%

      중증(severe) : FEV1% 34% 이하



- 23 -

3. 호흡곤란 유발요인

1) 호흡곤란 유발요인 비교

   호흡곤란 유발요인을 신체적 요인, 심리적 요인, 상황적 요인으로 분류하여 살

펴보면, 신체적 요인에서는 ‘버스를 타기 위해 달려갈 때(48명, 90.6%)’, ‘경사진 곳

을 오를 때(47명, 88.7%)’, ‘계단을 오를 때(46명, 86.8%)’, ‘운동을 할 때(45명, 

84.9%)’, ‘물건을 옮길 때(44명, 83.0%)’ 등의 항목이, 심리적 요인에서는 ‘화를 내

거나 흥분했을 때(37명, 69.8%)’, ‘불안하거나 긴장했을 때(33명, 62.3%)’ 등의 항목

이, 상황적 요인에서는 ‘공기가 나쁜 곳에 있을 때(49명, 92.5%)’, ‘주위에 담배를 

피는 사람이 있을 때(39명, 73.6%)’ 등의 항목이 높은 비율을 보 다.  또한 위의 

항목들은 만성폐쇄성폐질환자와 기관지천식 환자 모두에서 높은 비율을 보 다.  

   진단명에 따른 호흡곤란 유발요인의 차이 비교에서는 신체적 요인 중 ‘목욕이

나 샤워를 할 때(χ
2
=5.040, p= .025)’, ‘팔을 뻗어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을 내릴 때

(χ2 =4.425, p= .035)’, ‘계단을 오를 때(χ2=3.897, p= .048)’, ‘물건을 옮길 때(χ2=3.862, 

p= .049)’ 등의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이러한 요인들은 기관지천식 환자

보다는 만성폐쇄성폐질환자에게 호흡곤란을 더 유발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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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호흡곤란 유발요인

(N=53)

항    목

n(%)

χ
2

전체대상자
53(100.0)

COPD
33(62.3)

BA
20(37.7)

 신체적 요인

   버스를 타기 위해 달려갈 때 48(90.6) 30(90.9) 18(90.0) .012

   경사진 곳을 오를 때 47(88.7) 31(93.9) 16(80.0) 2.410

   계단을 오를 때 46(86.8) 31(93.9) 15(75.0) 3.897
*

   운동을 할 때 45(84.9) 28(84.8) 17(85.0) .000

   물건을 옮길 때 44(83.0) 30(90.9) 14(70.0) 3.862
*

   서두를 때 41(77.4) 26(78.8) 15(75.0) .102

   호흡곤란이 없는 사람과 함께
     평지를 걸을 때

39(73.6) 26(78.8) 13(65.0) 1.218

   청소할 때 35(66.0) 21(63.6) 14(70.0) .225

   산책을 할 때 31(58.5) 20(60.6) 11(55.0) .161

   목욕이나 샤워를 할 때 29(54.7) 22(66.7) 7(35.0) 5.040
*

   팔을 뻗어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을 내릴 때 

23(43.4) 18(54.5) 5(25.0) 4.425
*

   허리를 구부릴 때 20(37.7) 14(42.4) 6(30.0) .818

   옷을 입고 벗을 때 16(30.2) 13(39.4) 3(15.0) 3.516

   이야기를 할 때 16(30.2) 12(36.4) 4(20.0) 1.582

   식사 준비할 때 8(15.1) 5(15.2) 3(15.0) .000

   음식을 먹을 때 6(11.3) 5(15.2) 1(5.0) 1.278

 심리적 요인

   화를 내거나 흥분했을 때 37(69.8) 23(69.7) 14(70.0) .001

   불안하거나 긴장했을 때 33(62.3) 19(57.6) 14(70.0) .818

   근심, 걱정이 있을 때 19(35.8) 13(39.4) 6(30.0) .478

   우울할 때 16(30.2) 9(27.3) 7(35.0) .353

 상황적 요인

   공기가 나쁜 곳에 있을 때 49(92.5) 29(87.9) 20(100.0) 2.622

   주위에 담배를 피는 사람이 있을 때 39(73.6) 23(69.7) 16(80.0) .680

   날씨가 너무 춥거나 더울 때 37(69.8) 23(69.7) 14(70.0) .001

   찬 곳에서 더운 곳으로 혹은 더운 
     곳에서 찬 곳으로 갑자기 이동할 때

26(49.1) 18(54.5) 8(40.0) 1.054

   사람이 많은 곳에 있을 때 21(39.6) 10(30.3) 11(55.0) 3.175

   비가 오거나 날씨가 습할 때 17(32.1) 9(27.3) 8(40.0) .926

   아침에 잠에서 깨려고 할 때 9(17.0) 7(21.2) 2(10.0) 1.110

   잠을 자려고 할 때 8(15.1) 6(18.2) 2(10.0) .650

*p<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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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적 특성에 따른 호흡곤란 유발요인 비교

   일반적 특성에 따른 호흡곤란 유발요인 비교결과는 <표 4>에 제시되었다.

   호흡곤란 유발요인의 총점은 전체 대상자의 경우 직업이 없는 집단이 직업이 

있는 집단보다 호흡곤란을 유발하는 요인이 더 많으며(t=-2.537, p= .014), 가족의 

월수입에 따른 호흡곤란 유발요인에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3.438, p= .024).

   만성폐쇄성폐질환자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호흡곤란을 유발하는 요인이 더 

많고(t=-2.944, p= .007), 직업이 없는 집단이 직업이 있는 집단보다 호흡곤란을 유

발하는 요인이 더 많으며(t=-2.082, p= .046), 가족의 월수입에 따른 호흡곤란 유발

요인에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4.018, p= .017).

   기관지천식 환자의 경우 나이가 많은 집단이 나이가 적은 집단보다 호흡곤란

을 유발하는 요인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t=-2.525, p= .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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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총 호흡곤란 유발요인

(N=53)

  특성 구분 평균±표준편차 t/F/r

  나이 65세 미만 13.54±6.28 -1.935

65세 이상 16.52±4.91

  성별 남 14.91±5.90 -.450

여 15.67±5.47

  종교 있다 15.60±5.24 .761

없다 14.33±6.63

  교육수준 중졸 이하 14.86±5.39 .061

고졸 15.53±5.94

대졸 이상 15.25±6.28

  직업 유 12.41±5.44 -2.537*

무 16.47±5.44

  가족의 월수입 100만원 미만 17.44±5.28 3.438*

100∼199만원 11.91±6.28

200∼299만원 18.67±2.58

300만원 이상 14.10±5.42

  흡연 여부 담배를 피운다 13.50±5.17 .379

담배를 끊었다 15.70±5.90

담배를 피운 적이 없다 14.95±5.79

  음주 여부 술을 마신다 14.07±5.74 .663

술을 끊었다 14.85±6.29

술을 마신 적이 없다 16.32±5.14

  교육 경험 있다 16.36±5.46 1.289

없다 14.32±5.83

  가족지지 -.243

 
*
p<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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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호흡곤란 유발요인 비교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호흡곤란 유발요인 비교결과는 <표 5>에 제시되었다.

   호흡곤란 유발요인의 총점은 전체 대상자의 경우 질병이 중증인 집단이 질병

이 경미한 집단보다 호흡곤란을 유발하는 요인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F=4.100, p= .023).  

   만성폐쇄성폐질환자의 경우에도 질병이 중증인 집단이 질병이 경미한 집단보

다 호흡곤란을 유발하는 요인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F=4.614, p= .018). 

   그러나, 기관지천식 환자의 경우에는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호흡곤란 유발요인

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총 호흡곤란 유발요인

(N=53)

  특성 구분 평균±표준편차 t/F/r

  진단명 만성폐쇄성폐질환 15.79±5.72 1.011

기관지천식 14.15±5.71

  진단 받은 기간(년) 1∼9 14.69±5.95 1.037

  10∼19 17.67±5.57

20년 이상 14.58±5.11

  기관지 확장제 사용한다 15.60±5.68 1.538

사용 안 한다 11.83±5.27

  산소(L/분) 사용한다 17.50±6.12 1.062

사용 안 한다 14.87±5.66

  질병 중증도 경미 12.31±5.38 4.100*

 중등도 14.94±5.00

중증 17.58±5.85

  타질환 유무 있다 14.18±5.36 -1.061

없다 15.87±5.94

  호흡곤란 정도 .241

*
p<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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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호흡곤란 관리 전략

1) 장기 증상관리 전략

(1) 장기 증상관리 전략 비교                       

   만성폐질환자의 장기 증상관리 전략 비교결과는 <표 6>에 제시되었다.

   만성폐질환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장기 증상관리 전략은 ‘긍정적인 사고를 갖는

다(51명, 96.2%)’, ‘처방된 약을 복용하거나 흡입한다(49명, 92.5%)’, ‘가능한 천천히 

움직인다(48명, 90.6%)’, ‘가능한 호흡곤란을 유발하는 상황이나 환경은 피한다(44

명, 83.0%)’, ‘신선한 공기를 마신다(44명, 83.0%)’,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의도적으

로 노력한다(43명, 81.1%)’ 등이었으며, 위의 항목들은 만성폐쇄성폐질환자와 기관

지천식 환자 모두에서 높은 비율을 보 다.  

   진단명에 따른 장기 증상관리 전략의 차이 비교에서는 ‘체중을 조절한다(χ2=14.839, 

p= .000)’, ‘가능한 천천히 움직인다(χ2=4.197, p= .040)’ 항목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

자와 기관지천식 환자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어 장기 증상관리 전략으로 만성

폐쇄성폐질환자들은 ‘가능한 천천히 움직인다’ 전략을, 기관지천식 환자들은 ‘체중

을 조절한다’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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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장기 증상관리 전략

(N=53)

항    목
n(%)

χ
2

전체대상자
53(100.0)

COPD
33(62.3)

BA
20(37.7)

   긍정적인 사고를 갖는다. 51(96.2) 32(97.0) 19(95.0) .133

   처방된 약을 복용하거나 흡입한다. 49(92.5) 30(90.9) 19(95.0) .299

   가능한 천천히 움직인다. 48(90.6) 32(97.0) 16(80.0) 4.197*

   가능한 호흡곤란을 유발하는 상황이나 
     환경은 피한다.

44(83.0) 29(87.9) 15(75.0) 1.465

   신선한 공기를 마신다. 44(83.0) 29(87.9) 15(75.0) 1.465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의도적으로 
     노력한다.

43(81.1) 26(78.8) 17(85.0) .314

   의료기관에 전화하거나 방문한다. 42(79.2) 27(81.8) 15(75.0) .352

   활동을 줄이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한다.

40(75.5) 26(78.8) 14(70.0) .519

   텔레비전을 보거나 음악을 듣는 등 
     기분전환을 한다.

35(66.0) 22(66.7) 13(65.0) .015

   양을 충분히 섭취한다. 34(64.2) 23(69.7) 11(55.0) 1.170

   눕거나 앉아서 편안한 자세를 취한다. 34(64.2) 21(63.6) 13(65.0) .010

   활동을 용이하게 해 줄 보조기구
     (진공청소기, 세탁기 등)를 사용한다.

30(56.6) 20(60.6) 10(50.0) .570

   심호흡, 복식호흡, 입술을 오므리고 
     숨쉬기 등의 호흡법을 시행한다.

30(56.6) 20(60.6) 10(50.0) .570

   규칙적인 운동을 계획하고 실천한다. 27(50.9) 19(57.6) 8(40.0) 1.539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피하고 혼자 
     있으려고 한다.

25(47.2) 17(51.5) 8(40.0) .663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친 한
     관계를 유지한다.

24(45.3) 14(42.4) 10(50.0) .288

   기도 또는 명상의 시간을 갖거나 
     종교서적을 읽는다.

22(41.5) 14(42.4) 8(40.0) .030

   체중을 조절한다. 22(41.5) 7(21.2) 15(75.0) 14.839*

   호흡곤란에 대해 생각하거나 이야기
     하는 것을 피한다.

17(32.1) 9(27.3) 8(40.0) .926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한다. 16(30.2) 8(24.2) 8(40.0) 1.467

   같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

10(18.9) 7(21.2) 3(15.0) .314

   안정제, 이완제 등을 복용한다. 8(15.1) 4(12.0) 4(20.0) .603

   산소를 사용하거나 산소의 양을 
     증가시킨다.

4(7.5) 3(9.1) 1(5.0) .299

*
p<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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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장기 증상관리 전략 비교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장기 증상관리 전략은 전체 대상자의 경우 나이가 많은 

집단이 나이가 적은 집단보다(t=-2.015, p= .049), 기관지천식 환자의 경우 직업이 

없는 집단이 직업이 있는 집단보다(t=-2.688, p= .015) 장기 증상관리 전략을 효율

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7>.

표 7.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장기 증상관리 전략

(N=53)

  특성 구분 평균±표준편차 t/F/r

  나이 65세 미만 12.25±3.31 -2.015*

65세 이상 13.97±2.88

  성별 남 12.89±3.13 -968

여 13.78±3.26

  종교 있다 13.20±3.30 .036

없다 13.17±3.01

  교육수준 중졸 이하 14.00±3.38 2.057

고졸 13.33±2.69

대졸 이상 11.94±3.09

  직업 유 11.71±4.01 -2.068

무 13.89±2.46

  가족의 월수입 100만원 미만 14.06±3.00 1.429

100∼199만원 12.45±3.30

200∼299만원 14.67±2.34

300만원 이상 12.45±3.33

  흡연 여부 담배를 피운다 12.17±2.93 .366

담배를 끊었다 13.41±3.15

담배를 피운 적이 없다 13.20±3.37

  음주 여부 술을 마신다 14.57±3.76 2.354

술을 끊었다 12.45±3.28

술을 마신 적이 없다 14.42±2.24

  교육 경험 있다 13.68±3.00 .952

없다 12.84±3.30

  가족지지 -.031

*
p<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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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장기 증상관리 전략 비교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장기 증상관리 전략은 만성폐쇄성폐질환자의 경우 산소

를 사용하는 집단이 산소를 사용하지 않는 집단보다 장기 증상관리 전략을 효율

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2.241, p= .032)<표 8>.

표 8.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장기 증상관리 전략

(N=53)

  특성 구분 평균±표준편차 t/F/r

  진단명 만성폐쇄성폐질환 13.30±2.64 .334

기관지천식 13.00±3.97

  진단 받은 기간(년) 1∼9 13.03±3.12 1.313

    10∼19 14.67±3.39

20년 이상 12.50±3.09

  기관지 확장제 사용한다 13.26±3.09 .424

사용 안 한다 12.67±4.08

  산소(L/분) 사용한다 15.33±1.51 1.794

   사용 안 한다 12.91±3.24

  질병 중증도 경미 12.50±3.78 .550

 중등도 13.29±3.14

중증 13.63±2.79

  타질환 유무 있다 13.36±2.97 .335

없다 13.06±3.36

  호흡곤란 정도 .012

*
p<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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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기 증상관리 전략

(1) 단기 증상관리 전략 비교

   만성폐질환자의 단기 증상관리 전략 비교결과는 <표 9>에 제시되었다.

   만성폐질환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단기 증상관리 전략은 ‘가능한 천천히 움직인

다(52명, 98.1%)’, ‘긍정적인 사고를 갖는다(49명, 92.5%)’, ‘처방된 약을 복용하거나 

흡입한다(46명, 86.8%)’,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의도적으로 노력한다(46명, 86.8%)’, 

‘가능한 호흡곤란을 유발하는 상황이나 환경은 피한다(45명, 84.9%)’ 등이었으며, 

위의 항목들은 만성폐쇄성폐질환자와 기관지천식 환자 모두에서 높은 비율을 보

다.

   진단명에 따른 단기 증상관리 전략의 차이 비교에서는 ‘체중을 조절한다(χ
2 

=7.234, p= .007)’,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한다(χ2=4.523, p= .033)’ 전략들

을 기관지천식 환자들이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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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단기 증상관리 전략

(N=53)

항    목

n(%)

χ
2

전체대상자

53(100.0)

COPD
33(62.3)

BA
20(37.7)

   가능한 천천히 움직인다. 52(98.1) 32(97.0) 20(100.0) .618

   긍정적인 사고를 갖는다. 49(92.5) 31(93.9) 18(90.0) .277

   처방된 약을 복용하거나 흡입한다. 46(86.8) 29(87.9) 17(85.0) .090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의도적으로 노력한다. 46(86.8) 29(87.9) 17(85.0) .090

   가능한 호흡곤란을 유발하는 상황이나

  14 환경은 피한다.
45(84.9) 28(84.8) 17(85.0) .000

   심호흡, 복식호흡, 입술을 오므리고 

     숨쉬기 등의 호흡법을 시행한다. 
42(79.2) 27(81.8) 15(70.0) .352

   신선한 공기를 마신다. 41(77.4) 27(81.8) 14(70.0) .993

   눕거나 앉아서 편안한 자세를 취한다. 40(75.5) 25(75.8) 15(75.0) .004

   활동을 줄이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한다.
30(56.6) 17(51.5) 13(65.0) .922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피하고 혼자 

     있으려고 한다.
28(52.8) 17(51.5) 11(55.0) .061

   의료기관에 전화하거나 방문한다. 26(49.1) 14(42.4) 12(60.0) 1.539

   양을 충분히 섭취한다. 23(43.4) 14(42.4) 9(45.0) .034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한다. 22(41.5) 10(30.3) 12(60.0) 4.523*

   호흡곤란에 대해 생각하거나 이야기

22   하는 것을 회피한다.
20(37.7) 11(33.3) 9(45.0) .721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친 한

     관계를 유지한다. 
20(37.7) 10(30.3) 10(50.0) 2.056

   텔레비전을 보거나 음악을 듣는 등

     기분전환을 한다. 
19(35.8) 9(27.3) 10(50.0) 2.797

   활동을 용이하게 해 줄 보조기구

     (진공청소기, 세탁기 등)를 사용한다. 
18(34.0) 12(36.4) 6(30.0) .225

   기도 또는 명상의 시간을 갖거나 

     종교서적을 읽는다.
18(34.0) 11(33.3) 7(35.0) .015

   규칙적인 운동을 계획하고 실시한다. 15(28.3) 7(21.2) 8(40.0) 2.166

   체중을 조절한다. 11(20.8) 3(9.1) 8(40.0) 7.234*

   같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
8(15.1) 4(12.1) 4(20.0)

603

   안정제, 이완제 등을 복용한다. 7(13.2) 4(12.1) 3(15.0) .090

   산소를 사용하거나 산소의 양을 증가시킨다. 6(11.3) 4(12.1) 2(10.0) .056

*
p<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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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적 특성에 단기 증상관리 전략 비교

   일반적 특성에 따른 단기 증상관리 전략은 전체 대상자의 경우 직업이 없는 

집단이 직업이 있는 집단보다 단기 증상관리 전략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2.121, p= .039).  그러나 다른 일반적 특성에 따른 단기 증상관리 전

략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0>.

표 10. 일반적 특성에 따른 단기 증상관리 전략

(N=53)

  특성 구분 평균±표준편차 t/F/r

  나이 65세 미만 11.71±4.10 -.322

65세 이상 12.10±4.70

  성별 남 11.46±4.69 -1.080

여 12.83±3.75

  종교 있다 12.31±4.47 .897

없다 11.17±4.29

  교육수준 중졸 이하 12.55±4.94 .682

고졸 12.13±4.02

대졸 이상 10.88±4.03

  직업 유 10.12±4.77 -2.121*

무 12.78±4.01

  가족의 월수입 100만원 미만 11.56±4.83 .167

100∼199만원 12.36±4.20

200∼299만원 12.83±4.36

300만원 이상 11.70±4.45

  흡연 여부 담배를 피운다 10.17±4.45 .917

담배를 끊었다 11.67±4.54

담배를 피운 적이 없다 12.80±4.21

  음주 여부 술을 마신다 11.71±4.91 2.548

술을 끊었다 10.50±4.16

술을 마신 적이 없다 13.58±3.89

  교육 경험 있다 12.45±4.13 .735

없다 11.55±4.62

  가족지지 .125

*p<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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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질병관련 특성에 단기 증상관리 전략 비교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단기 증상관리 전략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표 11>.

표 11.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단기 증상관리 전략

(N=53)

  특성 구분 평균±표준편차 t/F/r

  진단명 만성폐쇄성폐질환 11.36±4.02 -1.196

기관지천식 12.85±4.93

  진단 받은 기간(년) 1∼9 11.31±4.98 1.131

    10∼19 13.78±4.12

20년 이상 12.17±2.82

  기관지 확장제 사용한다 11.96±4.55 .151

사용 안 한다 11.67±3.27

  산소(L/분) 사용한다 14.00±4.29 1.232

사용 안 한다 11.66±4.39

  질병 중증도 경미 11.38±4.29 .174

 중등도 12.29±5.16

중증 11.95±4.05

  타질환 유무 있다 12.32±4.36 .545

없다 11.65±4.48

  호흡곤란 정도 -.003

*
p<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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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기 증상관리 전략과 단기 증상관리 전략의 비교

   만성폐질환자들이 사용하는 장기 증상관리 전략과 단기 증상관리 전략의 우선

순위 비교결과는 <표 12>에 제시되었다. 

   만성폐질환자들이 사용하는 장기 증상관리 전략과 단기 증상관리 전략의 우선

순위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전체 대상자의 75%이상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

난 상위 8가지의 전략들 중 6가지가 일치하여 평상시와 갑자기 호흡곤란을 느꼈

을 때 또는 급성 악화로 인하여 평상시보다 호흡곤란의 정도가 심해졌을 때 호흡

곤란을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증상관리 전략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장기 증상관리 전략과 단기 증상관리 전략의 차이

(N=53)

우선

순위

장기 증상관리 전략 단기 증상관리 전략

항 목 n(%) 항 목 n(%)

1   긍정적인 사고를 갖는다. 51(96.1)   가능한 천천히 움직인다. 52(98.1)

2
  처방된 약을 복용하거나 
    흡입한다.

49(92.5)   긍정적인 사고를 갖는다. 49(92.5)

3   가능한 천천히 움직인다. 48(90.6)
  처방된 약을 복용하거나 
    흡입한다.

46(86.8)

4
  가능한 호흡곤란을 유발하는

    상황이나 환경은 피한다.
44(83.0)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의도적으로 노력한다.

46(86.8)

5   신선한 공기를 마신다. 44(83.0)
  가능한 호흡곤란을 유발하는
    상황이나 환경은 피한다.

45(84.9)

6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의도적으로 노력한다.

43(81.1)
  심호흡, 복식호흡, 입술을 
    오므리고 숨쉬기 등을 
    호흡법을 시행한다.

42(79.2)

7
  의료기관에 전화하거나 
    방문한다.

42(79.2)   신선한 공기를 마신다. 41(77.4)

8
  활동을 줄이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한다.

40(79.5)
  눕거나 앉아서 편안한
   자세를 취한다.

4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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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만성폐질환의 대표적인 형태인 만성폐쇄성폐질환자와 기관지천

식 환자를 대상으로 호흡곤란 유발요인 및 증상관리 전략을 파악하 으며, 본 연

구에서 도출된 결과별로 논의 및 고찰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호흡곤란은 신체적 요인뿐만 아니라 심리적, 상황적 요인들과 관련된 다차원적

인 과정으로(Carrieri et al, 1984), 본 연구에서도 만성폐질환자의 호흡곤란은 다양

한 신체적, 심리적, 상황적 요인에 의해 유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요인을 살펴보면, ‘버스를 타기 위해 달려갈 때’, ‘경사진 곳이나 계단을 

오를 때’, ‘운동을 할 때’, ‘물건을 옮길 때’와 같이 일상생활에서 좀 더 많은 에너

지를 요하는 활동시 호흡곤란이 유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만성폐쇄성폐질

환자들은 ‘목욕이나 샤워를 할 때’, ‘팔을 뻗어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을 내릴 때’, 

‘물건을 옮길 때’ 항목에서 기관지천식 환자들과 유의한 차이를 보여, 만성폐쇄성

폐질환자들에게 호흡곤란의 유발은 머리감기, 팔 올리기, 물건 옮기기 등과 같은 

비지지적인 팔의 상승과 관련이 있다는 Breslin 등(1992)의 연구결과와 일치하

다.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면, 직업의 경우 그에 따른 많은 신체적 활동으

로 인하여 호흡곤란을 유발하는 요인이 더 많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

리, 직업이 없는 집단이 직업이 있는 집단보다 호흡곤란을 유발하는 요인이 더 많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만성폐질환자들이 자신의 질병에 대한 대처로 호흡

곤란을 유발하는 신체적 활동을 하지 않거나 가능한 천천히 움직임으로써 호흡곤

란의 유발을 감소시키고, 호흡곤란이 유발될 만한 심리 상태를 조절하며(Bastow, 

1974), 직업이 없는 집단에 나이가 많은 대상자들이 많기 때문이라 추측된다.  질

병의 중증도에 따른 호흡곤란 유발요인은 질병의 중증도가 중증인 집단이 경미한 

집단보다 호흡곤란을 유발하는 요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폐기능 검사 결과나 

질병의 심각성이 호흡곤란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Mahler 등(1985), McCarley(1999)

의 연구결과와 일치하 다.  이 외에도 웃거나 울기와 같은 신체적 행위도 호흡곤

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Brown et al.,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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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노, 불안, 우울, 걱정 등의 정서가 호흡곤란을 유발하는지 아니면 호흡곤란으

로 인해 분노, 불안, 우울, 걱정 등의 정서가 나타나는지를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

지만, 만성폐쇄성폐질환자와 기관지천식 환자의 호흡곤란은 분노, 불안, 우울, 걱정 

등의 정서와 상관관계가 있다는 Fagerhaugh(1973), Gift(1991), Gift 등(1986), Gift

와 Pugh(1993), Hajiro, Nishimura, Tsukino, Ikeda와 Oga(2000)의 연구결과와 같

이, 본 연구의 대상자들도 ‘화를 내거나 흥분했을 때’, ‘불안하거나 긴장했을 때’, 

‘걱정이 있을 때’ 호흡곤란이 유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Burns와 Howell(1969)은 

불안이나 우울과 같은 정서에 의해 호흡곤란이 악화된다고 보고하 다.

   마지막으로, Janson-Bjerklie 등(1986), Gift 등(1986)의 연구처럼 본 연구에서도 

만성폐질환자들에게 호흡곤란을 유발하는 가장 심각한 상황적 요인은 ‘공기가 나

쁜 곳에 있을 때’, ‘주위에 담배를 피는 사람이 있을 때’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날씨가 너무 춥거나 더울 때’, ‘사람이 많은 곳에 있을 때’에도 호흡곤란이 유발되

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상황은 Brown 등(1986)의 연구에서 폐암 환자들에

게도 호흡곤란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면, 가

족의 월수입에 따른 호흡곤란 유발요인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족의 월수입이 적은 집단이 호흡곤란을 유발하는 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또한, 질병의 중증도가 중증인 집단이 경미한 집단보다 

호흡곤란을 유발하는 요인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질병이 심각할수록 

주변의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우며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만성폐질환자들이 호흡곤란을 관리하는 전략은 크게 문제중심/정서중심 증상관

리 전략, 장기/단기 증상관리 전략으로 나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장기 증상관

리 전략과 단기 증상관리 전략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만성폐질환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장기 증상관리 전략은 ‘긍정적인 사고를 갖는

다’, ‘처방된 약을 복용하거나 흡입한다’, ‘가능한 천천히 움직인다’, ‘가능한 호흡곤

란을 유발하는 상황이나 환경은 피한다’, ‘신선한 공기를 마신다’, ‘마음을 진정시키

려고 의도적으로 노력한다’ 등으로 나타나 만성폐질환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Carrieri와 Janson-Bjerklie(1986), Nield(2000), 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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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wn 등(1986)의 연구결과와 일치하 다.  그러나 일상생활을 자신에게 적절하

게 변화시키고 활동을 위한 계획을 세우며 그에 따라 실천하는 것이 Brown 등

(1986), Carrieri와 Janson-Bjerklie(1986), Fagerhaugh(1973)의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장기 증상관리 전략인 반면, 본 연구에서는 여덟 번째로 많이 사용되는 증

상관리 전략이었다.  활동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방법에는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게 활동량을 줄이고 활동에 소요되는 시간을 조절하는 것 등이 포함된

다(Bastow, 1974).  본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략으로 나타난 ‘긍정적인 

사고를 갖는다’는 Carrieri와 Janson-Bjerklie(1986)의 연구에서 68명의 대상자 중 

13명만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Carrieri와 Janson-Bjerklie(1986)의 연구 대상자

와 본 연구 대상자간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처방된 약을 복용하거나 흡입한

다’, ‘의료기관에 전화하거나 방문한다’ 전략은 각각 전체 대상자의 92.5%, 78.2%

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의 대상자군이 통원치료를 받고 있

는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하 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을 것이라 생

각된다.  진단명에 따른 증상관리 전략의 차이를 보면, ‘가능한 천천히 움직인다’ 

전략은 48명의 대상자 중 32명이 만성폐쇄성폐질환자로, ‘체중을 조절한다’ 전략은 

22명의 대상자 중 15명이 기관지천식 환자로 나타나 ‘가능한 천천히 움직인다’ 전

략은 만성폐쇄성폐질환자들이, ‘체중을 조절한다’ 전략은 기관지천식 환자들이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만성폐쇄성폐질환자에게 있어서는 생활

속에서 운동 또는 활동과 관련하여 호흡곤란을 경험하기 때문에 활동을 줄이면서 

에너지를 최대한 보존하려는 전략을 사용하는 반면(Fagerhaugh, 1973), 기관지천

식 환자들은 증상의 경험이 갑작스럽게 일어나며 이는 체중부과와 같은 신체적 

조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호흡곤란이 유발되므로 이 두 군의 전략이 다른 것으

로 여겨진다.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장기 증상관리 전략은 기관지천식 환자에서 직업이 없

는 집단이 직업이 있는 집단보다 증상관리 전략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을 위한 증상관리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기 때문이며, 만성폐쇄성폐질환자에서 산소를 사

용하는 집단이 산소를 사용하지 않는 집단보다 증상관리 전략을 효율적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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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산소를 사용할 만큼 질병이 진전되었고 호흡곤란

이 심하므로 평상시에도 증상관리 전략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이라 생각된

다.  그러나 질병이 심각할수록 증상관리 전략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Carrieri와 Janson-Bjerklie(1986)의 의견과는 달리,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질병의 

중증도에 따른 증상관리 전략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단기 증상관리 전략은 ‘가능한 

천천히 움직인다’, ‘긍정적인 사고를 갖는다’, ‘처방된 약을 복용하거나 흡입한다’,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의도적으로 노력한다’, ‘가능한 호흡곤란을 유발하는 상황이

나 환경은 피한다’ 등이었다.  만성폐쇄성폐질환자와 폐암 환자의 경우 자신에게 

적절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기 증상관리 전략인 반면

(Brown et al., 1986; Carrieri et al., 1986; O’Driscoll et al., 1999), 본 연구에서는 

‘가능한 천천히 움직인다’로 나타나 위 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하지 않았다.  ‘처방된 

약을 복용하거나 흡입한다’, ‘심호흡, 복식호흡, 입술을 오므리고 숨쉬기 등의 호흡

법을 시행한다’는 만성폐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Carrieri와 Janson-Bjerklie의 연구

(1986) 그리고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50∼80%가 사용한 전략인 반면 폐암 환자의 

경우에는 7∼14%만이 사용한 전략으로(Brown et al., 1986), 폐암 환자보다는 만

성폐쇄성폐질환이나 기관지천식과 같은 만성폐질환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단기 증

상관리 전략으로 나타났다.  Carrieri와 Janson-Bjerklie(1986)의 연구에서 젊은 기

관지천식 환자들이 증상관리 전략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대부분이 노년층이었으므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없었으며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단기 증상관리 전략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폐질환자들이 사용하는 장기 증상관리 전략의 우선순위는 ‘긍정적인 사고를 

갖는다’, ‘처방된 약을 복용하거나 흡입한다’, ‘가능한 천천히 움직인다’, ‘가능한 호

흡곤란을 유발하는 상황이나 환경은 피한다’, ‘신선한 공기를 마신다’, ‘마음을 진정

시키려고 의도적으로 노력하다’, ‘의료기관에 전화하거나 방문한다’, ‘활동 줄이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한다’ 등으로, 단기 증상관리 전략의 우선순위는 ‘가능한 

천천히 움직인다’, ‘긍정적인 사고를 갖는다’, ‘처방된 약을 복용하거나 흡입한다’,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의도적으로 노력한다’, ‘가능한 호흡곤란을 유발하는 상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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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환경은 피한다’, ‘심호흡, 복식호흡, 입술을 오므리고 숨쉬기 등의 호흡법을 시

행한다’, ‘신선한 공기를 마신다’, ‘눕거나 앉아서 편안한 자세를 취한다’ 등으로 나

타났다.  만성폐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Carrieri와 Janson-Bjerklie(1986)의 연구결

과와 같이 본 연구의 대상자들도 ‘심호흡, 복식호흡, 입술을 오므리고 숨쉬기 등의 

호흡법을 시행한다’ 전략은 장기보다는 단기 증상관리 전략으로, ‘활동을 줄이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한다’ 전략은 장기보다는 단기 증상관리 전략으로 더 많

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평상시 호흡곤란과 갑작스런 호흡곤란을 관리하

기 위하여 사용하는 전략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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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만성폐질환자의 호흡곤란 유발요인 및 증상관리 전략을 파악해 봄

으로써, 만성폐질환자의 호흡곤란을 관리하기 위한 간호교육이나 중재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차별화 된 증상관리를 유

도하고자 실시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방법은 2002년 4월 15일부터 5월 30일까지 서울시내 S병원 호흡기 내과 

외래로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모든 만성폐쇄성폐질환자와 기관지천식 환자를 근

접 모집단으로 하여 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한 총 53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

하 다.  호흡곤란 유발요인 및 증상관리 전략을 파악하기 위하여 선행연구, 문헌

고찰 및 만성폐질환자와의 면담을 기초로 연구자가 개발하고 전문가 집단의 검증

을 거친 후 사전조사를 통하여 수정보완한 『호흡곤란 유발요인 측정도구』, 『증

상관리 전략 측정도구』를 이용하 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0.0을 이용하

여 전산처리하 으며, 일반적 특성과 질병관련 특성은 실수, 백분율, 평균과 표준

편차로, 호흡곤란 유발요인 및 증상관리 전략은 실수와 백분율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호흡곤란 유발요인 및 증상관리 전략은 chi-square 

test,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만성폐질환자의 호흡곤란을 유발하는 가장 흔한 신체적 요인은 ‘버스를 타

기 위해 달려갈 때’, ‘경사진 곳을 오를 때’, ‘계단을 오를 때’, ‘운동을 할 때’, ‘물건

을 옮길 때’ 등으로, 심리적 요인은 ‘화를 내거나 흥분했을 때’, ‘불안하거나 긴장했

을 때’ 등으로, 상황적 요인은 ‘공기가 나쁜 곳에 있을 때’, ‘주위에 담배를 피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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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이 있을 때’ 등으로 나타났다.

전체 대상자의 경우 호흡곤란 유발요인은 직업, 가족의 월수입, 질병의 중증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만성폐쇄성폐질환자의 경우 호흡곤란 유발요인은 성별, 직업, 가족의 월수입, 질병

의 중증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고, 기관지천식 환자의 경우에는 나이에 있어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 다.

   2) 만성폐질환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장기 증상관리 전략의 우선순위는 ‘긍정적

인 사고를 갖는다’, ‘처방된 약을 복용하거나 흡입한다’, ‘가능한 천천히 움직인다’, 

‘가능한 호흡곤란을 유발하는 상황이나 환경은 피한다’, ‘신선한 공기를 마신다’,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의도적으로 노력한다’ 등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장기 증상

관리 전략은 전체 대상자의 경우 나이, 만성폐쇄성폐질환자의 경우 산소 사용 여

부, 기관지천식 환자의 경우 직업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3) 만성폐질환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단기 증상관리 전략의 우선순위는 ‘가능한 

천천히 움직인다’, ‘긍정적인 사고를 갖는다’, ‘처방된 약을 복용하거나 흡입한다’,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의도적으로 노력한다’, ‘가능한 호흡곤란을 유발하는 상황이

나 환경은 피한다’ 등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단기 증상관리 전략은 직업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4) 만성폐질환자들은 평상시 호흡곤란과 갑작스런 호흡곤란을 관리하기 위한 

호흡곤란 관리 전략 사용에 있어 우선순위가 비슷한 것으로 파악됨으로써 장․단

기 증상관리 전략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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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제한점

1) 본 연구는 일개 종합병원의 호흡기 내과 외래로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만성폐  

  쇄성폐질환자와 기관지천식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 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

2)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는 표준화된 것이 아니므로 확대 해석할 경우 신중을  

  기해야 한다.

3. 제언

   만성폐질환자의 호흡곤란 유발요인 및 증상관리 전략에 관한 연구결과를 토대

로 추후연구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1) 연구도구의 표준화와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위해 연구 대상자의 수를 확대하고

많은 병원의 만성폐질환자를 대상하는 하는 반복연구를 제언한다.

2) 본 연구는 만성폐질환자 중 만성폐쇄성폐질환자와 기관지천식 환자만을 대상으

로 하 으므로 제한성폐질환, 폐혈관계질환, 폐암 환자와 같은 다양한 대상자군

에 대한 후속연구를 제언한다.

3) 증상관리 전략 각각의 항목에 대한 효과성을 확인하는 후속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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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질문지

질  문  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호흡기 질환 환자들의 건강문제에 관심을 가지

고 있는 연세대학교 대학원 학생입니다.

  본 질문지는 일상생활에서 호흡곤란을 경험하는 환자

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간호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얻기 

위한 것으로, 만성 폐질환자들의 호흡곤란을 유발하는 

요인 및 호흡곤란을 관리하는 전략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평소 경험에 따라 응답해 주시

면 됩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시는 모든 내용은 무기

명으로 처리되고 연구자료로만 사용될 것이며 비 이 

보장됨을 약속드립니다.

  각 질문지에 빠짐없이 사실대로 응답해 주시길 바라

며, 귀하의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2. 4.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방 소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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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반적 특성

※ 귀하에 관한 일반적인 질문들입니다.

   다음을 읽고 해당하는 부분에 ∨표 하거나 직접 기록해 주십시오.

 1. 나이 : 만______세

 2. 성별

    1) 남____                   2) 여____

 3. 종교

    1) 불교____  2) 기독교____  3) 천주교____  4) 무교____  5) 기타____

 4. 직업

    1) 유____                   2) 무____

 5. 결혼상태 

    1) 미혼____  2) 기혼____    3) 이혼____    4) 별거____  5) 사별____

 6. 가족동거 여부

    1) 혼자 산다____            2) 배우자 또는 가족들과 함께 산다____

 7. 교육정도

    1) 무학____  2) 초졸____    3) 중졸____    4) 고졸____  5) 대졸이상____

 8. 가족의 월수입

    1) 100만원 미만____         2) 100∼199만원____  

    3) 200∼299만원____         4) 300만원 이상____

 9. 흡연 여부 

    1) 담배를 피운다 → (______년 동안, 하루 ______갑)

    2) 담배를 끊었다 → (______년 동안, 하루 ______갑) 

    3) 담배를 피운 적이 없다

 10. 음주 여부   

    1) 술을 마신다____

    2) 술을 끊었다____ 

    3) 술을 마신 적이 없다____

 11. 호흡기 질환 및 호흡곤란의 관리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경험

    1) 있다____(______회)       2) 없다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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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질병관련 특성

 1. 진단명 : _____________

 2. 진단 받은 기간 : _____년 _____개월

 3. 기관지확장제 사용 여부

    1) 사용한다                      2) 사용하지 않는다

 4. 산소 사용 여부

    1) 사용한다(____L/분)            2) 사용하지 않는다 

 5. 폐기능 검사 결과 

    검사일 : _____년 _____월 _____일

    FEV1 pred : _____%              FEV1/FVC : _____

 6. 타질환 유무

    1) 있다(질병명 : ___________)     2) 없다

Ⅲ. 호흡곤란 

※ 귀하께서 지난 한 달 동안 경험하신 호흡곤란의 정도에 해당하는 숫자에 ∨표  

   해 주십시오.

          10    --    최고로 심한 호흡곤란

           9    --    매우 매우 심한 호흡곤란

           8      

           7    --    매우 심한 호흡곤란

           6       

           5    --    심한 호흡곤란

           4    --    약간 심한 호흡곤란

           3    --    중간 정도의 호흡곤란

           2    --    경미한 호흡곤란

           1    --    매우 경미한 호흡곤란

           0.5   --    매우 매우 경미한 호흡곤란

           0    --    호흡곤란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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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가족지지 

※ 다음은 가족지지에 대한 내용을 나열한 것입니다.

   귀하의 의견과 가장 일치되는 란    에 ∨표 해 주십시오.

가족지지 내용
항상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가족은 나에게 “회복될 수 있다”는 등의 용기와

   격려를 준다.        

  2. 가족은 내가 불편하지 않도록 도움을 준다.     

  3. 가족은 나를 아끼고 사랑한다.  

  4. 나는 가족을 믿고 의지할 수 있다.   

  5. 가족은 내가 지루하지 않도록 많은 이야기를 해 준다.  

  6. 가족은 나를 귀찮은 존재로 생각한다.           

  7. 가족은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나를 부담스러워 한다.  

  8. 가족은 나의 의견을 존중해 준다. 

  9. 가족은 나와 집안일을 의논한다. 

 10. 가족은 나에게 헌신적인 도움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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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호흡곤란 유발요인 

※ 다음은 호흡곤란과 관련이 있는 요인을 나열한 것입니다.

  아래의 문항들 중 호흡곤란을 유발하는 상황이 있다면 ‘예’란에, 호흡곤란을 유  

  발하지 않거나 해당되지 않으면 ‘아니오’란에 ∨표 해 주십시오.

 

호흡곤란 유발요인 내용 예 아니오

  1. 목욕이나 샤워를 할 때

  2. 옷을 입고 벗을 때

  3. 음식을 먹을 때

  4. 불안하거나 긴장했을 때

  5. 물건을 옮길 때

  6. 아침에 잠에서 깨려고 할 때

  7. 식사 준비할 때

  8. 운동할 때

  9. 주위에 담배를 피는 사람이 있을 때

 10. 산책할 때

 11. 버스를 타기 위해 달려갈 때

 12. 사람이 많은 곳에 있을 때

 13. 우울할 때

 14. 이야기할 때

 15. 서두를 때

 16. 팔을 뻗어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을 내릴 때

 17. 찬 곳에서 더운 곳으로 혹은 더운 곳에서 찬 곳으로 갑자기

     이동할 때

 18. 화를 내거나 흥분을 했을 때

 19. 청소할 때

 20. 계단을 오를 때

 21. 비가 오거나 날씨가 습할 때

 22. 허리를 구부릴 때

 23. 잠을 자려고 할 때

 24. 근심, 걱정이 있을 때

 25. 경사진 곳을 오를 때

 26. 날씨가 너무 춥거나 더울 때 

 27. 호흡곤란이 없는 사람과 함께 평지를 걸을 때

 28. 공기가 나쁜 곳에 있을 때

신체적 요인 : 문항 1, 2, 3, 5, 7, 8, 10, 11, 14, 15, 16, 19, 20, 22, 25, 27

심리적 요인 : 문항 4, 13, 18, 24

상황적 요인 : 문항 6, 9, 12, 17, 21, 23, 2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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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증상관리 전략 

 

※ 다음은 호흡곤란에 대한 증상관리 전략을 나열한 것입니다.  

   귀하께서 호흡곤란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평소에 사용하는 방법은 ‘예’란에, 사  

   용하지 않는 방법은 ‘아니오’란에 ∨표 해 주십시오.

호흡곤란 관리 전략 내용 예 아니오

  1. 가능한 천천히 움직인다.

  2. 활동을 용이하게 해 줄 보조기구(진공청소기, 세탁기 등)를 

     사용한다.

  3. 기도 또는 명상의 시간을 갖거나 종교서적을 읽는다.

  4. 처방된 약을 복용하거나 흡입한다.

  5. 텔레비젼을 보거나 음악을 듣는 등 기분전환을 한다.

  6.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의도적으로 노력한다.

  7. 안정제, 이완제 등을 복용한다.

  8. 체중을 조절한다.  

  9. 의료기관에 전화하거나 방문한다. 

 10. 호흡곤란에 대해 생각하거나 이야기하는 것을 회피한다.

 11. 긍정적인 사고를 갖는다.

 12. 산소를 사용하거나 산소의 양을 증가시킨다.

 13. 규칙적인 운동을 계획하고 실시한다.

 14. 가능한 호흡곤란을 유발하는 상황이나 환경은 피한다.

 15.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한다.

 16. 양을 충분히 섭취한다.

 17. 신선한 공기를 마신다.

 18.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친 한 관계를 유지한다.

 19. 눕거나 앉아서 편안한 자세를 취한다.

 20. 심호흡, 복식호흡, 입술을 오므리고 숨쉬기 등의 호흡법을 

    시행한다.

 21. 활동을 줄이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한다.

 22.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피하고 혼자 있으려고 한다.

 23. 같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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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께서 갑자기 호흡곤란을 느끼셨을 때 또는 급성 악화로 인하여 평상시

보다 호흡곤란의 정도가 심해졌을 때 호흡곤란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용하

는 방법은 ‘예’란에, 사용하지 않는 방법은 ‘아니오’란에 ∨표 해 주십시오.

※ 이 외에도 호흡곤란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 있다면, 자세  

   히 기록해 주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호흡곤란 관리 전략 내용 예 아니오

  1. 가능한 천천히 움직인다.

  2. 활동을 용이하게 해 줄 보조기구(진공청소기, 세탁기 등)를 

     사용한다.

  3. 기도 또는 명상의 시간을 갖거나 종교서적을 읽는다.

  4. 처방된 약을 복용하거나 흡입한다.

  5. 텔레비젼을 보거나 음악을 듣는 등 기분전환을 한다.

  6.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의도적으로 노력한다.

  7. 안정제, 이완제 등을 복용한다.

  8. 체중을 조절한다.  

  9. 의료기관에 전화하거나 방문한다. 

 10. 호흡곤란에 대해 생각하거나 이야기하는 것을 회피한다.

 11. 긍정적인 사고를 갖는다.

 12. 산소를 사용하거나 산소의 양을 증가시킨다.

 13. 규칙적인 운동을 계획하고 실시한다.

 14. 가능한 호흡곤란을 유발하는 상황이나 환경은 피한다.

 15.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한다.

 16. 양을 충분히 섭취한다.

 17. 신선한 공기를 마신다.

 18.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친 한 관계를 유지한다.

 19. 눕거나 앉아서 편안한 자세를 취한다.

 20. 심호흡, 복식호흡, 입술을 오므리고 숨쉬기 등의 호흡법을 

    시행한다.

 21. 활동을 줄이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한다.

 22.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피하고 혼자 있으려고 한다.

 23. 같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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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ggravating Factors & Management Strategies of 

Dyspnea in Chronic Lung Disease Patients

                                                      Bang, So Youn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yspnea is the subjective experience of difficult and discomfort breathing 

and it is the most distressing and life-threatening symptoms that is 

accompanied with a disease in chronic lung disease patients.  The number of 

chronic lung disease patients is increasing due to the increment of smoker, life 

span, and elderly people, but the studies about dyspnea of them are 

insufficient.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aggravating factors and 

management strategies of dyspnea in chronic lung disease patient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53 people(33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and 20 bronchial asthma) who visited the pulmonary outpatient 

department of S. hospital in Seoul, Korea for dyspnea.  Data were collected 

with 『Questionnaire for aggravation factor of dyspnea』 and 『Questionnaire 

for management strategies of dyspnea』 from April, 15, 2002 to May, 30, 2002.  

Statistical methods employed were mean, standard deviation, chi-square test, 

t-test, ANOVA, and Pearson’s correl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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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The physical factors of aggravating factors of dyspnea in chronic lung 

disease patients were ‘running to take a bus’, ‘going up slopes’, ‘going 

upstairs’, ‘taking exercise’, ‘moving a thing’ et al., the psychological factors of 

that were ‘getting angry or excited’, ‘becoming anxious or nervous’ et al., and 

the situational factors of that were ‘being in the polluted air’, ‘existing near 

smokers’ et al.  The related factors of that were age, sex, no job, family 

income, and the severity of disease.

   2. The priorities of long term management strategies of dyspnea in chronic 

lung disease patients were ‘emphasizing the positive’, ‘take or inhale prescribed 

medications’, ‘move slower as possible’, ‘physical distancing from aggravating 

situation or environment of dyspnea as possible’, ‘fresh air’, ‘conscious attempt 

to calm down’ et al. and the related factors of that were age, no job, and no 

use of oxygen breathing apparatus.

   3. The priorities of immediate management strategies of dyspnea were 

‘move slower as possible’, ‘emphasizing the positive’, ‘take or inhale prescribed 

medications’, ‘conscious attempt to calm down’, ‘physical distancing from 

aggravating situation or environment of dyspnea as possible’ et al. and the 

related factor of that is no job.

   4. No difference was found long term and immediate management strategies 

of dyspnea.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the need to develop specific nursing 

education program and nursing intervention to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of  

patients in order to decrease aggravation of dyspnea and manage efficiently the 

dyspn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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