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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폐쇄성폐질환자의 자가관리 경험과 구조화된
자가관리 측정도구의 내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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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ison of Self-Management Experiences in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Patients with Structured Self-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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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aimed to compare interviews on self-management experiences in patients with the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COPD) using structured self-management measurement tools (SMTs). Methods: Secondary analysis of
interview data was conducted for the frequency of symptom monitoring items and management in daily life and during acute
exacerbation (AE). The interview contents were compared with the categories and items of the three COPD SMTs selected through
a systematic review. Results: Daily symptom monitoring included 13 symptoms, such as dyspnea, coughing, and sputum.
Regarding daily self-care, five categories including ‘disease prevention’, ‘exercise’, ‘medication’, ‘diet’, and ‘rest’, and 13 items were
identified. Symptoms of AE included 12 symptoms, such as dyspnea at rest, coughing, and dyspnea during exercise. In terms of AE
management, four categories including ‘medication’, ‘medical service’, ‘enough rest’, and ‘breathing technique’, and eight items
were identified. The categories and items of daily self-care in AE, derived from interviews, were consistent with those from SMTs.
However, two items of daily self-care derived from interviews (i.e., “Take health supplements,” “Eat mainly vegetables”) were not
included in the SMTs. Conclusion: The interviews revealed that COPD patients’ self-management experiences presented the
categories and items of the SMTs. Further research is needed to identify the scientific evidence of the self-care items of patients
with COPD not included in the SMTs. These findings should be reflected in COPD SM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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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COPD)은 지속적인 호흡기 증상과 기류제한을 특징으로 하
는 예방과 치료가 가능한 질병이다[1]. COPD의 전세계 유병

1. 연구의 필요성
만성폐쇄성폐질환(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률은 11.7%로 2030년까지 세 번째 주요 사망 원인으로 예측
되고 있으며[1] 우리나라도 2019년 기준 유병률이 만 4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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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남자 16.3%, 여자 5.9%이며 사망률 9위에 이르고

여 정확한 내용의 자가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있어[2] COPD 치료와 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1].

수 있다.

COPD 환자의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호흡곤란, 기침 등의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COPD 환자 면담을 통해 수집된 선

호흡기 증상과 전신증상을 관리하기 위해서 관련 지식과 기

행연구[11]의 자료를 활용하여 이를 2차 분석하고, 이를 기존

술이 필요하다. COPD 환자의 자가관리 중재 내용은 프로그

구조화된 자가관리 평가도구의 내용과 비교하고자 한다. 이

램마다 상이하지만 주로 질병관련 교육, 약물요법 및 흡입기

를 통해 COPD 환자들의 일상적인 자가관리 방법과 악화 시

사용법, 운동을 포함한 신체활동의 중요성, 금연, 급성악화

대처방법에 대한 실제적인 환자경험의 내용을 파악하고 이

증상과 행동중재, 일상생활 에너지 유지법 등을 포함하고 있

를 구조화된 자가관리 평가도구 내용과 비교분석함으로써

다[3]. 체계적 문헌고찰 결과, 이러한 COPD 자가관리 중재가

COPD 환자들의 자가관리 수준을 파악하고 한국형 도구 개

호흡곤란을 개선하고 호흡기관련 입원율과 응급실 방문을

작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줄였으며, 삶의 질을 향상시킨 것으로 나타났다[4,5].
COPD 자가관리 중재를 입원, 외래, 가정 중 어디에서 시행

연구 방법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아직 확실하지 않다[6]. 우리나라 여건
을 살펴보면 외래에서 시행되는 호흡재활치료가 가장 많이

1. 연구설계

시행되었으나 실제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자 수가 제

본 연구는 COPD 환자의 일상생활 자가관리 및 급성악화

한적이고 제도상으로 정착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6]. 이에

시 대처방법 항목에 관한 COPD 환자와의 면담내용 자료를

대한 대안으로 재가 자가관리 교육프로그램[7]과 휴대폰 어

2차 사용하여 빈도분석하고 체계적 검색으로 찾은 구조화된

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자가 관리 교육[8]이 고려되고 있다. 그

자가관리 측정도구와 자가관리 내용을 비교한 서술적 탐색

러나 COPD 환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을 만큼 일반적이지

적 조사연구이다.

못하고 COPD 환자들이 자신의 질병을 일상생활 속에서 실
제로 어떻게 경험하고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심층적
인 이해가 현재 부족한 상황이다[9].

2. 자료수집
1) COPD 환자 자가관리 경험

효과적인 자가관리 중재 프로그램 내용을 구성할 때 환자

COPD 환자 자가관리 경험에 대한 자료는 COPD로 진단받

들이 실제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자가관리를 실천하고

고 G시 소재 대학병원 호흡기내과 외래에 내원한 32명의

있는지에 대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COPD 자가

COPD 환자를 대상으로 선행연구[11]에서 사용한 일상생활

관리에 대한 이론적 내용과 비교를 통하여 대상자의 자가관

자가관리 및 급성악화 시 대처방법에 대한 자료를 다시 빈도

리의 강점을 강화시키고 약점을 보완하여 중재 프로그램을

분석 하기위해 2차 사용하였다. 대상자는 COPD를 진단받은

구성할 필요가 있다. 자가관리 평가도구는 ‘자가관리’에 대

지 6개월 이상으로 질병의 중증도가 GOLD (The Global

하여 개념화하고 정의하는 과정을 거치고, ‘자가관리’를 설

Initiative for Chronic Obstructive Lung Disease) 2단계 이

명하는 개념틀을 이용하여 하부개념을 구성하며, 이를 측정

상인 환자, 주진단이 천식과 심장질환이 아닌 환자를 대상으

하기 위한 구체적인 문항을 확인할 수 있다[10]. 따라서

로 시행되었다. 면담질문은 “일상생활에서 호흡기 질병과 관

COPD 환자가 이행해야 하는 자가관리와 실제 COPD 환자가

련해서 날마다 관리하는 증상은 어떤 것인가요?”, “평소 호흡

실천하고 있는 자가관리를 비교·분석하는데 이미 신뢰도와

기 질병관련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갑자기 호흡기

타당도가 확보되어 개발된 구조화된 자가관리 평가도구를

상태가 나빠지는 경험을 한 적이 있으신가요?”, “갑자기 호흡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생각된다. 국내 COPD 환자의 자

기 상태가 나빠졌을 때 증상을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주시기

가관리 경험과 국외에서 개발된 구조화된 자가관리 평가도

바랍니다.”, “갑자기 호흡기 상태가 안 좋을 때 어떻게 대처하

구의 비교를 통해 국내 상황이나 환자특성을 반영하여 추후

셨나요?”의 5가지 질문이었다. COPD 환자 자가관리 경험에

한국형 도구를 개작 및 수용하는데 제안할 점을 제시할 수 있

대한 원자료는 원저자의 사용동의를 받고 사용하였다.

다. 또한 실제 COPD 환자의 자가관리 경험이 근거에 기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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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조화된 COPD 자가관리 도구 선정

이 선정되었다. 문헌의 선정과정에서 독립된 연구자 2인의

구조화된 COPD 자가관리 도구를 선정하기 위하여 문헌검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 경우 합의를 통해 최종 문헌을 선택하

색을 시행하였으며 2018년 1월 2일부터 2018년 8월 9일까

였다. 최종 선택된 COPD 자가관리 평가도구는 COPD

지 진행되었다. 체계적인 문헌검색절차에 따라 임상질문의

self-management scale [12], COPD self-care scale [13]과

구조화, 문헌검색 데이터베이스 선정, 검색어 선정, 검색전

Self-care COPD inventory [14]의 3편이었다(Fig. 1).

략 수립, 문헌검색, 문헌검색 선정 및 배제를 통해 최종 선택

COPD 자가관리 도구로 최종 선택된 3편의 문헌에 포함된

된 논문을 분석하였다. 국외 데이터베이스 PubMed,

평가도구를 훈련된 2인의 검토자가 독립적으로 검토하였다.

CINAHL, 국내 데이터베이스 KISS, KERIS 를 활용하여 검색

연구자 1인이 검토자 2인의 훈련을 담당하였으며 자료수집

하였으며, Mesh 용어와 제한기능을 활용하여 검색하였다.

조사지 사용방법에 대해 약 30분 설명하였다. 검토자들은 3

검색어는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self-

개 도구의 범주와 항목에 대해 영문과 우리말 번안 내용을 동

management’, ‘self-care’, ‘self-monitoring’, ‘self-effi-

시에 살펴 내용의 의미를 확인하고 도구의 항목들을 COPD

cacy’, ‘self-regulatory’, ‘measurement’, ‘tools’, ‘question-

환자의 일상생활 자가관리 항목과 증상악화 시 대처방법을

naire’, ‘instrument’, ‘scale’, ‘inventory’를 조합하여 검색하

중심으로 분류하였다.

였으며, 자료유형은 학술저널, 언어는 한국어, 영어로 제한
3. 자료분석

하였으며 출판연도는 제한하지 않았다.
일차적으로 2개의 문헌이 추가 수기검색되어 506개가 선

1) COPD 환자 자가관리 경험 빈도

택되었고, 41개의 중복 문헌을 제외한 465개의 문헌을 독립

COPD 환자의 자가관리 경험은 크게 4가지였다. 일상생활

된 연구자 2인이 제목과 초록의 내용을 확인하여 관련이 없

증상 감시항목, 일상생활 자가관리 방법, 급성악화 시 증상항

는 문헌 457개를 배제하여 8개의 문헌을 선택하였다. 문헌

목 및 급성악화 시 대처방법이었다. 빈도분석은 Choi와 Yun

전체를 확인하여 도구에서 자가관리 항목이 구체적으로 제

의 연구[11]에서 각 범주별 항목으로 분류된 자료를 재검토하

시되어 있지 않는 5개 문헌을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3개 문헌

여 같은 항목으로 분류된 환자진술문의 빈도를 계산하였다.

Figure 1. Flow for selection of lit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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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조화된 COPD 자가관리 도구내용 분석

증상감시를 하지 않는 대상자는 9명(28.1%)이었다(Table 1).

문헌검색을 통해 최종 선택된 COPD 환자의 자가관리 도구
의 내용을 확인하고 각 도구의 개발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2) 일상생활 자가관리 방법

항목과 이를 포함하고 있는 상위범주를 확인하였다. COPD

일상생활 자가관리 방법은 “평소 호흡기 질병관련 건강관

self-management scale [12]은 국내에서 간호사가 간호실무

리를 어떻게 하시나요?”에 대한 응답으로 119개 진술문이 도

에서 COPD 환자에게 자가관리를 교육하고 효과를 확인하기

출되어 13개 자가관리 방법 항목으로, 다시 5개의 범주로 분

위해 개발된 도구로 기도청결, 투약, 대처, 가족지지, 감염예

류되었다. 분류된 범주는 ‘질병예방’, ‘운동’, ‘처방약물복

방, 증상관리, 운동, 영양의 8개 요인, 총 23문항으로 구성되

용’, ‘식이관리’, ‘휴식’ 으로 나타났다. ‘질병예방’ 범주에는

었다. COPD self-care scale [13]은 중국에서 COPD 환자의

‘백신(인플루엔자백신 또는 폐구균백신)을 맞는다’ 항목(24

자가관리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도구로 증상관리, 일

명, 75.0%), ‘공기 질을 관리한다’ 항목(6명, 18.8%), ‘보온한

상생활관리, 정서관리, 정보관리, 자기효능감의 5개 요인, 총

다’ 항목(4명, 12.5%)이 도출되었다. ‘운동’ 범주에는 ‘걷는 운

51문항으로 구성되었다. Self-care COPD inventory [14]는

동을 한다’ 항목(23명, 71.9%), ‘스트레칭을 한다’ 항목(5명,

이탈리아에서 자가간호 행위 측정하기 위해 만성질환 자가

15.6%), ‘자전거를 탄다’ 항목(3명, 9.4%)이 도출되었다. ‘처

간호 이론에 기반을 두고 개발된 도구로 자가간호 유지, 자가
간호 감시, 자가간호 관리의 세가지 독립된 도구로 구성되어
있다. 자가간호 유지는 질병예방, 호흡개선, 신체활동증진,

Table 1. Symptom Monitoring Items and Daily Self-Care

Total
Contents

치료이행의 4개 요인, 13개 문항, 자가간호 감시는 호흡기 증
상 감시, 호흡기 외 증상 감시의 2개 요인, 8개 문항, 자가간호
관리는 자율성, 자문, 문제해결의 3개 요인, 10문항으로 구성
되었다.
3) COPD 환자 인터뷰 내용과 구조화된 자가관리 도구내용
비교분석
연구자 1인이 면담자료의 범주와 항목을 열거한 후 3개의
COPD 자가관리 도구의 유사한 범주와 항목을 연결하는 면
담자료와 자가관리 도구의 연계 초안을 작성하였다. 호흡기
내과 전문의 1인과 간호학과 교수 1인이 연계 초안에 대해 감
수하였고 초안 연계에 최종 100% 합의하였다.

연구 결과
1. COPD 환자 면담자료 내용분석
1) 일상생활 COPD 증상감시 항목
일상생활 COPD 증상감시 항목은 57개 진술문이 도출되어
13개 증상감시 항목으로 분류되었다. ‘가래양상’이 16명
(50%)으로 가장 많았고 ‘호흡곤란’ 8명(25%), ‘기침’ 7명
(21.9%) ‘감기증상’ 4명(12.5%), ‘혈압’ 3명(9.4%), ‘몸무게’ 2
명(6.3%), ‘가슴 답답함’ 2명(6.3%), ‘피로’, ‘체온’, ‘산소포화
도’, ‘우울감’, ‘부종’, ‘어지러움’이 각 1명(3.1%)으로 나타났다.

(N=32)

n (%)
Symptom monitoring items†
Sputum
Dyspnea
Cough
Cold symptoms
Blood pressure
Body weight
Chest discomfort
Fatigue
Body temperature
SpO2
Depression
Edema
Dizziness
None
Daily self-care
Category
Items†
Disease prevention Get influenza vaccine or
pneumococcal vaccine
Manage the air quality
Keep the body warm
Exercise
Periodically perform the
walking exercise
Perform stretching
Perform indoor cycling exercise
Medication
Take prescribed medication
Diet
Take health supplement
Eat lightly
Eat non-irritating foods
Eat high protein diet
Eat mainly vegetables
Rest
Reduce the amount of activity
†

Multiple response.

57
16 (50.0)
8 (25.0)
7 (21.9)
4 (12.5)
3 (9.4)
2 (6.3)
2 (6.3)
1 (3.1)
1 (3.1)
1 (3.1)
1 (3.1)
1 (3.1)
1 (3.1)
9 (28.1)
119
24 (75.0)
6 (18.8)
4 (12.5)
23 (71.9)
5 (15.6)
3 (9.4)
28 (87.5)
6 (18.8)
5 (15.6)
3 (9.4)
3 (9.4)
2 (6.3)
7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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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약물복용’ 범주에는 ‘처방대로 약물을 복용한다’ 항목(28
명, 87.5%)이 도출되었다. ‘식이관리’에는 ‘건강보조식품을

Table 2. Symptoms and Management Strategies of Acute Exacerbation
(N=27)
Total

섭취한다’ 항목(6명, 18.8%), ‘적게 먹는다’ 항목(5명,

Contents
n (%)

15.6%), ‘비자극적인 음식을 섭취한다’ 항목(3명, 9.4%), ‘고
단백식이를 한다’ 항목(3명, 9.4%), ‘채소 위주로 먹는다’ 항
목(2명, 6.3%)이 도출되었다. ‘휴식’ 범주에는 ‘활동양을 줄인
다’ 항목(7명, 21.9%)이 도출되었다. 이들 항목 중 ‘처방대로
약물을 복용한다’ 항목이 가장 응답 빈도가 높았고 다음으로
‘백신(인플루엔자백신 또는 폐구균백신)을 맞는다’ 항목, ‘걷
는 운동을 한다’ 항목, ‘활동양을 줄인다’ 항목 등의 순이었다
(Table 1).
3) COPD 급성악화 경험여부 및 구체적 증상
급성악화를 경험하였다고 진술한 대상자는 27명(84.4%)
이었고 경험이 없다고 진술한 대상자는 5명(15.6%)이었다.
경험한 구체적 증상에 대해 62개 진술문이 12개 증상으로 분
류되었다. ‘휴식 시 호흡곤란’이 19명(70.4%)으로 가장 많았
고, ‘기침’ 9명(33.3%), ‘운동 시 호흡곤란’ 8명(29.6%), ‘가
래’, ‘허약감’ 7명(25.9%), ‘발열’ 6명(22.2%) 등의 순이었다
(Table 2).
4) COPD 급성악화 시 대처방법
COPD 급성악화 시 대처방법은 “갑자기 호흡기 상태가 안

Experience of acute exacerbation
Yes
No
Symptoms†
Dyspnea at rest
Cough
Dyspnea on exertion
Sputum
Weakness
Fever
Dizziness
Altered consciousness
Chest discomfort
Sore throat
Ankle edema
Nocturnal dyspnea
Measures for acute exacerbation
Category
Items†
Medication
Take prescribed routine medication
Take prescribed antibiotic and
steroid medications
Inhale short-acting bronchodilator
Use home oxygen and positive
pressure ventilator
Medical service Go to the hospital
Enough rest
Take a rest
Breathing
Take a deep breath
Take a pursed lip breath
technique

27 (84.4)
5 (15.6)
62
19 (70.4)
9 (33.3)
8 (29.6)
7 (25.9)
7 (25.9)
6 (22.2)
1 (3.7)
1 (3.7)
1 (3.7)
1 (3.7)
1 (3.7)
1 (3.7)
64
10 (37.0)
6 (22.2)
7 (25.9)
1 (3.7)
16 (59.3)
15 (55.6)
6 (22.2)
3 (11.1)

†

Multiple responses.

좋을 때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64개
진술문이 도출되어 8개 급성악화 시 대처방법으로, 다시 4개
범주로 분류되었다. 분석된 범주는 ‘약물복용’, ‘의료서비

2. COPD 환자 면담자료 내용분석 결과와 자가관리 도구의 내
용비교

스’, ‘충분한 휴식’, ‘호흡법’으로 나타났다. ‘약물복용’에는

자가관리 경험에 관한 면담을 통해 도출된 자가관리 내용

‘처방약물을 복용한다.’ 항목(10명, 37.0%), ‘속효성 증상완

과 COPD 자가관리 도구[12-14]에서 자가관리 내용을 비교

화제를 흡입한다.’ 항목(7명, 25.9%), ‘처방된 항생제, 스테로

한 결과, 일상생활 자가관리 방법의 범주인 ‘질병예방’, ‘운

이드 제제를 복용한다.’ 항목(6명, 22.2%), ‘가정용 산소와 양

동’, ‘처방약물복용’, ‘식이관리’, ‘휴식’은 도구내용과 일치

압호흡기를 사용한다.’ 항목(1명, 3.7%)이 도출되었다. ‘의료

하였다. 급성악화 시 대처방법의 범주인 ‘약물복용’, ‘의료서

서비스’ 범주에는 ‘병원에 간다.’ 항목(16명, 59.3%)이 도출

비스’, ‘휴식’, ‘호흡법’은 도구내용과 일치하였다. 일상생활

되었다. ‘충분한 휴식’ 범주에는 ‘휴식을 취한다.’ 항목(15명,

자가관리 방법 항목 중 ‘식이관리’의 ‘건강보조식품을 섭취

55.6%)이 도출되었다. ‘호흡법 범주에는 ‘심호흡을 한다.’ 항

한다’, ‘채소 위주로 먹는다’ 항목은 도구에는 없는 내용으로

목(6명, 22.2%), ‘입술 오므리기 호흡’을 한다.’ 항목(3명,

COPD 환자의 자가관리 경험에 관한 면담에서 도출되었다.

11.1%)이 도출되었다.

COPD 자가관리 도구에서 ‘감염예방’ 요인[12]과 ‘질병예방’
요인[14]의 감염관리 문항, ‘신체활동증진’ 요인의 상체운동
문항[14], ‘투약’ 요인의 약물관련 지식과 약물 부작용 관련
문항[12]과 ‘호흡기 외 증상감시’ 요인의 흡입약물 부작용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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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14]은 면담내용에서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자가관리 도

면담내용에서 확인할 수 없었다. 반면 악화 시 대처방법 항목

구의 가족지지 요인[12], 정서적 관리와 정보관리 요인[13]는

은 자가관리 도구의 내용과 모두 일치하였다(Table 3).

Table 3. Comparison of Interviews and COPD Self-management Tools
Interview
Daily self-care
Disease prevention
Get influenza vaccine or pneumococcal vaccine
Manage the air quality
Keep the body warm
Not mentioned item in the interviews†
Excercise
Periodically perform the walking exercise
Perform stretching
Perform indoor cycling exercise
Not mentioned item in the interviews‡
Medication
Take prescribed medication
Not mentioned item in the interviews§
Diet
Eat healthy supplementary food
Eat lightly
Eat non-irritating foods
Eat high protein diet
Eat mainly vegetables
Rest
Reduce the amount of activity
Not mentioned categories in the interviews
Family support||
Emotion management¶
Information management#
Measures for acute exacerbation
Medication
Take prescribed routine medication
Take prescribed antibiotic and steroid medications
Inhale short-acting bronchodilator
Use home oxygen and positive pressure ventilator
Medical service
Go to hospital
Enough rest
Take a rest
Breathing technique
Take a deep breath
Take a pursed lip breath

COPD self-management
scale

Self-care COPD
inventory

✓
✓
✓

✓
✓
✓
✓

✓
✓
✓

✓
✓
✓

✓
✓
✓
✓

✓
✓

✓

✓
✓

✓

✓
✓

COPD self-care scale

✓
✓
✓

✓

✓
✓
✓
✓

✓

✓
✓
✓
✓

✓

✓

✓

✓

✓
✓
✓

✓
✓

✓
✓

COPD=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
Avoid going to crowded places to avoid catching a cold. Wash your hands after shaking hands or touching objects, Avoid people with colds or
flu; ‡Exercise with my arms at least 3 times a week; §I know names, and action of all medications. I know my medicine and its side effect. Check
for side effects of inhaled medications; ||I talk about my disease with my family. Family cooperation helps; ¶I often encourage myself to be
optimistic. I try not to lose temper on others. I talk with relatives and friends when I feel upset or anxious. I seek help and consolation with my
family or friends when I feel down. I think I can control bad moods caused by COPD. I try my best to change the though that I am a burden to
the family. I think my control of symptoms can ease the burden of my family. I do not dwell on unpleasant things. I try to look at the bright side
of life. I divert my attention to interesting things when I am in bad mood. I talk with medical staff when I feel upset or anxious about the disease.
I exchange psychological experiences with other patients with similar diseases; #I communicate disease-related information with other COPD
patients. I get disease-related information through the Internet or medical books. I discuss with medical staff about issues related to the
disease. I keep complete records of my disease-related documents. I often read newspapers to learn disease-related information. I consult with
medical staff when I have questions about treatment. I make a list of all my questions when I consult with medical sta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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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로 호흡곤란과 기침, 가래의 증가는
COPD 의 가장 흔한 증상[1]으로 본 연구 결과와 비슷하였다.

본 연구는 COPD 환자의 자가관리 경험을 기개발된 구조화

40세 이상, GOLD stage II 이상의 COPD 환자 44명을 대상으

된 자가관리 평가도구 내용과 비교하여 자가관리 수준을 간

로 급성악화 시 경험에 대한 면담을 시행한 연구에서[21] 환

접적으로 파악하고자 시행되었다.

자는 기침, 가래증가, 감기증상, 걷기 힘든 기능적 제한상태

연구결과 COPD 환자가 평상 시 일상생활에서 감시하는 증

와 호흡곤란, 흉부감각변화, 허약감 등을 호소하여 본 연구결

상은 ‘가래양상’이 가장 많았고 호흡곤란, 기침 등의 순으로

과와 비슷하였다. 그러나 호흡곤란과 같은 주요증상 이외의

나타났다. COPD의 주된 호흡기 관련 증상은 호흡곤란, 가

흉부압박감과 같은 급성악화 증상에 대해서는 1명의 소수 대

래, 기침, 천명음, 흉부압박감이며 피로, 몸무게 감소, 우울,

상자가 진술하였다. COPD 환자가 구체적으로 급성악화 증

불안 등의 동반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1]. 호흡곤란, 가래양

상을 알거나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상, 기침은 COPD의 급성악화 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증상

COPD 환자가 급성악화와 경험한 증상과의 개연성을 면밀히

이므로 다른 증상과 함께 면밀하게 살펴야 하는 증상이라고

검토하여 COPD 환자 교육 시 급성악화 증상을 정확하게 알

할 수 있다[1]. 본 연구결과에서 소수에서만 호흡기 증상 이외

려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에 몸무게, 피로, 우울, 부종 등의 동반증상을 감시한다고 응

본 연구에서 COPD 환자의 일상생활 자가관리 방법은 ‘질

답하였다. COPD 환자의 영양부족에 따른 몸무게 감소는 삶

병예방’, ‘운동’, ‘처방약물복용’, ‘식이관리’, ‘휴식’으로 범주

의 질을 감소시키고[15] 의료이용률 및 비용을 증가시키며

화하였다. ‘처방 약물복용’ 범주의 ‘처방대로 약물을 복용한

[16], 우울증과 불안의 증상 역시 관련 삶의 질 저하 및 사망

다’는 90% 가까이 가장 높은 빈도의 연구대상자가 약물복용

위험 증가, 의료 이용률과 비용을 증가시킨다고 하였으므로

이행을 하고 있었으며 이는 3개의 자가관리 도구[12-14]의

[17] 호흡기계 주증상 뿐만 아니라 동반증상에 대해 매일 감

내용과도 일치하였다. 자가관리 도구 내용에 제시되었으나

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면담에서 도출되지 않은 내용은 ‘복용하는 약물의 이름과 효

질병의 중증도에 따라 다양한 증상을 경험할 수 있지만 본

과를 이해’하고 ‘약물의 부작용을 관찰하는 것’이었다.

연구에서 아무런 증상도 감시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대상자

COPD의 약물요법은 주로 증상과 합병증을 감소시키는 목적

가 1/4 이상이었다. 이는 COPD 환자의 20%에서 어떠한 증상

으로 사용되며 질환의 중증도에 따라 단계적인 치료방법을

도 감시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18]와 비슷하였다. 선행연

사용하고, 환자의 치료반응이 개인별로 다양해 면밀한 감시

구에서 COPD 환자의 증상이 심할수록 자가관리 수준이 떨

와 약물조절이 필요하다[1]. 따라서 처방된 약물을 꾸준히 복

어졌는데[19] 본 연구 대상자들의 질병특성을 살펴보면

용하도록 지지하면서 약물의 부작용을 환자가 스스로 관찰

GOLD II가 68.8%, stage III가 31.2%로 증상이 심한 정도는

하여 이상증상을 담당의사와 상의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아니였다[11]. 증상모니터링은 COPD의 급성악화를 감지할

‘질병예방’ 범주에서 백신(인플루엔자백신이나 폐구균백

수 있으므로 환자들에게 특히 중요하며[1] 규칙적인 증상 모

신)접종, 공기 질 관리 및 보온은 자가관리 도구 내용과 모두

니터링을 통하여 조기에 치료를 시작할수 있으므로[20]

일치하였다. 특히 보온은 감기에 걸리지 않게 체온을 유지하

COPD 환자가 일상생활에서 증상관리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기 위한 방법을 대상자들이 자가관리 방법으로 수행하고 있

증상악화 시 대처법을 익힐 수 있는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었다. 감기와 같은 상기도 감염은 COPD 급성악화의 주된 원

본 연구 대상자의 80% 이상이 COPD 급성악화를 경험하였

인이 되므로[1] 자가관리를 통하여 예방해야 한다. 이와 더불

고 그 구체적인 증상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급성악화의

어 면담내용에서 도출되지 않았던 ‘손씻기’와 ‘사람들이 많

구체적 증상으로 호흡곤란이 가장 흔한 증상이었고, 본 연구

은 장소에 가지 않는 것’, ‘감기나 독감에 걸린 사람을 피하는

대상자의 20% 이상에서 경험한 증상은 기침, 가래, 허약감,

것’은 COPD 환자의 상기도 감염을 막는 감염예방법[22]이나

발열이었다. 593명의 COPD 환자를 대상으로 하루 중 낮과

본 연구대상자들이 감염예방법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밤의 증상발현 빈도에 대해 알아본 연구[19]에서 호흡곤란이

것으로 나타났다. 감염예방법도 급성악화로 입원하는 기회

가장 흔한 증상이었고 기침, 천명음, 가슴답답함, 가래 등의

를 줄이는 방법으로써 자가관리 내용으로 포함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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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관리’ 범주의 경우 ‘건강보조식품을 섭취한다’, ‘적게

방법에 집중되었고 본 연구 결과가 2차 자료분석을 시행한

먹는다’, ‘비자극적인 음식을 섭취한다’, ‘고단백식이를 한

제한점 때문이라 판단된다. 향후 한국형 COPD 환자 자가관

다’, ‘채소 위주로 먹는다’의 항목이 도출되었는데 5가지 범

리도구 개작을 위해서는 대상자 면담 시 가족지지, 정서적 관

주 중 가장 다양한 항목이 도출되어 COPD 환자들의 식이관

리, 정보관리를 포함한 반구조화된 질문을 활용한 연구가 요

리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판단된다. 최근 COPD 환자의 자가

구된다.

관리 건강정보 욕구를 알아본 연구에서도[23,24] 식이관리

COPD 급성악화 시 대처방법에서 가장 빈도가 높았던 범주

에 대한 정보욕구가 가장 강하게 나타나 일상생활 안에서 식

는 ‘약물복용’이었고 ‘의료서비스’, ‘충분한 휴식’, ‘호흡법’

이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자가관리 도구[12,13]에서 식

의 순서였다. 이는 자가관리도구와 일치하는 내용으로 대상

이와 관련하여 소화되기 쉬운 음식섭취, 고른 영양섭취, 소량

자가 대처를 잘 하였다고 생각되며, 국내에서 개발된 자가관

씩 칼로리 높은 음식을 권장하고 있는데 이는 인터뷰 내용과

리 평가도구뿐 아니라 국외에서 개발된 2개의 도구를 합성하

모두 일치하였다. 그러나 면담내용 중 ‘건강보조식품을 섭취

여 우리 COPD 환자에 맞는 포괄적인 도구로 개작하는 것도

한다’ 항목과 ‘채소 위주로 먹는다’ 항목이 도출되었는데 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는 자가관리 도구에 포함된 내용이 아니었다. 건강보조식품

본 연구는 일 지역 1개 기관의 외래를 방문하는 환자를 대

에 대한 과학적 효과성 검증이 필요하며[11] 고단백 식이는

상으로 실시되어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려운 제한점이 있다.

COPD 환자의 영양상태와 더불어 호흡기능의 향상으로 이어
질 수 있어[25] 권장되고 있으나 채소위주의 식이는 상반된

결론 및 제언

개념이므로 과학적 검증과 더불어 개인의 체질량 지수에 맞
는 식단구성과 식이교육이 필요하겠다.

본 연구는 COPD 환자의 자가관리 경험을 확인하고 평가하

자가관리 방법에서 자가관리 도구내용에서 제시하였으나

고자 1:1 면담 자료를 2차 활용하여 구조화된 자가관리 도구

환자면담에서 도출되지 않은 요인는 ‘가족지지’, ‘정서적 관

의 내용과 비교하였다. 연구결과 다양한 COPD 증상감시 항

리’, ‘정보관리’이었다. 가족지지는 질병에 대하여 가족들과

목, 일상생활 자가관리 방법 및 증상악화 시 대처방법을 양적

이야기하고 가족들과 지지체계를 형성하는 것[12]이며 ‘정

으로 재확인하였다. COPD 환자의 자가관리 경험은 자가관

서적 관리’는 환자들이 질병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정

리 도구의 관련내용을 대체로 포괄하였으나 면담자료에서

서적 문제해결을 위하여 가족, 의료진, 다른 환자들과 경험을

일상생활 자가관리 방법 항목 중 식이관리에서 건강보조식

나누는 내용[13]에 해당된다. ‘정보관리’는 질병관리에 대한

품 섭취, 채소 위주의 식사에 대한 내용은 도구의 내용과 일치

정보를 스스로 찾고 환자들과 정보를 나누며 의료진에게 필

하지 않았다. 그리고 COPD 자가관리 도구에서 감염관리, 상

요한 정보를 추구하는 내용[13]이다. Marques 등의 연구[26]

체운동, 약물관련 지식과 부작용, 가족지지, 정서적 관리와

에서 가족지지를 기반으로 한 호흡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한

정보관리는 면담내용에서 확인할 수 없었다.

환자들과 가족구성원의 가족적응, 성적관계, 정신적 부담이

COPD 환자의 자가관리 경험을 관련된 자가관리 도구와 비

환자만 참여한 그룹보다 개선되었다. 그리고 우울과 불안 등

교함로써 COPD 환자의 자가관리 방법에 대한 평가를 시행

의 정서적 관리는 삶의 질과 사망률 감소, 의료비용 감소 등의

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COPD 환자의 일

효과를 가져온다고 하였다[17]. 또한 최근 연구에서 COPD

상생활 자가관리 방법을 반영한 국내 자가관리 도구의 개발

환자들이 자가관리에 대해 잘 모르고 있고 의료진이 정보를

이 필요하며 가족지지와 정서적 관리 등의 자가관리내용과

제공하였음에도 여전히 질병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하

COPD 정보관리 측면의 자가관리 내용을 알아보는 연구가

였으며[23], 건강문해력의 문제로 질병에 대한 정보를 타인

필요하다.

에게 의존한다고 하여[9] COPD 자가관리의 정보관리 측면
이 요구된다. 세가지 요인이 면담내용에서 도출되지 않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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