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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association between asthma and emotions, such as depression, stress, and 

health awareness. We observed the effects of blood indices on asthma in Korean adults. Data from 5852 adults 

were taken from the 2017 Seventh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and analyzed using 

a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model. The probability of asthma occurrence in over 65 years old was higher than 

in 19-44 years old (OR = 1.48), and asthma occurrence was high in subjects with low educational (OR = 1.89) 

and income (OR = 2.07) levels. With regard to marital status, singleness and divorce and dye were found to have 

increased the probability of asthma occurrence by 1.62- and 2.30-folds, respectively. The restriction of activities was 

another factor that increased with asthma occurrence (OR = 2.39). In terms of emotions, general health awareness 

was significantly 3.45 times increased the probability of asthma occurrence at their health bad awareness. 

Furthermore, depression (OR = 1.782) was shown to have increased asthma occurrence. The blood index of C-CRP 

1.12 times increased the probability of asthma occurrence. The factors that influenced asthma occurrence were age, 

education, income, marital status, the restriction of activities, general health awareness, depression, and C-CRP. 

Emotional factors and blood indices are potential risk factors for the development of asthma in Korean adults. By 

understanding the increased risks of asthma occurrence with general characteristics and emotional factors and blood 

indices, the management and prevention of asthma should include the management of emotional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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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국민건강 양조사(2017) 자료를 이용하여 의사로부터 천식 진단을 받은 상자의 자가 건강인지도, 스트

스, 2주 연속 우울감 등의 심리  요인과 생리  건강지표인 액 검사 자료를 비교하고 련 험요인들을 분석하

다. 연구에 사용된 국민건강 양조사(2017) 체 상자 수는 8,127명이며, 그 의 성인(19세 이상) 5,852명을 상으

로 자료를 분석하 다. 일반  특성  나이에 따른 천식 발생의 험도는 65세 이상에서 높이 나타났으며(OR=1.48), 

학력(OR=1.89)과 소득(OR=2.07)이 낮을수록 천식질환 발생 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찰되었다. 한, 결혼 상태에

서는 유배우자 동거와 비교하면 미혼(OR=1.62)과 무 배우자(사별, 이혼; OR=2.30)에서 천식 발생확률이 증가하 으며, 

천식 진단군은 활동 제한(OR=2.39)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심리  요인에 있어서는 건강이 나쁘다고 인식할수록 

천식 발생 유병률이 증가하 으며(OR=3.45), 우울감을 느끼는 경우도 증가하 지만(OR=1.78), 스트 스는 천식 발생 

련 험요인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객  검사자료인 생리  지표에서는 고감도 C-반응성 단백질 수치가 

증가할수록 천식 발생 험도가 증가함이 확인되었다(OR=1.12). 따라서 자가 건강인지도  우울감 같은 심리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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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생리  건강지표  하나인 고감도 C-반응성 단백질은 성인천식 질환의 잠재  험요인으로 인지되며, 이를 바탕으

로 성인천식 질환 리에 있어서 일반  특성뿐만 아니라 심리  요인  생리  건강지표를 고려한 성인건강 련 

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주제어: 천식, 국민건강 양조사, 생리  건강지표, 심리  요인

1. 서론

천식은 발작 인 기침, 답답함, 호흡곤란 등의 특징

인 증상을 보이며, 가역 인 기류 제한과 기도 과민

성, 만성 인 기도 염증 등의 임상 증상을 종합하여 정

의하는 만성 질환이다(Kim, 2016). 특히 천식은 발생 

요인들이 다양하고 질환의 발생 시기와 병의 진  상

태 그리고 치료의 후 등에 차이에 따른 질병 부담이 

큰 만성 질환이다(Bunyavanich & Schadt, 2015). 천식

은 선진국형 질환으로 사회의 발 에 따라 유병률과 

경제  부담이 증가하는 질환으로 출생 직후부터 노인

성 천식에 이르기까지  연령에서 발생하며 국내 천

식 환자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한국의 천식 진단 유

병률은 2007~2011년 2.4%(Kim et al., 2014)에서 2016

년 3.1%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 다(Lee & Lee, 2019). 

2010년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에 의

하면  세계 으로 3억 명 이상이 만성 염증성 질환인 

천식을 앓고 있고 그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으며(Choi 

et al., 2014), To 등의 보고(2012)에 따르면 2012년 기

  세계 인 천식 유병률은 4.3%이며 2025년에는 

약 4억 명 이상으로 증가될 것으로 측된다.

심리  요인에 있어서 천식 환자는 증상의 악화 과

정에서 압박감을 느끼게 되고, 활동제한과 같은 일상생

활의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불안감과 스트 스를 겪게 

된다. 한, 조 되지 않는 천식 증상은 개인과 가족의 

생활에 향을 미쳐 사회  의 경제  손실과 개

인  의 우울 등의 심리  어려움을 느끼게 한다. 

우울증은 표 인 천식 연  정신질환으로 알려져 있

을 뿐 아니라 노인 천식 환자에게 일정 기간 이상 지속

하는 우울감이 많이 나타나며, 천식 질환을 속하게 

악화시키는 험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Program, 

2017; Jang et al., 2018; Lee, 2018). 이처럼 우울과 천식

의 계 연구는 만성질환이 가지는 특징  하나로의 

우울함에 하여 이루어져 왔으며 천식 질환의 발병

험요인으로써의 우울감에 한 연구는 부족하다. 스트

스는 천식 질환과 련된  다른 심리  요인으로 

천식과 스트 스 간의 연구에서 도시지역, 임  가구 

내 가족 스트 스등 여러 가지 사회  요인에 의한 스

트 스가 심해지면 천식 유병률이 증가됨이 보고되었

으나(Cho, 2015), 최근 성인천식과 스트 스에 한 연

구에서는 스트 스가 천식 질환 유병률에 있어 요한 

요인이 아니라고 보고됨에 따라(Yun, 2019), 스트 스 

등의 심리  요인들이 천식 발생 험도에 미치는 명

확한 계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생리  건강지표로 사용한 요산은 퓨린 사과정의 

마지막 산물로써 죽은 세포로부터 분비되는 험한 인

자로 알려져 있다. 최근 역학 조사연구에 따르면 청 

요산 농도는 사증후군  심  질환의 유병률과 

련이 있다고 보고되었고 염증성 질환과도 련이 있

다(Qin et al., 2014; Shin, 2017).  다른 생리  건강지

표  하나인 소 의 경우 청소년을 상으로 한 연

구에서 천식 질환이 있는 환자들의 소  수치 증가

와 염증성 지표인 IL-3, IL-6 등의 사이토카인의 증가, 

소 의 수치가 증가됨을 확인하고 련성을 입증해 

내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Lee et al., 2014; 

Wysokinski & Szczepocka, 2016). 만성 질환으로 인한 

활동이 제한되면 피로, 활동 감소, 식욕 부진  변경된 

수면 패턴 등을 포함한 병증 행동들이 나타나고 이는 

일반 인 병리·생리학 으로 연 되어 있으며 염증반

응 인자도 증가한다(Dantzer, 2004). 생리  건강지표 

내 표 인 염증반응 인자인 고감도 C-반응성 단백질

은 염증반응 단계에서 나타나는 비특이 인 성 단백

질로 Fujita et al. (2007)등은 알 르기 천식 환자에서 

호산구성 염증의 정도를 고감도 C-반응성 단백질의 수

치가 반 한다고 보고하 지만, 다른 연구에서는 고감

도 C-반응성 단백질의 농도가 증가하지 않는다고 보고

되고 있어 그 역할이 명확하지 않다(Olafsdottir et al., 

2005). 에 언 한 바와 같이 병리·생리학  건강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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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만성질환의 병증을 객 으로 반 하는 요인으로 

요성을 가진다.

부분의 천식 련 연구들은 자가 보고식 설문조사

들로 이루어져 왔으며, 객 인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생리  건강지표와 연 성을 확인한 연구는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 보건 통계 자료인 2017년 국민

건강 양조사를 이용하여 천식진단군과 비진단군의 심

리  요인  액검사의 생리  건강지표를 바탕으로 

천식에 향을 미치는 험요인을 악하고자 하 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상

본 연구는 한국 성인의 천식에 심리  요인과 생리  

건강 지표의 련성을 확인하기 해 ‘The Seventh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

vey’ 원시 자료를 이차 분석한 서술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의 상자는 성인이며, 보건복지부, 질병

리본부(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

tion)가 주 하여 시행한 ‘The Seventh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Ⅶ-3), 2017’ 자료를 이용하 다. 국민건강 양조사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의 표본 추출 틀은 표본설계 시 에서 가용한 

가장 최근 시 의 인구 주택 총 조사 자료를 사용하

고, 이를 통해 목표 모집단인 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세 이상 국민에 하여 표성 있는 표본을 추출할 

수 있도록 하 다. 2017년 조사구는 192개를 추출하

으며, 표본 조사구 내에서 양로원, 군 , 교도소 등의 

시설 는 외국인 가구 등을 제외한 가구  계통추출

법을 이용하여 23개 표본가구를 선정하 다. 본 연구

에 사용된 제7기 국민건강 양조사 2017년 체 상

자 수는 8127명이며, 성인(19세 이상) 5852명을 상으

로 하여, 본 연구의 자료로 분석하 다.

2.2. 측정방법
 

일반  특성(성별, 나이, 학력, 소득, 결혼상태, 활동

제한), 천식 련 특성(천식치료 여부), 천식 진단 여부 

문항으로 구성하 다.

인구사회학  요인에서 연령은 19~44세, 45~65세, 

65세 이상으로 구분하 다. 교육 수 은 졸이하, 

졸, 고졸, 졸이상으로 구분하 다. 결혼상태는 배우

자가 있거나 동거 인 상자를 유배우자, 별거, 이혼 

 사별한 상자를 무배우자, 미혼으로 구분하 다. 

소득수 은 소득오분  기 액을 기 으로 하, 하, 

, 상, 상으로 구분하 다.

천식 진단 여부는 “의사에게 천식이라고 진단받은 

이 있었습니까?”라는 문항으로 조사하 으며 “있다”

는 3.1%(181명), “없다”는 96.9%(5671명)로 나타났다.

 
2.2.1. 우울감

우울 수 은 “최근 1년 동안 연속 으로 2주 이상 

우울감을 느낀 이 있습니까?”라는 문항에 하여 , 

아니요로 조사하 다.

 
2.2.2. 스트 스

Stress 수 은 “평상시 스트 스를 얼마나 느끼고 있

습니까?”라는 문항에 하여 많이 느낀다, 조  느낀

다, 별로 느끼지 않는다는 것으로 조사하 다. 

 
2.2.3. 액분석

요산 측정은 Kinetic UV assay 검사방법으로, 크

아티닌 측정은 Jaffe rate-blanked and compensated 검사방

법으로 UREA/BUN(Roche/Germany)과 CREA(Roche/ 

Germany) 시약을 사용하 고 Hitachi Automatic Analyzer 

7600-210 (Hitachi / JAPAN)으로 분석하 다.

소 과 구 측정은 Hydrodynamic focusing DC 

detection 검사방법을 용하 으며, 백 구 측정은 Flow 

cytometry by using semiconductor laser 검사방법으로, 

헤모 로빈 측정은 SLS hemoglobin detection 검사방법

을 용하 으며, 시약은 Stromatolyser-FB, Sulfolyser, 

Cellclean Control, e-Check (Low/normal/high)(Sysmex/ 

Japan) 사용하 고, XN-9000(sysmex/Japan) 장비로 분

석하 다.

고감도 C-반응성 단백질(C-CRP)은 Immunoturbidimetry 

검사방법으로 시약은 Roche Cardiac C-Reactive Protein 

High Sensitive(Roche/Germany)를 사용하 고 Cobas 

(Roche/Germany) 장비로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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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4.0 program(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일반  특

성은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 편차를 구하 다. 천식

진단군과 비진단군의 일반  특성, 심리  요인, 생리

 건강지표의 차이는 t-test와 χ2-test로 분석하 고, 천

식 발병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일반  특성  심리

 요인, 생리  건강지표에서 유의하게 나타난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검증하 다. 

천식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고, 단변량 분석에서 유의수

 0.05 미만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

를 설명변수로 하 으며, 각 변수별 교차비(odds ratio)

와 95% 신뢰구간을 산출하 다.

 

2.4. 연구윤리

 

본 연구에서 사용한 The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는 통계법 제17조에 근거

한 정부지정통계(승인번호 제117002호)자료이며, 상

자에 한 개인정보가 식별할 수 없는 고유번호로 수

집되어 상자의 익명성  기 성이 보장되었으며, 

상자의 동의하에 2017년 연  조사(연 48주)하 다.

본 연구에서는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의 원시 자료 공개  리규정에 따라 연구자

가 자료 활용 승인을 받은 후에, 제공 받아 활용하 다.

3. 연구 결과
 

3.1. 천식진단군과 비진단군의 일반  특성

 

성별에서, 천식진단군에는 여자(56.4%)가 남자(43.6%) 

보다 많고, 비진단군에서도 여자(55.8%)가 남자(44.2%)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별에 따라 차이는 없

었다(χ2=0.25, p=0.874). 천식진단군에서 65세 이상

(39.2%)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나 비진단군에서는 45세 

이상 64세 이하(38.8%)에서 많이 나타나 그룹 간 연령에 

따른 차이가 나타남을 확인하 다(χ2=23.150, p< 

0.001). 학력에서 천식진단군은 졸이하(35.5%)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비진단군은 졸이상

(38.2%)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어 그룹 간 학력의 

차이가 나타났다(χ2=16.484, p<0.001). 

소득5분 에서, 천식진단군은 낮다(27.6%)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비진단군에서는 높다(23.5%)

로 나타나 그룹 간 소득의 차이가 있었다(χ2=19.883, 

p<0.001). 결혼 상태는 천식진단군에서 유배우자

(54.7%)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사별, 이혼(23.8%)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진단군에서도 유배우자 

(69.9%)의 수치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천식진단

군에 비해 사별, 이혼(13.2%)에서 비교  낮게 나타나 

차이를 보 다(χ2=22.446, p<0.001). 한, 활동제한 여

부에서 천식진단군은 ‘있다’가 18.8%이고, 비진단군의 

경우 ‘있다’가 8.8%로 나타나 신체 인 활동여부에 따

른 차이를 보 다(χ2=21.007, p<0.001). 천식치료에 

한 설문에서 ‘치료받지 않는다’의 비율이 천식진단군

에서 65.2%로 나타났다(Table 1).

 

3.2. 천식진단군과 비진단군의 심리  요인

 

건강에 한 인식에서, 천식진단군은 보통이다(53.4%), 

나쁘다(31.1%), 좋다(15.5%)로 나타났고, 비진단군은 보

통이다(55.9%), 좋다(27.9%), 나쁘다(16.2%)로 나타났

다. 한 천식진단군의 경우, 자신의 건강이 나쁘다고 인

식하는 비율이 비진단군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χ2= 

29.695, p<0.001).

2주 이상 연속 우울감여부에서 천식진단군은 느낀

다(20%), 느끼지 않는다(80%)로 나타났고, 비진단군은 

느낀다(12.3%), 느끼지 않는다(87.7%)로 나타나, 지속

인 우울감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를 보 다(χ2=9.422, 

p<0.02).

스트 스의 경우 천식진단군은 조  느낀다(50.3%), 

많이 느낀다(31.5%), 거의 느끼지 않는다(18.2%)로 나

타났고, 비진단군은 조  느낀다(56.4%), 많이 느낀다

(27.2%), 거의 느끼지 않는다(16.4%)로 나타났으나, 통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χ2=2.752, p=0.252)(Table 2). 

 

3.3. 천식진단군과 비진단군의 생리  건강지표

 

백 구(WBC) 수치에서 천식진단군(6.53 Thous/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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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y
Asthma-diagnosed 

group N (%)
Non-asthma 

group N (%)
χ 2

(p value) 

Gender
Male 79 (43.6) 2509 (44.2) 0.25

(0.874)Female 102 (56.4) 3162 (55.8)

Age 

≤19-44 67 (37.0) 2021 (35.6)
23.150

(<0.001)
45-64 43 (23.8) 2202 (38.8)

65+ 71 (39.2) 1448 (25.5)

Education

≤Elementary school 60 (35.5) 1181 (20.9)

16.484
(<0.001)

Middle school 14 ( 7.8) 574 (10.2)

High school 47 (26.3) 1732 (30.7)

≥College 58 (32.4) 2154 (38.2)

Income

Low 50 (27.6) 870 (15.4)

19.883
(<0.001)

Moderate low 27 (14.9) 1036 (18.3)

Moderate 32 (17.7) 1181 (20.9)

Moderate high 35 (19.3) 1238 (21.9)

High 37 (20.4) 1330 (23.5)

Marital status

Single 39 (21.5) 961 (17.0)
22.446

(<0.001)
Married 99 (54.7) 3960 (69.9)

Divorce and dye 43 (23.8) 748 (13.2)

Restriction of 
activities

Yes 34 (18.8) 499 ( 8.8) 21.007
(<0.001)No 147 (81.2) 5160 (91.2)

Statement of asthma 
care

Yes 63 (34.8)

No 118 (65.2)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Asthma-diagnosed and Non-Asthma groups 
(N=5852)

 

Variables Category
Asthma-diagnosed 

group N (%)
Non-asthma 

group N (%)
χ 2

(p value) 

Gnernal health awareness

Bad 50 (31.1) 883 (16.2)
29.695
(0.001)

Normal 86 (53.4) 3049 (55.9)

Good 25 (15.5) 1523 (27.9)

Depression during 2 
weeks

Yes 36 (20.0) 696 (12.3) 9.422
(0.002)No 144 (80.0) 4961 (87.7)

Stress

Much feel 57 (31.5) 1540 (27.2)
2.753

(0.252)
Feel a little 91 (50.3) 3201 (56.4)

Does not feel much 33 (18.2) 930 (16.4)

Table 2. Characteristics of Mental health in Asthma-Diagnosed and Non-asthma Groups 
(N=5852)

은 비진단군(6.16 Thous/uL)보다 높고(t=0.595, p= 0.440), 

구(RBC) 수치에서는 천식진단군(4.64 Mil/uL)과 비

진단군(4.63 Mil/uL)이 비슷한 양상을 보 으며(t=0.000 

p=0.994), 소 (PLT) 수치에서는 천식진단군(270.71 

Thous/uL)이 비진단군(256.12 Thous/ uL)보다 높은 것으

로 나타나 차이를 보 다(t=8.239, p<0.004).

헤모 로빈(Hb) 수치에서 천식진단군(14.04 g/dL)과 

비진단군(14.06 g/dL)이 비슷한 양상을 보 고(t=2.201, 

p=1.138), 고감도 C-반응성 단백질(C-CRP)에서 천식

진단군(1.67 mg/L)이 비진단군(1.16 mg/L)보다 유의미

하게 높아 차이를 보 다(t=24.999, p<0.001). 요산

(uric acid level)의 수치는 천식진단군(5.13 mg/dL)이 

비진단군(5.05 mg/dL)보다 유의미하게 높았고(t=7.454, 

p<0.004), 크 아틴(creatin)은 천식진단군(0.84 mg/dL)

과 비진단군(0.83 mg/dL)에서 유사하게 나타났다

(t=0.651, p=0.420) (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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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Asthma-diagnosed group Non-asthma group t (p value) 

WBC (Thous/uL)  6.53±1.760  6.16±1.762 0.595 (0.440)

RBC (Mil/uL)  4.64±0.561  4.63±0.496 0.000 (0.994)

PLT (Thous/uL) 270.71±61.759 256.12±67.857 8.239 (0.004)

Hb (hemoglobin) 14.04±1.710 14.06±1.595 2.201 (0.138)

C-CRP  1.67±2.255  1.16±1.694 24.999 (0.000)

Uric acid levels  5.13±1.509  5.05±1.362 7.454 (0.006)

Creatin  0.84±0.256  0.83±0.312 0.651 (0.420)

WBC: white blood cell, RBC: red blood cell, PLT: platelet, Hb: hemoglobin, C-CRP: C-reactive protein

Table 3. Characteristics of blood in Asthma-Diagnosed and Non-asthma Groups
(N=5852)

 

3.4. 천식 발생에 향을 미치는 요인

 

천식 발병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일반  특성  

심리  요인, 생리  건강지표에서 유의하게 나타난 변

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검증하

다. 구체 인 천식 발생 련 요인들의 분석결과는 

Table 4에 나타내었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천식 확률은 65세 이상에서는 

1.479배 (95%CI=1.052~2.079, p=0.024) 증가하 으며, 

천식 발생율의 학력 분포는 졸이상에 비해 졸 이

하는 1.887배 (95%CI=1.306~2.726, p<0.00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소득이 낮을수록 2.066배 

(95%CI=1.339~3.187, p<0.001) 천식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결혼 상태에서는 유배우자 동거에 비

해 미혼은 1.623배 (95%CI=1.113~2.367, p=0.012) 증가

하 으며, 무배우자(사별, 이혼)의 천식 확률은 2.299

배 (95%CI=1.1594~3.317, p<0.001) 증가하 다. 활동

제한이 없는 경우에 비해 활동제한이 있는 경우 천식 

확률은 2.392배 (95%CI=1.62~3.5121, p<0.001)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인지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인식할수록 천식 확

률은 3.450배 (95%CI=2.119~5.615, p<0.001)나 증가하

으며, 보통이라고 인식한 경우도 1.718배(95%CI= 

1.096~2.694, p=0.018) 천식 확률이 증가하 다. 2주간 

연속  우울감 여부에서 천식진단군은 느끼지 않는다

에 비해 느낀다의 경우 천식 확률은 1.782배 (95%CI= 

1.226~2.589, p=0.00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생리  건강지표인 고감도 C-반응성 단백질 

검사에서 비진단군에 비해 천식진단군의 천식 확률은 

1.116배 (95%CI=1.052~1.183, p<0.001) 증가함을 확인 

하 다(Table 4).

4. 논의
 

본 연구에서는 국민건강 양조사 7기(2017) 자료를 

이용하여 의사로부터 천식 진단을 받은 이 있는 상

자의 자가 건강인지도, 스트 스, 2주 연속 우울 등의 심

리  요인과 액검사를 통한 생리  건강지표들의 객

 자료를 비교하고 련 험요인들을 분석하 다.

일반 인 특성  연령에서 65세 이상의 상자가 높

은 천식발생을 보 으며, 이는 2000년   우리나라 역

학조사 결과, 천식 유병률은 20 ~45세 사이의 12.8%, 

46~64세에서 14.6 %, 65세 이상에서 23.6 % 비율을 차

지하고 있으며(Oh, 2008), 65세 이상은 9,266명이고 청

소년은 2,026명 유발되어 노령인구에서 높게 발생한다

는 연구결과와 유사하다(Choi et al., 2014). 한, 교육 

수 이 낮을수록 그리고 소득 수 이 낮을수록 천식 

유병률이 높아지는 양상을 보여 이  연구와 일치하

다(Lee & Lee, 2019). 본 연구에서는 천식진단군의 경

우 활동제한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질환으로 

인한 활동제약 시 건강할 때 보다 2배 이상 일상 활동

의 제한을 겪게 된다는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Forster 

& Young, 1995).

심리  측면에서 상자의 주  건강상태 인지도

는 자신의 신체  정신  상태를 포 하여 나타내며, 

본 연구에서 천식진단군은 주  자가인지 건강상태

가 나쁘다고 인지하고 있었다. 이는 천식이 지속 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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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Category  OR (95% CI) p value

Age
19-44 (referent)

45-64 0.589 (0.400-0.868) 0.007

65+ 1.479 (1.052-2.079) 0.024

Edycation
≥ College (referent)

≤Elementary school 1.887 (1.306-2.726) 0.001

Middle school graduate 0.906 (0.502-1.635) 0.743

High school graduate 1.008 (0.682-1.488) 0.969

Income
High (referent)

Low 2.066 (1.339-3.187) 0.001

Moderate low 0.937 (0.567-1.549) 0.799

Moderate 0.974 (0.603-1.573) 0.914

Moderate high 1.016(0.636-1.624) 0.946

Marital status
Married (referent)

Single 1.623 (1.113-2.367) 0.012

Divorce and dye 2.299 (1.1594-3.317)) 0.001

Restriction of activities
No (referent)

Yes 2.392 (1.62-3.512) 0.001

Gnernal health awareness
Good (referent)

Normal 1.718 (1.096-2.694) 0.018

Bad 3.450 (2.119-5.615) 0.001

Depression during 2 weeks 
No (referent)

Yes 1.782(1.226-2.589) 0.002

C-CRP
Non-asthma group (referent)

1.116(1.052-1.183) 0.001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s, C-CRP: C-reactive protein

Table 4. The Factors Associated with Asthma
(N=5852)

반복 인 증상으로 인해 고통을 겪게 하는 만성  질

환이므로 상자들이 자신의 건강에 해 심리 으로 

부정 인 인식을 갖게 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는 천식 환자의 삶의 질이 낮은 이유로 천식환자

들의 연령과 주  건강상태  활동제한이라고 보고

한 이  연구와 유사하다(Jo & Lee, 2019). 우울감에 

있어서 천식진단군이 유의미 하게 높은 양상을 보이는 

결과는 부분의 연구들에서 만성질환을 가진 상자

들이 우울감을 느끼는 비율이 높고, 성인을 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천식환자들의 우울발생이 높다는 연

구결과와 유사하다(Scott, 2007; Han & Kim, 2019; 

Yun, 2019). 하지만 본 연구에서 분석한 우울감 항목은 

이  연구들의 우울증이 있다·없다가 아닌 최근 2주간

으로 기간을 특정하여 재 진행형의 우울감을 확인한 

것에 의의가 있다.  다른 심리요인인 스트 스에서는 

천식진단군과 비진단군 사이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

며, 이는 스트 스가 천식 련 요인이 아니라고 보고한 

이  연구와 일치함을 보 다(Yun, 2019).

국민건강 양조사의 생리  건강지표인 액검사자

료  요산 수치는 천식진단군에서 유의미하게 증

가하는 양상을 보 으며, Kool 등(2011)이 액 내 요

산 수치는 천식환자에서 높게 나타나고 증상이 심할수

록 요산 수치도 증가한다고 보고한 연구결과와 유사하

다. 한, 본 연구에서는 소 의 수치가 천식진단군

에서 유의미하게 증가함을 확인하 으며, 소 이 천

식을 포함하는 폐질환등에 요한 역할을 하고 유의미

하게 소  수치가 증가하 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

다(Nacaroglu et al., 2016). 고감도 C-반응성 단백질이 

천식진단군에서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양상이 찰되

었으며, 이는 성인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신 염증

을 반 하는 척도인 고감도 C-반응성 단백질이 천식질

환의 심각성 정도와 연 이 있다고 한 연구결과와 일

치한다(Kilic et al., 2012). 따라서 본 연구의 천식 발생 

유병률을 증가시키는 생리  건강지표인자들   

요산, 소 , 그리고 고감도 C-반응성 단백질들이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향후 천식진단 

환자들의 생리  건강지표요인들과 천식환자의 심리

 요인들의 상 계에 한 세분화된 추가연구가 필

요하다고 단된다. 

본 연구의 천식 발생 련 험요인으로 나타난 인

구사회학  특성은 연령, 결혼 상태, 교육, 소득 등으로 

확인되었다. 특이 연령에 있어서 65세 이상에서 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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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이 증가하 으며 이는 65세 이상의 고령 집단들이 

면역력 하와 여러 가지 만성 질환이 동반되는 일반

 특성을 가진 민감한 계층이기 때문이다(Yun, 2019). 

본 연구결과 교육수 과 소득수 은 천식 련 험요

인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교육과 소득이 낮을수록 천

식의 유병률이 높다는 이  연구와 유사하다(Lee & 

Lee, 2019). 하지만 교육과 소득수 은 천식과 계는 

있으나 련 요인은 아니라고 보고한 연구 결과와는 

차이를 보여(Yun, 2019) 이후 연구에서는 세분화된 항

목으로 인과 계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의 결혼 상태의 분석결과 미혼과 무배우자(이혼이

나 사별)일 경우 유배우자보다 천식 유병률이 증가하

다. 이는 Lee (2018)의 연구결과 성인의 알 르기 비

염 련 요인에 한 연구에서 결혼여부에서 기혼이 

미혼보다 알 르기 비염이 1.41배 증가한다는 연구결

과와는 차이를 보여 보다 다양한 환경  요인을 고려

한 인구사회학  요인을 포함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자신의 건강이 나쁘다고 인지할수록 천식 확률이 증

가되는 험요인으로 확인되어 천식유무에 따른 삶의 

질 련 연구에서 주  건강상태가 요한 천식발생 

험변수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게 본 연구에서도 

상자의 심리  련 특성인 자가 건강인지도  우울

은 천식발생 험을 높이는 련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Jo & Lee, 2019). 천식진단군에서 우울감이 있는 사람

은 천식발생 확률이 1.78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우울증이 있는 환자에서 성인천식 발생 험이 

1.26배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보다 높으나(Brunner et 

al., 2014), 성인의 천식 련 요인에 한 연구에서 우울

증은 천식발생 험도가 2.26배 증가한다는 연구결과

보다는 낮게 나타났다(Yun, 2019). 이는 본 연구에 사

용된 우울감에 한 문항이 최근 2주 연속 우울감 여부

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되었으며 천식환자의 

진행형 심리상태를 반 한 결과이기 때문으로 생각된

다. 생리  건강지표에 있어 고감도 C-반응성 단백질

의 수치는 천식 유병률을 높이는 험요인으로 나타났

으며, 천식환자에서 청 고감도 C-반응성 단백질 농

도가 증가하여 기 지 수축이 더욱 증가한다는 이  

연구결과와 유사하다(Zietkowski et al., 2010). 앞으로 

이러한 액검사 결과에 근거한 연구를 합하여 질환

에 한 인구사회학  연 성만을 분석하는 것보다 좀 

더 통합 이고 객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 은 횡단연구 설계를 이용하

여 천식과 심리  요인  생리  건강지표를 통한 

험인자를 확인하 으나 인과 계를 악하기에는 여

러 사회심리학  제한이 있다. 한, 건강 양조사의 

천식 진단여부 문항은 과거를 포함하여 재까지 천식 

진단 여부에 한 답변이므로 완치된 경우가 락되었

을 가능성이 있으며, 우울감에서 측정한 재 상태 (최

근 2주 연속)와 천식의 진행 정도, 고통 등에 한 보고

가 동반되어야 하지만 본 연구는 국민건강 양조사의 

2차 자료를 활용함에 따른 연구의 제한 이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자가 보고형 설문지로 천식질환

에 한 험요인들을 보고한 기존 연구들과는 달리 

객 화된 액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생리  건강지

표들을 확인한 것에 의의가 있다. 따라서 천식질환 

리에 있어서 일반  특성뿐만 아니라 생리  건강지표

와 심리  요인을 고려하여 성인뿐만 아니라 고령층에

서의 천식 질환 건강 리 로그램 개발에 한 연구

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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