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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의 총체적 사정 도구 개발 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환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총

체적인 COPD 환자 사정 도구를 개발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WHO(1998)에서 발표한 건강의 다차원적 측면 즉,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적 역을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로 하여 COPD 환자에서 사정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적인 다차원적 측면을, 국내외의 문헌과 국외 호흡

기 단체에서 언급된 COPD 환자의 사정 내용, 그리고 국외의 3차 병원 4곳에서 

사용중인 COPD 환자 사정 도구 내용을 토대로 예비 사정 내용을 작성하여 2차에 

걸친 전문가 타당도 및 임상 적용 가능성을 검증한 후 최종 COPD 환자의 총체적 

사정 도구를 개발하는 과정을 거쳤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WHO(1998)에서 발표한 건강의 다차원적 측면 즉,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적 역을 대분류라 명칭하고, 이에 따른 중분류와 소분류는 국외 호흡기 학회

에서 제시한 COPD 사정내용과 문헌고찰을 토대로 작성하여 대분류 4항목, 중

분류 17항목, 소분류 66항목이 본 연구의 개념적 준거틀로 확정되었다. 

2. 대분류-중분류, 중분류-소분류 흐름의 적절성에 대한 전문가 1차 타당도 검증 

결과 CVI(Index of content validity) 78% 미만인 항목을 삭제하여 대분류 4항

목, 중분류 16항목, 소분류 46항목으로 정리되었다. 

3. 문헌고찰을 통해 각 소분류에 해당하는 세부내용을 작성한 결과 소분류 46항목

에 따른 세부내용 110항목이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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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각 소분류에 따른 세부항목의 적절성에 대해 전문가 2차 타당도를 실시하여 

CVI 78% 미만의 항목을 삭제한 결과 세부항목 22항목이 삭제되어 총 88항목

이 최종 COPD 환자 사정 예비 내용으로 선정되었다. 

5. 소요시간과 항목간 배열의 적절성, 사정도구 내의 용어의 적절성, 자료수집의 

용이성을 토대로 임상 적용 가능성을 검증한 결과, 신체적 역의 세부항목에

서 1항목, 사회적 역의 세부항목에서 3항목이 다른 항목들과 중복되어 삭제

하 다.

6. 전문가 타당도와 임상 적용 가능성 검증을 통해 작성된 COPD 환자의 총체적 

사정 도구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적 역을 측정하는 내용이 모두 포함

되어 있고, 신체적 역으로 내과력, 신체검진, 진단검사, 양, 처치력, 증상, 

일상생활활동, 운동, 수면력과, 정신적 역으로 정서상태, 인지상태, 사회적 

역으로 삶의 질, 지지, 환경, 경제, 그리고 적 역으로 적건강을 사정할 

수 있도록 구성하 다. 

본 연구는 COPD 환자의 총체적 사정을 위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적 

역을 모두 포함한 도구를 개발하도록 시도되었다. 이 도구는 COPD 환자의 현 상

태를 파악하고 간호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핵심되는 말 : 만성폐쇄성폐질환, 총체적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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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만성폐쇄성폐질환(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COPD)은 점진적으

로 진행하는 공기 흐름의 폐쇄로 특징지어지는 질환이며, 유해한 입자나 가스 특

히 흡연에 의한 폐의 비정상적인 염증 반응이다(American Thoracic Society[ATS], 

1995; Pauwels, Buist, Calverley, Jenkins, & Hurd, 2001). 

COPD는 미국에서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급성 호흡기감염에 이어 사망률 4위, 

심장질환에 이어 두 번째로 신체적 장애(physical disability)를 가져오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Casaburi, 1993; Pauwels, Buist, Calverley, Jenkins, & Hurd, 2001; 

WHO, 2000). 특히, 1979년과 1991년 사이 사망률이 32.9% 증가하여 높은 증가율

을 보이고 있고, World Bank와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는 COPD로 인한 유병률이 1990년 12위에서 2020년 5위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

여 질환의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다(ATS, 1995; Murray & Lopez, 1997; Pauwels, 

Buist, Calverley, Jenkins, & Hurd, 2001).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COPD에 대한 개별적 통계는 제시하지 않았으나 호흡기

계 질환에 의한 사망률이 1990년 5위에서 2000년 4위로 증가하 고, 호흡기계 질

환 내에서 폐기종, 만성기관지염, 기관지 확장증을 포함하는 만성 하기도 질환이 

차지하는 비율이 60% 이상으로, COPD의 높은 유병률을 나타내고 있다(통계청, 

2000). 또한, 70세 이상의 노인층에서 만성하기도 질환 중 COPD가 사망원인 4위

로 보고되고 있고, 1998년에 비해 2001년 사망률이 3배 이상 증가하 으며, 현재 

노인 인구와 흡연 인구의 증가 추세를 감안하면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

되어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관심이 집중될 뿐 아니라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효율적인 건강관리와 환자 접근 방법에 대한 재평가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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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D 환자 대부분이 경험하는 첫번째 증상은 기침이고, 천명음(wheezing)과 

객담, 그리고 호흡곤란 또한 흔한 증상이다. COPD의 증상은 흔히 환자의 일상생

활에 심각한 제한을 가져오고, 중증도가 심해짐에 따라 독립적인 생활을 위하는 

데에 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환자들은 내과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심

해지면서 감염이 동반될 경우 반복입원이 불가피하게 될 뿐 아니라 장기적인 치

료와 활동의 제한으로 경제적 부담과 함께 심각한 정서변화, 건강염려증, 우울, 불

안, 위축, 고립 등이 발생하여 결국 대상자의 삶의 질이 저하되는 사회심리적인 

문제가 초래된다(오의금; 1989; Fehrenbach, 2002; Scherer & Schmieder, 1997). 

COPD는 비가역적이며 퇴행적인 질환으로, 관리될 뿐 완치되지 못하기 때문에 

질병을 가지고 제한된 폐기능 내에서 가능한 한 정상에 가깝고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가조절과 치료를 병행하며 최적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현대 간호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고 있다(김순희, 2002; 박순주, 2002).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995년 ATS에서 구체적인 호흡재활 프로그램의 지침을 공

식적으로 발표한 이래 여러 나라에서 다학제적이고 개별적인 호흡재활 프로그램

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가 현재까지도 진행중이며, 우리 나라에도 각 종합병원에서 

클리닉 개설, 웍샾 개최 등을 통해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COPD의 중재

가 약물치료에서 이러한 다학제적이고 개별적인 관리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의

미하며, 이러한 중재의 성과 지표(outcome measure) 또한 다면적 즉, 신체적, 심

리적, 사회적인 관점에서 평가가 요구되고 있다. 

이와 같이 COPD 관리와 성과지표는 다학제적이고 개별적으로 변화하는데, 

COPD 환자를 사정하는 방법은 생리적 평가, 특히 폐기능 검사 결과에 의존하고 

있어 의학적 모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폐기능에 따른 

COPD 환자 사정의 유용성에 대한 반론이 제기된 이래(O'Donnell, 1994; 

Wolkove, 1989) 지금까지 폐기능과 신체․심리․사회적 증상과의 연관성에 대해 

연구가 진행되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COPD 환자 접근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COPD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대상자를 사정하는 

지표는 폐기능 수치나 호흡기계 증상에만 의존하고 있을 뿐 그 외에 환자의 신체

적, 심리적, 사회적, 환경적 상태에 따른 다면적인 사정도구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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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정이다. 

미국 호흡기 학회(American Thoracic Society, ATS)나 국 호흡기 학회(British 

Thoracic Society, BTS), 유럽 호흡기 학회(European Respiratory Society, ERS), 

Global Initiative for Obstructive Lung Disease(GOLD) 등에서 COPD 진단과 예

방, 중재와 관련된 지침을 마련하고 있고 여기에는 COPD 환자의 사정 지침이 제

시되어 있기는 하나, 표준화된 사정 도구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이러한 사정지침들은 신체적 측면을 강조한 의학적 모델에서 비롯된 내용들이므

로 COPD 환자의 최적의 건강 관리를 위한 초기 사정으로는 부적절하며, 이러한 

지침들을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사회 문화적, 환경적 차이가 있으므

로 이 또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COPD 환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다면적이고 총체적인 환자 사정 도구

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정 도구는 여러 문헌을 거쳐 그 근거가 명확한 사

실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COPD 환자를 관리하는 건강관리팀에 의해 합의

된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환자를 총체적으로 사정하는 지표는 환자들을 개별

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데에 용이성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렇게 접근되어 개별

적인 관리를 받음으로써 질병의 재발, 악화를 예방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지출되는 

의료비용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임상에서 간호사로서 COPD 환자를 사

정하는 도구를 이용함으로서 체계적이고 다면적인 환자 상태 파악과 독자적인 간

호수행이 가능하게 된다.  

현재 COPD 환자를 총체적으로 사정하는 도구에 관한 연구가 거의 없는 상태

에서, 새로이 환자 사정 도구의 내용을 개발함으로서 COPD 환자 관리의 개별적

이고 체계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고, 나아가 COPD 환자 관리의 질 평가 자료

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COPD 환자 관리의 효율적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기

초자료로 이용될 수 있도록, 문헌과 국내외의 COPD 사정 지침을 통해 COPD 환

자의 총체적 사정 도구를 개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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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COPD 환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총체적인 사정 도구를 개

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COPD 환자의 총체적 사정 도구 내용에 기반이 되는 개념적 준거틀을 

수립한다.

둘째, 개념적 준거틀에 대한 전문가 타당도를 검증한다.

셋째, COPD 환자 사정 도구의 예비 내용을 작성한다.

넷째, 작성된 COPD 환자 사정 도구의 예비 내용에 대한 전문가 타당도를 검

증한다.

다섯째, 전문가 타당도가 검증된 총체적 사정 내용에 대한 임상 적용 가능성을 

검증한다.

여섯째, COPD 환자의 최종 총체적 사정 도구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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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의 정의

 1) 만성폐쇄성폐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이란 만성적으로 진행되는 기도저항의 증가로 인한 

공기 흐름의 폐쇄로 특징지어지는 질환을 가진 환자로, 만성 기관지염, 폐기종을 

포함하며(ATS, 1995), 본 연구에서는 만성 기관지염, 폐기종, 만성 천식을 포함한, 

만성적인 공기흐름의 폐쇄를 가진 환자를 의미한다.    

 2) 총체적 사정

   

총체적 사정(holistic assessment)이란, 세계보건기구(WHO, 1998)가 제시한 건

강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적인 다차원적 측면에 대하여, 환자의 주관적 보

고 및 검사, 신체검진, 병력 등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포함하여 검사자의 객관적 

결과를 중심으로 검사자가 질병이나 상태를 평가하는 것이다(Anderson, K.E., 

Anderson, L.E., & Glanze, 1998). 

본 연구에서는 세계보건기구(WHO, 1998)가 제시한 건강의 총체적인 틀을 기

반으로 COPD 환자에서 사정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적인 다차원적 

측면을, 국내외의 문헌고찰을 통해 개발된 하나의 틀로 통합하여 사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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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 헌 고 찰

1. COPD 환자 관리의 현황 및 문제점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이란 만성 기침, 객담, 운동시의 호흡곤란, 점진적인 

호기량의 감소가 나타나는 상태를 총칭하는 비특이적 용어이고, 이 범주에는 만성 

기관지염, 폐기종, 비가역적인 천식을 포함하며 서로 겹쳐져 나타나는 경우가 흔

하다. COPD로 인한 공기 유통의 장애는 점진적으로 진행되며 기관지 확장제 투

여와 같은 약물 치료를 통해 부분적으로만 회복이 가능하다(ATS, 1995; Siafakas, 

Vermeire, Pride, Paoletti, & Gibson et al., 1995).

COPD의 유병률과 사망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울혈성 심부전과 뇌

졸중 다음으로 의료비용이 많이 지불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고(American Lung 

Association, 1997), COPD의 급성 악화로 인해 COPD 환자의 5%에서 많게는 30%

까지 사망을 한다고 보고되고 있다(Patil, Krishnan, Lechtzin, & Gregory, 2003). 

국내에서는 COPD의 유병률 및 사망률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수치는 제시되고 있

지 않으나, 만성하기도 질환이 우리나라 70세 이상 여성에서 사망률 5위로 급부상

하고 있으며, 같은 연령대의 남성에서는 이미 사망률 4위를 차지하고 있는 추세이

다(통계청, 2002). 주요한 위험요인으로는 흡연과 직업적 유해환경에의 노출이라 

알려져 있고, 특히 흡연을 장기간 지속하면 섬모운동의 억제, 기관지 수축, 비만세

포의 기능장애 등 신체의 방어기능이 약화되고 항단백분해효소(antiprotease)의 기

능도 감소되어 점점 COPD로 진행되나, 이는 개인적인 민감성에 따라 좌우된다

(Siafakas, Vermeire, Pride, Paoletti, & Gibson et al, 1995). 

COPD 환자들은 폐기능 검사 상 1초간 노력성 호기압의 감소가 있음에도 불구

하고 증상을 경험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질병이 어느 정도 진행된 후에 

진단되고 있는 추세이다(Canadian Thoracic Society, 1992; Siafakas, Verme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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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de, Paoletti, & Gibson et al., 1995).   

COPD 환자들이 경험하는 증상으로 기침과 호흡곤란이 가장 흔하고, 객담과 

피로 또한 흔한 증상으로 알려져 있다(Littlejohns, 1989). COPD의 증상은 흔히 환

자의 일상생활에 심각한 제한을 가져오고, 중증도가 심해짐에 따라 독립적인 생활

을 위하는 데에 향을 미치게 된다. 그 중 호흡곤란은 환자가 병원을 찾게 되

는 가장 흔한 이유 중 하나이며(BTS, 1997), COPD가 진행되면 효과적으로 대화를 

하는 데까지도 어려움을 느낄 정도로 호흡곤란이 심해져서 사회적 관계에 문제를 

일으키고 더 나아가 위축, 고립, 우울과 같은 심리사회적 부작용까지 발생한다

(Fehrenbach, 2002). COPD 환자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인 호흡곤란은 병리적인 진

행상태와 반드시 비례되어 일어나는 것이라기 보다는 심리적, 사회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좌우되는 주관적인 감각경험이다(오의금, 1989). 서경희(1988)에 따르면, 

COPD 환자는 질병이 진행됨에 따라 호흡장애가 심해지므로 기력이 감퇴되고 일

상생활을 하기가 어렵게 되고, 또한 건강문제가 장기화됨에 따라 우울 등의 정서

장애를 경험하게 되어 삶에 대한 불만족 등의 정신사회적 문제를 갖게 된다. 실제

로 서경희(1988)가 COPD 환자의 호흡성 장애와 삶의 만족간의 관계를 조사한 연

구에서 보면, COPD환자들은 호흡성 장애정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정도가 낮았

으며, 호흡성 장애 중, 특히 환자의 주관적인 호흡곤란 감지는 삶의 만족과 통계

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COPD 환자들은 신체적인 증상이 주 호소이기는 

하나, 이러한 신체적 증상으로 인한 심리사회적 향은 서로 접한 관련이 있음

을 알 수 있다. 

한편, COPD는 비가역적인 질환으로, 관리될 뿐 완치되지 못하기 때문에 질병

을 가지고 제한된 폐기능 내에서 가능한 한 정상에 가깝고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가조절과 치료를 병행하며 최적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대 간호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고 있다(김순희, 2002; 박순주, 2002).   

그러나 현재 COPD의 관리에 대한 지침을 제시한 여러 문헌을 살펴보면 대부

분이 금연을 포함한 행동수정요법이나 호흡곤란 시 증상 완화 및 활동시 호흡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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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 예방을 위한 약물요법으로(Celli, 1998), 궁극적인 치료는 되지 않고 있는 실정

이다. 또한, 최근 COPD 환자에게 중재를 시행하여 그 효과를 평가한 연구들을 살

펴보면, 약물치료(Barth & Landen, 2003; Bhowmilk, 2003; Brazinsky, Lapidus, 

Weiss, Ghafouri, & Fagan et al., 2003; Epstein, 2003; Mirici, Meral, & Akgun, 

2003)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운동요법(Covey, Larson, Wirtz, Berry, & Pogue 

et al., 2001; Rooyackers, Berkeljon, & Folgering, 2003), 호흡재활프로그램(김순희, 

2002; 김애경, 2001; Green, Singh, Williams, & Morgan, 2001), 산소요법(Diehl, 

Mercat, Guerot, Aissa, & Teboul et al., 2003), 그 외 금연(Morgan, Britton, 2003), 

수술(Goldstein, Todd, Guyatt, Keshavjee, & Dolmage et al., 2003) 등으로, 신체

적인 증상 완화에 초점을 둔 중재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 중 호흡재활 프로그램은 증상완화, 운동능력 증진, 불안 및 우울 감소, 자가

간호 능력 증진,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다학제적이고 개별적인 프로그램

으로서(ACCP/AACVPR, 1998; ATS, 1999), 1995년 미국 호흡기 학회(ATS)에서 구

체적인 호흡재활 프로그램의 지침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이래, 이러한 호흡재활 프

로그램을 위한 지침은 물론이고 프로그램에 따른 결과 측정에 대한 합의 또한 이

루어지고 있다. ACCP/AACVPR(1998)에서는 호흡재활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위

해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호흡재활프로그램을 평가하여 호흡재활 지침을 

제시한 바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호흡재활프로그램의 치료적 역 

즉, 상지훈련, 하지훈련, 호흡근 훈련, 사회심리․행동․교육적 중재의 근거와, 호

흡곤란, 삶의 질, 의료시설 이용정도, 사회심리․행동․교육적 평가, 생존률 등의 

결과 역에 대한 근거를 기존의 연구 결과들을 중심으로 점수화 하여 중재와 그 

결과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렇듯 통합적 프로그램의 지침과 결과 측

정에 대한 합의가 이미 이루어진 상태임을 알 수 있으나, COPD 환자에게 통합적

인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전에 시행되어야 하는 초기 사정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는 부족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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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PD 환자의 사정 

전문직 간호사의 체계적 간호활동의 준거틀로 광범위하게 사용되어지는 간호

과정은 자료수집, 문제정의, 중재의 계획, 수행, 평가의 5가지 과정으로 설명될 수 

있는데, 사정(assessment)이란 이러한 간호과정의 첫번째 단계로서, 해석적 요소 

없이 객관적 사실을 모으는 자료수집과, 모은 자료에 분석과 해석을 더해 대상자 

문제진단의 목적으로 어떤 상황을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Bloch, 1974; Crow R.A., 

Chase J. & Lamond D., 1995; Gebbie & Lavin, 1974; Yura & Walsh, 1988). 또

한, Campbell & Glasper(1995)는 사정을, 자료를 수집하고 의미있는 자료를 해석

하며 앞으로 중재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결정하는 행동이며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Pierson & Wilkins(1992)는, 사정은 지적인 능력이 합쳐진 것으로, 건강전

문가가 환자와 다른 전문분야의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해준

다고 하 다. 

이처럼 간호사정의 정의는 다양하지만, 이러한 간호사정은 객관적인 간호를 하

기 위한 기초이며, 환자의 변화를 빠르게 발견하고 조기에 중재할 수 있도록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또한, 주의깊고 적절한 사정을 통해 각 개인의 요구와 상태에 

예민한 간호를 제공할 수 있으며(Bellack & Banford, 1984), 일관된 지침과 기준에 

근거한 사정은 건강전문직 사이의 의사소통을 수월하게 하고 연구의 기초자료로

써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Calvani, 1991).

COPD의 경우, 신체적 증상으로 인한 심리, 사회적 문제 뿐 아니라, 이 질병으

로 인한 전신적인 향으로 폐문제 이외에 전신감염, 양결핍, 근골격계 장애 등

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Agusti, Noguera, Sauleda, Sala, & Pons et al., 1995), 

COPD의 중재의 개발과 더불어 체계적인 환자 사정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유럽 호흡기 학회(ERS)에서 COPD 사정에 대한 합의 내용을 마련하기 

위한 시도를 하 는데, 그 결과 COPD 환자 사정에는 증상, 양, 수면력, 신체검

진, 진단검사의 5가지 내용이 제시되었으며, 이러한 합의과정을 기점으로 국 호

흡기 학회(BTS), 미국 호흡기 학회(ATS), GOLD에서 COPD 환자 사정을 위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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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적인 내용을 제시해 오고 있고, 이러한 사정 내용의 계속적인 평가 및 수정이 

이루어지고 있다(Siafakas, Vermeire, Pride, Paoletti, & Gibson et al., 1995).

COPD 환자의 사정에 필수적이라 언급되는 요소는 여러 국가의 호흡기 단체에 

따라 다양한데, 미국 호흡기 학회(ATS)와 국 호흡기 학회(BTS), 유럽 호흡기 학

회(ERS), 그리고 GOLD에서 제시하고 있는 COPD 환자의 사정 내용을 고찰한 결

과, BTS(1997)는 신체적 증상, 내과력, 진단적 검사, 신체검진, 양, 운동, 처치력

의 7가지 내용을, ATS(1999)는 증상, 내과력, 진단검사, 신체검진, 일상생활활동, 

운동, 양, 처치력, 교육, 심리사회적 상태, 삶의 질, 환경을 기본적인 COPD 사정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COPD 환자 사정 내용 및 GOLD(2001)는 

증상과 내과력, 진단검사, 신체검진, 운동, 수면력, 양, 심리적 증상, 삶의 질, 환

경, 경제적 상태, 사회 및 가족지지, 처치력의 13가지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증상과 양, 신체검진, 진단검사는 4개 호흡기 단체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내용임을 알 수 있고, ERS(1995)와 BTS(1997)에서는 필

수적인 사정요소로서 신체적, 의학적인 측면만 언급한 반면, 최근에 들어 사정지

침을 발표한 ATS(1999)와 GOLD(2001)에서는 심리적 증상과 삶의 질, 환경, 경제

적 상태, 사회 및 가족지지에 대한 내용도 제시하고 있어 COPD 환자의 사정 내

용이 점점 다면적으로 요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내 연구로서 최초로 시행된 COPD 대상자의 가정간호를 위한 critical 

pathway 개발 연구(조원정 & 한미경, 2001)에서 증상, 진단검사, 신체검진, 일상생

활활동, 수면력, 양, 교육, 환경, 사회 및 가족지지, 처치력의 10가지 사정내용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critical pathway는 환자 사정 뿐 아니라 치료, 의뢰 등의 

일련의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그 세부내용을 확인하기가 어렵고, 합병증을 가

지거나 악화된 경우를 제외한 COPD 환자를 대상으로 개발한 것이므로 다양한 

COPD 환자에게 이용될 수 없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국외 호흡기 단체와 국내의 연구에서 보면 증상과 양사정에 대한 내용이 공

통적으로 합의된 내용이라 볼 수 있고, 진단검사와 신체사정, 처치력 또한 COPD 

환자 사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내용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단체별로 보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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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S(1995)에서는 신체적 증상과 진단검사에 초점을 두어 COPD 환자를 사정하는 

경향이 있고, 다른 단체나 연구에서도 보면 신체적이고 의학적인 면을 주로 강조

하고 있으며 사회심리적인 면에서는 간과하고 있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국외 호흡기 단체와 국내 연구에서 제시하는 COPD 사정내용 이외에, 실제 병

원에서 COPD 환자를 사정하기 위한 도구의 내용을 분석하는 것 또한 COPD 환

자 사정 내용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따라서, 미국의 3차 병원인 St. Joseph's 

Hospital and Medical Center(Phoenix, AZ)와 Long Beach Memorial Medical 

Center(Long Beach, CA), Mt. Diablo Medical Center(Concord, CA), Union 

Hospital(Dover, OH)에서 사용되고 있는 COPD 환자 사정 도구 내용을 고찰한 결

과, St. Joseph's Hospital and Medical Center에서는 COPD 환자의 호흡재활 프로

그램을 위한 초기 사정도구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증상과 내과력, 

진단검사, 신체검진, 일상생활활동, 운동, 수면력, 양, 교육, 심리적 증상, 삶의 

질, 환경, 경제적 상태, 사회 및 가족지지, 처치력, 그리고 개인적 특성의 16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Long Beach Memorial Medical Center(Long Beach, 

CA)와 Mt. Diablo Medical Center(Concord, CA), Union Hospital(Dover, OH)에

서는 하나의 사정도구를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St. Joseph's 

Hospital and Medical Center에서 사용하는 사정도구 내용 중 사회적, 가족지지를 

제외한 15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이 미국 4개 3차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COPD 사정도구 2가지는, COPD 환자의 신체적인 면 뿐만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인 면까지도 동시에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내의 경우, COPD 환자를 위한 사정도구를 단독으로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

지는 않으나, Y 대학 부속병원 호흡기 내과에서 호흡기계 환자 문진 양식을 채택

하여 사용중이다. 그러나 이 양식은 호흡기계 환자의 주요 증상인 기침, 객담, 객

혈, 호흡곤란, 천명음, 흉통에 대한 세부적인 문진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현재의 

신체적인 문제에만 초점을 둔 도구라 볼 수 있다. 

COPD 혹은 호흡기계 환자 사정도구들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최근에 가까

워질수록 COPD 환자 사정의 다면성을 강조하고 있고, 특히 실제 이러한 다면성

을 사정하기 위한 도구들이 임상에서 현재 사용 중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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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국내외 COPD 환자 사정도구들은 체계적인 문헌고찰

과 내용 및 임상 적용 가능성 검증을 거쳐 연구된 결과의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앞으로 전문가와의 합의를 거친 사정도구 개발의 필요성이 부각된다. 또한, COPD 

환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환자사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 신체적 측면 또는 사

회적 측면 등 어느 한 측면만을 고려하기 보다는 이들을 하나의 틀 안에서 함께 

고려할 수 있어야 하겠다. 

현재 COPD 환자를 총체적으로 사정하는 도구 개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고, 

국외의 일부 병원에서 COPD 환자의 초기사정 도구를 고안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COPD 환자를 

위한 총체적 사정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박순주, 2002) 이에 대

한 연구가 전무한 실정이므로 앞으로 개발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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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PD 환자의 총체적 사정

건강이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안녕 상태를 의미하며, 간호는 질병이나 문

제를 다차원적으로 사정하여 진단하고 중재함으로서 궁극적으로 이러한 대상자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Anderson, K.E., Anderson, L.E., & 

Glanze, 1998; Wilson & Cleary, 1995). 세계보건기구(WHO)는 1998년 5월 제네바

에서 열린 총회에서, 기존의 건강의 정의에 적인 부분을 삽입하여 “건강은 단순

히 질병이나 장애가 없는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그리고 적인 안녕 상태이다”라고 정의하 다.  

총체적인 건강개념은 인간의 전체차원에 관한 것이므로 인간 그 자체와 생활

약식, 삶의 질에 깊은 관심을 갖기 때문에 간호에 특히 적절한 개념이다(Krieger, 

1981). 건강과 관련된 다면적인 문제들을 총체적으로 사정함으로서 적절한 계획 

및 중재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Wilson & Cleary(1995)는 건강을 사정하는 이론적 

기틀을 원인, 병태생리 등에 초점을 둔 생의학적 모델에서 벗어나 더 복잡하고 통

합된 사회과학적 모델로 제시하 다. 건강의 사회과학적 모델은 삶의 질 모델이라

고도 불리우며, 이는 생리적 또는 생물학적 요인, 증상, 기능적 상태, 건강 인지, 

삶의 질의 5가지 차원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생리적 또는 생물학적 요인은 진단

명, 임상검사, 생리적 기능, 신체검진 등과 같은 측정으로 인해 사정될 수 있고, 

증상은 신체적, 심리적 증상으로 구분되어 사정될 수 있으며, 기능적 상태는 신체

적, 사회적, 역할, 심리적 기능으로 구분될 수 있다. 건강인지는 대상자들의 행동

을 이해하는 면에서 중요하게 사정되고, 건강인지 사정을 통해 대상자의 개인적 

요구를 충족시키키 위한 교육적 목표를 세울 수 있다. 삶의 질은 삶에 대한 만족

이나 행복감 등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 이는 간호의 궁극적인 목표가 된다.  

최근 COPD 환자를 위한 중재가 약물치료에서 다학제적이고 개별적인 관리로 

변화되어 가고 있고, 이러한 중재의 성과 지표 또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경제

적인 관점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COPD 환자를 위한 총체적인 사정

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또한, COPD 환자의 초기사정은 목표를 설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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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 뿐 아니라 이 단계에서 신뢰가 형성될 수 있으므로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ACCP/AACVPR, 1998).

그러나, 천식환자의 이상적인 사정과 관리에 대한 여러 국가 단체와의 합의가 

최근에 와서 이루어짐으로써 진단과 치료 및 관리의 국제적 표준화를 이끌어 내

고 있는 반면, COPD 환자의 사정과 관리에 대한 지침 개발을 위한 시도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Siafakas, Vermeire, Pride, Paoletti, & Gibson et al., 1995).  

COPD 환자의 총체적 사정 내용에 대해 각 국가의 호흡기 단체에서 합의점을 

이루고 있지는 않으나 신체적 뿐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인 다각적

인 관점에서 환자 사정을 하여야 환자 관리의 효율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은 

일치되고 있다(ATS, 1999; BTS, 1997; ERS, 1995).

ATS(1999), BTS(1997), ERS(1995), GOLD(2001)에서 제시한 바에 의하면, COPD 

환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사정해야 할 내용은 내과력, 진단 검사, 신체검진, 

양, 처치력, 증상, 일상생활활동, 운동, 수면력, 정서 상태, 인지상태, 삶의 질, 지

지, 환경, 경제 등이다. 

1) 신체적 역

COPD 환자의 증상사정에는 호흡곤란, 기침, 객담, 피로, 객혈, 흉통, 부종 등

이 포함되며(ATS, 1999; BTS, 1997; ERS, 1995), 특히 호흡곤란과 기침은 COPD 환

자가 호소하는 가장 일반적인 증상이므로 이에 대한 사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Siafakas, Vermeire, Pride, Paoletti, & Gibson et al., 1995). 증상의 발현시

기, 위치, 양상, 정도, 빈도 그리고 기간과, 증상의 악화 및 완화요인에 대한 사정 

또한 중요하다(ACCP/AACVPR, 1998). Kinsman & Dirks(1983)는 폐기종과 만성 

기관지염 환자를 대상으로 호흡곤란 동안 느끼는 증상이나 경험을 연구한 결과 

호흡곤란, 기침, 만성 피로, 수면장애, 말초감각장애, 기억력 저하 등의 신체적 증

상이 동반된다고 보고하 고, 박순주(2002)가 기관지 천식과 기관지 확장증 환자를 

중심으로 만성 폐질환자의 증상경험과 삶의 질을 연구한 결과, 기관지확장증 환자

는 기침과 피로 항목에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고, 이는 임상 현장에서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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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만성 폐질환자의 주요 증상은 호흡곤란이며 이 증상이 대상자의 삶의 질에 

가장 향을 미친다’는 일반론에서 벗어나 각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의 양상에 민

감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COPD 환자의 전반적인 내과력 사정은 초기사정 단계에서 필수적이다. 내과력

은 많은 부분이 환자의 진료기록에서 얻어질 수 있는데, 여기에는 호흡기계 질병

력, 가족력, 현존하는 건강문제, 입원, 약물력, 알러지, 흡연력, 음주력이 포함되며, 

환자의 건강과 안녕, 중재에 직접적인 향을 미치는 기타 질환력(comorbidity)에 

대해 파악하는 것도 그 중요성이 크다(ACCP/AACVPR, 1998; ATS, 1999).

COPD 환자의 진단검사는 적절한 중재의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된다

(Connors, Hilling, & Morris, 1993). 또한, 진단적 검사를 통해 환자의 임상적 상

태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재 후 결과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도 사용

될 수 있다(ACCP/AACVPR, 1998). 진단적 검사에는 폐기능 검사와 혈액학적 검

사가 필수적인데, 폐기능 검사는 기관지확장제 적용 후 즉시 측정한 FEV1의 변화

가 200ml와 12%보다 큰 경우가 유의하게 고려되며 이는 천식과 COPD를 구별하

는 기준이 된다(GOLD, 2001). 혈액학적 검사에는 동맥혈 가스분석 검사와 전혈검

사가 주로 포함되는데, 동맥혈의 저산소증이 있을 때 다혈구혈증이 나타날 수 있

으므로 혈액학적 검사는 질병 상태의 변화에 대해 서로 연관성이 깊다. 또한, 빈

혈의 교정은 COPD의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으므로 혈액학적 검사 결과 사정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BTS, 1997, GOLD, 2001). 

신체검진에는 활력징후, 부속근 사용 여부 관찰, 흉곽시진, 곤봉형 손가락, 그

리고 발목 혹은 하지 부종, 경정맥 팽창과 같은 심부전의 기타 징후에 대한 평가

를 포함한다(ATS, 1999; BTS, 1997; ERS, 1995; GOLD, 2001; Pierson & Wilkins, 

1992). 이 중 흔히 생략될 수 있는 발목 혹은 하지부종, 경정맥 팽창 등은 우심부

전의 발전을 나타내는 유일한 증상이므로 신체검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GOLD, 2001). 

COPD 환자의 주요 증상 중 하나인 호흡곤란은 종종 일상생활활동(Activity of 

Daily Living, ADL)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능력을 감소시키므로 환자들의 ADL 

능력이 사정되어야 한다. ADL 사정은 에너지 보존 방법, 상지의 힘, 일상생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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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호흡법, 그리고 보조기구의 필요성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러한 ADL

의 초기사정은 치료계획을 세우고 결과측정을 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된다

(ACCP/AACVPR, 1998). 

또한, COPD 환자의 운동능력 사정은 평소 운동수행 여부 및 정도, 운동 내인

성, 신체적 장애, 운동시 산소 필요정도를 포함한다(Hilling & Smith, 1995).

COPD 환자들은 일반인들에 비해 수면 중 무호흡증을 가지는 확률이 높으며, 

이로 인해 야간 중 심한 산화혈색 포화도가 저하되므로 수면력을 사정한다

(Fletcher, 1990). 질병으로 인해 수면에 향을 받는 정도를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

지만, 이렇게 수면에 향을 받음으로 인해 일상생활활동 저하, 우울 등의 심리적 

증상 악화, 삶의 질 저하가 우려되므로 수면력의 사정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GOLD, 2001). 

한편, COPD 환자들은 호흡시 에너지 소모량이 증가하므로 더 많은 칼로리를 

필요로 한다(Schols, Soeters, & Dingemans, 1991). 양 문제는 COPD 환자의 

40-60%에서 발생하고(Wilson, Rogers, & Openbrier, 1986), 양결핍은 사망률의 

예측인자로서 중요시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COPD 환자의 사정에서 반드시 포

함되어야 할 내용이다(Gray-Donald, 1996). COPD에서 비만과 체질량 감소는 모두 

나타날 수 있지만, 양부족과 체중감소는 호흡근육의 질량(mass)과 남아있는 근

육섬유의 강도를 모두 감소시킴으로서 호흡근 강도와 내구성을 저하시켜 사망률

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박광주, 안철민, 김형중, 장준, & 김성규 외, 

1997; Pauwels, Buist, Calverley, Jenkins, & Hurd, 2001; Siafakas, Vermeire, 

Pride, Paoletti, & Gibson et al., 1995). 반면에, 체중과다인 환자는 체중이 더 증

가할수록 호흡곤란과 호흡시 드는 노력이 증가하게 된다(Pauwels, Buist, 

Calverley, Jenkins, & Hurd, 2001).

2) 정신적 역

환자의 지식정도, 인지정도를 파악하여 환자의 교육 요구도에 맞는 교육을 제

공함으로서 COPD 환자의 자가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질병과정과 질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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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처하는 전략에 대한 환자의 지식 및 인지상태 또한 초기 사정단계에서 측정되

어야 한다. 지식 및 인지상태 사정에는 질병과 치료과정 등과 관련된 지식, 읽고 

쓸 수 있는 능력, 청력과 시력, 언어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러한 지식사정은 중

재 전과 후의 지식 변화를 평가하는 데 기초를 제공한다(Gilmartin, 1986). 

다수의 연구자들은 정서적 변화가 호흡곤란 감지 정도에 큰 향을 미친다고 

보고하 는데, Light(1985)는 불안과 우울은 호흡곤란 감지와 상관성이 매우 높다

는 것을 밝혔으며, Gift & Jacox(1986)도 불안과 우울의 정도가 심할수록 호흡곤란

을 심하게 경험한다는 일치된 결과를 보고하 다. 또한, Kinsman & Dirks(1983)의 

연구에서는 불안정감, 불안감, 무관심, 무력감, 절망감, 소외감 등의 심리적 증상이 

호흡곤란을 겪는 환자들에게서 함께 나타난다고 보고하 다. 여기서, 불안이나 불

안정감과 같은 심리적 증상은 에너지 소모의 증가, 환기 증가, 산소 소모 증가, 골

근긴장 등의 이산화탄소 감소와 동반된 과호흡과 관련된 정서적 변화인 반면, 우

울, 무관심 등은 에너지 소모 감소, 환기 저하, 산소소모 저하, 골근이완 등과 관

련되어 일어나는 정서적 변화이다(Cherniack, 1987).

COPD 환자의 정서 사정은 정서적 고통, 물질남용, 인지장애, 대인관계적 마

찰, 우울, 불안, 심각한 신경정신적 손상 등 여러 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정서 사정을 통한 정보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중재 목표를 설정하고 다

학제적인 치료계획을 세우는 데 유용할 것이다. 반면에, 현존하는 정서적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면 COPD 환자의 중재가 효과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기가 어렵다. 

COPD의 초기 단계에서 환자와 보호자들은 흔히 질병의 존재나 심각성에 대해 잘 

인지하지 못하거나 부인하는데, 잘 알려진 다른 질병들과는 달리, COPD의 장애율

과 병의 진행은 널리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환자의 호흡기 증상과 과거 혹은 

현재의 행동(흡연 등)과의 관계를 부정하기가 더 쉽다. 실제로 COPD를 가진 환자

들은 감정을 억압하거나 질병에 대한 걱정을 하는데, 감정을 억제하는 것이 불안 

정도를 감소시키긴 하나 부인하는 것은 제공되는 중재나 생활습관 변화에 비적응

적인 향을 미칠 수 있다(ACCP/AACVPR, 1998). 또한 Siafakas, Vermeire, 

Pride, Paoletti, & Gibson et al.(1995)에 따르면 불안과 우울은 호흡곤란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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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고, 불안이나 우울 정도가 높으면 COPD 관리 프로그램의 참여동기를 저해하

고 실제로 이행능력을 감소시키므로 초기에 평가되어져야 한다. 

3) 사회적 역

COPD 환자의 증상경험과 삶의 질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으므로(박순주, 

2002; Mahler, Faryniarz, Tomlinson, Colice, Robins,& Olmstead et al., 1992) 

COPD 환자의 삶의 질을 초기 사정 단계에서 평가하여야 하고, 사회적 지지와 사

회경제적 상태, 환경적 요소 등은 호흡곤란 감지와 관련이 있으므로(Carrieri et 

al., 1984) 이 또한 초기에 사정되어야 하는 내용이다.   

COPD는 악화 및 완화에 환경에 의한 향을 받는 질병이므로 흡연, 환경적 

유해물질에의 노출, 직업 등의 환경 사정이 필요하다. 환경사정에는 크게 흡연력

과 환경적 유해물질, 주거환경 사정이 포함되는데, 흡연력은 COPD 예방 뿐 아니

라 이미 질병을 가진 환자들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중재의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 

금연프로그램을 위해 중요한 자료가 된다(GOLD, 2001). 환경적 유해물질에의 노

출은 증상을 악화시키고, 지속적인 손상은 폐기능 감소를 가속화시킨다. 따라서 

직업과 관련된 환경적 유해물질에의 노출을 사정함으로서 위험요인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한다. 공기오염 또한 증상을 악화시키고 환자의 기능을 손상시킬 수 있으

므로 주거환경의 사정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Siafakas, Vermeire, Pride, 

Paoletti, & Gibson et al., 1995).

지금까지 국외 호흡기 단체와 여러 연구에서 언급된 COPD 환자의 총체적 사

정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고찰하 는데, 앞으로 COPD 환자를 대상으로 신체, 

정신, 사회적 상태의 관련성을 조사한 여러 연구 결과들을 통해, COPD 환자를 총

체적으로 사정하기 위한 세부적 내용에 대한 근거를 축적해 나가고 이러한 근거

를 바탕으로 COPD의 총체적인 사정도구를 개발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COPD 환

자 관리를 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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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 구 방 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COPD 환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건강의 총체적인 이론적 틀

을 기반으로 COPD 환자에서 사정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적인 다차

원적 측면을, 국내외의 문헌과 국외 호흡기 단체에서 언급된 COPD 환자의 사정 

내용을 토대로 예비 사정 내용을 작성하여 전문가 타당도 및 임상 적용 가능성을 

검증한 후 최종 COPD 환자의 총체적 사정 도구를 개발하는 방법론적 연구이다.

2. 연구 방법 및 절차

COPD 환자의 총체적 사정 내용을 개발하기 위해 그 개념적 준거틀을 형성하

여 이에 대한 전문가 1차 타당도를 검증하고, 이를 토대로 예비 내용을 작성여 전

문가 2차 타당도를 검증한 후, 도구의 임상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여 최종 COPD 

환자의 총체적 사정 도구를 개발하는 단계를 거쳤다<그림 1>.

 1) COPD 환자의 총체적 사정 내용에 기반이 되는 개념적 준거틀 수립

  (1) 이론적 기틀 수립

WHO(1998)에서 제시한 건강의 총체적인 개념을 바탕으로 COPD 환자에서 사

정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적인 다차원적 측면을 본 연구의 이론적 

기틀로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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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론적 기틀에 따른 COPD 환자 사정 도구의 틀 설정

미국 호흡기 학회(ATS), 유럽 호흡기 학회(ERS), 국 호흡기 학회(BTS), 

Global Initiative for Chronic Obstructive Lung Disease(GOLD) Workshop Panel

에서 제시한 COPD 사정 내용과, 미국의 3차 병원인 St. Joseph's Hospital and 

Medical Center(Phoenix, AZ)와, Long Beach Memorial Medical Center(Long 

Beach, CA), Mt. Diablo Medical Center(Concord, CA), Union Hospital(Dover, 

OH)에서 사용되고 있는 COPD 환자의 사정도구의 내용을 분석하여, 수립된 본 

연구의 이론적 기틀에 적용하여 COPD 환자 사정 도구의 틀을 설정하 다.

 2) 개념적 준거틀에 대한 전문가 1차 타당도 조사

1차 타당도는 COPD 환자의 총체적 사정 내용에 기반이 되는 개념적 준거틀의 

대-중-소분류 흐름에 대한 적절성을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항목별 

4점 척도 즉, 1점(전혀 적절하지 않다)부터 4점(매우 적절하다)으로 구성된 폐쇄형 

질문지를 보내어 각 문항에 점수를 표기하도록 하 다. 

전문가 타당도는 전문가 평가단의 판단에 의해 질문지나 척도의 내용을 평가

받는 것으로(이은옥, 임난 , & 박현애, 1998), 본 연구에서 1차 타당도 검증을 

위한 전문가 집단은 경기도 수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A 대학 부속병원 호흡기 내

과 전문의 2인, 호흡기 내과 전공의 3인, 호흡기 내과 병동 수간호사 1인, 호흡기 

내과 병동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간호사 3인 등 총 9인으로 구성되었다.

각 항목은 Lynn(1986)이 제시한 내용을 토대로 CVI(index of content 

validation) 78% 이상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유의한 항목으로 선정하 다. 

전문가 1차 타당도는 2003년 5월 17일부터 5월 23일까지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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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COPD 환자의 총체적 사정 도구 틀의 예비 내용 작성

전문가 집단의 1차 타당도 검증을 통해 COPD 환자의 총체적 사정 내용에 기

반이 되는 개념적 준거틀을 수정․보완한 후 COPD 사정 도구의 틀에 따른 세부

적인 내용을 작성하기 위해 COPD 관련 연구들에서 사용한 도구들과 각 단체에서 

제시한 세부 사정내용들을 토대로 COPD 환자의 총체적 사정 도구 틀의 예비내용

을 작성하 다. 

 4) 예비내용에 대한 전문가 2차 타당도 검증

  

2차 타당도 검증은 COPD 환자의 총체적 사정 도구 틀의 예비내용 중 소분류

에 따른 각각의 세부내용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1차

에서와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4점 척도에 의해 평가되었다. 

각 항목 또한 1차에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CVI 78% 이상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유의한 항목으로 선정하 다.

2차 타당도 검증을 위한 전문가 집단은 1차에서와 동일하며, 5월 26일부터 6월 

3일까지 시행되었다.

 5) 임상 적용 가능성 검증

전문가의 1, 2차 타당도 검증 후 수정․보완하여 작성한 COPD 환자 사정 도

구 내용에 대해, A 대학 부속병원 호흡기내과 병동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COPD 환자 6명과 정기적으로 호흡기 내과 외래를 방문하는 COPD 환자 2명을 

대상으로 2003년 6월 5일부터 6월 15일까지 임상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 다.

임상 적용 가능성 검증을 위한 대상자는, 8명 중 7명(87.5%)이 남성이었고,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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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은 61세에서 71세까지로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65세 이상이었으며 평균 연령

은 66.6세 다. 진단명은 기관지 확장증과 폐기종, 천식으로 다양했으며, 대상자들

의 폐기능 검사 중 기도 폐쇄의 정도를 가장 잘 반 하는 FEV1 % predicted를 보

면, 중증에 해당되는 대상자가 4명(50.0%)이었고, 나머지는 경증이며 중정도에 해

당되는 대상자는 없었다. 

 6) 최종 COPD 환자의 총체적 사정 도구 작성

전문가의 1차, 2차 타당도와 임상 적용 가능성 검증을 거쳐 COPD 환자의 최

종 총체적 사정 도구를 작성하 다.

 

COPD 사정 내용의 개념적 준거틀 수립

⇩

개념적 준거틀에 대한 전문가 1차 타당도 조사

⇩

COPD 환자의 총체적 사정 예비 내용 작성

⇩

예비 내용에 대한 전문가 2차 타당도 검증

⇩

임상 적용 가능성 검증

⇩

COPD 환자의 총체적 사정 도구 작성

<그림 1> 연구 진행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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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COPD 환자의 총체적 사정 내용 설정을 위한 개념적 

  준거틀 수립

미국 호흡기 학회(ATS), 유럽 호흡기 학회(ERS), 국 호흡기 학회(BTS) 및 

Global Initiative for Chronic Obstructive Lung Disease(GOLD) Workshop 

Panel(2001)에서 제시한 COPD 사정 내용과, 미국의 3차 병원인 St. Joseph's 

Hospital and Medical Center(Phoenix, AZ)와, Long Beach Memorial Medical 

Center(Long Beach, CA), Mt. Diablo Medical Center(Concord, CA), Union 

Hospital(Dover, OH)에서 사용되고 있는 COPD 환자의 사정도구의 내용을 분석하

여, 수립된 본 연구의 이론적 기틀에 적용하여 COPD 환자의 총체적 사정 내용을 

설정한 결과, 먼저 COPD 환자의 사정 내용은 내과력, 진단 검사, 신체검진, 양, 

처치력, 증상, 일상생활활동, 운동, 수면력, 정서 상태, 인지상태, 삶의 질, 지지, 환

경, 경제 등 크게 15 항목으로 분류되었다. 용어의 혼란을 피하고, 앞으로 개발될 

COPD 사정 도구 내용의 체계적 분류를 위해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라는 용어를 

사용하 는데, 본 연구의 이론적 기틀인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적 역은 대

분류로, 각 대분류에 포함되는 사정내용들을 중분류, 소분류로 구성하 다. 

15가지로 분류된 COPD 환자 사정내용을 WHO(1998)가 제시한 건강의 다차원

적인 틀로 재분류한 결과, 신체적 역에 내과력, 진단검사, 신체검진, 양, 처치

력, 증상, 일상생활활동, 운동, 수면력이, 정신적 역에 정서상태, 인지상태가, 사

회적 역에 삶의 질, 지지, 환경, 경제 상태가 포함되었다. 적 역의 사정에 

대해 언급한 단체나 적 역을 사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COPD 사정 도구는 없

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WHO(1998)가 제시한 건강의 개념, 즉 신체적, 정신적, 사

회적, 적 안녕 상태를 COPD 환자를 총체적으로 사정하는 대분류 틀로 선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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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므로, 본 연구의 개념적 준거틀에 적 역을 포함시켰다. COPD 사정과 관

련하여 적 역에 대한 내용이 없었으므로 만성질환자와 폐암환자를 대상으로 

개발한 국내의 적 사정 도구(이원희, 김명실, & 김상희, 2001)와 간호대학생의 

적 안녕을 측정한 도구(이화인, 2002)의 문항을 분석해 본 결과 적 건강을 측

정하는 내용을 크게 종교와 적 건강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었으므로 이 두 

가지 내용을 대분류 적 역에 대한 중분류에 포함시켰다. 

각 중분류에 따른 소분류는 미국의 4개 3차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COPD 사

정 도구와 문헌고찰을 통해 도출되었으며, 이렇게 하여 대분류 4항목, 중분류 17

항목, 소분류 66항목을 본 연구의 개념적 준거틀로 구성하 다<표 1>. 

신체적 역은 10개의 중분류와 45개의 소분류로 구성되고, 정신적 역은 2개

의 중분류와 12개의 소분류로, 사회적 역은 4개의 중분류와 9개의 소분류로, 그

리고 적 역은 2개의 중분류와 6개의 소분류로 각각 구성된다. 

2. 개념적 준거틀에 대한 전문가 1차 타당도 조사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 집단을 이용하여 COPD 환자의 총체적 사정 도구틀의 

대분류와 중분류, 중분류와 소분류의 내용상 흐름이 적절한지를 확인하는 1차 타

당도 검증 결과, 대분류-중분류 전체 항목은 82%로 비교적 높은 합의를 이루었고, 

대분류 중 신체적 역이 89%로 가장 높은 합의를 나타냈으며, 정신적 역이 

78%, 사회적 역이 77%, 적 역이 65%의 전문가 합의를 이루었다. 신체적 

역에서는 중분류 9항목 중 「수면력」을 제외한 나머지 8항목이 모두 78% 이상의 

합의를 나타내었고, 정신적 역과 사회적 역은 모든 중분류 항목이 75% 이상

의 합의를 이루었으며, 적 역의 중분류는 각각 67%와 64%로 상대적으로 낮은 

합의율을 보 다<표 2>.



- 25 -

<표 1> COPD 환자의 총체적 사정 내용 설정을 위한 개념적 준거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신체적 내과력 호흡기계 감염

과거력

현병력

수술 및 상해력

알레르기 유무

기타 질환력

신체검진 활력징후

흉곽

호흡양상

호흡음

폐인성심질환 징후 

진단검사 폐기능검사

혈액가스검사

방사선 검사

혈액학적 검사

양 양상태

식이형태

배뇨, 배변

양관련 문제

처치력 투약

산소사용 

처치기구

증상 주호소

호흡곤란

기침

객담

흉통

피로

일상생활활동 평소 활동의 정도

일상생활활동 수행정도

이동방법

일상생활활동에의 제한

보조기구

에너지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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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COPD 환자의 총체적 사정 내용 설정을 위한 개념적 준거틀(계속)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운동 평소운동수행 정도

운동능력 

운동수행에의 제한

수면력 수면양상 

수면에의 향

정신적 정서상태 현재의 감정상태

우울

불안

고립감

인지상태 교육수준

지식

학습능력

학습방법

질병인지

증상인지

이완을 위한 방법

동기

사회적 삶의질 건강관련 삶의 질

지지 지지원

지지방법

 환경 흡연

직업

거주환경

거주형태 

경제 경제적 상태

의료기관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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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COPD 환자의 총체적 사정 내용 설정을 위한 개념적 준거틀(계속)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적 종교 종교유무

종교활동 참여

종교의 의미

적건강 미래에 대한 희망

평안

가치

<표 2> 1차 타당도 조사 결과

  표 2. I. 대분류-중분류 흐름의 타당도 결과

대 분 류 중 분 류 타당도

신체적 내과력 94%

진단검사 94%

신체검진 89%

양 81%

처치력 94%

증상 94%

일상생활활동 89%

운동 89%

수면력 72%

합   계 89%

정신적 정서상태 81%

인지상태 75%

합   계 78%

사회적 삶의질 81%

지지(support) 78%

환경 75%

경제 75%

합   계 77%

적 종교 67%

적 건강 64%

합   계 65%

 총             계 82%

 타당도 78% 미만으로 삭제가 요구되는 항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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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II. 중분류-소분류 흐름의 타당도 결과

    표 2. II. 1) 신체적 역

중 분 류 소 분 류 타당도

내과력 호흡기계 감염 94%

과거력 89%

현병력 97%

수술 및 상해력 78%

알레르기 유무 86%

기타 질환력 81%

합   계 88%

진단검사 폐기능 검사 100%

혈액가스 검사 97%

방사선 검사 94%

혈액학적 검사 83%

합   계 94%

신체검진 활력징후 92%

흉곽 92%

호흡양상 94%

호흡음 94%

폐인성심질환 징후 97%

합   계 94%

양 양상태 86%

식이형태 72%

배뇨, 배변 67%

양관련 문제 78%

합   계 76%

처치력 투약 97%

산소사용 97%

처치기구 86%

합   계 94%

 타당도 78% 미만으로 삭제가 요구되는 항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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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II. 1) 신체적 역(계속)

중 분 류 소 분 류 타당도

증상 주호소 94%

호흡곤란 100%

기침 97%

객담 94%

흉통 83%

피로 86%

합   계 93%

일상생활활동 평소 활동정도 89%

일상생활활동수행정도 92%

일상생활활동에의 제한 92%

이동방법 81%

보조 기구 86%

에너지 보존 72%

합   계 85%

운동 평소운동수행정도 89%

운동능력 89%

운동수행에의 제한 92%

합   계 90%

수면력 수면양상 81%

수면에의 향 81%

합   계 81%

총              계 89%

 타당도 78% 미만으로 삭제가 요구되는 항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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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II. 2) 정신적 역

중 분 류 소 분 류 타당도

정서상태 현재의 감정상태 81%

우울 81%

불안 86%

고립감 69%

합   계 79%

인지상태 교육 수준 72%

지식 78%

학습 능력 72%

학습 방법 69%

증상 인지 83%

질병 인지 81%

이완을 위한 방법 86%

동기(motivation) 81%

합   계 78%

총        계 78%

 타당도 78% 미만으로 삭제가 요구되는 항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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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II. 3) 사회적 역

중 분 류 소 분 류 타당도

삶의질 건강관련 삶의질 86%

합   계 86%

지지 지지원 78%

지지정도 81%

합   계 79%

환경 흡연 100%

직업 89%

거주환경 89%

거주형태 78%

합   계 89%

경제 경제적 상태 81%

의료기관 이용 83%

합   계 82%

총        계 85%

    표 2. II. 4) 적 역

중 분 류 소 분 류 타당도

종교 종교유무 67%

종교활동 참여 58%

종교의 의미 64%

합   계 63%

적건강 미래에 대한 희망 78%

평안 78%

가치 69%

합   계 75%

총        계 69%

 타당도 78% 미만으로 삭제가 요구되는 항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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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중분류의 신체적 역에서는 「내과력」과 「진단검사」, 「처치력」, 

「증상」은 모두 94%의 전문가 합의를 이루어 가장 높은 합의율을 나타냈고, 

「수면력」은 72%로 가장 낮은 합의율을 나타냈다. 정신적 역에서는 「정서상

태」가 81%로 인지상태 75%보다 높은 타당도 점수를 나타냈고, 사회적 역에서

는 「삶의 질」이 81%로 가장 높은 타당도 점수를 나타냈다. 특히 정신적 역의 

「정서상태」와, 사회적 역의 「삶의 질」은 신체적 역과 비교했을 때 타당도 

점수가 「 양」과 동일하여, 정신․사회적 역 사정의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다. 

중분류-소분류 전체 항목의 타당도 점수는 84%로 대분류-중분류 전체 항목과 

비교했을 때 약간 더 높은 합의율을 나타냈다. 대분류-중분류에서 신체적 역 중 

「내과력」과 「진단검사」,「처치력」, 「증상」이 가장 높은 합의율을 보인 것

과는 달리, 중분류-소분류에서는 「내과력」을 제외한 「신체검진」,「진단검사」, 

「처치력」 순서대로 가장 높은 전문가 합의를 이루었다. 또한, 대분류-중분류에서 

신체적 역 중 중분류「수면력」이 78% 미만의 낮은 합의율을 보인 것과는 달리 

중분류-소분류에서는 중분류 「수면력」이 81%, 「수면력」의 소분류 ‘수면양상’과 

‘수면에의 향’이 각각 81%로 78% 이상의 합의율을 나타내었다. 한편, 대분류-중

분류의 신체적 역에서 중분류 「 양」이 81%의 합의율을 보 으나, 중분류-소

분류에서 중분류 「 양」이 76%로 신체적 역 중 가장 낮은 합의율을 나타냈는

데 이는 소분류 ‘식이형태’와 ‘배뇨, 배변’에서 78% 미만의 낮은 합의를 보 기 때

문이다.    

대분류-중분류와 중분류-소분류의 타당도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항목에 대

해서는 간호대학 교수 3인과의 합의 하에 중분류-소분류의 타당도 점수에 더 중점

을 두어 해석하기로 하 다. 즉, 대분류-중분류에서 「수면력」,「인지상태」, 「환

경」, 「경제」, 「종교」, 「 적 건강」은 78% 미만의 타당도 점수를 보 으나, 

중분류-소분류에서 타당도 점수 78% 이상인 항목들은 부분적으로 채택하 다. 

종합하여 보면, 대분류-중분류의 경우 17항목 중 11항목, 중분류-소분류의 경우 

66항목 중 55항목이 78% 이상의 전문가 집단에서 합의를 이루었다.

1차 타당도 조사에서 삭제되거나 수정된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보면, 대분류-중분류 내용 중 신체적 역의 중분류 「수면력」이 72.2%로 78%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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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낮은 타당도 점수를 보 으나 중분류-소분류에서 소분류 ‘수면양상’과 ‘수면에

의 향’이 각각 80.6%로 78% 이상의 전문가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삭제하지 않

았다. 정신적 역의 중분류 「인지 상태」는 타당도 점수가 75% 으나, 「인지 

상태」의 소분류 8항목 중 ‘교육수준’, ‘학습능력’, ‘학습방법’의 타당도 점수 78% 

미만이었으므로, 이 3항목만이 삭제되었다. 사회적 역의 환경과 경제는 각각 

75.0%의 낮은 타당도를 나타냈으나 각각의 소분류 항목들은 모두 78% 이상의 전

문가 합의를 이루어 삭제되는 항목이 없었다. 한편, 적 역은 중분류인 「종

교」와 「 적건강」에서 각각66.7%와 63.9%의 낮은 타당도 점수를 나타내었으며, 

「종교」의 소분류 3항목 즉, ‘종교유무’와 ‘종교활동 참여’, '종교의 의미'에서 타

당도 점수 78% 미만으로 나타나 모두 삭제되었고, 「 적건강」소분류 3항목 중 

‘가치’가 타당도 점수 78% 미만이어서 삭제되고 나머지 두 항목인 ‘미래에 대한 

희망’과 ‘평안’은 삭제되지 않고 포함되었다. 

또한, 대분류-중분류의 타당도 점수와 관련없이 중분류-소분류의 타당도 결과를 

자세히 분석하여 보면, 신체적 역의 「 양」의 소분류 중 ‘식이형태’와 ‘배뇨, 

배변’, 「일상생활활동」의 소분류 중 ‘에너지 보존’, 정신적 역의 「정서상태」

의 소분류 중 ‘고립감’에서 75% 미만의 합의를 보여 이들 4항목도 소분류에서 삭

제되었다. 

종합하여 보면, 1차 타당도 검증 결과 대분류-중분류 17항목 중 적 역-「종

교」를 제외한 16항목, 중분류-소분류 66항목 중 위에서 언급된 11항목을 제외한 

55항목이 유의한 항목으로 선정되었으며 나머지 항목들은 삭제되거나 수정되었다. 

1차 타당도 결과 삭제된 항목들은 <표 3>에 제시하 다.  

한편, 전문가 타당도 점수가 78% 이상인 항목들 중에서, 중분류-소분류 항목들

이 너무 많고 서로 하나의 소분류로 묶을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서, 항목을 삭제

하지 않으면서 재분류를 하 다. 특히 신체적 역의 「일상생활활동」의 소분류

는 ‘평소 활동정도’, ‘일상생활활동 수행정도’, ‘일상생활활동에의 제한’, ‘이동방법’, 

‘보조기구’로 5항목인데, ‘일상생활활동 수행정도’에 ‘평소 활동정도’, ‘이동방법’이 

포함될 수 있고, ‘일상생활활동에의 제한’에 ‘보조기구’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일

상생활활동」의 소분류를 2항목으로 축소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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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역에서 「정서상태」의 소분류는 ‘현재의 감정상태’, ‘우울’, ‘불안’, 3

항목인데, 이들 소분류는 ‘현재의 정서상태’로 모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정서상

태」의 소분류를 3항목에서 1항목으로 축소시켰다. 또한, 정신적 역의 「인지상

태」의 소분류는 5항목인데, 이 중 ‘지식’을 ‘질병인지’에 포함시키고, ‘이완을 위한 

방법’과 ‘동기’를 ‘증상인지’에 포함시켜 소분류를 2항목으로 축소시켰다. 

사회적 역의 중분류「지지」에 포함되는 소분류는 ‘지지원’과 ‘지지방법’인데 

이 두 소분류를 ‘지지원, 지지방법’으로 통합하여, 최종 소분류 46항목으로 정리되

었다. 수정된 항목들은 <표 4>에 제시하 다.   

<표 3> 1차 타당도 검증 후 삭제된 항목

삭제된 항목
타당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신체적 역 양 식이형태 72%

배뇨, 배변 67%

일상생활활동 에너지 보존 71%

정신적 역 정서상태 고립감 72%

인지상태 교육수준 72%

학습능력 72%

학습방법 69%

적 역 종교 종교유무 67%

종교활동 참여 58%

종교의 의미 64%

적건강 가치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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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1차 타당도 검증 후 수정된 항목

수 정   전   항 목
수정 후 항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신체적 일상생활활동 평소활동정도 소분류 ‘일상생활활동 
수행정도’ 로 포함

이동방법 〃

보조기구 소분류 ‘일상생활활동에의 
제한’으로 포함

정신적 정서상태 우울 소분류 ‘현재의 정서상태’로 
포함

불안 〃

인지상태 지식 소분류 ‘질병인지’로 포함

이완을 위한 방법 소분류 ‘증상인지’로 포함

동기 〃

사회적 지지 지지원 ‘지지원, 지지방법’으로 통합

지지방법 〃

3. COPD 환자의 총체적 사정 도구 틀의 예비 내용 작성 

전문가 1차 타당도 검증을 통해 수정․보완된 COPD 환자 사정의 개념적 준거

틀에 대한 세부 내용을 작성하기 위해 문헌고찰 및 각 단체에서 제시하고 있는 

COPD 환자의 사정 내용을 파악하 다. 

문헌고찰과 미국의 4개 3차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COPD 환자 사정도구의 세

부내용을 토대로 하여, 중분류 16항목, 소분류 46항목에 따른 세부항목 110항목을 

포함한 COPD 환자의 총체적 사정 도구 틀의 예비 내용을 도출하 다<부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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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비내용에 대한 전문가 2차 타당도 검증

1차 타당도 검증을 통해 작성된 대분류 4항목, 중분류 16항목, 소분류 46항목

에 따른 세부내용 110항목의 적절성에 대한 2차 타당도 검증 결과는 <표 5>와 같

다. <표 5>에서 음 으로 표시된 항목은 전문가 간에 78% 미만의 합의를 보여 삭

제된 항목들이고, 이를 통해 22항목이 삭제되어 총 88항목이 최종 COPD 환자 사

정 내용으로 선정되었다.  

<표 5> 2차 타당도 조사 결과

  표 5. 1) 신체적 역

중분류 소분류 세  부  내  용 타당도

내과력 호흡기계 
감염

지난 1년간 감기 발생한 횟수 78%

과거력 천식, 알레르기, 부비동염, 비용종, 
어린시절 호흡기 감염 유무 92%

현병력 진단명 92%

진단받은 기간 89%

수술 및 
상해력 흉곽 상해 혹은 수술(종류) 81%

알레르기 
유무

음식, 약물, 환경(먼지, 꽃가루, 풀, 
온도변화, 향수 등)에의 알레르기 
유무

86%

기타 질환력 호흡기계 : 비염, 부비동염 81%

심맥관계 : 심혈관질환, 고혈압, 말초  
           혈관질환

78%

근골격계 : 골다공증, 류마티스성 질환 61%

위장계 : 연하곤란, 위-식도 역류 67%

내분비계 : 당뇨 67%

기타 : 암, 수면장애, 시력 및 청력   
       장애

58%

 타당도 78% 미만으로 삭제가 요구되는 항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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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1) 신체적 역(계속)

중분류 소분류 세  부  내  용 타당도

신체검진 활력징후 T, P, R, BP 89%

흉곽 흉곽의 모양 : 전후직경 증가 여부,  
흡기동안 늑골간의 비정상적인 퇴축

89%

흉곽의 대칭성 86%

호흡양상 호흡의 규칙성 여부 92%

부속근 사용 여부 92%

흡기:호기 시간 비율(I:E ratio) 86%

호흡방법(입술오무려 숨쉬기, 
복식호흡 유무)

89%

호흡음 비정상적 호흡음             
(rhonchi/wheezing/crackle)

94%

비정상적 호흡음의 위치 89%

폐인성심질환
징후 하지 혹은 발목의 부종, 경정맥 팽창 89%

진단검사 폐기능검사 FEV1, FEV1/FVC 97%

혈액가스검사 ABG(pH/PaO2/PaCO2/HCO3
-/BE/

     SaO2)
94%

방사선 검사 Chest X-ray 결과 97%

혈액학적 
검사

CBC(RBC, WBC, Hb/Hct, 
neutrophil)

83%

양 양상태 신장, 체중 81%

최근 체중변화(증가 or 감소) 78%

body mass index(BMI) 72%

s-albumin level 72%

양관련 
문제

저작, 연하, 소화 등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

67%

오심, 변비, 설사 여부 69%

 타당도 78% 미만으로 삭제가 요구되는 항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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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1) 신체적 역(계속)

중분류 소분류 세  부  내  용 타당도

처치력 투약
 

현재 투여되는 약물의 종류, 용법, 
용량, 투여횟수

94%

산소사용 산소 사용 유무 92%

산소 사용량(liter/min) 89%

산소사용 시기 : 항상, 필요시에만, 
수면시에만, 운동시에만, 수면과 
운동시

89%

처치기구 호흡기구사용 여부(Peak flow meter, 
aerosol machine, suction machine, 
ventilator, chest percussor, 기타 
________________ )

92%

기타 기구 사용 여부(안경, 보청기, 
휠체어, 목발, 보행기, 보청기, 기타 
________ )

58%

증상 주호소 오늘의 주요 증상 89%

지난 한해동안의 주요 증상 89%

호흡곤란 호흡곤란의 정도 : 
0(전혀없음)∼10(극도로 심함)

86%

호흡곤란이 주로 발생하는 활동 : 
경사진 곳 오르거나 두 층 이상 계단 
오를 때, 빨리 걸을때, 한 층의 계단 
오를때, 약간 비탈진 길을 걸을 때, 
평지를 걸을 때, 집안일을 하거나 
화장실 갈 때, 휴식시

92%

호흡곤란을 경험한 기간 86%

기침 기침 증상 유무 86%

하루 중 기침을 주로 하는 시간 : 
이른 아침, 오전, 오후, 수면 중, 
하루종일

75%

객담 객담 유무 86%

객담의 양 86%

객담의 색깔 86%

농도(진함/보통/묽음) 86%

객담이 많이 나오는 시간 : 이른 
아침, 오전, 오후, 하루종일

75%

피가 섞여서 나오는가? 81%

 타당도 78% 미만으로 삭제가 요구되는 항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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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 1) 신체적 역(계속)

중분류 소분류 세  부  내  용 타당도

증상(계속) 흉통 흉통의 유무 83%

흉통의 특성 :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날카롭다/쑤신다/뻐근하다

81%

흉통의 발생 부위 78%

흉통이 발생하는 시기 : 크게 숨쉴 
때, 기침할 때, 몸을 구부리거나 
젖힐 때, 몸을 돌릴 때, 식사할 때

81%

피로 현재의 피로 정도(0:전혀 피곤하지   
       않음 ∼ 10:극도로 피곤함)

78%

일상생활
활동

일상생활활동
수행정도

평소 활동의 정도 : 매우 심한 활동, 
심한 활동, 중정도의 활동, 경한 
활동, 거의 활동하지 않음

83%

식사, 옷입고 벗기, 화장실 이용, 
개인위생(세수, 목욕, 샤워, 머리빗기, 
양치질, 면도 등), 평상시 보행, 계단 
오르기 등에 도움 필요한 활동

86%

이동방법 : 자가운전, 가족에 의존, 
친구에 의존, 대중교통이용, 큰 
문제거리임

78%

일상생활활동
에의 제한

활동에 향을 미치는 신체적 제한 
유무 : 감각기능장애, 골절, 절단, 
마비, 사지 수술

69%

일상생활 수행을 위한 보조기구 
필요 여부

75%

운동 평소운동수행 평상시 운동수행여부, 종류, 빈도 83%

정도 선호하는 활동 또는 운동 78%

운동기구 소유여부, 종류 67%

운동능력 6분걷기 검사 운동 후 호흡곤란 86%

운동 전후 맥박, 호흡수, 호흡곤란 
정도 변화

89%

운동시 산소 필요 여부 
(필요/필요없음/가끔필요)

89%

운동수행에의 
제한

운동수행에 제한 여부(심질환, 
골관절 질환 호흡곤란, 피로)

83%

 타당도 78% 미만으로 삭제가 요구되는 항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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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 1) 신체적 역(계속)

중분류 소분류 세  부  내  용 타당도(%)

수면력 수면양상 평소 수면시간 78%

최근 수면양상의 변화 78%

낮잠자는 횟수, 시간 69%

수면시 베게 높이 61%

수면 중 깨는 정도(얼마나 자주) 78%

수면 중 깨는 이유 78%

수면에의 수면에 도움이 되는 방법 72%

향 수면에 향을 미치는 약물 사용 
유무

81%

총        계 81%

   

 표 5. 2) 정신적 역

중분류 소분류 세  부  내  용 타당도

정서상태 현재의 
정서상태

현재의 감정상태(걱정됨, 슬픔,       
               우울함, 불안함)

83%

우울의 정도(0:전혀 우울하지 않음   
            ∼ 10:극도로 우울함)

83%

불안의 정도(0:전혀 불안하지 않음   
            ∼ 10:극도로 불안함)

86%

인지상태 질병인지 약물, 처치기구, 질병에 관한 지식 83%

교육 필요 여부 83%

폐질환이 있다는 것을 언제 
알았는가

75%

자신이 병을 잘 견디고 있다고 느낀 
정도(항상/가끔/보통/별로/전혀)

81%

자신의 질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
는가? (치료를 받으면 완치될 수 있다, 완치
는 어렵지만 더 나빠지진 않을 것이다, 점점 
나빠지고 앞으로도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86%

치료를 통해 얻고자 기대하는 것 81%

증상인지 호흡곤란 피하기 위해 취하는 행동 83%

점액 배출을 위한 행동(따뜻한 음료 
섭취, 분무요법, 타진, 체위배액)

86%

이완을 위해 자신이 사용하는 
방법(심호흡, 흡연, 음주, TV, 
입술오무려숨쉬기, 약물)

92%

약물 이행정도 92%

총        계 85%

 타당도 78% 미만으로 삭제가 요구되는 항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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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 3) 사회적 역

중분류 소분류 세  부  내  용 타당도

삶의질 건강관련 폐질환 때문에 가장 힘든 점 78%

삶의 질 질병이 환자의 삶에 미치는 향 81%

자신의 질병으로 향을 받는 
가까운 사람? 어떻게 향을 받는가?

81%

지지 지지원, 주요 간호제공자 83%

지지방법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고 지지해
주는 사람

81%

어떤 방법으로 도움을 주는지 81%

환경 흡연 흡연한 적이 없다 / 예전에 
피웠지만 현재는 끊었다 / 현재도 
피우고 있다(number of packs 
smoked per day) 

94%

직업 현재 혹은 최근의 직업 89%

직업적, 환경적 유해물질 노출 여부 92%

거주환경 환기, 습도, 실내외의 공기오염, 
애완동물 여부, 집안의 냉난방 방법

89%

거주형태 주택, 아파트, 빌라, 기타___________ 78%

계단의 개수 or 경사의 정도 78%

동거가족 : 혼자 산다, 배우자와 
함께, 자녀와 함께, 배우자와 자녀와 
함께, 기타 

67%

경제 경제적 상태 수입원(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 친척) 75%

수입정도 75%

의료기관 
이용 

호흡기 문제 혹은 악화로 입원한 
경험 유무

92%

지난 1년간 호흡기 문제로 입원한 
일수 86%

지난 1년간 호흡기 문제로 응급실 
방문한 횟수

92%

총        계 83%

 타당도 78% 미만으로 삭제가 요구되는 항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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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 4) 적 역

중분류 소분류 세  부  내  용 타당도

적건강 미래에 대한 
희망

질병 뿐 아니라 그 외 모든 일들이 
좋은 방향으로 잘 될 것이라 생각하
는가

67%

평안과 가치 치료과정, 후유증, 재발 등에 대해 
걱정이 되는가

78%

예전만큼 많은 일을 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가치있는 사람이라 생각하는가

78%

총        계 73%

 타당도 78% 미만으로 삭제가 요구되는 항목임

 5. 임상 적용 가능성 검증

1차와 2차에 걸쳐 전문가 타당도를 검증한 COPD 환자 사정 도구 내용에 대한 

임상 적용 가능성 검증을 실시하 다. 임상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한 COPD 

환자 사정도구는 <부록 4>에 제시되어 있다. 

COPD 환자의 총체적 사정 도구 내용을 입원 및 외래 COPD 환자에게 적용하

면서 평가한 항목은 소요시간과 항목간 배열의 적절성, 사정도구 내의 용어의 적

절성, 자료수집의 용이성이었다. 환자에게 질문하는 방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

해 본 연구자가 호흡기 내과 주치의의 허락과 COPD 환자의 동의 하에 COPD 환

자 사정도구를 이용한 총체적 사정을 실시하 다.

그 결과, 총 6페이지의 사정도구를 이용하는데 소요된 시간은 최소 15분에서 

최대 30분까지 분포하며 평균 20.6분으로 적절하 다. 

항목들의 배열은, 사정도구 내용 순서대로 진행했을 때 흐름의 일관성에서 벗

어나는 부분이 없었는지를 본 연구자의 주관적인 판단과 환자들의 반응에 의해 

평가하 는데, 정신․사회․ 적 역의 항목 중 정신적 역과 적 역은 서로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었으므로 적 역의 항목을 정신적 역 중 감정상태에 

대한 항목 바로 뒤로 배치하 다. ‘1년간 감기에 걸린 횟수’는 사회적 역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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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정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므로 신체적 역의 「내과력」에서 사회적 역

의 「경제」로 배치를 변경하 다. 또한, ‘호흡방법’, ‘질병으로 향 받는 가까운 

사람, 어떻게 향을 받는가’, ‘주요 간호제공자’에 대한 항목은 중복되는 개념이어

서 생략되었다.

또한, COPD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기록을 참고하여 본 결과, 임상 검사 중 혈

액학적 검사에서 적혈구(RBC) 수치 검사보다는 혈소판(platelet) 수치를 더 많이 

추적관찰 하 으므로 적혈구 대신 혈소판 수치로 대치하 다.   

사정 도구 용어의  적절성은 사정도구를 사용하여 COPD 환자 사정을 하는데 

있어 환자들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항목들을 평가하 는데, 8명의 환자 모두 

60세 이상의 노인이었으나 이해하지 못하는 용어는 없었다.

자료수집의 용이성은 연구자가 사정도구를 사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는지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평가되었는데, 신체적 역에 대한 사정시에는 관련된 

대답만 하다가, 정신․사회․ 적 역을 질문할 시에는 질문에 대답을 한 후 계

속적으로 관련된 사항을 얘기하여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향이 있었다.  

 6. 최종 COPD 환자의 총체적 사정 도구 작성

전문가 9인의 내용 타당도와 COPD 환자 8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 적용 가능성 

검증 결과 최종 COPD 환자의 총체적 사정 도구를 작성하 다. 최종 사정 도구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적 역을 측정하는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신체

적 역으로 내과력, 신체검진, 진단검사, 양, 처치력, 증상, 일상생활활동, 운동, 

수면력 등 9항목, 정신적 역으로 정서상태, 인지상태의 2항목, 사회적 역으로 

삶의 질, 지지, 환경, 경제 등 4항목, 적 역으로 적건강의 1항목을 사정할 

수 있도록 구성하 다. 

환자에게 직접 문진하거나 신체사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자료와, 의무기록이나 

전산정보 시스템을 통해 수집할 수 있는 자료를 각각 다른 페이지로 구성하 다. 

최종 COPD 환자 사정 도구는 <표 6>에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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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COPD 환자의 총체적 사정 도구

ID  _____________   이름 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__ 기록자 ____________ 

성별 _______  연령 __________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연락처 ______________________ 응급시 연락처 ____________________ (관계 :            )

주치의 ______________________ 입원일(해당환자에 한해)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신

체

적 

역

내과력

과거력

□ 해당없음  □ 천식  □ 알레르기  □ 부비동염  

□ 어린시절 호흡기 감염

흉곽상해, 수술 경험 : □ 유(종류:               )  □ 무

알레르기 □ 없음  □ 음식(        )  □ 약물(        )  □ 환경(        )    

기타질환력
□ 해당없음  □ 비염    □ 부비동염      □ 심근경색증

□ 협심증    □ 고혈압  □ 말초혈관질환  □ 기타(               )

신체

검진

활력징후 체온     ℃,  맥박     /min,  호흡    /min,  혈압      /     mmHg

호흡양상
□ 규칙적       □ 비규칙적          흡기:호기 비율 __________

□ 부속근 사용  □ 부속근 사용하지 않음

흉곽모양
□ 전후직경 증가 □ 흡기시 늑골간의 비정상적인 퇴축 

□ 흉곽 대칭 □ 흉곽 비대칭  

호흡음
□ rhonchi □ wheezing □ rale □ 기타(                        ) 

위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심인성폐질

환 징후

하지, 발목 부종      

경정맥 팽창        

□ 있음

□ 있음 

□ 없음

□ 없음

증상

주요증상
오늘의 주증상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지난 1년간 주증상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호흡곤란

•호흡곤란 정도 

         0                               10
  (호흡곤란 전혀없음)                     (호흡곤란 극도로 심함)
         

•호흡곤란 경험한 기간 ________________ 개월

•호흡곤란이 주로 발생하는 활동;

   □ 호흡곤란이 전혀 발생하지 않음

   □ 경사진 곳 오르거나, 두 층 이상 계단 오를 때

   □ 빨리 걸을때, 한 층의 계단 오를때, 약간 비탈진 길을 걸을때

   □ 평지를 걸을 때

   □ 집안일을 하거나 화장실 갈 때

   □ 휴식시

기침 □ 있음  □ 없음

객담

□ 있음  □ 없음

•양(1일) : □ 티스푼 정도   □ 밥숟가락 정도  □ 물컵의 1/3정도

 □ 물컵의 1/2정도  □ 그 이상

•객담의 색깔 _____________   •농도 : □ 진함 □ 보통 □ 묽음

•객혈유무 : □ 있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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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체

적 

역

증상

흉통

□ 있음 □ 없음  

•부위 _______________________ 특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시기 : □ 크게 숨쉴 때 □ 기침시 □ 몸을 구부리거나 젖힐 때

□ 몸을 돌릴 때 □ 식사시 □ 기타(            ) 

피로

현재의 피로 정도

          0                                  10
 (전혀 피로하지 않음)                   (극도로 피로함)
          

처치력

산소

□ 사용함   □ 사용안함 사용량 : ______ liter/min

•사용시기 : □ 항상          □ 수면시 □ 일상생활활동시

□ 운동시        □ 기타(                          )

호흡기구
□ Peak Flow Meter  

□ 타진기구         

□ 에어로졸 기구

□ 진동기구

□ 흡인기 

□ 기타(             ) 

일상

생활

활동

평소 활동 

정도

□ 매우 심한 활동   

□ 경미한 활동     

□ 심한 활동

□ 거의 활동하지 않음

□ 중정도의 활동

이동방법
□ 자가 운전         

□ 기타 ____________ 

□ 가족, 친구에 의존 □ 대중교통 이용

도움 

필요한 

활동

□ 식사 □ 옷 입고 벗기 □ 화장실 이용    

□ 개인위생(세수, 목욕, 샤워, 머리빗기, 양치질, 면도) 

□ 평상시 보행 □ 계단 오르기

운동

평소운동 □ 규칙적으로 □ 가끔 □ 거의 안함 □ 전혀 안함    

수행정도 •종류 _____________________  수행빈도 __________________________

•선호하는 활동 또는 운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운동능력 •운동시 산소 필요 : □ 필요      □ 필요없음   □ 가끔 필요

운동수행 •일상생활 및 운동수행 제한 :  □ 심질환    □ 감각기능 장애

제한         □ 골절 □ 마비 □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

수면력
수면양상

•평소 수면시간 ___________  •최근 수면양상의 변화 ______________

•수면 중 얼마나 자주 깨는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수면 중 깨는 이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수면에의 향 •수면에 향을 미치는 약물 사용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양 양상태
•신장 _________ cm    •체중 _________ Kg

•최근 _________ 개월/주 동안 __________ Kg 증가/감소

정

신

․

사

회

․

적

역

정서

상태

현재의

정서상태

•현재 감정 상태 : □ 걱정됨   □ 슬픔   □ 우울함   □ 불안함

                □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현재의 우울 또는 불안 정도

          0                                      10
   (전혀 우울/불안하지 않음)       (극도로 우울/불안함)
           

적

건강

미래에

대한 걱정

•치료과정, 후유증, 재발 등에 대해 걱정이 됨

                 □ 그렇다         □ 아니다

희망과 

가치

•예전만큼 많은 일을 할 수는 없지만 자신이 여전히 가치있는 사람이라  

  생각함 

                 □ 그렇다         □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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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신

․

사

회

․

적

역

인지
상태

지식

•현재 사용중인 약물의 작용, 정확한 용법에 대한 지식;

   □ 확실히 알고 있음  □ 자세히는 모르나 대충 알고 있음  □ 잘 모름 

•현재 사용중인 처치기구의 작용법에 대한 지식;

   □ 확실히 알고 있음  □ 자세히는 모르나 대충 알고 있음  □ 잘 모름 

•자신의 질병에 대한 지식;

   □ 확실히 알고 있음  □ 자세히는 모르나 대충 알고 있음  □ 잘 모름 

질병인지

•자신이 병을 잘 견디고 있다고 느끼는 정도 ; 

    □ 항상 그렇게 느낌 
    □ 가끔 그렇게 느낌   
    □ 별로 그렇게 느끼지 않음  

    □ 전혀 그렇게 느끼지 않음
•자신의 질병에 대한 인지 ; 
    □ 치료를 받으면 완치될 수 있음  

    □ 완치는  어렵지만 더 나빠지진 않을 것임

    □ 점점 나빠지고 있고 앞으로도 회복되지 않을 것임

•치료를 통해 얻고자 기대하는 것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증상인지

•호흡곤란을 피하기 위해 취하는 행동 ; 
    □ 휴식      □ 흡입기구 사용       □ 에어컨이나 선풍기 사용  

    □ 창문열기  □ 입술 오무려 숨쉬기  □ 자극물질 피하기  

    □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가래 배출을 위해 사용하는 방법 ; 

    □ 따뜻한 음료 섭취    □ 분무요법    □ 타진    □ 체위배액  

    □ 특별한 방법 없음    □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완을 위해 사용하는 방법 ; 
    □ 심호흡     □ 흡연     □ 음주      □ TV 시청  

    □ 입술 오무려 숨쉬기     □ 약물투여  □ 특별한 방법 없음  

    □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약물이행정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삶의 질
건강관련
삶의질

•폐질환 때문에 가장 힘든 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폐질환이 삶에 주는 향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지지
지지원, 
지지방법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고 지지해주는 사람 _____________________ 
  도움을 주는 방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환경

흡연력

•흡연여부 : □ 흡연  □ 비흡연    

•과거 흡연여부 : □ 흡연함  □ 흡연한 적 없음 

•흡연력 :           pack/day (     년간 흡연)

직업
•현재 혹은 최근 직업 _________________ 
  직업적, 환경적 유해물질 노출 _________________

거주환경,

형태

•거주환경 : 환기정도 ______ 습도 ______ 실내외 공기오염 _________
            애완동물 ______ 집안의 냉난방 방법 __________________

•거주형태 : □ 주택  □ 아파트  □ 빌라  □ 기타 ________________
            계단 개수 ____________  경사의 정도 __________________

경제
의료기관
이용

•호흡기 문제 혹은 악화로 입원한 경험 : □ 있음  □ 없음

•지난 1년간 감기 걸린 횟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지난 1년간 호흡기 문제로 입원한 일수(중환자실 포함) ____________

•지난 1년간 호흡기 문제로 응급실 방문한 횟수 ___________________



- 47 -

진 단 명

□ 만성 기관지염  □ 폐기종  □ 기관지 확장증  □ 천식   

□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진단받은 기간 ____________ 개월 

진단검사                   날    짜
  검  사  명

PFT FEV1 % predicted

FVC

CBC WBC

neutrophil

Hb/Hct

plt

ABGA pH

PaO2

PaCO2

HCO3
-

SaO2

SMA albumin

Chest 
X-ray

현재
투여중인
약물 약품명 용량 용법 투여횟수 투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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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  의

1. 연구 방법 및 결과에 대한 논의

COPD 환자의 총체적 사정 도구 개발을 위해, 건강을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그리고 적인 안녕 상태라고 한 WHO(1998)의 정의를 개념적 준거틀로 수립하

다. 주요 호흡기 학회에서 제시한 COPD 환자 사정 내용을 고찰하여 개념적 준거

틀과 비교해 본 결과, 유럽 호흡기 학회(ERS)에서 COPD 사정에 대한 5가지 신체

적 내용을 제시한 이후로 다른 국가의 호흡기 학회들에서 최근에 와서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역을 다면적으로 사정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ATS, 1998; GOLD, 

2001). 또한, 미국의 3차 병원 4곳에서 사용되고 있는 COPD 환자 초기 사정 도구

의 내용들을 분석하여 본 결과 COPD 환자의 신체적인 면 뿐만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인 면까지도 동시에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점차적으로 COPD 

환자 사정의 다면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근거이다. 그러나, 국내 

호흡기 학회에서는 COPD 환자의 사정을 위한 지침을 제시한 바 없고, 국내 병원

에서도 COPD 환자 사정도구를, 신체적 증상을 문진하는 형태 이외에는 별도로 제

작하여 사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국외의 호흡기 학회에서 제시한 COPD 사정 내용

과 문헌고찰을 토대로 작성된 COPD 환자 사정내용을 전문가 타당도와 임상 적용 

가능성 검증을 거쳐 총체적 사정 도구로 제작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건강의 다차원적 측면과 COPD 환자에게서 사정해야 하는 내용을 결합하

여 국내의 실정에 맞게 제작한 도구로서의 의의도 크다고 할 수 있다.

전문가 타당도 검증을 위한 전문가 집단은 호흡기 내과 전문의 2인, 호흡기 내

과 전공의 3인, 호흡기 내과 병동 수간호사 1인, 호흡기 내과 병동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간호사 3인 등 총 9인으로 구성하 고, 초기에 호흡기계 간호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간호대학 교수 1인을 포함하려 했으나, 본 연구의 

진행과정에 대해 자세하게 알고 있음으로 인해 타당도 조사 시 편중이 야기될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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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가 있어 전문가 집단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1차와 2차 타당도 조사 흐름의 일

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동일한 전문가에게 2차에 걸친 내용 타당도를 의뢰하 다. 

임상 적용 가능성 검증을 위한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중 평균 연령은 66.6세

고 8명 중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65세 이상으로 모두 노인 대상자 다. 이는 

우리나라 70세 이상의 노인층에서 만성하기도 질환 중 COPD로 인한 사망률이 4

위로 보고되고 있는 것(통계청, 2000)과 관련지어 볼 때, 이들 노인 COPD 환자들

의 부적절한 관리가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COPD 대상자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총체적 사정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된

다. 

전문가 타당도에서 대분류-중분류와 중분류-소분류의 타당도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는 중분류-소분류의 타당도 점수에 더 중점을 두어 해석하기로 

하 는데, 이는 중분류의 내용은 소분류보다 더 포괄적이어서 중분류 자체에 대해

서 정확한 판단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로, 대분류-중분

류에서 「수면력」은 78% 미만의 타당도 점수를 보 으나, 중분류-소분류에서 

「수면력」의 소분류인 ‘수면양상’과 ‘수면에의 향’은 78% 이상 전문가 집단의 

합의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전문가들이 COPD 환자에게 수면력을 사정하는 것은 

그다지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하 으나, 그 내용을 자세하게 볼 때 COPD 

환자의 수면양상과 수면에의 향은 COPD 증상 중 호흡곤란의 향을 크게 받

고, 그 결과 환자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했기 때

문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중분류-소분류의 결과에 중점을 두어서 해

석하 다. 

또한, 전문가 1차 타당도에서 삭제된 항목들을 살펴보면, 신체적 역의 「

양」의 소분류 중 ‘식이형태’와 ‘배뇨, 배변’은 COPD 환자의 양상태를 사정하는 

데에 ‘ 양상태’나 ‘ 양관련문제’와 비교했을 때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으므로 낮

은 타당도 점수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정신적 역의 중분류 「인지 상태」의 

소분류 중 ‘교육수준’, ‘학습능력’, ‘학습방법’도 타당도 점수 78% 미만으로 삭제되

었는데, 교육수준과 학습능력은 중재를 통해 변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COPD 

환자 사정내용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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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2차 타당도에서 삭제된 항목들을 보면, 신체적 역의 중분류 「내과

력」의 소분류 ‘기타 질환력’에서 호흡기계 질환과 심맥관계 질환을 제외한 근골

격계, 위장계, 내분비계 질환 등에 대한 사정이 부적절하다고 나타났는데, 이는 

COPD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떨어지는 질환력에 대해서는 모두 사정할 필요가 없

다는 전문가들의 판단을 반 한다. 또한, 「증상」에서 객담과 기침의 발생 시기

에 대한 항목에 낮은 타당도 점수를 나타냈는데 이는, COPD 환자의 증상 중 객

담과 기침 사정은 필수적이나 이의 증상의 발생 시기보다는 양상이나 빈도 등에 

중점을 두어 사정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 

역에서는 동거가족, 수입원, 수입정도가 78% 미만의 낮은 타당도를 보 는데, 

이들 항목들은 중재를 통해 변화가 불가능한 고정적인 항목들이므로 전문가들 간

에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1차와 2차 전문가 타당도에서 적 역은 가장 낮은 타당도 점수를 나타냈는

데, 적 역의 중분류 「종교」의 소분류 ‘종교유무’와 ‘종교활동 참여’, ‘종교의 

의미’와, 「 적건강」의 소분류 중 ‘미래에 대한 희망’과 ‘가치’에서 78% 미만의 

낮은 타당도 점수를 나타내어 COPD 환자에게 있어 이러한 종교 사정과 희망과 

가치 등과 같은 적 건강 사정은 효율적인 환자 관리와 연관성이 없다는 생각을 

하는 등 적 사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국외의 

호흡기 단체의 COPD 환자 사정 지침 내용이나 현재 사용중인 COPD 환자 사정

도구의 내용에서 모두 적 역을 다루고 있지 않아 국내에서 사용중인 적 사

정 도구의 주요 내용을 토대로 적 역 사정 항목을 제작하 는데, 이 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개발된 사정도구를 이용하여 자료수집을 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20.6분이었는데, 이 정도의 시간은 기존에 사용되던 일반적 간호력이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10분 가량의 시간이 필요로 하던 것에 비하면 병동 업무에서 그리 짧은 

시간이라 할 수는 없다(김세정, 1995). 그러나 기존에 사용되던 간호력이나 COPD 

환자 증상사정도구가 COPD 환자들에게 필요한 사정내용을 총체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 도구 사용에 필요로 되는 시간은 자료의 질적 측면

을 감안하여 평가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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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작성된 도구는 간호사들이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COPD 환자

의 초기 사정을 위한 도구로서, 치료가 되지는 않으나 관리될 수 있는 COPD 환

자들의 간호 요구도를 파악하여 환자 개개인에게 보다 효율적인 중재를 적용함으

로서 간호의 질을 향상시키고 간호의 역을 확대할 수 있다는 데 그 의의가 있

을 것이다.  

2.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WHO(1998)에서 정의한 건강의 네 가지 역 즉,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적 역을 이론적 기틀로 채택하여 COPD 환자의 총체적 사정 도구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국내에서 사용중인 적 사정 도구의 주요 내용을 토대로 

적 역 사정 항목을 제작하 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었

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따라서 COPD 환자의 적 역 사정을 위한 보

다 체계적인 항목 선정과정이 요구된다.

개발된 사정 도구의 임상 적용 가능성 검증을 시행한 8명의 COPD 환자 중 7

명(87.5%)이 남성이었고, 대상자들의 폐기능 검사 상 중증에 해당되는 대상자가 4

명(50.0%), 나머지는 4명은 경증으로 중정도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없었으므로, 대

상자의 성별과 중증도의 다양성이 배제된 제한점이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시

간적 제한으로 많은 대상자들에게 임상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체계화된 방법으로서의 임상 타당도 검증이 아니라 적용의 가능성 여부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을 주요 평가 항목으로 선정하 다는 점 또한 본 연구의 제한

점으로 언급할 수 있다.  

그리고, 본 연구는 기존의 신체적 증상에만 초점을 둔 사정도구들에 비해 

COPD 환자에게서 사정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적 역을 총체적으

로 사정하는 도구를 개발하는 데에 의의가 있으나, 개발된 도구를 이용하여 

COPD 환자의 중증도를 판단하는 단계에는 미치지 못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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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1. 결 론

본 연구는 COPD 환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건강의 다차원적인 이론적 

틀을 기반으로 COPD 환자에서 사정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적인 다

차원적 측면을, 국내외의 문헌과 국외 호흡기 단체에서 언급된 COPD 환자의 사

정 내용을 토대로 하여 COPD 환자의 총체적 사정도구를 개발하는 방법론적 연구

이다. 

연구방법은 먼저, WHO(1998)에서 발표한 건강의 다차원적 측면을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로 하여 국외 호흡기 단체에서 제시한 COPD 사정내용과 문헌고찰을 

통해 COPD 환자 사정 내용 설정을 위한 개념적 준거틀을 대분류-중분류-소분류

로 구성하여 작성하 다. 작성된 개념적 준거틀에 대해 2003년 5월 17일부터 5월 

23일까지 8일간 전문가 1차 타당도를 실시하고, 개념적 준거틀의 수정․보완을 통

해 총체적 사정도구 틀의 예비내용을 작성하여 2003년 5월 26일부터 6월 3일까지 

8일간 전문가 2차 타당도를 실시하 다. 2차 타당도 결과 수정․보완된 COPD 환

자 사정 도구의 임상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2003년 6월 5일부터 15일까지 

10일간 A 대학 부속병원 호흡기내과 외래를 방문하거나 호흡기계 감염이나 증상

의 악화로 인해 입원한 COPD 환자 8명을 대상으로 임상 적용 가능성을 검증한 

후 최종 COPD 환자의 총체적 사정도구를 작성하 다. 

구체적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WHO(1998)에서 발표한 건강의 다차원적 측면 즉,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적 역을 본 연구의 이론적 기틀로 수립하고 이를 대분류라 명칭하 다. 이에 

따른 중분류와 소분류는 국외 호흡기 학회에서 제시한 COPD 사정내용과,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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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4개 3차 병원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COPD 사정도구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 으며, 신체적 역의 중분류에 내과력, 진단검사, 신체검진, 양, 처치

력, 증상, 일상생활활동, 운동, 수면력이, 정신적 역의 중분류에 정서상태, 인

지상태가, 사회적 역의 중분류에 삶의 질, 지지, 환경, 경제 상태가 포함되었

으며, 적 역을 위한 중분류는 적 사정 도구들(이원희, 김명실, 김상희, 

2001; 이화인, 2002)의 내용을 참고하여 종교와 적 건강을 포함시켜 중분류 

총 17항목으로 결정하 다. 같은 방법으로, 각 중분류에 따른 소분류는 66항목

으로 도출되었으며, 이렇게 도출된 대분류 4항목, 중분류 17항목, 소분류 66항

목이 본 연구의 개념적 준거틀로 확정되었다. 

2) 전문가 1차 타당도 검증 결과 대분류-중분류의 경우 17항목 중 11항목, 중분류-

소분류의 경우 66항목 중 55항목이 78% 이상의 전문가 집단에서 합의를 이루

었다. 78% 미만의 타당도를 나타낸 항목 중 대분류-중분류와 중분류-소분류의 

타당도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는 중분류-소분류의 타당도 점수에 

중점을 두어 해석하기로 하 으므로 결과적으로 1차 타당도 결과에서 대분류-

중분류 17항목 중 적 역 1항목을 삭제하 고, 중분류-소분류 66항목 중 신

체적 역에서 3항목, 정신적 역에서 4항목, 적 역에서 4 역이 78%미만

의 타당도를 나타내어 총 11항목을 삭제하 다. 또한, 중분류 혹은 소분류 항

목을 삭제하지는 않으면서 재분류를 시행하여 대분류 4항목, 중분류 16항목, 

소분류 46항목으로 정리되었다. 

3) 문헌고찰을 통해 각 소분류에 해당하는 세부내용을 작성하 다. 그 결과 소분

류 46항목에 따른 세부내용 110항목이 도출되었다.

4) COPD 환자 사정 내용의 각 소분류에 따른 세부항목에 대해 전문가 2차 타당

도를 실시하 다.  2차 타당도를 의뢰한 세부항목 110항목의 검증 결과 78% 

미만의 낮은 타당도 점수를 보인 22항목이 삭제되어 총 88항목이 최종 COPD 

환자 사정 예비 내용으로 선정되었다. 삭제된 22항목은 신체적 역의 세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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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76항목 중 17항목, 정신적 역의 세부항목 13항목 중 1항목, 사회적 역

의 세부항목 18항목 중 3항목, 적 역의 세부항목 3항목 중 1항목이었다.

5) 소요시간과 항목간 배열의 적절성, 사정도구 내의 용어의 적절성, 자료수집의 

용이성을 검토함으로서 임상 적용 가능성을 검증한 결과 신체적 역의 세부

항목에서 1항목, 사회적 역의 세부항목에서 3항목이 다른 항목들과 중복되는 

답을 얻어내게 하여 삭제하 다.

6) 전문가 타당도와 임상 적용 가능성 검증을 통해 작성된 COPD 환자의 총체적 

사정 도구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적 역을 측정하는 내용이 모두 포함

되어 있고, 신체적 역으로 내과력, 신체검진, 진단검사, 양, 처치력, 증상, 

일상생활활동, 운동, 수면력과, 정신적 역으로 정서상태, 인지상태, 사회적 

역으로 삶의 질, 지지, 환경, 경제, 그리고 적 역으로 적건강을 사정할 

수 있도록 구성하 다. 

본 연구는 COPD 환자의 총체적 사정을 위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적 

역을 모두 포함한 도구를 개발하도록 시도되었다. 이 도구는 COPD 환자의 현 상

태를 파악하고 간호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현재 국내에서 COPD 환자의 총체적인 사정 도구가 없는 상태에서 이

러한 도구의 개발은 그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의미가 될 것이고, 앞으로도 국

내의 실정에 맞는 도구의 발전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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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 언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추후 연구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1) 본 연구에서 개발된 COPD 환자의 총체적 사정도구를 다양한 COPD 환자에게 

적용하여 임상 타당도를 검증을 위한 반복 연구를 제언한다.

2) COPD 환자의 총체적 건강관리를 위한 중재 연구에 있어서 본 도구의 활용을 

제언한다.

3) 본 연구에서 개발된 사정도구는 비교적 안정기에 있는 COPD 환자의 건강사정

을 위해 개발되었으므로 급성 악화기에 있는 COPD 환자를 대상으로 본 도구

의 적용성을 평가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4) 본 연구에서 개발된 도구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COPD 환자를 위해 개발된 다

른 사정도구들간의 상관성을 규명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5) 본 연구에서 개발된 사정도구의 내용 중 적 역은 본 연구자가 국내에서 사

용중인 적 사정 도구 문항을 분석하여 항목을 작성하 으므로 이에 대한 검

증을 통해 도구를 보완해 나갈 것을 제언한다.

6) 본 연구에서 개발된 COPD 환자 사정 도구는 COPD 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적 상태에 대한 사정 내용만 포함되어 있으므로, 도구 사용의 수월

성을 위해 추후 척도화(scaling)하는 방법론적 연구를 제언한다.

7) COPD 환자의 초기 사정내용을 토대로 결과를 측정할 수 있는 정보화 시스템

(initial assessment-based outcome data system)을 개발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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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COPD 환자 총체적 사정 도구 틀의 예비 내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  부  내  용

신체적 내과력 호흡기계 감염 지난 1년간 감기 발생한 횟수

과거력 천식, 알레르기, 부비동염, 비용종, 어린시절 
호흡기 감염 유무

현병력 진단명

진단받은 기간

수술 및 상해력 흉곽 상해 혹은 수술(종류:              )

알레르기 유무 음식, 약물, 환경(먼지, 꽃가루, 풀, 온도변화, 
향수 등)에의 알레르기 유무

기타 질환력 호흡기계 : 비염, 부비동염

심맥관계 : 심혈관질환, 고혈압, 말초혈관질환

근골격계 : 골다공증, 류마티스성 질환

위장계 : 연하곤란, 위-식도 역류

내분비계 : 당뇨

기타 : 암, 수면장애, 시력 및 청력 장애

신체검진 활력징후 T, P, R, BP

흉곽 흉곽의 모양 : 전후직경 증가 여부, 흡기        
         동안 늑골간의 비정상적인 퇴축

흉곽의 대칭성

호흡양상 호흡의 규칙성 여부

부속근 사용 여부

흡기:호기 시간 비율(I:E ratio)

호흡방법(입술오무려 숨쉬기, 복식호흡 유무)

호흡음 비정상적 호흡음(rhonchi/wheezing/crackle)

비정상적 호흡음의 위치

폐인성심질환
징후 하지 혹은 발목의 부종, 경정맥 팽창 등

진단검사 폐기능검사 FEV1, FEV1/FVC

혈액가스검사 ABG(pH/PaO2/PaCO2/HCO3
-/BE/SaO2)

방사선 검사 Chest X-ray 결과

혈액학적 검사 CBC(RBC, WBC, Hb/Hct, neutrophil)

양 양상태 신장, 체중

최근 체중변화(증가 or 감소) 

body mass index(BMI)

s-albumin level

양관련 문제 저작, 연하, 소화 등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

오심, 변비, 설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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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COPD 환자 총체적 사정 도구 틀의 예비 내용(계속)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  부  내  용

신체적
(계속)

처치력 투약
 

현재 투여되는 약물의 종류, 용법, 용량, 
투여횟수

산소사용 산소 사용 유무

산소 사용량(liter/min)

산소사용 시기 : 항상, 필요시에만, 수면시에만, 
운동시에만, 수면과 운동시

처치기구 호흡기구사용 여부(Peak flow meter, aerosol 
machine, suction machine, ventilator, chest 
percussor, 기타 ________________ )

기타 기구 사용 여부(안경, 보청기, 휠체어, 
목발, 보행기, 보청기, 기타 ________ )

증상 주호소 오늘의 주요 증상

지난 한해동안의 주요 증상

호흡곤란 호흡곤란의 정도 : 0(전혀없음)∼10(극도로 
심함)

호흡곤란이 주로 발생하는 시기 : 경사진 곳 
오르거나 두 층 이상 계단 오를 때, 빨리 
걸을때, 한 층의 계단 오를때, 약간 비탈진 
길을 걸을 때, 평지를 걸을 때, 집안일을 
하거나 화장실 갈 때, 휴식시
호흡곤란을 경험한 기간

기침 기침 증상 유무 

하루 중 기침을 주로 하는 시간 : 이른 아침, 
오전, 오후, 수면 중, 하루종일

객담 객담 유무 

객담의 양

객담의 색깔

농도(진함/보통/묽음)

객담이 많이 나오는 시간 : 이른 아침, 오전, 
오후, 하루종일

피가 섞여서 나오는가?

흉통 흉통의 유무

흉통의 특성 :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날카롭다/쑤신다/뻐근하다

흉통의 발생 부위

흉통이 발생하는 시기 : 크게 숨쉴 때, 기침할 
때, 몸을 구부리거나 젖힐 때, 몸을 돌릴 때, 
식사할 때

피로 현재의 피로 정도(0:전혀 피곤하지 않음 ∼ 
10:극도로 피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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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COPD 환자 총체적 사정 도구 틀의 예비 내용(계속)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  부  내  용

신체적
(계속)

일상생활
활동 

일상생활활동
수행정도

식사, 옷입고 벗기, 화장실 이용, 개인위생(세수, 
목욕, 샤워, 머리빗기, 양치질, 면도 등), 평상시 
보행, 계단 오르기 등에 도움 필요한 활동

평소 활동의 정도 : 매우 심한 활동, 심한 활동, 
중정도의 활동, 경한 활동, 거의 활동하지 않음

이동방법 : 자가운전, 가족에 의존, 친구에 의존, 
대중교통이용, 큰 문제거리임

일상생활활동에
의 제한

활동에 향을 미치는 신체적 제한 유무 : 
감각기능 장애, 골절, 절단, 마비, 사지 수술

일상생활 수행을 위한 보조기구 필요 여부

운동 평소운동수행 평상시 운동수행여부, 종류, 빈도

정도 선호하는 활동 또는 운동

운동기구 소유여부, 종류

운동능력 6분걷기 검사 운동 후 호흡곤란

운동 전후 맥박, 호흡수, 호흡곤란 정도 변화

운동시 산소 필요 여부
(필요/필요없음/가끔필요)

운동수행에의 
제한

운동수행에 제한 여부(심질환, 정형외과적 문제, 
호흡곤란, 피로)

수면력 수면양상 평소 수면시간

최근 수면양상의 변화

낮잠자는 횟수, 시간

수면시 베게 높이

수면 중 깨는 정도(얼마나 자주)

수면 중 깨는 이유

수면에의 향 수면에 도움이 되는 방법

수면에 향을 미치는 약물 사용 유무

정신적 정서상태 현재의 
정서상태 현재의 감정상태 : 걱정됨, 슬픔, 우울함, 불안함

우울의 정도(0:전혀 우울하지 않음 ∼           
        10:극도로 우울함)

불안의 정도(0:전혀 불안하지 않음 ∼           
        10:극도로 불안함)

인지상태 질병인지 약물, 처치기구, 질병에 관한 지식

교육 필요 여부

폐질환이 있다는 것을 언제 알았는가

자신이 병을 잘 견디고 있다고 느낀 
정도(항상/가끔/보통/별로/전혀)

자신의 질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치료를 받으면 완치될 수 있다, 완치는 
어렵지만 더 나빠지진 않을 것이다, 점점 
나빠지고 앞으로도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치료를 통해 얻고자 기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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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COPD 환자 총체적 사정 도구 틀의 예비 내용(계속)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  부  내  용

정신적 인지상태 증상인지 호흡곤란을 피하기 위해 취하는 행동

(계속) (계속) 점액 배출을 위한 행동(따뜻한 음료 섭취, 
분무요법, 타진, 체위배액)

이완을 위해 자신이 사용하는 방법(심호흡, 
흡연, 음주, TV, 입술오무려숨쉬기, 약물)

약물 이행정도

사회적 삶의질 건강관련 폐질환 때문에 가장 힘든 점

삶의 질 질병이 환자의 삶에 미치는 향

자신의 질병으로 향을 받는 가까운 사람? 
어떻게 향을 받는가?

지지 지지원, 주요 간호제공자

지지방법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고 지지해주는 사람

어떤 방법으로 도움을 주는지

 
환경 흡연 흡연한 적이 없다 / 예전에 피웠지만 현재는 

끊었다 / 현재도 피우고 있다(number of packs 
smoked per day) 

직업 현재 혹은 최근의 직업

직업적, 환경적 유해물질 노출 여부

거주환경
환기, 습도, 실내외의 공기오염, 애완동물 여부, 
집안의 냉난방 방법

거주형태 주택, 아파트, 빌라, 기타 ___________

계단의 개수 or 경사의 정도

동거가족 : 혼자 산다, 배우자와 함께, 자녀와 
함께, 배우자와 자녀와 함께, 기타 __________ 

경제 경제적 상태 수입원(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 친척)

수입정도

의료기관 이용 호흡기 문제 혹은 악화로 입원한 경험 유무

지난 1년간 호흡기 문제로 입원한 일수 

지난 1년간 호흡기 문제로 응급실 방문한 횟수

적 적건강 미래에 대한 
희망

질병 뿐 아니라 그 외 모든 일들이 좋은 방향으
로 잘 될 것이라 생각하는가

평안과 가치 치료과정, 후유증, 재발 등에 대해 걱정이 되는가

예전만큼 많은 일을 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가
치있는 사람이라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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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COPD 환자 총체적 사정 도구 틀의 내용타당도 검증을 위한     

          1차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석사과정생으로, 현재 만성폐쇄성폐질환

(이하 COPD) 환자를 위한 다학제적이고 개별적인 중재인 호흡재활 프로

그램에 관심을 가지고 COPD 환자의 총체적인 사정 도구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COPD 환자에게 호흡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인 

효과를 파악하는 연구를 시행해보면서, 악화와 완화를 반복하는 질병의 악

순환에서 점차 벗어나도록 하는 데에 호흡재활 프로그램의 큰 역할을 실

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COPD 환자의 초기사정은 신체적인 증

상 및 폐기능에 국한되어 있으므로, COPD 환자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의 

발달과 더불어 환자를 다면적인 틀로 접근하는 데 필요한 총체적 사정도

구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우리 나라에 아직 건강을 신체․심리․사회․ 적인 안녕 상태로 보는 총

체적인 틀에 근거한 COPD 환자 사정도구가 없는 상황에서 COPD 환자 

사정도구 개발은 COPD 환자의 초기사정을 용이하게 하고, 더 나아가 효

율적인 환자 관리의 기초가 되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설문지는 연구자가 국내외의 문헌과 국외 호흡기 단체들에서 제시된 

COPD 환자 사정내용을 고찰하여, 건강을 신체․심리․사회․ 적인 다면

적 개념으로 고려하여 COPD 환자의 총체적 사정도구 틀로 제시하고자 

하는 구성요소입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사정도구의 틀은 대․

중․소분류로 나뉘고, 소분류는 실제 사정할 세부내용으로 구성됩니다.

본 1차 타당도 조사에서는 사정 도구의 대․중․소분류가 적절하게 구

성되어 있는지를 임상에서 실제로 환자를 치료 및 간호하고 계신 선생님

들을 전문가 집단으로 하여 내용을 검증하고자 합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선생님께서 주신 고견은 COPD 환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초기 사정 도구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3년 5월 

                                  연구자 김 소 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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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대분류와 중분류를 보시고 각각의 내용이 COPD 환자를 사정하는 내용으로 타

당한지를 정도에 따라 빠짐없이 ∨표 해주십시오. 

  열거한 내용 이외에 추가되어야 할 내용이 있으면 기타란에 적어주십시오.

대 분 류 중 분 류

1 2 3 4

전혀

적절하지않다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다

매우 

적절하다

신체적 내과력 1 2 3 4

진단검사 1 2 3 4

신체검진 1 2 3 4

양 1 2 3 4

처치력 1 2 3 4

증상 1 2 3 4

일상생활활동 1 2 3 4

운동 1 2 3 4

수면 1 2 3 4

기  타

정신적 정서상태 1 2 3 4

인지상태 1 2 3 4

기  타

사회적 삶의질 1 2 3 4

지지(support) 1 2 3 4

환경 1 2 3 4

경제 1 2 3 4

기  타

적 종교 1 2 3 4

적 건강 1 2 3 4

기  타



- 70 -

《작성방법》 

  각 중분류와 소분류를 보시고 각각의 내용이 COPD 환자를 사정하는 내용으로 

타당한지를 정도에 따라 빠짐없이 ∨표 해주십시오. 

  열거한 내용 이외에 추가되어야 할 내용이 있으면 기타란에 적어주십시오.

1. 신체적 역

중 분 류 소 분 류

1 2 3 4

전혀

적절하지않다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다

매우 

적절하다

내과력 호흡기계 감염 1 2 3 4

과거력 1 2 3 4

현병력 1 2 3 4

수술 및 상해력 1 2 3 4

알레르기 유무 1 2 3 4

기타 질환력 1 2 3 4

기   타

진단검사 폐기능 검사 1 2 3 4

혈액가스 검사 1 2 3 4

방사선 검사 1 2 3 4

혈액학적 검사 1 2 3 4

기   타

신체검진 활력징후 1 2 3 4

흉곽 1 2 3 4

호흡양상 1 2 3 4

호흡음 1 2 3 4

폐인성심질환 
징후 1 2 3 4

기   타

양 양상태 1 2 3 4

식이형태 1 2 3 4

배뇨, 배변 1 2 3 4

양관련 문제 1 2 3 4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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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분 류 소 분 류
1 2 3 4

전혀
적절하지않다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다 매우 

적절하다

처치력 투약 1 2 3 4

산소사용 1 2 3 4

처치기구 1 2 3 4

기   타

증상 주호소 1 2 3 4

호흡곤란 1 2 3 4

기침 1 2 3 4

객담 1 2 3 4

흉통 1 2 3 4

피로 1 2 3 4

기   타

일상생활 평소 활동정도 1 2 3 4

활동 일상생활활동
수행정도 1 2 3 4

일상생활활동에의 
제한 1 2 3 4

이동방법 1 2 3 4

보조 기구 1 2 3 4

에너지 보존 1 2 3 4

기   타

운동 평소운동수행정도 1 2 3 4

운동능력 1 2 3 4

운동수행에의 
제한

1 2 3 4

기   타

수면력 수면양상 1 2 3 4

수면에의 향 1 2 3 4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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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신적 역

중 분 류 소 분 류
1 2 3 4

전혀 
적절하지않다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다 매우 

적절하다

정서상태 현재의 감정상태 1 2 3 4

우울 1 2 3 4

불안 1 2 3 4

고립감 1 2 3 4

기   타

인지상태 교육 수준 1 2 3 4

지식 1 2 3 4

학습 능력 1 2 3 4

학습 방법 1 2 3 4

증상 인지 1 2 3 4

질병 인지 1 2 3 4

이완을 위한 
방법

1 2 3 4

동기 1 2 3 4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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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적 역

중 분 류 소 분 류
1 2 3 4
전혀 

적절하지않다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다 매우 

적절하다

삶의질 건강관련 삶의질 1 2 3 4

기   타

지지 지지원 1 2 3 4

지지정도 1 2 3 4

기   타

환경 흡연 1 2 3 4

직업 1 2 3 4

거주환경 1 2 3 4

거주형태 1 2 3 4

기   타

경제 경제적 상태 1 2 3 4

의료기관 이용 1 2 3 4

기   타

4. 적 역 

중 분 류 소 분 류

1 2 3 4

전혀 
적절하지않다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다 매우 

적절하다

종교 종교유무 1 2 3 4

종교활동 참여 1 2 3 4

종교의 의미 1 2 3 4

기   타

적건강 미래에 대한 
희망

1 2 3 4

평안 1 2 3 4

가치 1 2 3 4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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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COPD 환자 총체적 사정 도구 틀의 내용타당도 검증을 위한     

          2차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도 지난 1차 설문지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립

니다.

지난 번에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COPD 환자의 총체적 사정도구 틀을 

수정․보완하고, 소분류에 따른 세부내용을 포함시켜 2차 설문지를 구

성하 습니다. 

본 2차 타당도 조사에서는 사정도구 틀의 소분류에 따른 세부내용이 적

절하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선생님들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선생님들의 귀한 의견이 보다 효율적인 COPD 환자 관

리를 위한 사정도구를 개발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3년 5월 

                                     연구자 김 소 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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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각 소분류와 세부내용을 보시고 각각의 내용이 COPD 환자를 사정하는 내용으

로 타당한지를 정도에 따라 빠짐없이 ∨표 해주십시오. 

  열거한 세부내용 이외에 추가되어야 할 내용이 있으면 기타란에 적어주십시오.

1. 신체적 역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  부  내  용

1 2 3 4
전혀

적절하지

않다

적절

하지않다

적절

하다

매우 

적절

하다

신체적 내과력 호흡기계
감염 지난 1년간 감기 발생한 횟수 1 2 3 4

기   타

과거력 천식, 알레르기, 부비동염, 
비용종, 어린시절 호흡기 감염 
유무

1 2 3 4

기   타

현병력 진단명 1 2 3 4

진단받은 기간 1 2 3 4

기   타

수술 및 
상해력

흉곽 상해 혹은 수술(종류) 1 2 3 4

기   타

알레르기 
유무

음식, 약물, 환경(먼지, 
꽃가루, 풀, 온도변화, 향수 
등)에의 알레르기 유무

1 2 3 4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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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체적 역(계속)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  부  내  용

1 2 3 4
전혀

적절하지
않다

적절
하지않다

적절
하다

매우 
적절
하다

신체적 내과력 기타 호흡기계 : 비염, 부비동염 1 2 3 4

(계속) (계속) 질환력 심맥관계 : 심혈관질환, 고혈압, 
말초혈관질환 1 2 3 4

근골격계 : 골다공증, 류마티스
성 질환 1 2 3 4

위장계 : 연하곤란, 위-식도 역
류 1 2 3 4

내분비계 : 당뇨 1 2 3 4

기타 : 암, 수면장애, 시력 및 
청력 장애 1 2 3 4

기   타

신체 활력징후 T, P, R, BP 1 2 3 4
검진 기   타

흉곽 흉곽의 모양 : 전후직경 증가 
여부, 흡기 동안 늑골간의 
비정상적인 퇴축

1 2 3 4

흉곽의 대칭성 1 2 3 4

기   타

호흡양상 호흡의 규칙성 여부 1 2 3 4

부속근 사용 여부 1 2 3 4

흡기:호기 시간 비율(I:E ratio) 1 2 3 4

호흡방법(입술오무려 숨쉬기, 
복식호흡 유무) 1 2 3 4

기   타

호흡음 비정상적 호흡음
(rhonchi/wheezing/crackle)

1 2 3 4

비정상적 호흡음의 위치 1 2 3 4

기   타

폐인성
심질환 

하지 혹은 발목의 부종, 경정맥 
팽창 등 1 2 3 4

징후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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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체적 역(계속)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  부  내  용

1 2 3 4

전혀
적절하지
않다

적절
하지않다

적절
하다

매우 
적절
하다

신체적 진단 폐기능 FEV1, FEV1/FVC 1 2 3 4

(계속) 검사 검사
기   타

혈액가스
검사

ABG(pH/PaO2/PaCO2/HCO3
-

/BE/SaO2)
1 2 3 4

기   타

방사선 
검사 Chest X-ray 결과 1 2 3 4

기   타

혈액학적 
검사

CBC(RBC, WBC, Hb/Hct, 
neutrophil)

1 2 3 4

기   타

양 양상태 신장, 체중 1 2 3 4

최근 체중변화(증가 or 감소) 1 2 3 4

body mass index(BMI) 1 2 3 4

s-albumin level 1 2 3 4

기   타

양관련 
문제

저작, 연하, 소화 등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 1 2 3 4

오심, 변비, 설사 여부 1 2 3 4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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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체적 역(계속)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  부  내  용

1 2 3 4
전혀

적절하지
않다

적절
하지 
않다

적절
하다

매우 
적절하
다

신체적
(계속)

처치력 투약
 

현재 투여되는 약물의 종류, 
용법, 용량, 투여횟수 1 2 3 4

기   타

산소사용 산소 사용 유무 1 2 3 4

산소 사용량(liter/min) 1 2 3 4

산소사용 시기 : 항상, 
필요시에만, 수면시에만, 
운동시에만, 수면과 운동시

1 2 3 4

기   타

처치기구

호흡기구사용 여부(Peak flow 
meter, aerosol machine, suction 
machine, ventilator, chest 
percussor, 기타 
________________ )

1 2 3 4

기타 기구 사용 여부(안경, 
보청기, 휠체어, electric cart, 
목발, 보행기, 보청기, 기타 
________ )

1 2 3 4

기   타

증상 주호소 오늘의 주요 증상 1 2 3 4

지난 한해동안의 주요 증상 1 2 3 4

기   타

호흡곤란 호흡곤란의 정도 : 
0(전혀없음)∼10(극도로 심함) 1 2 3 4

호흡곤란이 주로 발생하는 
활동; 경사진 곳 오르거나 두 층 
이상 계단 오를 때, 빨리 걸을때, 
한 층의 계단 오를때, 약간 
비탈진 길을 걸을 때, 평지를 
걸을 때, 집안일을 하거나 화장실 
갈 때, 휴식시

1 2 3 4

호흡곤란을 경험한 기간 1 2 3 4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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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체적 역(계속)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  부  내  용

1 2 3 4

전혀
적절하지
않다

적절
하지 
않다

적절
하다

매우 
적절
하다

신체적 증상 기침 기침 증상 유무 1 2 3 4

(계속) (계속) 하루 중 기침을 주로 
하는 시간 : 이른 아침, 
오전, 오후, 수면 중, 
하루종일

1 2 3 4

기   타

객담 객담 유무 1 2 3 4

객담의 양 1 2 3 4

객담의 색깔 1 2 3 4

농도(진함/보통/묽음) 1 2 3 4

객담이 많이 나오는 
시간 : 이른 아침, 오전, 
오후, 하루종일

1 2 3 4

피가 섞여서 나오는가? 1 2 3 4

기   타

흉통 흉통의 유무 1 2 3 4

흉통의 특성 :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날카롭
다/쑤신다/뻐근하다

1 2 3 4

흉통의 발생 부위 1 2 3 4

흉통이 발생하는 시기 : 
크게 숨쉴 때, 기침할 
때, 몸을 구부리거나 
젖힐 때, 몸을 돌릴 때, 
식사할 때

1 2 3 4

기   타

피로 현재의 피로 
정도(0:전혀 피곤하지 
않음 ∼ 10:극도로 
피곤함)

1 2 3 4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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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체적 역(계속)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  부  내  용

1 2 3 4
전혀

적절하지
않다

적절
하지
않다

적절
하다

매우 
적절
하다

신체적
(계속)

일상
생활
활동
 

일상생활
활동
수행정도

평소 활동의 정도 : 매우 
심한 활동, 심한 활동, 
중정도의 활동, 경한 활동, 
거의 활동하지 않음

1 2 3 4

식사, 옷입고 벗기, 화장실 
이용, 개인위생(세수, 목욕, 
샤워, 머리빗기, 양치질, 
면도 등), 평상시 보행, 
계단 오르기 등에 도움 
필요한 활동

1 2 3 4

이동방법 : 자가운전, 
가족에 의존, 친구에 의존, 
대중교통이용, 큰 
문제거리임

1 2 3 4

기   타

일상생활활
동에의 제한

활동에 향을 미치는 
신체적 제한 유무 : 
감각기능 장애, 골절, 
절단, 마비, 사지 수술

1 2 3 4

일상생활 수행을 위한 
보조기구 필요 여부 1 2 3 4

기   타

운동 평소운동
수행정도

평상시 운동수행여부, 
종류, 빈도 1 2 3 4

선호하는 활동 또는 운동 1 2 3 4
운동기구 소유여부, 종류 1 2 3 4

기   타

운동능력 6분걷기 검사 운동 후 
호흡곤란 1 2 3 4

운동 전후 맥박, 호흡수, 
호흡곤란 정도 변화 1 2 3 4

운동시 산소 필요 여부 
(필요/필요없음/가끔필요) 1 2 3 4

기   타

운동수행에
의 제한

운동수행에 제한 
여부(심질환, 근골격계 
문제, 호흡곤란, 피로)

1 2 3 4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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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체적 역(계속)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  부  내  용

1 2 3 4
전혀

적절하지
않다

적절
하지 
않다

적절
하다

매우 
적절
하다

신체적 수면력 수면양상 평소 수면시간 1 2 3 4

(계속) 최근 수면양상의 변화 1 2 3 4

낮잠자는 횟수, 시간 1 2 3 4

수면시 베게 높이 1 2 3 4

수면 중 깨는 
정도(얼마나 자주) 1 2 3 4

수면 중 깨는 이유 1 2 3 4

기   타

수면에의 
향

수면에 도움이 되는 
방법 1 2 3 4

수면에 향을 미치는 
약물 사용 유무 1 2 3 4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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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신적 역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  부  내  용

1 2 3 4
전혀

적절하지
않다

적절
하지 
않다

적절
하다

매우 
적절
하다

정신적 정서상태 현재의 
정서상태

현재의 감정상태; 걱정됨, 
슬픔, 우울함, 불안함 1 2 3 4

우울의 정도(0:전혀    
우울하지 않음 ∼ 
10: 극도로 우울함)

1 2 3 4

불안의 정도(0:전혀 
불안하지 않음 ∼        
10:극도로 불안함)

1 2 3 4

기   타

인지상태
 

질병인지 약물, 처치기구, 질병에 
관한 지식 1 2 3 4

교육 필요 여부 1 2 3 4

폐질환이 있다는 것을 
언제 알았는가

1 2 3 4

자신이 병을 잘 견디고 
있다고 느낀 정도(항상/
가끔/보통/별로/전혀)

1 2 3 4

자신의 질병에 대해 어떻
게 생각하는가?(치료를
받으면 완치될 수 있다, 
완치는 어렵지만 더 나빠
지진 않을 것이다, 점점 
나빠지고 앞으로도 회복
되지 않을 것이다)

1 2 3 4

치료를 통해 얻고자 
기대하는 것 1 2 3 4

기   타

증상인지 호흡곤란을 피하기 위해 
취하는 행동 1 2 3 4

점액 배출을 위한 행동
(따뜻한 음료 섭취, 분무
요법, 타진, 체위배액)

1 2 3 4

이완을 위해 자신이 사용
하는 방법(심호흡, 흡연, 
음주, TV, 입술오무려숨
쉬기, 약물)

1 2 3 4

약물 이행정도 1 2 3 4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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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적 역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  부  내  용

1 2 3 4
전혀

적절하지
않다

적절
하지 
않다

적절
하다

매우 
적절
하다

사회적 삶의질 건강관련
삶의 질 

폐질환 때문에 가장 힘든 
점 1 2 3 4

질병이 환자의 삶에 
미치는 향 1 2 3 4

자신의 질병으로 향을 
받는 가까운 사람? 어떻게 
향을 받는가?

1 2 3 4

기   타

 지지 지지원, 주요 간호제공자 1 2 3 4

지지방법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
고 지지해주는 사람 1 2 3 4

어떤 방법으로 도움을 주

는지
1 2 3 4

기   타

 

환경 흡연 흡연한 적이 없다 / 
예전에 피웠지만 현재는 
끊었다 / 현재도 피우고 
있다(number of packs 
smoked per day)  

1 2 3 4

기   타

직업 현재 혹은 최근의 직업 1 2 3 4

직업적, 환경적 유해물질 
노출 여부 1 2 3 4

기   타

거주환경 환기, 습도, 실내외의 
공기오염, 애완동물 여부, 
집안의 냉난방 방법

1 2 3 4

기   타

거주형태 주택, 아파트, 빌라, 기타 1 2 3 4
계단의 개수 or 경사의 
정도 1 2 3 4

동거가족 : 혼자 산다, 
배우자와 함께, 자녀와 
함께, 배우자와 자녀와 
함께, 기타 __________ 

1 2 3 4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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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적 역(계속)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  부  내  용

1 2 3 4
전혀

적절하지

않다

적절

하지 

않다

적절

하다

매우 

적절

하다

사회적
(계속)

 경제 경제적 상태 수입원(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 친척) 1 2 3 4

수입정도 1 2 3 4

기   타

의료기관 
이용 

호흡기 문제 혹은 악화로 
입원한 경험 유무 1 2 3 4

지난 1년간 호흡기 문제로 
입원한 일수 1 2 3 4

지난 1년간 호흡기 문제로 
응급실 방문한 횟수 1 2 3 4

기   타

4. 적 역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  부  내  용

1 2 3 4
전혀

적절하지

않다

적절

하지 

않다

적절

하다

매우

적절

하다

적 적건강 미래에 대한 
희망

질병 뿐 아니라 그 외 모든 
일들이 좋은 방향으로 잘 
될 것이라 생각하는가

1 2 3 4

기   타

평안과 가치 치료과정, 후유증, 재발 등
에 대해 걱정이 되는가 1 2 3 4

예전만큼 많은 일을 할 수
는 없지만 여전히 가치있는 
사람이라 생각하는가

1 2 3 4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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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COPD 환자의 총체적 사정 도구(임상 적용 가능성 검증 전)

ID  _____________   이름 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__ 기록자 ____________ 

Ⅰ. 일반적 사항

연령 _______  성별 _______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연락처 ___________________ 응급시 연락처 _________________ (관계 :         )

주치의 ___________________ 입원일(해당환자에 한해) _________________________

Ⅱ. History Taking

1. 신체적 역

1) 내과력

•지난 1년간 감기 발생한 횟수

•과거력 : □ 해당없음  □ 천식  □ 알레르기  □ 부비동염  □ 비용종  

   □ 어린시절 호흡기 감염

•흉곽 상해, 수술 경험 : □ 유(종류:            )  □ 무

•알레르기 : □ 음식(종류      )  □ 약물(종류       )  □ 환경(종류        )

•기타 질환력 : □ 해당없음  □ 비염  □ 부비동염  □ 심근경색증  □ 협심증  

       □ 고혈압  □ 말초혈관질환  □ 기타(                      )

   

2) 신체검진

•활력징후 : 체온   ℃,  맥박    /min,  호흡    /min,  혈압    /    mmHg  

•호흡양상 : □ 규칙적  □ 비규칙적

            □ 부속근 사용  □ 부속근 사용하지 않음

•흡기:호기 비율 __________  •호흡방법 : □ 입술 오무려 숨쉬기  □ 복식호흡

•흉곽 모양 : □ 전후직경 증가  □ 흡기시 늑골간의 비정상적인 퇴축  

      □ 기타(        )

•흉곽의 대칭성 : □ 대칭  □ 비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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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음 : □ rhonchi □ wheezing □ rale □ 기타(         ) 위치___________ 

•하지, 발목 부종 : □ 있음  □ 없음   •경정맥 팽창 여부 : □ 있음  □ 없음

3) 증상

•오늘의 주요 증상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지난 한해동안의 주요 증상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호흡곤란 정도 

              0                              10
     (호흡곤란이 전혀 없음)     (호흡곤란이 극도로 심함)
               

•호흡곤란이 주로 발생하는 활동 

호흡곤란

유 무

경사진 곳 오르거나, 두 층 이상 계단 오를 때

빨리 걸을때, 한 층의 계단 오를때, 약간 비탈진 길을 걸을때 

평지를 걸을 때

집안일을 하거나 화장실 갈 때

휴식시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호흡곤란을 경험한 기간 : 총 __________ 개월 

•기침 : □ 있다  □ 없다           

•객담 : □ 있다  □ 없다

•객담의 양(1일) : □ 티스푼 정도  □ 밥 숟가락 정도  □ 물컵의 1/3정도

  □ 물컵의 1/2정도  □ 그 이상

•객담의 색깔 ________________     •객담의 농도 : □ 진함  □ 보통  □ 묽음

•피가 섞여서 나오는가 : □ 예  □ 아니오

•흉통 : □ 있다  □ 없다      흉통 발생 부위 _____________________

•흉통의 특성 : □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  □ 뻐근함  □ 날카로움  □ 쑤심 

        □ 기타(    )

•흉통 발생 시기 : □ 크게 숨쉴 때  □ 기침시  □ 몸을 구부리거나 젖힐 때  

                  □ 몸을 돌릴 때  □ 식사시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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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피로 정도

              0                             10
     (전혀 피로하지 않음)      (극도로 피로함)
               

  

4) 양

•최근 ________ 개월/주 동안 __________ Kg 증가/감소

5) 처치력

•산소사용 : □ 사용함  □ 사용안함        산소사용량 : ___________ liter/min

•산소사용시기 : □ 항상 □ 수면시 □ 일상생활활동시 □ 운동시 □ 기타(    )

•호흡기구 사용 : □ Peak Flow Meter  □ 에어로졸 기구  □ 흡인기    

            □ 타진기구  □ 진동기구  □ 기타(                 )

6) 일상생활활동

•평소 활동 수행 정도 : □ 매우심한 활동 □ 심한 활동 □ 중정도의 활동 

□ 경미한 활동   □ 거의 활동하지 않음

•이동 방법 : □ 자가 운전  □ 가족이나 친구에 의존  □ 대중교통 이용  

      □ 큰 문제거리임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활동 : □ 식사  □ 옷 입고 벗기  

□ 개인위생(세수, 목욕, 샤워, 머리빗기, 양치질, 면도)  □ 화장실 이용  

□ 평상시 보행  □ 계단 오르기

7) 운동

•평소 운동수행 여부 : □ 규칙적으로  □ 가끔  □ 거의 안함  □ 전혀 안함

•운동의 종류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수행빈도 _______________________

•선호하는 활동 또는 운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운동시 산소 필요 : □ 필요함  □ 필요없음  □ 가끔 필요

•일상생활 및 운동수행 제한 : □ 심질환  □ 감각기능 장애  □ 골절  □ 마비

      □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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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수면력

•평소 수면시간 ________________  최근 수면양상의 변화 ____________________

•수면 중 얼마나 자주 깨는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수면 중 깨는 이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수면에 향을 미치는 약물 사용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정신/사회/ 적 역

•현재의 감정 상태 □ 걱정됨  □ 슬픔  □ 우울함  □ 불안함  □ 기타

•현재의 우울 또는 불안 정도

          0                                 10
   (전혀 우울/불안하지 않음)         (극도로 우울/불안함)
           

•현재 사용중인 약물의 작용, 정확한 용법에 대한 지식

□ 확실히 알고 있다  □ 자세히는 모르나 대충 알고 있다  □ 잘 모른다 

•현재 사용중인 처치기구의 작용법, 세척방법에 대한 지식

□ 확실히 알고 있다  □ 자세히는 모르나 대충 알고 있다  □ 잘 모른다 

•자신의 질병에 대한 지식

□ 확실히 알고 있다  □ 자세히는 모르나 대충 알고 있다  □ 잘 모른다 

•자신이 병을 잘 견디고 있다고 느낀 정도 ; □ 항상 그렇게 느낀다 

□ 가끔 그렇게 느낀다   □ 별로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  

□ 전혀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

•자신의 질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 치료를 받으면 완치될 수 있다  

□ 완치는  어렵지만 더 나빠지진 않을 것이다

        □ 점점 나빠지고 있고 앞으로도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치료를 통해 얻고자 기대하는 것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호흡곤란을 피하기 위해 취하는 행동 : □ 휴식  □ 흡입기구 사용 

 □ 에어컨이나 선풍기 사용  □ 창문열기  □ 입술 오무려 숨쉬기  

□ 자극물질 피하기  □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가래 배출을 위해 하는 행동 : □ 따뜻한 음료 섭취  □ 분무요법  □ 타진 

        □ 체위배액  □ 특별히 하는 행동 없음  □ 기타 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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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을 위해 사용하는 방법 : □ 심호흡  □ 흡연  □ 음주  □ TV 시청  

        □ 입술 오무려 숨쉬기  □ 약물투여  □ 특별한 방법 없음  

        □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약물 이행정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폐질환 때문에 가장 힘든 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폐질환이 삶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질병으로 향 받는 가까운 사람 __________ 어떻게 향을 받는가 __________

•주요 간호제공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고 지지해주는 사람 ________ 어떤 방법 ____________

•흡연여부 : □ 흡연  □ 비흡연    

•과거 흡연여부 : □ 흡연했었다  □ 흡연한 적 없다 

•흡연력 :           pack/day (    년간 흡연)

•현재 혹은 최근 직업 _____________ 직업적, 환경적 유해물질 노출 ___________

•거주 환경 : 환기 정도 __________ 습도 __________ 실내외 공기오염 _________

             애완동물 __________ 집안의 냉난방 방법 _______________________

•거주형태 : □ 주택  □ 아파트  □ 빌라  □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

          계단 개수 ___________________ 경사의 정도 _______________________

•호흡기 문제 혹은 악화로 입원한 경험 : □ 있음  □ 없음

•지난 1년간 호흡기 문제로 입원한 일수(중환자실 포함) ______________________

•지난 1년간 호흡기 문제로 응급실 방문한 횟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그렇다 아니다

치료과정, 후유증, 재발 등에 대해 걱정이 되는가?

예전만큼 많은 일을 할 수는 없지만 자신이 여전히 
가치있는 사람이라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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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Medical Records

                         

•진단명 : □ 만성 기관지염  □ 폐기종  □ 기관지 확장증  □ 천식  

   □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진단받은 기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진단검사

               날  짜
 검사명

          날  짜
 검사명

PFT FEV1 % predicted ABGA pH

FEV1/FVC PaO2

CBC RBC PaCO2

Hb/Hct HCO3
-

WBC SaO2

neutrophil electro albumin

Ch e s t 
X-ray

•현재 투여중인 약물

약물이름 용량 용법 투여 횟수 투여기간

•신장 ___________ cm   체중 _____________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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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Development of Holistic Assessment Tool for Patients 

with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COPD) 

                                                    Kim, So Hee

                                                    Dep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holistic assessment tool for 

patient with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COPD) in order to offer 

COPD patients an effective care. 

A conceptual framework was developed through a multiple dimension of 

health, physical, psychological, social, and spiritual dimension, which was 

announced by WHO in 1998. 

A preliminary tool was developed through a review of literature, 

announcement of international respiratory society about contents of 

assessment for COPD patients, and existing instruments that are currently 

used in 4 hospitals for assessing the patients with COPD.

Through assessing the two expert validity tests and a feasibility test of 

the preliminary tool, the holistic assessment tool for COPD patients was 

final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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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sults or this study are as follows:

  

  1. After a review of literature, announcement of international respiratory

     society, and existing instrument, 4 items of the first category, 17 items  

     of the second category, 66 items of the third category were developed.

  2. The first expert validity test showed that 4 items of the first category,  

     16 items of the second category, and 46 items of the third category    

     received over 78% agreement.

  3. After a review of literature, announcement of international respiratory  

     society, and existing instrument, 110 items of the fourth category,      

     which were more specific, were developed.

  4. The second expert validity test showed that 88 items of the fourth     

     category received over 78% agreement, and these items were used to  

     develop a preliminary assessment tool for patients with COPD.

  5. After a feasibility test, whether the time to finish the tool, the order of  

     items, and the vocabulary of the content were adequate, and the data  

     collection was easy, 4 items of the fourth category was deleted from   

     the preliminary assessment tool because of the redundancy. 

  6. The holistic assessment tool for patients with COPD was finalized after  

     two expert validity tests and a feasibility test. This assessment tool     

     was included in physical, psychological, social, and spirit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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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mension. Specifically, this tool was included that medical history,    

     physical assessment, diagnostic test, nutrition, treatment history,        

     symptom, activity of daily living, exercise, and sleeping history were   

     for the physical dimension, emotional status and cognitive status were  

     for the psychological dimension, quality of life, support, environment,  

     and economy were for the social dimension, and spiritual well-being   

     was for the spiritual dimension.

   This study was tried to develop an assessment tool, which contains all 

the physical, psychological, social, and spiritual dimension to assess the 

patients with COPD holistically. This tool will be effective to check the 

current health status of COPD patients, and to set a specific nursing plan 

for those patients.

Key words : COPD, holistic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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