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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is study examined the determinants of quality of life, depending on the presence or

absence of asthma in adults, based on secondary wave data. Methods: Among the 21,724 people

participating in the 6th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as it was conducted

from the first to third period, 495 participants who were aged 19 or older and responded to the

question of the presence or absence of asthma were included in the final analysi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were examined using the SPSS/WIN 23.0 software tool for analysis of complex sample

survey data. Health-related characteristics were presented using descriptive and multivariate analysis of

data. Rao_Scott χ2 was used for the analysis of differences in quality of life,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complex sample survey data was used to analyze factors affecting quality of life. Results:

The variable factors negatively influencing quality of life were aging, cognition of their ill health, and

limited activities. Conclusions: Based on the analysis, the study suggests that practical and ongoing

nursing intervention proposals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asthmatic patients should be

implemented not only for physical limitations and aging but also for psychological factors that reflect

subjective health statuses

Key Words : Asthma, Quality of Life, Health Status, Restriction of Activities

‡ Corresponding author : Su-jin, Lee (naloxonesj@naver.com) Depart of Nursing, Jeonbuk Science College
∙ Received : May 24, 2019 ∙ Revised : Sep 5, 2019 ∙ Accepted : Sep 24, 2019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Vol.13 No.3 (September 2019)

- 128-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천식은 비가역적인 기도의 염증으로 인한 기도 

과민성, 기도폐쇄, 천명음, 호흡곤란, 기침, 가슴 답

답함과 같은 임상소견을 가진 대표적인 만성 염증

성 알레르기 질환으로 바이러스 감염, 대기오염,

알레르겐, 직업적 노출, 약물 등으로 인해 급성 악

화되어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는 질환이다[1]. 천식 

유병률은 전 세계적으로 4.3% 정도로 추정하고 있

으며 미세먼지 등  다양한 환경적 요인으로 인하

여 2025년에는 천식 환자가 4억 명 이상으로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2].

천식은 기침, 호흡곤란, 천명음 등을 주 증상으

로 하며 이러한 증상들이 조절되지 못할 경우 수

면을 취해야 할 밤 시간에도 나타나는 증상으로 

인해 낮 시간에 피로감과 주간 졸림 증상이 발생

하여 신체적, 사회적 기능의 제한을 가져오게 된다

[3][4]. 또한 천식 환자들이 경험하는 증상들은 지

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주관적 건

강상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계속해서 이러

한 증상들이 조절되지 않을 경우, 일상생활 활동의 

제한으로 이어져 삶의 질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하

였다[3][5].

환자가 지각하는 중요한 건강 결과인 건강 관련 

삶의 질(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HRQoL)[6][7]은 환자의 질병 상태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정도와 치료 효과에 대한 주관적 건

강상태라고 할 수 있다[8].

삶의 질에 대한 개념의 범위와 이해가 넓어지면

서 천식의 특징적인 증상 이외에 천식 환자의 전

반적인 건강 관련 삶의 질에 관심도 높아지고 있

고 질환별 삶의 질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현실이지만[9], 천식과 관련된 건강 관련 삶의 질

에 대한 선행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건강관련 

삶의 질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대

표적인 질환인 심혈관 질환자들과 천식 환자들과

의 삶의 질을 비교했을 때 천식 환자의 삶의 질이 

심혈관 질환자들의 삶의 질보다 낮은 것으로 보고

되었다[10].

따라서 천식 환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확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해결

방안과 건강증진 방안 마련을 위해서 미세먼지 등

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관련이 있는 호흡기 질환의 

대표적 질환인 천식 환자들의 삶의 질과 관련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건강뿐 아니라, 총제적인 건강상태를 의미하는 

삶의 질(health-related quality of life)에서도 신체

활동의 역할은 중요하다고 하였다[11]. 천식 환자

의 삶의 질에 있어서 신체활동은 중요한 변수 중 

하나로 천식 환자의 재입원과 증상의 악화, 건강 

관련 삶의 질, 사망률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규칙적인 신체활동과 활동적인 생활습관은 

운동역량(exercise capacity)과 삶의 질에 긍정적 영

향을 미치기 때문이다[12].

일상생활 활동은 신체적 사회적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개인이 인지하는 주관적 건강상태와

도 긍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3].

주관적 건강상태는 신체적, 정서적 건강상태를 포

괄하는 변수이며, 건강상태 예측이 가능하고 현재 

건강상태 뿐 아니라 미래의 건강상태에 영향을 주

는 요인이다[14]. 이처럼 일상생활 활동과 주관적 

건강상태는 밀접한 관련이 있고, 건강인식을 결정

하는 주요한 요인이다[15]. 따라서 주관적 건강상

태와 일상생활 활동 제한은 삶의 질에 영향을 주

는 주요한 변수로 이 두 변수가 천식의 유무에 따

라 삶의 질에 얼마나 더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

구는 필요하다.

천식을 완벽하게 조절하고 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천식 증상에 대한 평가 뿐 아니라 천식 

환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삶의 질 평가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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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는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하지만 천식 

환자의 활동 제한과 주관적 건강상태 문제를 포함

하여 건강 관련 삶의 질에 영향요인을 규명하고자 

시도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6기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이용하여 천식 유무에 

따른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활동 제한 

및 주관적 건강상태를 포함하여 파악함으로써 성

인의 천식 유무에 따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건

의료 관리 방안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

하고자 시도되었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제6기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이

용하여 성인의 천식 유무에 따른 삶의 질 영향요

인을 분석하고자 시행되었으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천식 유무에 따른 인구 사회학적 특성 및 건

강 관련 특성 정도 및 차이를 파악한다.

∙천식 대상자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파악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제6기 국민건강영양조사 1차, 2차, 3

차 년도에 조사된 국민건강영양조사(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를 이용하여 성인의 천식 유무

에 따른 건강 관련 삶의 질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2차 자료분석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국민건강영양조사의 목표 모집단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국민이며, 목표 모집단 조사단위의 포함

률 향상을 위하여 2010년 인구주택 총 조사 자료

를 제6기(2013-2015) 추출 틀로 사용하였다. 국민건

강영양조사는 건강설문조사, 검진조사, 영향조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단위의 자료로 조사대상은 

전국을 대표하는 확률표본으로 2010년 인구주택 

총 조사구 및 가구를 각각 1차, 2차 추출단위로 하

는 2단계 층화표본추출방법을 사용하여 제6기 조

사대상을 선정하였다. 사용된 원시자료는 국민건강

영양조사가 질병관리본부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행된 것으로 원시자료 이용절차에 

따라 국민건강영양조사 홈페이지에서 국민건강영

양조사 원자료의 사용승인을 받은 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제6기 국민건강영양

조사 자료로 대상자는 총 21,724명이다. 이중 의사

로부터 천식을 진단받은 693명 중 소아, 청소년을 

제외한 연령이 만 19세 이상인 성인 중 천식 현재 

유병 여부 문항에서 ‘있음’ or ‘없음’이라고 응답한 

495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3.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 제6기 2013년-2015년도 국민건강영

양조사 설문조사 항목 중 성별, 연령, 직업, 수면시

간, 주관적 건강상태, 우울, 활동 제한, 흡연을 이

용하여 분석하였다.

1) 인구 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으로 성

별, 연령, 직업을 사용하였다. 직업의 경우 ‘있다’,

‘없다’로 재분류하여 사용하였다.

2) 건강 관련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건강 관련 특성은 수면시간,

주관적 건강상태, 우울, 활동 제한, 흡연을 사용하

였다. ‘수면시간은 하루 평균 수면시간은?’ ‘7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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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7시간미만’으로 재분류하였으며, 주관적 건

강상태는 평소 본인의 건강은 어떻다고 생각하십

니까? 라는 질문에 ‘매우 좋음’, ‘좋음’, ‘보통’, ‘나

쁨’, ‘매우 나쁨’으로 응답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매우 좋음’과 ‘좋음’을 ‘좋은 편’, ‘보통’은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나쁨’과 ‘매우 나쁨’을 ‘나쁜 편’으

로 재분류하여 사용하였다. 활동 제한은‘현재 건강

상의 문제나 신체 혹은 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 제한을 받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에 

‘예’ 또는 ‘아니오’로 응답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우

울에는 우울증 의사진단 여부로 ‘있음’, ‘없음’으로 

응답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흡연은 현재 흡연 여부

는 ‘피움’, ‘가끔 피움’, ‘과거엔 피웠으나, 현재 피

우지 않음’으로 응답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3) 천식

본 연구 대상자의 천식은 ‘천식 의사진단을 받

았습니까?’라는 질문에 ‘있음’으로 응답한 사람 중 

현재 천식 유병 여부에서 ‘있음’으로 응답한 자료

를 사용하였다.

4) 건강 관련 삶의 질

본 연구 대상자의 건강 관련 삶의 질은 

EuroQol Group(1990)[9]에 의해 개발된 

EQ-5D-3L(EuroQol-5 dimension) 버전을 이용하여 

측정한 값을 분석하였다. 질병관리본부는 EQ-5D의 

질 가중치 추정 연구를 통해 한국인의 삶의 질 관

련 연구에 EQ-5D-3L 버전을 이용할 수 있다고 제

시하였다. EQ-5D-3L는 건강 관련 삶의 질을 측정

하는 도구로서 전반적인 건강을 측정하기 위해 개

발되었으며, 운동능력, 자기관리, 일상 활동, 통증/

불편, 불안/우울의 5개의 객관식 문항으로 영역이 

나누어져 있다.

본 도구는 만성질환자의 건강 관련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문제없음’, ‘다소 문제 있음’, ‘많이 문제 있음’의 

세 단계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다섯 가지 

문항의 측정값 각 각에 대하여 가중치를 적용하였

으며, 본 연구에서는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질병관

리본부의 가중치 모형을 적용하여 산출한 값을 그

대로 사용하였다. 5개의 문항에서 응답한 항목을 

조합하면 총 243개의 건강상태를 분류할 수 있으

며 삶의 질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지표 EQ-5D

index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낮을수록 삶의 질이 

높음을 나타낸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는 제6기 국민건강영양조사의 표본 자료

로부터 산출한 연구결과가 우리나라 전체를 대표

하고, 편향이 없는 추정결과를 얻기 위해 가중치,

층화변수, 집락변수를 고려하였고  자료분석은 가

중치가 반영된 수치이다. 자료는 SPSS/WIN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복합표본분석방법을 이용하

였다. 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과 건강 관련 

특성은 복합표본 기술통계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과 건강 관련 특성에 따른 삶

의 질 차이분석은 Rao_Scott χ2 를 이용하였고 유

의수준은 .05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

하기 위해 복합표본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과 건강 관련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과 건강 

관련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1>.

천식 유무에 따른 대상자의 범위에서 남성은 천

식이 있는 사람이 51.5%(89명), 여성은 천식이 있

는 사람이 58.7%(200명)로 천식이 없는 사람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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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았으며, 나이에서 19-39세는 천식이 없는 사

람이 65.4%(87명), 40-69세는 천식이 있는 사람이 

65.4%(142명), 70세 이상에서는 천식이 있는 사람

이 73.1%(103명)로 많았다. 직업이 있는 사람 중 

천식이 있는 사람이 53.6%(127명), 직업이 없는 사

람 중 천식이 있는 사람이 55.8%(159명)로 많았으

며, 수면시간에서는 7시간 이하인 경우에 천식이 

있는 사람이 56.3%(62명), 7시간 초과인 경우 천식

이 있는 사람이 61.0%(164명)로 많았다. 주관적 건

강상태가 좋음에서 천식이 없는 사람이 73.6%(62

명), 보통에서 천식이 있는 사람이 55.9%(122명),

나쁨에서 천식이 있는 사람이 72.1%(138명)로 많았

으며, 우울증이 있음에서 천식이 있는 사람이 

72.9%(38명), 없음에서 천식이 있는 사람이 

52.8%(251명)로 많았다. 활동 제한이 있음에서 천

식이 있는 사람이 76.3%(78명), 활동 제한이 없음

에서 천식이 있는 사람이 50.3%(210명)로 많았으

며, 흡연은 하고 있음에서 천식이 있는 사람이 

55.5%(40명), 가끔 피움에서 천식이 없는 사람이 

73.6%(5명), 과거에 피웠으나 현재는 피우지 않는 

사람에서 천식이 있는 사람이 67.3%(59명)으로 많

았다.

2. 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과 건강 관련 
특성에 따른 삶의 질 차이

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과 건강 관련 특성

에 따른 삶의 질 차이는 다음과 같다<Table 1>.

연령(x2=20.38, p＜.001), 주관적 건강인지(x2=17.87,

p＜.001), 우울(x2=6.72, p<.001), 활동제한 여부

(x2=11.114, p=.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Table 1> Sociodermographic and health-related Characteristics of Study Population (N=495)

Characteristics Categories
Asthma

Rao_Scott x2 pYES NO
n(%) n(%)

Gender Male 89(51.5) 72(48.5) 3.67 .056Female 200(58.7) 134(41.3)
Age

19-39 44(34.6) 87(65.4)
20.38 ＜.00140-69 142(65.4) 81(34.6)

70≦ 103(73.1) 38(26.9)
Occupation Yes 127(53.6) 98(46.4) 0.17 .713No 159(55.8) 106(44.2)
Sleep 
time(hours)

≦7 62(56.3) 48(43.7) 0.45 .5037< 164(61.0) 90(39.0)
Subjective 
health status

Good 29(26.4) 62(73.6)
17.87 ＜.001Moderate 122(55.9) 99(44.1)

Bad 138(72.1) 45(27.9)
Depression Yes 38(72.9) 16(27.1) 6.72 ＜.001No 251(52.8) 190(47.2)
Restriction of 
activities

Yes 78(76.3) 19(23.7) 11.11 .001No 210(50.3) 186(49.7)

Smoking
Everyday 40(55.5) 26(44.5)

1.99 .140
Sometime 2(26.4) 5(73.6)
Smoking in the 
past, no 
smoking currently

59(67.3) 27(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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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자의 EQ-5D 하위그룹 지표의 천식 유
무 차이

대상자의 EQ-5D 하위그룹 지표의 천식 유무 차

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2>.

EQ-5D index는 운동능력, 자기관리, 일상 활동, 통

증/불편, 우울/불안 등 모두 5가지의 하위영역 지

표를 가지고 있다. 하위영역의 천식 유무 간의 차

이를 분석한 결과 천식이 있는 대상자에서 자기관

리를 제외한 운동능력, 일상 활동, 통증/불편, 우울

/불안 4가지 지표 모두에서 평균이 높았으며,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001). 이러한 결과

는 천식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 비해 삶의 질

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4. 대상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

해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변수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3>.

대상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

하기 위해서 연령, 주관적 건강상태, 우울, 활동 제

한을 다중회귀분석으로 실시한 결과 삶의 질 예측

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 17.91, p

＜.001),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수정된 결정계

수는 R2=.38로 모형의 설명력은 38%이었다. 대상

자의 삶의 질의 영향변수는 연령, 주관적 건강상

태, 활동 제한이었으며, 연령이 높을수록(β=-.060,

p＜.001),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쁘게 인지할수록(β

=.130, p＜.001), 활동 제한이 있을수록(β=-.146, p

＜.001) EQ-5D index가 낮아져 삶의 질이 낮았음

을 알 수 있다.

<Table 2> Differences of the EQ-5D Subgroups (N=495)

Characteristics
Asthma 

t pYES NO
M±SD M±SD

EQ-5D index
Mobility 1.33±0.04 1.16±0.33 48.549 ＜.001
Self-care 1.11±0.02 1.11±0.05 41.250 ＜.001
Usual activities 1.27±0.04 1.18±0.05 35.747 ＜.001
Pain/discomfort 1.56±0.05 1.36±0.06 38.274 ＜.001
Anxiety/depression 1.26±0.03 1.19±0.05 40.459 ＜.001

<Table 3> Factors influencing Quality of Life in those with Asthma (N=495)

Variables β SE t p
(constant) 1.093 .149 7.322 ＜.001
Age -.060 .012 -4.847 ＜.001

Subjective health status
Good .130 .019 6.736

＜.001Usual .096 .018 5.305
Bad Reference

Depression No .047 .032 1.471 .142Yes Reference
Restriction of activities Yes -.149 .036 -4.151 ＜.001No Reference

R2=.38,  F= 17.9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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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다양한 건강 관련 문제점

이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대기오염과 관련이 있

는 천식은 기도의 만성 염증으로 인해 증상의 완

화와 악화가 반복적으로 나타나 전반적인 일상생

활과 사회적 제한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완된 대상

자의 건강 관련 삶의 질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에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제6기 2013년-2015

년도 이차자료 분석연구로 성인의 천식 유무에 따

른 건강 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활

동 제한 및 주관적 건강상태를 포함하여 파악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천식 유무 간의 삶의 질 차이를 분석

한 결과 자기관리에서는 평균 차이가 없었으나, 운

동능력, 일상 활동, 통증/불편, 우울/불안 4가지 

지표 모두에서 천식이 있는 대상자에서 평균이 높

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는 삶의 질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천식환자의 일상 활동, 통증,

우울과 불안 등으로 인하여 삶의 질이 낮았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4].

천식 환자의 삶의 질이 낮은 이유는 천식이 있

는 대상자는 천명음, 호흡곤란, 기침 등과 같은 신

체적 증상들이 나타나며 이러한 증상들은 직업선

택뿐 아니라 사회적 활동 제한을 가져올 수 있고,

사회적 활동 제한은 우울, 불안 등의 심리적인 요

소와도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16]. 또한 증상을 조

절하기 위해 병원에 입원과 퇴원이 반복되고, 증상

조절을 위해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질환으로 경제

적인 부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17].

따라서 건강관리자는 천식환자들의 신체적 증상 

완화 뿐 아니라 사회적 활동제한과 심리적요인, 경

제적인 부분까지도 포괄하여 관심을 기울일 필요

가 있다.

본 연구 대상자의 삶의 질의 영향변수로는 연령

이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를 나쁘게 인지할수

록, 활동 제한이 있을수록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

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천식 환자의 삶의 질 영향요인을 분석한 연구에

서 연령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낮았음을 알 수 있

었다[18]. 본 연구결과도 마찬가지로 연령은 천식 

환자의 삶의 질 영향요인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삶

의 질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천식은 만성질환

으로 오랜 세월 동안 대상자들은 반복적이며 지속

적인 천식 증상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있고, 천

식이 완쾌가 아닌 증상완화를 위한 치료를 지속적

으로 받아야 할 상황에서 객관적 건강상태는 악화

될 수밖에 없기 때문으로 삶의 질은 더 낮을 수밖

에 없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또한 나이가 많을수록 

소득수준은 낮아질 수밖에 없지만 질환으로 인한 

비용 발생은 대상자로 하여금 경제적 부담감을 증

가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만성질환에 대한 질병관

리 비용에 대해 개인 부담금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정책방안 또한 필요한 시점으로 생각된다.

천식은 생활 속에서 지속적인 환경관리와 자가 

관리가 필요한 질환으로 천식으로 나타나는 증상

뿐 아니라 주관적인 건강상태도 중요하다고 하였

다[19].

본 연구 결과 천식 환자의 삶의 질 영향 변수인 

주관적 건강상태는 통증/불편, 우울과도 관련이 

있으며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 때 삶의 질이 높

게 나타난 연구결과와 일치한다[20]. 주관적 건강

상태는 자신의 신체적, 생리적, 정신 사회적 건강

상태를 포괄할 수 있는 주관적 견해로 현재 건강

상태뿐 아니라 미래의 건강상태에도 영향을 미치

는 변수이다[14]. 천식 환자의 삶의 질 영향 변수

인 주관적 건강상태는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건강 관리자는 천

식환자의 신체적 증상이외 자신의 건강에 대해 긍

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주관적 건강상태 부분까

지도 포함한 건강증진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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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식은 기도의 만성 염증으로 인해 증상의 악화

와 완화가 반복으로 나타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

치고 사회 기능의 상실과 제한을 가져오므로 삶의 

질의 부정적 요인이라고 하였다[21]. 본 연구결과 

천식 환자의 활동 제한이 삶의 질 저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호흡기계 질환인 만성폐쇄성 폐질

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활동 제한이 삶

의 질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와 일

치한다[22]. 천식환자의 활동 제한은 삶의 질 저하

의 원인으로, 반복적이며 발작적인 천식증상으로 

발생되는 활동제한은 직장생활에 영향을 주며, 사

회생활과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며, 경제적 어려움도 초래될 수 있다고 사료된

다.

따라서 천식 환자의 활동 제한 수준을 파악하여 

활동 제한 수준에 맞는 신체적 운동과 신체활동 

정도를 정기적으로 사정하는 맞춤형 건강증진 방

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천식의 정도에 따른 활동 수준을 분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식의 정도에 따른 활동 제한 여부를 파

악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 활동 제한과 주관적 건강상태는 삶

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변수로 활동 제한이 

많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부정적으로 나타난 

연구와[23] 마찬가지로 활동 제한은 사회적 관계유

지를 어렵게 만들고 이는 곧 자신의 주관적 건강

상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결과적으로 삶의 질 

저하를 느끼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천식 환자의 활동 제한과 주관적 

건강상태의 상관관계 연구는 진행하지 않았지만 

활동 제한이 주관적 건강상태에 나쁜 영향을 미친

다는 선행연구[24]에서도 알 수 있듯이 활동 제한

과 주관적 건강상태는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는 

곧 삶의 질과 관련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천

식 환자의 치료목표는 호흡기 증상을 해소하는 것

뿐만 아니라 활동 제한과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해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치료목표로 하고 있다

[25].

따라서 천식 환자가 느끼는 주관적 건강상태를 

반영하는 심리적인 요소와 일상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활동 제한과 주관적 건강상태를 포괄하는 건

강관리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제6기 2013년-2015년도 국민건강영양

조사자료를 이용한 연구로 ‘천식 의사진단을 받았

습니까?’라는 질문에 ‘있음’으로 응답한 사람 중 현

재 천식 유병 여부에서 ‘있음’으로 응답한 자료를 

사용만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천식 환자의 중증도

에 따른 삶의 질의 영향요인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천식 환자의 중증도에 

따른 삶의 질 영향요인을 파악하는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V. 결론 

본 연구는 제6기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천식 유

무에 따른 삶의 질을 비교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천식 유무 간의 삶의 질 차이를 분석한 결과 천식

이 있는 자기관리에서는 평균 차이가 없었으나, 운

동능력, 일상 활동, 통증/불편, 우울/불안 4가지 

지표 모두에서 천식이 있는 대상자에서 평균이 높

았고, 통계적으로 높은 유의성이 관찰되었다. 대상

자의 삶의 질의 영향변수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주

관적 건강상태가 나쁜 것으로 인지할수록, 활동 제

한이 있을수록 EQ-5D index가 낮아져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볼 때 증상이 반복되고 지속

되는 만성질환인 천식 환자의 삶의 질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연령, 신체적 활동 뿐 아니라 주관적 건

강상태를 반영하는 심리적 요소와 경제적 어려움

이 있는 대상자를 위한 맞춤형 자가관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정책적⋅재정적 지원과 적극적인 관

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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