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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ARTICLE

학령기 천식 아동의 건강관련 삶의 질 구조모형

김윤수1  · 박호란2

1서울여자간호대학교, 2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Structural Equation Model of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in School Age Children with Asthma

Kim, Yunsoo1 · Park, Ho Ran2

1Seoul Women’s College of Nursing, Seoul 
2College of Nursing,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Korea

Purpose: This study aimed to construct and test a hypothetical model of the quality of life of school-age children with asthma based on the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model by Wilson and Cleary. Methods: Data were collected from 205 pairs of pediatric outpatients diagnosed with 

asthma and their parents in Seoul and Gyeonggi-do from July 2016 to April 2017. The exogenous variables were asthma knowledge, number of 

accompanying allergic diseases, and social support. The endogenous variables were asthma self-efficacy, asthma symptom control, perceived 

health status, parental quality of life, and children’s quality of life. For data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factor analysi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ere performed. Results: Eighteen of the twenty-four hypotheses selected for the hypothetical model were attentive and supported 

statistically. Quality of life was explained by asthma self-efficacy, asthma symptom control, perceived health, parental quality of life, and asthma 

knowledge with 83.5%. Conclusion: Strategies for promoting self-efficacy and enforcing asthma knowledge will be helpful for the improvement 

of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with school-aged asthmatic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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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천식은 주증상인 기침, 호흡곤란, 천명음 등이 반복적으로 발현되

고, 조절되지 못하는 경우 증상의 악화로 생명이 위험한 상태에 놓

이게 된다[1]. 특히 아동기의 천식은 정확한 치료 및 지속적인 관리

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불가역적인 기도 변형이 초래되어 성인기

로 이행되는 위험이 있다[2].

천식을 비롯한 알레르기 질환은 최근 수십 년간 전 세계적으로 증

가하면서 사회·경제적, 심리적 부담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 전체 천식 진료 환자 중 12세 이하의 아동이 35.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인구 10만 명당 천식 진료 연령대 별 환자 

수에서도 진료를 가장 많이 받은 연령으로 나타났다[3]. 미국에서는 

2014년 약 630만 명(8.6%)의 아동이 천식 진단 후 치료를 받고 있으

며[4], 2014년 The Global Initiative for Asthma (GINA)의 보고서

에 따르면, 천식 증상을 경험한 아동이 전 세계적으로 14%에 이르

는 것으로 나타났다[1]. 아동의 천식 치료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약

물 복용, 수면 장애, 주간의 피로, 질병의 악화로 인한 학교 결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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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 성취도 저하는 아동 자신은 물론 그 가족의 삶의 질 또한 저하

시킬 수 있다[5,6].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에서는 삶의 질을 ‘한 개인이 

살고 있는 문화권과 가치체계의 맥락 안에서 자신의 목표, 기대, 규
범, 관심과 관련하여 인생에서 자신이 차지하는 상태에 대한 개인적

인 지각’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7], 이는 삶의 질을 개인의 건강과 

삶 모두에 영향을 끼치는 물리적, 심리적, 사회적 안녕 상태를 총체적

으로 고려한 것이다. 건강 관련 삶의 질은 환자의 건강 상태 및 치료

의 기능적 효과로 표현될 수 있으며, 주관적이고 다차원적이며 신체

적 기능, 심리적 상태, 사회적 상호 작용을 포함하는 개념이다[8,9].
천식 아동의 건강관련 삶의 질은 천식의 중증도와 천식 증상조절

의 저하, 알레르기원 같은 질병 특이 변수[10], 연령, 성별, 천식에 

대한 지식 및 이해와 같은 개인적인 요인[11,12], 질병에 대한 자기 

관리와 자기효능감[13]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된다. 또한 알레르기 

행진(allergic march)에 의한 동반 알레르기 질환 역시 천식 아동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주게 된다[14]. 천식은 아동은 물론 부모

에게도 많은 부담을 주게 되며[6], 만성 질환 아동 부모의 스트레스

와 삶의 질은 아동의 임상 증상, 행동의 특성, 그리고 삶의 질에 영

향을 미친다[6,15,16]. 아동은 각 시기별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발

달을 경험하면서 가정, 학교, 또래집단, 이웃 등 다양한 사회적 환경

의 영향을 받으며 성장하기 때문에 아동의 건강 관련 삶의 질을 평

가할 때는 아동의 건강 뿐 아니라 고유한 발달 특성이나 환경의 영

향을 포함하여 고려해야 한다[8]. 

학령기는 6세에서 12세에 이르는 시기로, 구체적 사건이나 행동에 

대해 논리적으로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고 능동적인 사고가 가능한 

시기이다. 또한 아동이 자신 있는 활동에 대한 성공적인 경험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고 부모와 교사에게 인정을 받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

하며 점차 또래 집단과의 관계와 평가를 중요시하게 되는 시기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부모에 대한 전적인 의존과 관리보다는 아동이 

주체가 되어야 효율적인 질병 관리를 수행할 수 있다[17]. 그러므로 

천식 아동 스스로 질병을 관리할 수 있다는 자기효능감, 부모 뿐 아

니라 또래와 교사의 지지를 포함한 사회적지지 정도가 아동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이론적 기틀인 Wilson과 Cleary의 건강관련 삶의 질 모

형[9]은 질병선상에 있는 대상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을 설명하기 위

해 개발된 것으로 대상자의 질병 특성에 따라 모형을 변형하거나 모

형의 일부를 적용하여 영향요인들과 건강관련 삶의 질과의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건강관련 삶의 질 모형은 대상자

의 삶의 질이 개인의 생리적 건강상태 뿐 아니라 대상자의 개인적, 
환경적 특성과도 연결되어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그 동안 국내에서

는 주로 만성 질환이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국외에서는 건강한 

학령전기 아동의 건강관련 삶의 질 연구[18]와 아동의 구강 관련 삶

의 질 연구[19] 등이 있다. 

천식 아동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대한 구조 모형 선행 연구로 국

내에서 이루어진 연구는 아직 없는 실정이며, 국외에서는 천식 수용 

모델(acceptance of asthma model)을 근거로 한 연구[20], 가족의 

적응력과 천식 아동과 부모의 삶의 질을 분석한 연구[21], 천식 증상 

조절 정도와 돌봄 제공자의 근무 일수에 따른 아동의 삶의 질 모형 

연구[22] 등이 있다. 그러나 이처럼 국외 선행 연구도 대부분 천식 

아동의 건강관련 삶의 질 영향요인을 증상, 심리적 요인 등 단편적인 

요인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 대부분이다. 또한 선행연구 결과 천식 아

동의 증상과 질병의 치료과정으로 인한 부모의 부담은 아동의 삶의 

질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되고 있으나[6], 부모의 삶의 질은 대부분 

독립적인 결과 변수로 제시되고 있다[11,21,23]. 따라서 천식 아동의 

건강 관련 삶의 질에 대한 부모의 삶의 질의 영향 정도를 확인할 필

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Wilson과 Cleary의 건강관련 삶의 질 모형[9]을 

토대로 학령기 천식 아동의 건강관련 삶의 질 영향요인을 개인적, 심
리적, 사회적으로 고려하고 부모의 삶의 질을 영향 변수로 하여 학령

기 천식 아동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대한 직접, 간접적 영향요인을 

도출하고 그 경로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학령기 천식 아동

의 건강관련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중재전략을 개발하는 데

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학령기 천식 아동의 건강관련 삶의 질 모형을 

구축하여 적합도를 검증하고, 요인들 간의 직·간접적 효과를 파악하

는데 있다.

3. 이론적 기틀과 가설적 모형

본 연구는 학령기 천식 아동의 건강관련 삶의 질을 예측하기 위해 

Wilson과 Cleary의 건강관련 삶의 질 모형[9]을 기반으로, 천식 아

동 삶의 질에 대한 선행 연구[10,24-26], 학령기 아동의 건강관련 

삶의 질 관련 연구[6]를 고찰하여 천식 자기효능감을 포함한 8개의 

핵심 요소를 도출하고 이들 요소들 간의 인과관계를 설정하여 이론

적 기틀을 개발하였다(Figure 1). 

Wilson과 Cleary의 건강관련 삶의 질 모형[9]에서 동반 알레르기 

질환의 개수는 생물학적 기능에, 천식 지식과 천식 자기효능감은 개

인적 특성에, 사회적지지 정도와 부모의 삶의 질은 환경적 특성에, 
천식 증상 조절 정도는 증상조절 및 기능적 상태에 해당하는 요소이

다. 이를 토대로 학령기 천식 아동의 건강 관련 삶의 질이 생물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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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인 동반 알레르기 질환의 개수, 개인적 특성인 천식 지식과 환경

적 특성인 사회적지지 정도가 심리적 요소인 천식 자기효능감, 증상 

조절 및 기능적 상태인 천식 증상 조절 정도, 주관적 건강인식, 환경

적 요인인 부모의 삶의 질, 아동의 삶의 질에 각각 영향한다는 가정 

하에 가설적 모형을 구축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Wilson과 Cleary의 모형을 그대로 적용하여 

학령기 천식 아동의 건강관련 삶의 질을 설명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었다. 먼저 자기효능감은 과제를 완수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능력에 대한 신념으로 기존의 건강관련 삶의 질 모형에서

는 심리적인 요소로 개인적인 요소에 포함시켜 그 영향정도를 확인

하였다. 그러나 문헌고찰 결과 천식 아동의 증상 조절에 자기효능감

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4-26]. 아동의 

자기효능감은 수행해야 하거나 회피해야 하는 활동에 대한 아동과 

청소년의 천식 예방, 개발 및 지속 가능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으로 보고되었다[24-26]. 따라서 학령기 천식 아동의 자기효능감을 

심리적 요인(psychological factor)으로 따로 분리하여 자기효능감이 

증상 및 아동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

하였다.

또한 학령기 아동은 지속적인 건강관련 행위를 이행할 때 아동 자

신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가족이나 또래집단과 학교의 영향이 크므

로, 사회적 지지를 환경적 요인으로 설정하여 아동의 삶의 질에 미치

는 영향 정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였다[6,27,28].

마지막으로 기존의 건강관련 삶의 질 모형에서의 환경적 요인은 

영향을 주기만 하는 일방향의 성격을 띄고 있었으나 아동의 심리, 
사회, 질병적 특성은 부모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므로, 아동의 개인

적, 질병적 특성이 부모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확인하고 

부모의 삶의 질이 아동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였다[6,15,16,28-30].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적 요인, 환경적 요인, 생물학적·생리적 요

인, 심리학적 요인, 증상 조절 정도, 주관적 건강인식의 영역별 변수

로 학령기 천식 아동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 필

요하다고 보았다. 가설적 모형에서의 외생 변수는 천식 지식과 동반 

알레르기 질환의 개수, 사회적 지지이며, 내생 변수는 천식 자기효능

감, 천식 증상 조절, 주관적 건강 인식, 부모의 삶의 질, 아동의 건강

관련 삶의 질이다(Figure 1).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학령기 아동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대한 가설적 모형을 

구축하고, 모형의 적합성과 가설을 검증하는 구조모형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대상자는 2016년 7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서울시와 경기도 소재 

Figure 1. Theoretical and hypothetical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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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에 재학 중이며, 천식으로 진단받고 소아청소년과 외래를 

내원하는 아동과 그 부모 205쌍으로, 본 연구의 목적 및 방법을 이

해하고 부모의 동의하에 연구 참여에 동의한 아동과 그 부모이다.

일반적으로 구조 방정식 모형에서 표본크기에 대한 이상적인 권장 

수준은 200명이며, 구조 모형분석을 위하여 200~400개의 표본이 

바람직하다[31]. 따라서 본 연구의 표본 수는 단일 기준치로 200개

가 모델 검증에 필요한 임계치를 충족한다는 권고에 따라 산출되었

다. 본 연구에서는 최소 임계치와 설문 응답 누락에 따른 탈락률을 

고려하여 아동과 그 부모 205쌍을 편의 표출하고 자료를 수집하였

으며, 이 중 응답이 누락된 설문지는 없었다.

3. 연구 도구

본 연구의 자료수집 도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도
구의 개발자에게 도구의 사용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대상자의 인구

학적 특성은 성별, 연령, 키, 몸무게, 주관적 건강인식, 아동의 형제 

수, 출생 순위, 부모의 성별, 연령, 학력, 가족의 경제 수준, 어머니의 

직업 여부, 부모의 흡연 유무를 조사하였다. 질병 관련 특성으로는 

천식 진단 연령, 천식관련 입원 경험, 동반 알레르기 질환 유무와 종

류 및 개수, 천식 가족력에 대해 조사하였다. 

연구 도구 중 천식 지식, 사회적지지, 천식 증상 조절(12세 이상), 
천식 자기효능감, 주관적 건강인식, 건강 관련 삶의 질은 아동이, 부
모의 삶의 질은 아동의 부모가 응답하였고, 천식 증상 조절(4세~11

세)은 부모와 아동이 함께 응답하였다.

1) 천식 지식(Asthma knowledge)

천식 지식은 Al-Motlaq와 Sellick [32]이 개발한 asthma knowl-

edge test for children은 본 연구자가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Asthma 

knowledge test for children는 천식에 대한 일반적 지식, 병리 상태, 
증상과 징후, 약물과 치료에 대해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도구로 

23개의 양분형 질문 문항(‘예/아니오’)과 3개의 개방형 질문 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는 0점~26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천식지식

이 높음을 의미한다. 연구자가 번역한 문항은 간호학 교수 4인, 소아

천식 전문의 1인의 자문을 얻어 내용타당도를 검정하였다. 내용 타당

도는 Content Validity Index (CVI)=.82 (.81~.85)였으며, 개발 당시

의 신뢰도는 Kuder-Richardson formula 20 (KR-20)=.23 [32],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KR-20=.60이었다. 

2)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

사회적 지지는 Nolten [33]의 Student Social Support Scale을 

Lee [34]가 번안한 ‘학생 사회 지지척도’를 사용하였다. 사회적 지지 

도구는 부모지지 9문항, 교사지지 9문항, 친구지지 9문항의 총 27문

항으로 4점 Likert 척도로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으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선행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85였으며[34],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94였다.

3) 부모의 삶의 질(Parental quality of life)

부모의 삶의 질은 Juniper 등[35]이 개발한 Pediatric Asthma 

Caregiver’s Quality of Life Questionnaire를 대한 소아 알레르기 및 

호흡기 학회가 발표한 한국 소아 천식 환자의 부모 삶의 질 평가를 

위한 설문(Korean Pediatric Asthma Caregiver’s Quality of Life 

Questionnaire [KPACQLQ]) [36]으로 측정하였다. KPACQLQ는 

활동 4문항, 감정 9문항의 총 1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KPACQLQ

은 5점 Likert 척도로 활동 영역은 ‘매우 걱정했다(1점)~전혀 걱정하

지 않았다(5점)’, 감정 영역은 ‘항상(1점)~전혀 아니다(5점)’로 측정

하였으며, 5점에 가까울수록 삶의 질이 높음을 의미한다. Juniper 등

[35]의 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a=.85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97이었다.

4) 천식 증상 조절(Asthma symptom control)

천식 증상조절은 Liu 등[37]이 개발한 Childhood Asthma Control 

Test (C-ACT)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C-ACT는 4~11세의 아동과 

12세 이상 아동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설문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전
체 천식 증상, 기침, 천명, 야간 및 주간증상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다. 

C-ACT 중 4~11세 아동에 대한 설문은 아동이 응답하는 4개 문

항과 부모가 응답하는 3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아동 응답 문항

은 각 문항 별 증상의 정도에 따라 ‘0점~3점’으로, 부모 응답문항은 

부모가 인지하는 아동의 증상 정도에 따라 ‘0점~5점’으로 측정하였

으며 총점은 27점이다. 12세 이상 아동에 대한 설문은 아동만 응답

하는 5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문항 별 증상의 정도에 따

라 ‘1점~5점’으로 측정하였고, 총점은 25점이다. 두 연령군의 

C-ACT는 모두 19점 이하는 증상 조절이 잘 되지 않으며, 20점 이

상인 경우 증상이 잘 조절되고 있다고 판단한다[37]. 연령대별 증상

조절 점수의 총점에 차이가 있어 본 연구에서는 도구 개발자의 허락

을 받아 총점을 표준점수로 환산하여 사용하였다. 개발 당시의 신뢰

도는 Cronbach’s a=.87 이었으며[37],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7~11

세 아동 대상 설문은 Cronbach’s a=.82, 12세 이상 설문은 Cron-

bach’s a=.72이었다.

5) 천식 자기효능감(Asthma self-efficacy)

천식 자기효능감은 Schlösser와 Havermans [38]가 개발한 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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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효능 척도(self-efficacy scale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with 

asthma)를 Anderson [39]이 수정한 것을 Yoon [40]이 번역한 도구

로 사용하였다. 천식 자기효능 척도는 의학적 치료 7문항, 환경 7문

항, 문제해결 6문항의 총 20문항이며, ‘아니다(1점)~그렇다(3점)’로 

측정하고, 총점은 6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 정도가 높

음을 의미한다. Schlösser와 Havermans [38]의 연구에서의 신뢰도

는 Cronbach’s a=.87이었고, Yoon [40]의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7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79였다.

6) 주관적 건강인식(Perceived health status)

주관적 건강 인식은 Ravens-Sieberer 등[41]이 개발한 KID-

SCREEN-52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을 Hong 등[42]이 번역

한 한국어판 도구 중 신체적 건강 영역 중 주관적 건강 인식 상태를 

묻는 문항인 ‘평소 스스로의 건강 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하나요?’를 

발췌하여 측정하였다. 주관적 건강 인식 도구는 5점 Likert 척도로 

‘매우 건강하지 못한 편이다(1점)~매우 건강한 편이다(5점)’로 측정

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스스로 느끼는 건강상태가 좋다고 인식함

을 의미한다.

7) 건강관련 삶의 질(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건강관련 삶의 질은 Juniper 등[43]이 개발한 Pediatric Asthma 

Quality of Life Questionnaire를 대한 소아 알레르기 및 호흡기 학회

의 ‘소아 천식 삶의 질 설문 개발 준비 소위원회’가 보완하여 개발한 

한국 소아 천식 환자의 삶의 질 평가를 위한 설문(Korean Pediatric 

Asthma Quality of Life Questionnaire [KPAQLQ]) [44]로 측정하

였다. KPAQLQ는 증상 6문항, 감정 4문항, 활동 4문항의 총 14문항

이며, 영역별 아동의 인지하는 삶의 질에 정도에 따라 5점 Likert 척

도로 측정하였다. 평균 점수가 5점에 가까울수록 삶의 질이 만족됨

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의 신뢰도는 Cronbach’s a=.92이었으며[43],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91이었다.

4. 자료수집 방법 

대상자 선정 기준에 부합한 아동과 그 부모에게 연구 목적을 설명

하여 부모가 연구 참여를 허락하고 아동이 연구 참여를 동의한 후에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설문지는 아동과 부모가 직접 작성하였으며, 
작성 시간은 약 30분이 소요되었다. 설문 작성을 마친 아동과 부모

에게는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5.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C대학교 기관 윤리 심의 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은 후 수행되었다(승인번

호:MC16QISI0069). 모든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 대상자의 자발적인 

참여과정, 익명보장, 철회가능, 불이익과 해악 없음 등을 서면으로 

동의를 얻어 연구 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였다.

6.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Ver. 22.0 프로그램과 AMOS Ver. 22.0 프로

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와 부모의 일반적 특성, 질병관

련 특성과 관련된 각 변수들은 기술통계로 분석하였으며, 측정 도구

의 신뢰도 검증은 Cronbach’s a와 Kuder-Richardson 20 [KR-20]

으로 분석하였고, 측정 변수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표본의 정규성은 SPSS Win Ver. 22.0 프로그램을 이용한 다변량 

정규성 검증을 통하여 평균, 표준편차, 왜도(Skewness), 첨도(Kur-

tosis)를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모형에 대한 검증으로 AMOS Ver. 

22.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가설적 모형에 대한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모형의 적합도 평가는 c2, Normed c2, Goodness of Fit Index (GFI), 
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AGFI), Comparative normed of 

Fit Index (CFI), 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Residual (SRMR)

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가설적 모형의 직접효과, 간접효과와 총효

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특성 

학령기 천식 아동 대상자는 총 205명으로 평균 연령은 10.50세였

으며, 남자가 64.5%, 출생 순위는 첫째가 57.5%로 가장 많았으며, 
형제자매는 평균 1.70명이었다. 학년은 3학년이 23.9%, 학업 성취도

는 중상이라고 응답한 군이 39.5%로 가장 많았다(Table 1). 

천식 진단을 받은 연령은 평균 7.00세, 천식 유병기간은 평균 

39.50개월이었고, 천식으로 인해 입원한 횟수는 평균 1.40회였다. 다

른 알레르기 질환 동반 여부는 있다고 응답한 군이 82.4%였으며, 동
반 알레르기 질환의 개수는 평균 1.07개였다. 동반 알레르기 질환은 

알레르기성 비염이 62.7%로 가장 많았다. 천식의 가족력이 있다고 

응답한 군이 41.5%였으며, 가족 중 천식이 있는 사람은 어머니라고 

응답한 군이 60.0%였다.

연구에 참여한 학부모 중 93.2%는 어머니였으며, 부모의 평균 연

령은 41.00세였다. 학력은 아버지가 전문대졸 이상 68.3%, 어머니가 

전문대졸 이상이 64.9%였다. 가족의 소득 수준 평균은 평균 580.05

만원이었으며, 어머니의 63.4%는 직업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흡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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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and Disease - Specific Characteristics of the Children and Their Parents (N=205)

Variables Categories　 Mean±SD n (%)

Children

   Gender Male 132 (64.5)

Female 73 (35.5)

   Age (yr) 　  10.47±1.51 

   Height (cm) 138.56±8.65

   Weight (kg) 35.63±7.24

   BMI (kg/m2) 18.39±2.34

   Number of siblings 1.68±0.59

   Birth order 1st 118 (57.5)

2nd 84 (41.0)

3rd 3 (1.5)

   Academic year 1st 20 (9.8)

2nd 39 (19.0)

3rd 49 (23.9)

4th 41 (20.0)

5th 36 (17.5)

6th 20 (9.8)

   Academic achievement Upper 37 (18.0)

Mid-upper 81 (39.5)

Middle 72 (35.2)

Mid-lower 15 (7.3)

   Age at diagnosis (yr) 　 7.00±2.31

   Time since diagnosis (month) 　 39.51±23.13

   Number of admission related to asthma 1.40±1.56

   Other allergic disease Yes 169 (82.4)

No 36 (17.6)

   Number of accompanying allergic diseases 1.07±0.64

   Type of other allergic diseases† (n=169) Atopic dermatitis 26 (15.4)

Allergic rhinitis 106 (62.7)

Food allergy 54 (32.0)

Others 23 (13.6)

   Asthma family history Yes 85 (41.5)

No 120 (58.5)

   Family history with asthma (n=80) Father 20 (23.5)

Mother 51 (60.0)

Brother 5 (10.6)

Sister 4 (5.9)

Parents

   Relations Mother 191 (93.2)

Father 14 (6.8)

   Age (yr) 　 41.02±3.35

   Father’s educational level High school 26 (12.7)

College 140 (68.3)

Graduate school 39 (19.0)

   Mother’s educational level High school 49 (23.9)

College 133 (64.9)

Graduate school 23 (11.2)

   Income (10,000 KW/month) 　 580.05±232.44

   Mother’s job Yes 75 (36.6)

No 130 (63.4)

   Smoking Yes 92 (44.9)

No 113 (55.1)

SD=Standard deviation.
†Means multiple 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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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44.9%였다. 부모 중 흡연자가 있는가에 대한 응답은 있다고 응답

한 군은 44.9%였다.

2. 측정 변수에 대한 서술적 통계와 확인적 요인 분석

대상자의 천식 지식은 평균 13.75점(도구범위 0~26), 동반 알레르

기 질환의 개수는 1.07개, 사회적 지지는 평균평점 3.14점(도구범위 

1~4), 자기효능감은 평균 43.99점(도구범위 20~60), 천식 증상조절

은 평균 69.78점(도구범위 5~100), 주관적 건강인식은 평균평점 3.80

점(도구범위 1~5), 부모의 삶의 질은 평균평점 3.54점(도구범위 

1~5), 아동의 삶의 질은 평균평점 3.88점(도구범위 1~5)이었다.

단일 변량 정규성 검정 결과 왜도 -.98~.45, 첨도 -1.08~1.89로 

절대값이 왜도 3, 첨도 10을 넘지 않아 단일변량 정규분포의 조건을 

충족함을 확인하였다[31].

구성요인들의 타당도를 평가하기 위한 확인적 요인분석(Confir-

matory Factor Analysis [CFA]) 결과 표준화된 요인 부하량(Stan-

dard Factor Loading [SFL])이 기준치 이상 나왔고(l>.5), 개념 신뢰

도 역시 .7 이상, 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역시 .5 이상

으로 나와 집중 타당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또한 주요 변수 간 판별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상관행렬과 분산

추출 지수와의 관련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변수들의 분산

추출지수와 다중상관 지수 비교 결과 본 연구의 대상자에 대한 측정

모형의 잠재 변수 간의 상관계수는 .04~.80의 범위로 상관계수의 절

대값이 모두 .85 미만이기 때문에 다중 상관계수의 값이 작아 요인 

간 판별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31]. 

3. 가설적 모형의 적합도 검증

가설적 모형 검증에 앞서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 학령기 천식 아

동의 삶의 질에 대한 천식 지식, 동반된 알레르기 질환의 개수, 사회

적 지지가 천식 자기효능감, 천식 증상 조절, 주관적 건강인식, 부모

의 삶의 질을 설명하는 측정 모형이 비교적 양호한 모형임이 검증되

어 모델 수정 없이 가설적 모형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모델 적합도 지수는 c2=116.29 (p<.001), Normed 

c2=2.91, GFI=.93, AGFI=.83, CFI=.96, RMR=.04, TLI=.92, 
NFI=.94, RMSEA=.09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 RMSEA는 

.08~.10 사이로 보통의 적합도를 나타냈고[45], AGFI의 값이 기준치

에 다소 부합되지 않았으나 AGFI는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여 GFI 

값을 조정하므로 미약한 인과관계를 모형에 삽입할 경우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AGFI는 다소 좋은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다는 연

구 결과가 있어 근래에는 AGFI를 잘 보고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45]. 따라서 Normed c2, GFI, CFI, RMR, TLI, NFI 값의 양호도를 

근거로 설정한 학령기 천식 아동의 삶의 질 가설 모형이 적합한 것

으로 판단하였다.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the Measured Variables (N=205)

Variables Mean SD Measurment range Skewness Kurtosis

Asthma knowledge 13.75 3.37 0~26 -0.25 -0.90

Number of accompanying allergic diseases 1.07 0.64 0.16 0.02

Social support 3.14 0.33 1~4 0.45 1.894

Self-efficacy

   Total 43.99 6.83 20~60 -0.52 -0.55

   Medical treatment 16.34 2.92 -0.98 0.50

   Environment 14.45 2.23 -0.23 -0.75

   Problem solving 13.30 2.61 -0.27 -0.46

Asthma symptom control 69.78 15.37 5~100 -0.21 -0.53

Perceived health status 3.80 1.02 1~5 -0.55 -0.47

Parental quality of life

   Total 3.54 0.60 1~5 0.25 0.27

   Emotion 3.47 0.62 0.14 0.14

   Activity 3.61 0.65 0.07 0.08

Children’s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Total 3.88 0.73 1~5 -0.18 -1.02

   Symptom 3.89 0.90 -0.48 -1.08

   Emotion 4.16 0.73 -0.85 -0.09

   Activity 3.58 0.89 -0.16 0.17

SD=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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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설적 모형의 경로계수 추정

가설적 모형 분석 결과 가설적 구조 모형의 24개의 경로 중 18개

가 유의하였다(Figure 2). 천식 자기효능감에서 천식 지식(b=.18, 
p=.010), 동반 알레르기 질환의 개수(b=-.16, p=.021), 사회적 지지

(b=.29, p=.011)가 유의한 경로로 나타났으며, 영향 변수들의 천식 

자기효능감에 대한 설명력은 16.0%였다. 천식 증상 조절에서는 천식 

지식(b=.18, p=.002), 사회적 지지(b=.15, p=.011), 천식 자기효능감

(b=.49, p<.001)이 유의한 경로로 나타났으며, 천식 증상 조절에 대

한 영향 변수들의 설명력은 38.7%였다. 주관적 건강 인식에서는 사

회적 지지(b=.12, p=.014), 천식 자기효능감(b=.50, p<.001), 천식 

증상 조절(b=.31, p<.001)이 유의한 경로로 나타났고, 주관적 건강 

인식에 대한 영향 변수들의 설명력은 63.2%였다. 부모의 삶의 질은 

사회적 지지(b=.27, p<.001), 천식 자기효능감(b=.24, p=.010), 주관

적 건강 인식(b=.29, p=.002)이 유의한 경로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삶의 질에 대한 영향 변수들의 설명력은 49.8%였다. 아동의 삶의 질

은 천식 지식(b=.12, p<.001), 천식 자기효능감(b=.32, p<.001), 주관

적 건강 인식(b=.23, p<.001), 부모의 삶의 질(b=.17, p<.001), 천식 

증상 조절(b=.31, p<.001)이 유의한 경로로 나타났고, 아동의 삶의 

질에 대한 영향 변수들의 설명력은 83.5%였다.

5. 가설적 모형의 효과 분석

가설적 모형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는 Table 3과 같다. 

먼저 천식이 있는 학령기 아동의 천식 자기효능감에 대하여 사회

적 지지(b=.29, p<.001), 천식 지식(b=.18, p=.011), 동반 알레르기 

질환의 개수(b=-.16, p=.021)는 유의한 직접효과가 있었다.

천식 증상조절에 대해 천식 자기효능감은 유의한 직접효과(b=.49, 
p<.001), 사회적 지지는 유의한 직접효과(b=.15, p=.011)와 간접효

과(b=.14, p=.010)가 있었고, 천식 지식도 유의한 직접효과(b=.18, 
p=.002)와 간접효과(b=.09, p=.013)가 있었다. 

x1=Medical treatment; x2=Environment; x3=Problem solving; x4=PQoL Symptom; x5=PQoL Emotion; x6=CHR-QoL symptom;  

x7=CHR-QoL Emotion; x8=CHR-QoL Activity; PQoL=Parental quality of life; CHR-QoL=Children’s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p<.05; **p<.001.

Figure 2. Effect analysis in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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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건강인식에 대해 천식 증상 조절은 유의한 직접효과

(b=.31, p<.001)가 있었다. 천식 자기효능감은 유의한 직접효과

(b=.50, p<.001)와 간접효과(b=.15, p=.010)가 있었으며, 사회적 지

지 역시 유의한 직접효과(b=.12, p=.014)와 간접효과(b=.24, 
p=.010)가 있었다. 천식 지식은 유의한 간접효과(b=.17, p=.010)가 

있었다.

부모의 삶의 질에 대해 주관적 건강 인식은 유의한 직접효과

(b=.29, p=.002)가 있었다. 천식지식(b=.13, p=.010)과 천식 증상 조

절(b=.09, p=.029)은 유의한 간접효과가 있었다. 천식 자기효능감은 

유의한 직접효과(b=.24, p=.010)와 간접효과(b=.23, p=.010)가 있

었으며, 사회적 지지는 유의한 직접효과(b=.27, p<.001)와 간접효과

(b=.20, p=.010)가 있었다.

아동의 삶의 질에 대해 부모의 삶의 질은 유의한 직접효과(b=.17, 
p<.001)가 있었고, 사회적 지지는 유의한 간접효과(b=.35, p=.010)

가 있었다. 천식 자기효능감은 유의한 직접효과(b=.32, p<.001)와 간

접효과(b=.38, p=.010)가 있었고, 천식 증상 조절도 유의한 직접효

과(b=.31, p<.001)와 간접효과(b=.10, p=.010)가 있었으며, 천식 지

식 역시 유의한 직접효과(b=.12, p<.001)와 간접효과(b=.21, 
p=.010)가 있었다.

논    의

본 연구는 학령기 천식 아동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통합적으로 규명하고자 Wilson과 Cleary의 건강관련 삶의 

질 모형[9]을 이론적 기반으로 가설적 모형을 구축하여 모형의 적합

도 및 경로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 결과 천식 자기효능감이 학령기 천식 아동의 삶의 질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천식 자기효능감이 

증가할수록 증상조절이 잘 되어, 주관적 건강인식이 좋아지고 아동

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24-26]는 선행 연구 결과들을 지지하는 것

이다. 자기효능감은 특정 행동을 수행하는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자
가 관리를 포함한 다양한 인간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선행연구

[25,26]에서 자기효능감과 자가 관리 간의 관계를 보고하면서, 자기

효능감이 높은 아동이 자가 관리 정도가 좋았고 증상 조절이 잘 되

어 아동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학령기 천식 아동

은 스스로 질병관리의 주체가 되어야 효율적인 관리를 수행할 수 있

는 특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 천식 증상 조절이 아동의 건강 관련 삶의 질에 두 

번째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는 증상 조절이 잘 될수록 주

Table 3. Standardized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s for the Hypothetical Model 

Endogenous Variables Exogenous variables Direct effect (p) Indirect effect (p) Total effect (p)

Asthma self-efficacy Social support .29 (<.001) .29 (.011)

Asthma knowledge .18 (.010) .18 (.019)

Number of accompanying allergic disease -.17 (.016) -.17 (.045)

Asthma symptom control Asthma self-efficacy .49 (<.001) .49 (.010)

Social support .15 (.012) .15 (.011) .30 (.021)

Asthma knowledge .18 (.003) .09 (.012) .26 (.021)

Number of accompanying allergic disease .07 (.211) -.08 (.045) -.01 (.958)

Perceived health status Asthma self-efficacy .50 (<.001) .15 (.010) .65 (.031)

Social support .12 (.014) .24 (.010) .36 (.013)

Asthma symptom control .31 (<.001) .31 (.004)

Asthma knowledge .07 (.158) .17 (.010) .24 (.019)

Number of accompanying allergic disease .01 (.769) -.09 (.074) -.07 (.284)

Parental quality of life Asthma self-efficacy .24 (.010) .22 (.016) .48 (.029)

Social support .27 (<.001) .20 (.010) .47 (.007)

Perceived health status .29 (.002) .29 (.043)

Asthma symptom control .07 (.345) .09 (.029) .16 (.041)

Asthma knowledge .13 (.010) .13 (.013)

Number of accompanying allergic disease -.02 (.732) -.06 (.132) -.08 (.188)

Children’s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Asthma self-efficacy .32 (<.001) .38 (.010) .71 (.021)

Asthma symptom control .31 (<.001) .10 (.010) .41 (.005)

Asthma knowledge .12 (<.001) .21 (.010) .34 (.028)

Social support -.01 (.674) .35 (.010) .33 (.009)

Perceived health status .22 (<.002) .05 (.026) .27 (.032)

Parental quality of life .17 (.010) .16 (.007)

Number of accompanying allergic disease -.05 (.073) -.09 (.081) -.14 (.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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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적 건강인식이 좋아지고[46], 부모의 삶의 질과 아동의 삶의 질

[14,47]이 높아진다는 선행 연구 결과들을 지지한다. 학령기 천식 아

동의 치료의 목표가 천식 증상을 완화시켜 일상생활에서 행동의 제

약이 없도록 하고 궁극적으로는 아동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것[1]

이므로 천식 증상 조절이 아동의 삶의 질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은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겠다. 

천식 지식도 아동의 건강 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천식 지식수준이 높아질수록 질병에 대한 자가 관리

가 향상되어, 천식 자기효능감이 높아지고, 천식 증상 조절[11,12]이 

잘 되며, 아동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

고 있다. 천식 지식은 천식 자기효능감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질

병의 특성, 질병 자가 관리에 관한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아동이 높은 

자기효능감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학령기 아동의 특성에 따라 천식 

질병 특성에 대한 이해와 자가관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중재 프로

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

사회적 지지 또한 아동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27,28]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으며, 사회적 지지는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자기효능감, 천식 증상 조절 등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기 천식 아동은 잦은 진료, 입원, 응급

실 방문 등으로 인해 결석, 일상생활에서의 활동 제한으로 인해 학교

생활 적응 문제, 심리적 스트레스 등을 받게 된다[25]. 이는 아동의 

동료집단과의 상호 작용을 저하시키고, 심리적, 신체적 성장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동반 알레르기 질환의 개수 또한 아동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14,29]에서도 역시 동반된 

알레르기 질환이 많을수록 천식 아동의 삶의 질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고 있어,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천식 아동의 활동 제한, 스트레스 등은 가족에게도 많은 부담을 

주게 되며,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부모의 스트레스와 삶의 질

은 아동의 임상 증상, 행동의 특성, 그리고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16,30]. 본 연구 결과 부모의 삶의 질 역시 아동의 건강 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며, 부모의 삶의 질이 높아질수록 아동의 건

강 관련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삶의 질이 아

동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 결과들을 지지한다

[15,28,29].

본 연구에서 아동의 천식 자기효능감은 천식 증상 조절, 주관적 

건강인식을 매개로 하여 아동의 건강관련 삶의 질뿐만 아니라 부모

의 삶의 질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지지, 주관적 건강 인식이 부모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천식 증상 조절과 천식 지식은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nett 등의 연구[21]에서는 가족의 심리

적 기능, 아동의 천식 증상 조절과 자기효능감 같은 심리적 기능이 

부모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선행연구

[47,48]에서는 아동의 증상 정도가 부모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

며, 증상 조절이 잘 되는 천식 아동의 양육자의 삶의 질도 호전을 보

인다고 보고하고 있어 천식 증상조절이 부모의 삶의 질에 간접적으

로만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결과가 선행연구의 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입원한 아동이 아니라 외

래에서 증상을 조절하는 대상자들이며, 천식 증상 조절 정도가 매우 

나쁜 수준인 경우가 없어 부모의 삶의 질에 영향을 적게 미쳤던 것

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학령기 천식 아동에게 천식 지식을 향상

시키는 것이 천식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고, 이를 통해 천식 증상이 

잘 조절되었다. 그리고 잘 조절된 천식 증상은 주관적 건강 인식을 

높이고 이를 통해 부모의 삶의 질이 높아져 학령기 천식 아동의 건

강관련 삶의 질이 직접적으로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천식 

자기효능감은 천식 증상 조절, 주관적 건강인식, 부모의 삶의 질을 

매개로 아동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령기 천식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이 경험하는 질병의 증상, 
특성에 대해 충분히 교육하고, 스스로 질병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

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질적 임상 적용이 학령기 아동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는 거의 시도되지 않았던 학령기 천식 아동의 

건강관련 삶의 질의 영향 요인을 다차원으로 제시한 연구로 그 의의

가 있다. 기존의 천식 아동 삶의 질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가 아동의 

질병 조절 정도[49], 대처 전략[20] 등 삶의 질에 대한 단편적인 영

향력을 확인하였다면, 본 연구는 아동의 개인적 영역, 환경적 영역, 
질병 특성, 부모의 삶의 질에 대한 영향 정도를 다차원으로 확인하

여 아동의 삶의 질 개념의 실질적 유용성에 대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본 구조 모형에서 학령기 천식 아동의 삶의 질에 대한 천식 자기

효능감, 천식 증상 조절, 주관적 건강인식, 부모의 삶의 질, 천식 지

식의 설명력은 83.5%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의 가

설적 모형에 선정된 변수들이 학령기 아동의 삶의 질 설명을 위해 

적절하게 선정되었으며, 제 변수들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학령기 아동의 건강관련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영향요인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된 변수를 반드시 고려해

야 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 몇 가지 추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먼저 본 연구에서 아동의 삶의 질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

는 변수인 천식 자기효능감에 대한 천식 지식, 동반 알레르기 질환

의 개수, 사회적 지지의 설명은 16.2%로 다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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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제시된 요인보다 천식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

인들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

는 삶의 질을 포함하여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불안이나 

우울 등의 심리적 요인, 가족의 사회 경제적 상태, 부모의 양육 등 

환경적 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모형을 구축하고 검증하는 연구

가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 결과 사회적 지지는 아동의 삶의 질에 가장 많

은 영향을 미치는 천식 자기효능감에 가장 큰 영향요인이었으나 아

동의 삶의 질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래 집단과의 관

계를 중요시하는 학령기 아동의 특성을 감안할 때 친구지지가 아동

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

다. 동료 관계가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La 

Greca 등[27]의 연구, 또래 집단으로부터의 교육이 천식의 증상을 

개선하여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는 Rhee 등[50]의 연구를 근거로 친구 지지를 주 영향요인으로 한 

또래 교육 프로그램이나, 교사나 동료집단에게 천식의 이해를 돕는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차후 사회적 지지가 아동의 삶의 질에 미

치는 영향 정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학령기 천식 아동의 질병에 대한 이해도와 자가 관리 능력

을 증진시켜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중재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아동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효과적이고 간호중재가 개발되기

를 기대한다.

둘째,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 학령기 천식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대

한 가설적 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확인하는 연구를 제안한다.

셋째, 학령기 아동의 삶의 질의 영향요인으로 심리적 요인과 가족

의 특성이 포함된 가설적 모형을 구성하고, 이를 확인하는 연구를 

제안한다.

결    론

본 연구는 Wilson과 Cleary의 건강관련 삶의 질 모형을 기반으로 

학령기 천식 아동의 건강 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아동의 고유한 발달 특성이나 환경의 영향을 포함하여 가설적 모형

을 구축하고 변수들 간의 경로를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학령기 천식 아동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기효능감, 천식 증상 조절, 주관적 건강 인식, 부모의 삶의 

질, 천식 지식의 순으로 나타났다. 천식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사회적지지, 천식 지식, 동반 알레르기 질환의 개수였으며, 
동반 알레르기 질환은 자기효능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학령

기 천식 아동의 부모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천식 자기효

능감, 사회적지지, 지각된 건강 상태였다.

본 연구 결과 학령기 천식 아동의 삶의 질에 아동의 개인적·환경

적 영역, 질병 특성, 부모의 삶의 질이 다차원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

로 나타나 아동의 삶의 질 개념의 실질적 유용성에 대한 근거로 활

용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학령기 천

식 아동을 위해 질병의 이해도를 높이고 자가 관리를 시킴으로써 자

기효능감을 높이는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한다면 학령

기 천식 아동의 건강관련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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