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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식환자의 자가간호 프로그램의 효과 : 예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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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ffects of a self-care program for Asthma patients :A Pilot Study

Hyun-Ju Jeong

Dept. of Nursing Nambu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천식환자의 자가간호 프로그램이 자기효능감, 이행,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예비연구이다. 본 연구는 단일군 전후설계이며 C대학병원에 입원 치료한 천식환자에게 직접 면담하여 연구목적
을 설명하고 동의한 16명을 대상으로 2011년 2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천식관련지식, 흡입기, PEFR 사용 등에 관
한 책자와 연구자의 시범으로 자가간호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입원당일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퇴원 당일 일반적 특
성과 질병관련 특성을 제외한 항목에 대해 동일한 질문지로 사후 조사를 실시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프로
그램을 이용하여 Wilcoxon signed ranks test(Z) 비모수 통계량으로 분석하였다. 대상자는 자가간호 프로그램을 제공
받은 후에 자기효능감(Z=-3.26, p=.001), 이행(Z=-3.52, p<.001), 삶의 질(Z=-3.41,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를 보였다. 자가간호 프로그램은 천식환자에게 자기효능감, 이행, 삶의 질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되며 추후 연구에서 중재기간, 연구디자인, 대상자 크기를 고려하기를 제언한다.  

주제어 : 천식환자, 자가간호 프로그램, 자기효능감, 이행, 삶의 질

Abstract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self-care program for patients with asthma and test its 
effects on self-efficacy, compliance, Quality of Life. One group pretest and posttest design was used to test the 
effects of the intervention. Sixteen asthma patients were recruited conveniently from C university hospital. Date 
were collected from February 1st to Spring 30th, 2011. Self-care  program was composed asthma related 
education and demonstration of usage of MID & PEFR.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Wilcoxon signed Rank 
test by SPSS 18.0. There was a significant increased in self-efficacy(Z=-3.26, p=.001), compliance(Z=-3.52, 
p<.001), QOL(Z=-3.41, p=.001). Based on data, we recommened the refinement of the intervention in the 
following areas for future studies: duration, research design, sample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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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천식은 기도의 만성 염증성 질환로 여러 가지 자극에 

한 기도과민성과 기도 착이 있으며 임상 으로 발작

 호흡곤란, 기침 천명을 특징 으로 나타내는 질환이

다. 천식의 유병율은 세계 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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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3.6-4.4%이고 국내 유병률 역시 5% 이상이며 최

근 들어 천식발작으로 응 실로 내원하는 환자의 수도 

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고연령과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

도 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1].

천식은 만성질환으로 완치보다는 기도수축과 같은 

작스런 기도발작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속 인 리를 하

는 것에 그 목 을 두고 있어 질병의 조 과 리에 환자 

자신의 책임과 극 인 참여가 요구된다. 천식이 잘 조

되지 않고 있는 큰 이유는 부 한 흡입 기술, 치료와 

리지침을 잘 따르지 않는 등의 불이행이며[2] 천식환

자의 이행은 은 연령군, 흡연군, 증도 천식군, 그리고 

문의보다는 일반의에게서 교육받은 군에서 낮고 천식

에 한 지식과 인지는 실제 이행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고 보고하고 있어[3] 천식환자의 자가 간호를 증진시키

는 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천식 환자의 삶의 질에 향을 주는 요인은 환자가 경

험할 수 있는 야간 증상이나, 하루  기 지 확장제 사

용빈도, 결석이나 결근, 이 에 입원경험 등이며, 특히 야

간 증상이나 하루  기 지 확장제 사용빈도는 천식의 

단계뿐 아니라 삶의 질의 단계도 구분 지을 수 있다[4].  

따라서 천식환자에 있어 삶의 질의 변화는 기도의 과민

성 평가보다 더 민감하므로 삶의 질의 측정이 매우 요

하다[5]. 천식환자의 삶의 질은 증상의 정도와 의미 있게 

부  상 을 가지고 있고, 천식의 심한 정도와 증상, 사회

경제  상태 한 삶의 질에 큰 향을 다[6]. 천식환자

의 삶의 질을 살펴보면 환자  10%는 좋은 임상  치료

를 받고 있음에도 증상이 부 하게 조 된 상태로 있

고 20%는 높은 단계의 치료를 받고 있으며 40%는 날마

다 증상을 경험하고 유의하게 삶의 질의 하됨을 경험

하고 있다[7].

자기효능은 어떤 행 를 수행하는데 그 능력에 한 

개인의 신념[8]으로 특히 만성질환자의 건강증진 행 에 

직 으로 유의한 향을 주는 요인  하나이다[9]. 천

식환자의 삶의 질에 향을 주는 사회심리 인 요인으로 

자기효능이 있으며 자기효능이 낮은 경우에 천식이 악화

되고 삶의 질에 부정 인 향을 다[10]. 천식의 경우 

아동을 상으로 한 자가 간호 행  증진을 한 천식캠

 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한 연구[11]가 있으나 아직까

지 성인 천식환자를 상으로 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

지 않아 이에 본 연구자는 천식 상자에게 자가간호 

로그램을 개발하여 용하는 비연구를 시도하게 되었

다.

2. 연구목적

천식환자를 한 자가간호 로그램을 개발하고 개발

된 자가간호 로그램을 천식환자에게 용하여 효과를 

확인한다. 

3. 연구방법

3.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자가간호 로그램을 용하여 천식환자의 

자기효능감, 이행,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를 악하기 

한 비연구로서 연구설계는 단일군 후설계(one group 

pretest-posttest design)를 사용하 다. 사  조사로 입

원 시 자기효능감, 이행, 삶의 질을 측정한 후 재를 제

공하고 퇴원 시 사후조사로 사 과 같은 변수를 측정하

다. 

3.2 연구대상

본 연구는 G시에 소재한  C 학병원에 입원 인 천

식환자를 상으로 하 다. 연구보조사가 입원 시 연구

차와 목 에 해 설명한 후 동의를 구했으며 연구동

의서 내용을 읽어주거나 읽게 하고 서면으로 동의서를 

작성한 상자를 연구에 포함시켰다. 로그램 후 비

교를 한 상자 수는 Wilkoxon signed-rank test를 

한 유의수  .05, 효과크기 .5, 검정력(1-β) .8로 G✻power 
3.1.3을 이용하여 계산했을 때 13명이 선출되었고 탈락률

을 고려하여 16명을 편의모집하 다. 연구 상자 기  : 

(1)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연구목 을 이해하고 참

여를 허락한 자 (2) 천식으로 알 르기내과에 입원한 자  

(3) 천식  알 르기 이외 기타 만성질환이 없는 자

3.3 연구도구

자기효능감, 이행 측정도구는 아동에게 사용한 것을 

성인에게 맞도록 수정보완하 다. 수정한 도구를 성인에

게 사용가능한 지에 해 성인간호학교수 1인, 알러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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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병동 수간호사 1인, 간호사 2인에게 타당도를 검증받

았으며 평균 4.5이상의 수를 받아 연구도구로 사용하

다. 

3.3.1 자기 효능감

본 연구의 자기효능감 측정을 해서는 천식을 앓고 

있는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을 상으로 Schlosser와 

Harvermans가 개발한 자기효능 척도(Self Efficacy 

Scale)를 Anderson이 수정한 것을 윤 미[11]가 수정하

여 천식아동에게 사용하 다. 이를 본 연구자가 성인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이용하 다. 본 연구에서 자기효능

감 측정도구는 의학  치료 7문항, 환경 7문항, 문제해결 

6문항의 총 20문항으로 각 문항은 ‘아니다’ 1 에서 ‘그

다’ 3 으로 측정되므로 최  20 에서 최고 60 까지의 

범 이며 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 정도가 높음을 의

미한다. 도구개발 당시 Cronbach's α=.87, 선행연구[11]

의 Cronbach's α=.7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78이었다.

3.3.2 이행

Campbell과 Brown(1996)이 개발한 아동용 설문지를  

윤 미[11]가 수정하여 흡입기 사용 6문항, 최 호기 측

정기 사용 6문항, 천식유발인자 회피 3문항, 필요시 약사

용 6문항, 천식에 한 타인과의 의사소통 6문항, 증상조

 6문항의 6개 하부 역 총 33문항 4 척도로 사용하

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성인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 다. 수는 최  33 에서 최고 132 까지의 범

로 수가 높을수록 이행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

구개발 당시 Cronbach's α=.83, 선행연구[11]에서의 

Cronbach's α =.7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86이었다. 

3.3.3 삶의 질

한 천식  알 르기 학회[12]에서 개발한 ‘한국 성

인 천식 환자의 삶의 질 평가설문’ 사용하 다. 본 도구는 

17문항 5  척도로 4가지 역 즉 증상, 활동장애, 정서반

응, 환경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개발 당시 Cronbach's α

=.93이었으며 선행연구[13]에서 Cronbach's α=.94 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93이었다.

3.4 자가간호 프로그램 내용 및 자료수집방법

자가간호 로그램의 내용은 문헌고찰[14, 15]을 근거

로 천식의 생리, 병리, 증상악화요인, 악화 시 증상과 

처방법  정량식 분무 흡입제 사용법, 흡입 보조기 사용

법,  최 호기유속측정기 사용법, 천식경과기록지를 작성

등을 환자가 직  사용하고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시범

하는 것으로 구성하 다<Table 1>.

실험 처치 진행은 다음과 같다. C 학병원에 천식으

로 입원치료를 하고 있는 상자  연구 목 을 설명하

고 동의서 서명을 받은 뒤 환자 병실에서 개별면담  개

별교육을 실시하 다. 입원 당일 상자의 일반 인 특

성  질병 련 특성을 조사하 고, 자기효능감, 이행, 삶

의 질의 연구변수는 자가보고식 설문지로 연구자가 개인 

면담하여 직  측정하 고 입원 당일, 입원 일주째, 퇴원 

일 총 3회에 걸쳐 책자와 시범을 통한 천식의 반 인 

교육(천식의 병태 생리, 증상, 약물요법-정량식 분무흡입

제제 포함, 최 호기유속을 측정하여 기록하는 경과기록 

작성, 악화시 조 방법)  시범을 실시하 다. 퇴원 당일  

자기효능감, 이행, 삶의 질은 사 조사와 동일한 것으로  

개인 면담하며 측정하 다.

<Table 1> Self-Care Program 

Time Contents
Tool

Admission day

(40min)/

7th 

Hospitalization

day

(30min)/

Discharge

 day

 before

(30min) 

Asthma related knowlege

Pamplet

 physiology, pathology,

 symptom, exacervation factor 

Purpose of asthma treatment 

 symptom relief & 

 maintain daily life 

Home and social life

Precautions

MDI inhalation & aerochmaber   

using technique
Pamplet & 

Demonstration
PEFR using technique

Documentation of PEFR

 related progresson note

MDI : Metred Dose Inhaler

PEFR : Peak Expiratory Flow Rate

3.5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 다. 일반  특성과 질병특성은 빈도, 백분율, 

재 후 효과 검정은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아 Wilcoxon 

signed ranks test(Z) 비모수 통계량으로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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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haracteristics of General and Disease
related                             (N=16)

Variable Categories n(%) Mean± SD

Age(yr) <40 2(12.5)

54.1±9.01
40-49 1(6.3)

50-59 11(68.8)

60-65 2(12.5)

Gender Male 7(43.8 )

Female 9(56.3)

Education level

Middle school 

or

below

11(68.8)

High school 4(25.0)

College or

above
1(6.3)

Economic

 status(1,0000won)
<100 12(75.0)

100-200 2(12.5)

>200 2(12.5)

Occupation Yes 8(50.0)

No 8(50.0)

Smoking status Yes 3(18.8)

Stop

smoking
13(81.3)

Allergic Rhinitis Have 11(68.8)

Have not 5(31.3)

Asthma related

 Education
Yes 4(25.0)

No 12(75.0)

Duration(yr) after

 Diagnosis

<10

10-20

>20

9(56.3)

4(25.0)

318.8)
8.2±7.39

Experience of

Hospitalization 
Yes 12(75.0)

No 4(25.0)

Frequency(No.) of

Hospitalization (N=12)

 <5

5-10

>10

    

5(41.7)

6(50.0)

1(8.3)
5.6±5.03

Experience of ER 

visiting
Yes 8(50.0)

No 8(50.0)

Frequency(No.) of

 ER visiting 

 for 1 year  (N=8)

<5

5-10

>10 

        

5(62.5)

3(37.5)

0
4.1±3.10

Hospitalization day(day)

<8

8-15

>15

0

12(75.0)

4(25.0)
13.8±2.41

4. 결과 

4.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질병 관련 특성

상자의 일반  특성과 질병 련 특성에 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2>.  상자의 나이는 37세에

서 61세까지이며 평균 54.15세 다. 상자의 평균 월수

입은 월백만원미만이  12명, 백만원에서 이백만원 사이

가 2명, 이백만원에서 삼백만원 사이가 2명이었다. 재 

흡연 인 상자가 3명, 연상태는 9명이었다. 상자의 

질병 련 특성에서 알러지 비염이 있는 상자는 11명, 

없는 경우가 5명이었다.  천식 련 교육을 받은 상자가 

4명이었고 천식 진단 후 치료기간은 평균 8.2년이었고 

상자의 평균입원일은 13.8일이었다. 천식으로 입원한 경

험이 있는 상자는 12명이었고 이들의 평균입원 횟수는 

5.6회 으며, 최근 1년 동안 천식발작으로 응 실에 방문

한 상자는 8명이었으며 이들의 평균 응 실 방문 횟수

는 4.1회 다. 

4.2 자가간호 프로그램의 효과

자가간호 로그램의 효과에 한 연구 결과는 다음

과 같다<Table 3>.

4.2.1 자기효능감

상자의 자기효능감은 입원 시와 로그램을 제공

받은 후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 (Z=-3.26, p=.001) 퇴원 

시 자기효능감 정도가 높아졌다.

4.2.2 이행

상자의 자기효능감은 입원 시와 로그램을 제공받

은 후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 (Z=-3.52, p<.000) 퇴원 시 

이행 정도가 높아졌다.

4.2.3 삶의 질

상자의 자기효능감은 입원 시와 로그램을 제공받

은 후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 (Z=-3.41, p=.001) 퇴원 시 

삶의 질 정도가 높아졌다.

<Table 3> Comparison of Self-Efficacy, Compliance, 
QOL between Pretest and  Posttest

Mean  Z p

Self-Efficacy
Pretest 47.25 -3.26 .001

Post-test 54.56

Comliance
Pretest 80.06 -3.52 <.001

Post-test 103.75

QOL
Pretest 43.62 -3.41 .001

Post-test 54.43

MDI : Metred Dose Inhaler   PEFR : Peak Expiratory Flow Rate

QOL : Quality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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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논의

본 연구에서 자가간호 로그램은 천식환자의 자기효

능감, 이행,  그리고 삶의 질 증진을 목 으로 천식의 생

리, 병리, 증상악화요인, 악화 시 증상과 처방법  정

량식 분무 흡입제사용법, 흡입 보조기 사용법 등을 교육

하고 환자가 직  최 호기유속측정기를 사용하고 천식

경과기록지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교육과 시범을 입원 시 

제공한 단기 교육 로그램이다. 개발된 로그램은 입원 

천식환자에게 용하여 자기효능감, 이행, 삶의 질의 수

이 높아져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의 결과 자가간호 로그램을 제공받은 후 자

기효능감, 이행 정도가 유의하게 증가하 는데 천식아동

을 상으로 한 자가 간호 행  증진을 한 천식캠  

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한 연구[11]와 천식아동을 상으

로 집먼지 진드기에 천식 리 교육 로그램을 제공하여 

천식에 한 지식, 치료지시 이행이 유의하게 증가하

던 연구[16]에서와 같이 교육이 자기효능감과 치료지시 

이행에 정 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천식이 

잘 조 되지 않는 큰 이유는 부 한 흡입 기술과 치료

와 리지침을 잘 따르지 않는 불이행이며 불이행의 요

인  약물 련 요인으로는 방약과 완화제의 혼동, 정

기 인 항염증제사용의 필요에 한 지식결여, 불편한 

사용설명서, 흡입기구사용의 어려움, 부작용과 독에 

한 두려움, 투약비용, 투약을 싫어함이다. 그리고 비약물 

요인으로는 증상이나 발작에 한 부인, 리 계획에 

한 잘못된 이해, 자가간호 지침의 부족, 건강 리 문가

에 한 불만족, 부 한 감독이나 리 등이다[17]. 본 

연구에서 천식환자에게 제공한 자가간호 로그램은 불

이행의 요인들을 교육과 시범을 통해 인지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 다고 사료된다.  한 천식환자에게 있어 

천식의 악화를 방하는 최선의 방법은 흡입용 스테로이

드의 사용[18]인데 본 연구의 결과 흡입제 사용에 한 

이행정도가 높아져 입원 기간 동안 의료진의 교육과 지

지에 의해 증진된 자기효능감과 이행이 퇴원 이후에도 

지속 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천식 환자에 한 정

기 인 리와 모니터, 환자와의 강한 트 십, 환자의 

이해 증진에 교육이 매우 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상자의 평균 입원일은 13.8일로 이는 

사 조사의 향을 받을 수 있는 기간으로 추후 외래방

문 시 조사하여 시험효과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한 

입원환자를 상으로 하여 입원  환자에 한 의료인

의 일반  교육에 한 향을 배제하지 못하는 설계의 

제한성을 가지며 추후 연구는 조군 실험 설계를 해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 자가간호 로그램을 제공받은 후 삶

의 질 정도가 유의하게 증가하 는데 입원 당일, 입원 일

주일째, 퇴원 일 총 3회의 개별 인 교육을 통해 천식

에 한 반 인 이해와 약물과 흡입기 사용, 증상 악화 

시 조  등에 한 지식을 습득하고 입원치료를 통한 폐

기능 상승으로 인한 증상 완화 등으로 천식환자의 삶의 

질은 유의하게 증가하 다. 천식 환자에 있어 일반  

리보다 문가에 의한 리가 삶의 질에 효과가 있었다

[19].

천식 자가 리 로그램을 통해 최고유속호기측정과 

삶의 질이 유의하게 향상되었고 자가 리를 바탕으로 한 

천식 교육 로그램이 천식의 하루 의 증상 감소와 삶

의 질의 유의한 향상이 보고되어[20] 본 연구결과와 일치

됨을 확인하 다. 본 연구는 입원기간동안 제공한 로

그램으로 퇴원 후 외래방문 시에도 지속 으로 자기효능

감, 이행, 삶의 질의 증진에 도움을  수 있을 것으로 사

료된다.   

6.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천식환자에게 자기효능감, 이행, 삶의 질에 

향을 미치는 자가간호 로그램을 개발 후 용하여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 다. 단일군 후 설계로는 연구

변인과 련되는 혼란변수를 통제할 수 없으므로 조군 

후 설계를 하고 상자 수를 크게 할 것을 제언한다. 

한 치료이행의  지속 인 찰을 해 외래 방문 시 반

복연구와 추후 발작, 입원, 응 실 내원 여부 등을 확인하

는 종단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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