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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의 천식 자가관리 지식과 실천의 관계
김선수, 권인수
경상대학교 간호대학

Knowledge and Practice in Self-Management on Asthma of School-Aged
Children with Asthma
Seon Su Kim, In Soo Kwon
College of Nursing,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Jinju, Korea

Purpose: This study was done to identify the level of knowledge and practice of self-management on asthma of school-aged children and to
provide data for the development of an intervention program to improve self-management on asthma. Methods: The participants were 100
school-aged children who were treated currently for asthma in J city located in G province. Data were collected from 25th August to 30th October 2014. Results: The mean scores were 14.37 of 20 for self-management knowledge (percentage of correct answer 71.9%), 21.65 of 30 for selfmanagement practice.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knowledge according to grade, diagnosed age, food allergy, education on asthma
and hardship in school life, and in practice according to gender and economic status, hardship in school life and experience of first-aid on
asthma. There were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knowledge and practice. Conclusion: Results indicate that school-aged children’ knowledge
and practice in self-management of asthma were not sufficient enough to perform accurate management of asthma. Therefore, to improve selfmanagement ability of school-aged children to manage effectively asthma, educational strategies that focus on increasing knowledge need to be
develo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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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이 초래되어 성인기로 이행되는 위험이 있다[2].
국민 영양 조사에 따르면 소아청소년의 경우에 천식의 유병률은
2000년 9.1%, 2007년 6.1%, 2011년 6.4%로[3] 천식 유병률은 지속적으로

천식은 아동기의 가장 흔한 만성 염증성 기도질환으로, 기도의 만성

증가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학령기 아동에게 천식은 이로 인한 잦

염증에 의한 기도 과민성의 증가(airways hyperresponsiveness)로 인한

은 결석으로 학교 수업에 지장을 주고, 천식 증상이나 투약 중인 약물

가역적인 기도폐쇄를 특징으로 한다[1]. 특히 아동기의 천식은 정확한

이 학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운동에 의해서 천식 증상이 유발되

치료 및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불가역적인 기도 변형

는 경우가 흔하므로 체육 시간이나 친구들과의 놀이과정에 제약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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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 있다[2]. 또한 천식 증상이 심해지면 활동 제한과 병원 입원, 학교
결석이 잦아지며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기능에 제한을 줄 뿐

TEL +82-55-772-8236 FAX +82-55-772-8209 E-MAIL iskwon@gnu.ac.kr

만 아니라 이러한 문제들이 천식아동을 더욱 위축되게 하고 친구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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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계도 악화되거나 주위환경으로부터 소외되어 주변 환경에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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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을 어렵게 할 수 있다[4]. 뿐만 아니라 보호자에게는 신체 활동, 정신
적, 경제적인 영향을 미쳐 결국 이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게 되고[5],
삶의 질이 낮으면 아동과 보호자의 천식 치료에 대한 순응을 저하시
켜 천식 치료 실패의 주된 원인이 된다[6].
천식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다가도 갑작스레 악화되거나 재발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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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치료와 관리를 적절하게

식환자에게 게임을 통한 천식 교육법의 유용성[19], 천식 관리 프로그

하면 조절이 가능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 천식 발작과 같은 위험

램이 학령전기 아동의 천식 치료 적응에 미치는 효과[20] 등으로 중재

한 상태를 피할 수 있다[7]. 따라서 이러한 재발, 발작과 같은 위험 상태

교육의 효과를 검증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선행연구 중 Choi 등[18]

를 예방하기 위해 천식아동은 스스로 자신의 질병을 정확히 이해하고

과 Hong 등[19]의 연구에서는 천식에 대한 지식이 천식이라는 질병 자

부모와 의료인의 도움을 받아 자가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체에 대한 이해에 집중되어 천식 발작 대처 방법과 전반적인 천식 관

할 필요가 있다.

리를 위한 지식을 측정하는 데는 제한점이 있고, Yim[20]의 연구는 학

자가관리는 자가 간호와 유사한 의미로 전문가의 협조를 받으면서

령전기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Yoon[17]의 연구는 중등도의 지속성

자기 자신이 생각하고 판단해서 자신의 건강 문제에 맞서는 것으로[8],

천식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천식 자가간호 행위만을 측정하였다. 이러

개인 또는 가족이 건강증진, 질병예방, 만성질병 관리를 위하여 의료서

한 선행 연구를 볼 때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천식교육이 천식

비스의 이용 및 의료인과의 상호작용, 질병에 대한 평가, 자가 증상 관

에 대한 지식을 향상시킨 결과를 보인 중재 연구는 시행되었으나, 측정

리, 투약 등을 통해 예방적 및 치료적 건강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

한 지식이 천식에 대한 이해와 천식의 자가관리에 필요한 포괄적인 내

한다[9].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질병과정에서 자가관리를 제대로 수행하

용을 모두 포함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고, 실천은 천식에 대한 투약과

면 삶의 질을 증진시킬 수 있고, 적극적인 건강행위를 통해 질병에 대

관련된 자가간호에 제한되어 있어서 천식을 자가관리 하는 데 필요한

한 적응수준을 높임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보다 건강한 삶을 성취할

지식과 자가관리 실천 정도를 보다 포괄적으로 측정할 필요가 있다고

수 있게 될 것이다.

본다. 또한 천식관리를 위한 지식이 천식의 자가관리 실천과 관련성이

학령기 아동은 만 6세부터 12세까지로, 새로운 지식을 얻는 데 주저
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알고 싶어 하며 배우려고 하는 시기로, 자신의

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추후 천식 자가관리 실천을 증진시킬 수 있는
중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건강상태를 지각하고 건강행위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배우고 행

이에 본 연구는 학령기 천식아동의 천식 자가관리 지식과 실천 정

동하는 시기이다[10]. Orem[11] 또한 아동도 성장해감에 따라 자기 간호

도를 파악하고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함으로써 학령기 천식

에 대한 책임감을 배우며 자가간호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 따

아동의 자가관리를 증진시킬 수 있는 간호 중재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라서 천식을 앓고 있는 학령기 아동은 자신에게 필요한 자가간호 행위

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며[12], 자가관리를 함으로써 천식이 잘 조절되
면 정상 아동과 같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천식으로
인한 결석, 응급실 방문, 입원 횟수를 줄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13].
천식은 임상적 양상이 아동마다 다르게 나타나며,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치료 지침이 모든 상황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학령기 천식아동의 천식 자가관리 지식과 실천 정
도 및 이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
은 다음과 같다.

에 적용되기 어려우며[14], 특히 학령기 아동의 경우 대부분의 시간을

1) 학령기 천식아동의 천식 자가관리 지식 정도를 파악한다.

학교나 학원 등 외부에서 보내기 때문에 투약관리 등의 어려움이 있으

2) 학령기 천식아동의 천식 자가관리 실천 정도를 파악한다.

므로[2], 부모가 중심이 된 질병 관리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3) 학령기 천식아동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천식 자가관리 지식과 실

천식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동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자신의 질병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자가관리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천식이라는 질병

천 정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4) 학령기 천식아동의 천식 자가관리 지식과 실천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에 대한 이해와 응급상황 시 대처법 등 올바른 관리 방법을 정확하게 알
고 있어야 하며[15], 이를 실천하는 행동의 변화가 있을 때 건강상태를 호

용어의 정의

전시키고 최종적으로 삶의 질의 호전을 가져 올 수 있다[16]. 따라서 천식

천식 자가관리 지식

아동의 삶의 질을 증진시킬 수 있는 중재를 위해서는 천식아동이 천식

자가관리는 자신의 생명, 건강, 안녕을 유지 및 증진하기 위하여 시

에 대한 올바른 자가관리 지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얼마나

도하고 수행하는 행위[11]로, 천식 자가관리 지식이란 천식을 가지고

실천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있는 사람이 자신의 생명, 건강, 안녕을 유지 및 증진하기 위하여 아동

국내에서 수행된 천식아동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천

스스로가 알아야 할 천식에 대한 이해, 천식 유발·악화요인 회피, 천식

식아동의 자가간호 행위 증진을 위한 천식캠프 프로그램의 효과[17],

발작 예방과 관리에 대한 지식을 연구자가 개발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

천식 교육을 위한 가족용 보드 게임의 개발 및 교육 효과[18], 소아 천

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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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타당도 확보를 위해 소아청소년과 의사 1인, 아동간호학 교수 2

천식 자가관리 실천

천식 자가관리 실천은 천식의 자가관리를 위해 아동 스스로가 알고

인에게 내용 검정을 받아 모두 타당한 문항으로 확인받았고, 초등학교

있는 바를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연구자가 개발한 천식 자가

천식 아동 6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어휘 및 내용의 난이

관리 실천 척도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도, 응답 용이성, 수정이 필요한 부분 등을 검토 받은 결과 수정내용이
없었다. 척도는 정오형으로, 각 문항에 대해 맞으면 ‘O’, 틀리면 ‘X’, 모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르면 ‘모르겠다’에 표기하도록 되어 있고, 정답은 1점, 오답과 모르겠다
는 0점으로 배점하여 점수의 범위는 0점에서 2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
록 천식 자가관리 지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학령기 천식아동의 천식 자가관리 지식과 자가관리 실천
정도 및 이 두 변수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천식 자가관리 실천 측정도구

천식 자가관리 실천 측정도구는 최종 선정된 지식 측정도구의 문항

연구 대상

중 천식에 대한 이해 영역의 7문항과 천식 발작 예방과 관리 영역의 ‘쌕

본 연구의 대상은 경상남도 J시에 거주하는 천식을 진단받은 초등

쌕거리는 숨소리, 기침이 심해지면 천식 발작이 일어나는 것이다’, ‘약

학생 중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아동으로,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다음

한 천식 발작이 있을 때 따뜻한 물을 마시면 도움이 된다’의 2문항, 천

과 같다.

식 유발·악화요인 회피 영역의 ‘천식이 있으면 밖에서 활동할 때 마스

첫째, 현재 호흡기 내과, 소아청소년과 외래를 통해 천식 치료를
받고 있는 아동

크를 쓰면 도움이 된다’ 1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문항을 실천 가능한
행동용어로 바꾸어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실천 척도의 문항을 지식

둘째, 보호자와 함께 본 연구의 목적에 동의하고 서명을 한 아동

문항에 근거한 것은 아동이 실제로 알고 있는 것을 그대로 실천하는지

셋째, 연구의 내용을 이해하고 설문 작성이 가능한 학령기 천식 아동

를 파악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내용 타당도는 천식 자가관리 지식

대상자 수는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05, 검정력

측정도구의 내용타당도 검증과 동일한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검증을

.80, 효과크기 .25로 하였을 때 필요한 최소한의 표본 수는 95명이었으나,

받았다. 초등학교 천식 아동 6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어

탈락률 10%를 감안하여 105부를 배부하였고, 최종 102부가 회수되었으

휘 및 내용의 난이도, 응답 용이성, 수정이 필요한 부분 등을 검토 받

나 응답이 불성실한 2부를 제외한 100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은 결과 수정 내용이 없었다. 최종적으로 개발된 천식 자가관리 실천
측정도구는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연구 도구

개발된 척도는 3점 Likert 척도로, 각 문항에 대해 ‘항상 한다’는 3,

천식 자가관리 지식 측정도구

천식 자가관리 지식 측정도구는 연구자가 천식 아동이 자가관리를
위해 알아야 할 내용을 포함하여 문헌 고찰을 통해 개발하였다.

‘가끔 한다’는 2, ‘전혀 안 한다’는 1에 표기하도록 되어있다. 점수의 범
위는 10점에서 3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가관리 실천 정도가 높
음을 의미한다. 측정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608이었다.

먼저, 천식에 대한 문헌[1,21,22]과 선행 연구[17,18]의 고찰을 통해 아
동이 천식을 스스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지식의 내용을 수집한 다음

자료수집 방법

유사한 내용끼리 분류하여 천식에 대한 이해, 투약관리, 천식 유발·악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14년 8월 25일부터 10월 30일까지 초등학

화요인 회피, 조기징후 인식, 천식 발작 관리, 천식에 대한 타인과의 의

교와 소아청소년과 외래에서 실시하였다. 초등학교에서의 자료 수집은

사소통의 6개 영역 총 56문항의 예비도구를 작성하였다. 전체 문항 중

J시에 소재하는 학교 중 편의표집하여 학교장과 보건교사에게 연구계

일부 문항은 응답자의 반응 편중을 방지하기 위해 부정문항으로 작성

획서와 설문지를 제출하여 자료수집에 대한 승인을 받고, 보건교사에

하였다. 아동간호학을 전공하는 박사과정 4인을 포함한 대학원생 7인

게 자료수집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한 후, 보건교사에게 자료 수집을 의

과 아동간호학 교수와의 주 1회 3차례의 검토회의를 통해 반복되거나

뢰하였다. 보건교사는 천식 치료를 받고 있는 학령기 아동의 학부모에

유사한 문항을 통합하고 초등학교 전 학년의 아동이 연구 대상임을

게 연구의 목적과 질문지의 내용 및 동의서를 아동을 통해 가정으로

고려하여 저학년 아동도 이해할 수 있는 내용과 용어를 선정하여 최

배부하여 보호자와 아동에게 동의를 받은 후 학교 보건실에서 아동이

종 2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하위영역 또한 3개 영역으로 통합 축소하

직접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고 바로 회수하였다. 또한 소아청소년과

였다. 그 결과 최종도구는 천식에 대한 이해 7문항, 천식 유발·악화요인

외래에서의 자료수집을 위해 연구자가 J시의 G 대학병원, J병원 병원

회피 8문항, 천식 발작 예방과 관리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장에게 연구계획서와 설문지를 제출하여 자료수집에 대한 승인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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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후, 호흡기내과, 소아청소년과 외래를 내원한 천식 아동과 보호자에

Table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게 연구의 목적과 설문지 응답 방법을 설명하고, 연구에 대한 동의를

Variable

얻은 다음, 설문지를 배부하여 그 자리에서 작성하게 하여 바로 회수

Gender

하였다. 실천 척도의 응답 과정에서 지식 문항의 응답 내용을 수정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지식 척도를 실천 척도의 앞 장에 배치하고, 앞
장으로 되돌아가 지식 문항의 응답을 수정하지 않도록 하였다.
윤리적 고려

피험자가 자신을 보호할 권리를 존중하며 피험자의 개인에 대한 비
밀을 철저히 보호할 것을 설명하였으며, 자료수집 시 연구의 목적을 이
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또한 대상자가 아동임을 감안하여 자료수집에 앞서 보호자의 서면 동
의서를 받았다.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개인의 비밀유지와 익명성을 보장하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참
여를 중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설명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자가 소속된 G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
다(GIRB-A14-Y-0024).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window program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
며, 구체적인 통계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2) 대상자의 천식 자가관리 지식은 정답률과 평균점수로 분석하였다.
3) 대상자의 천식 자가관리 실천은 평균,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천식 자가관리 지식과 실천 정도의

Category

Male
Female
Grade
1-3th
4-6th
Mother’s education level
≤ High-school
≥ College
Mother’s job
Have
None
Economic status
High
Middle
Low
Academic achievement
High
Middle
Low
Time on asthma diagnosis (year) ≤ 6
7-8
9-13
Duration of asthma (year)
1-2
3-4
≥5
Experience of first aid on asthma Have
None
Food allergy
Have
None
Do not know
Disturbance of schoolwork
Have
None
Education on asthma
Have
None
Regular medication
Have
None


n

(%)

46
54
48
52
22
78
59
41
24
72
4
32
61
7
44
25
31
39
39
22
20
80
25
63
12
32
68
19
81
22
78

46.0
54.0
48.0
52.0
22.0
78.0
59.0
41.0
24.0
72.0
4.0
32.0
61.0
7.0
44.0
35.0
31.0
39.0
39.0
22.0
20.0
80.0
25.0
63.0
12.0
32.0
68.0
19.0
81.0
22.0
78.0

(N=100)
M ± SD

7.29± 2.58

3.35± 1.90

차이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다. ANOVA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한 결과는 Schéffe test로 사후검정하였다.
5) 천식에 대한 자가관리 지식과 자가관리 실천 정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이는 평균 7.29세였으며, 6세 이전이 44명(44.0%)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9-13세 31명(31.0%), 7-8세 25명(25.0%) 순이었다. 질병 경과기간
은 평균 3.35년이었으며, 1-2년과 3-4년이 각각 39명(39.0%)으로 가장 많
았다. 최근 1년간 천식 응급처치 경험이 없는 경우가 80명(80.0%)으로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경험이 있는 경우 20명(20.0%)보다 많았고, 식품 알레르기가 없는 경우
가 63명(63.0%)으로 가장 많았다. 학교생활 장애가 없는 경우가 68명
(68.0%)으로 장애가 있는 경우 32명(32.0%)보다 많았고, 천식교육 경험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은

이 없는 경우가 81명(81.0%)으로 교육경험이 있는 경우 19명(19.0%)보다

여학생이 54명(54.0%)으로 남학생 46명(46.0%)보다 많았고, 학년은 4-6

많았으며, 규칙적인 복용 약물이 없는 경우가 78명(78.0%)으로 있는 경

학년이 52명(52.0%)으로 1-3학년 48명(48.0%)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

우 22명(22.0%)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 어머니의 교육 정도는 대졸 이상이 78명(78.0%)으로 고졸 이하 22명
(22.0%)보다 많았고, 어머니의 직업이 있는 경우가 59명(59.0%)으로 직

천식에 대한 자가관리 지식

업이 없는 경우 41명(41.0%)보다 많았다. 대상자가 지각하는 경제 상태

대상자의 천식에 대한 자가관리 지식은 Table 2와 같다. 천식에 대한

는 ‘중’인 경우가 72명(72.0%)으로 가장 많았고, 대상자가 지각하는 성

자가관리 지식은 총 20점 중 평균 14.37± 2.11점, 평균 정답률 71.9%로

적은 ‘중’인 경우가 61명(61.0%)으로 가장 많았다. 천식을 진단 받은 나

나타났다. 하위영역별 정답률은 천식에 대한 이해 영역이 72.6%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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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Knowledge in Self Management of Asthma
Domain



(N=100)
Rate of correct
answers (%)

Order

Items

Understanding about asthma

1
2
3
4
5
6
7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asthma
attack

1
2
3
4
5

Avoidance of worsening factors or triggering asthma

1
2
3

When you have asthma, you don’t recover from a cold easily and it continues for a long time.
Asthma is a contagious disease.
If asthma is treated properly, you can lead a healthy life.
If asthma is well-regulated, you can participate in physical education (PE) classes.
When you have asthma, you wheeze when you breathe after exercise.
Asthma is a disease caused by allergies.
When you have asthma, you get tired frequently.
Subtotal
When coughing and wheezing get worse, you have to get some rest.
When you wheeze in a physical education class, you have to say that you need some rest.
When coughing and wheezing get worse, you are having an asthma attack.
When you have a weak asthma attack, drinking warm water is helpful.
When the symptoms are disappeared after an asthma attack, you may stop taking the asthma
medicine.
Subtotal
It is good to avoid cigarette smoke when you have asthma.
It is good to avoid dust mites when you have asthma.
Itis helpful to wear a face mask for outside activities when you have asthma (to avoid sandy dust
or anther dust).
It is good to keep pet animals when you have asthma.
When you have asthma, you have to avoid all the outdoor activities.
Milk, eggs, peanuts and chocolate are good for asthma.
When you run outside in the cold weather, it can cause you asthma.
When you have asthma, you should not laugh, cry or get angry in an excessive way
Subtotal
Total

4
5
6
7
8

87.0
84.0
82.0
82.0
71.0
54.0
48.0
72.6
96.0
95.0
63.0
53.0
46.0
70.6
98.0
96.0
91.0
84.0
78.0
62.0
47.0
20.0
72.0
71.9

장 높았고, 그 다음은 천식 유발·악화요인 회피 영역으로 72.0%였으며,

균평점은 3점 중 2.17±.28점으로 나타났다. 문항별 평균평점을 보면,

천식 발작 예방과 관리 영역이 70.6%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점수가 높은 문항은 ‘나는 담배 연기를 피한다’가 2.65점으로 가장 높

문항별로 보면 정답률이 90% 이상으로 높은 문항이 5문항이었고,

았고, 그 다음은 ‘나는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외출 후에는 손을 깨끗이

그 중 ‘천식에는 담배 연기를 피하는 것이 좋다’가 98.0%로 가장 높았

씻는다’로 2.61점이었고, ‘나는 매연, 먼지가 많은 곳을 피한다’가 2.48

으며, 그 다음은 ‘천식에는 집먼지 진드기를 피하는 것이 좋다’로

점이었으며, ‘나는 엄마가 말하는 대로 약을 잘 먹는다’로 2.39점 순으

96.0%였고, ‘기침, 쌕쌕거리는 숨소리가 심해지면 쉬어야 한다’도 96.0%

로 나타났다. 점수가 낮은 문항은 ‘나는 심하게 웃거나, 울거나 또는 화

였으며, ‘체육시간에 쌕쌕거리는 숨소리가 나면 쉬겠다고 선생님께 말

내지 않도록 조심한다’가 1.51점으로 가장 낮았고, 그 다음은 ‘나는 천

해야 한다’가 95.0%였으며, ‘천식이 있으면 밖에서 활동할 때 마스크를

식 증상을 일으키는 우유, 계란, 땅콩, 초콜릿을 먹지 않도록 한다’가

쓰면 도움이 된다’로 91.0%의 순으로 나타났다.

1.57점이었고, ‘나는 천식 증상을 일으키는 강아지, 고양이를 피한다’가

정답률이 낮은 문항은 ‘천식이 있으면 심하게 웃거나, 울거나 또는
화를 내지 않아야 한다’가 20.0%로 가장 낮았고, 그 다음은 ‘천식 발작

1.87점이었으며, ‘나는 추운 날씨에 밖에서 뛰어 놀거나 운동을 하지 않
는다’로 1.89점 순으로 나타났다.

후에 증상이 사라지면 천식 약물을 중단해도 된다’로 46.0%였고, ‘추
운 날씨에 밖에서 달리기를 하면 천식을 일으킬 수 있다’가 47.0%였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천식 자가관리 지식과 실천 정도의

며, ‘천식이 있으면 자주 피곤해진다’로 48.0% 순으로 나타났다.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천식 자가관리 지식과 실천 정도의

천식에 대한 자가관리 실천

차이는 Table 4와 같다. 천식 자가관리 지식 정도는 학년, 천식 진단나

대상자의 천식 자가관리 실천 정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이, 식품 알레르기 유무, 천식교육 경험 유무, 학교생활 장애 유무에 따

천식에 대한 자가 관리 실천 정도는 총 30점 중 평균 21.65 ± 2.75점, 평

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라서는 4-6학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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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11±.71점으로 1-3학년 13.35± 2.04점보다 높았고(t= -5.209, p <.001),

과 7-8세 14.20 ±1.94점보다 높았으며(t= 8.797, p <.001), Scheffe 비교검

천식 진단나이는 9-13세가 15.55 ±1.67점으로 6세 이전 13.64 ± 2.15점

증을 한 결과, 9-13세가 7-8세, 6세 이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
품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는 15.04 ± 2.07점으로 모르는 경우 15.25 ±

Table 3. Practice in Self Management of Asthma



(N=100)

1.91점과 없는 경우 13.94 ± 2.06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t =3.856,

Items

M ±SD

p =.024), Schéffe 비교검정을 한 결과, 식품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모르

I avoid cigarette smoke.
I wash my hands clean after coming back home to
prevent from catching a cold.
I avoid places with pollution or dust.
I take medication as my Mom told me to.
When I wheeze in a physical education class,
I talk to my teacher to get some rest.
When I cough or wheeze, I stop what I was doing and
get some rest.
I don’t go out in the cold weather to play or exercise.
I avoid dogs and cats.
I am careful not to eat milk, eggs, peanuts or chocolate.
I am careful not to laugh, cry or get angry in an excessive way.
Total
Item Mean ±SD

2.65±0.52
2.61±0.53

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교생활에 장애가 있는 경우

2.48±0.59
2.39±0.58
2.39±0.67

고(t=2.636, p =.007), 천식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는 15.53 ±1.47점으로

2.29±0.61

경제 상태, 성적, 질병 기간, 천식응급처치 경험 유무, 규칙적인 복용 약

1.89±0.57
1.87±0.58
1.57±0.61
1.51±0.59
21.65± 2.75
2.17±0.28

가 15.16 ±1.74점으로 장애가 없는 경우 14.00 ± 2.17점보다 높게 나타났
없는 경우 14.10 ± 2.15점보다 높게 나타났다(t=2.745, p =.007). 천식에
대한 자가관리 지식 정도는 성별, 어머니의 교육 정도, 어머니의 직업,
물 유무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천식 자가관리 실천 정도는 성별, 경제 상태, 천식응급처치 경험 유
무, 학교생활 장애 유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은 22.39 ± 2.54점으로 남학생
20.78± 2.76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t= -3.024, p =.003), 경제 상태

Table 4. Knowledge, Practice in Self Management of Asthma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Variable

Category

n

Gender

Male
Female
1-3th
4-6th
≤High school
≥College
Have
None
High
≤Middle
High
≤Middle
≤6b
7-8b
9-13a
1-2
3-4
≥5
Have
None
Havea
Noneb
Do not knowa
Have
None
Have
None
Have
None

46
54
48
52
22
78
59
41
24
76
32
68
44
25
31
39
39
22
20
80
25
63
12
32
68
19
81
22
78

Grade
Mothers education level
Mothers job
Economic status
Academic achievement
Time on asthma diagnosis (year)

Duration of asthma (year)

Experience of first aid on asthma
Food allergy

Disturbance of schoolwork
Education on asthma
Regular medication

Knowledge in self management

(N=100)
Practice in self management

M± SD

t or F (p)

M± SD

t or F (p)

14.02± 2.25
14.67± 1.95
13.35± 2.04
15.31± 1.71
14.05± 1.81
14.46± 2.18
14.08± 2.14
14.78± 2.01
14.79± 2.13
14.24± 2.10
14.53± 1.78
14.29± 2.25
13.64± 2.15
14.20± 1.94
15.55± 1.67
14.31± 2.45
14.46± 1.71
14.32± 2.17
15.00± 2.15
14.21± 2.08
15.04± 2.07
13.94± 2.06
15.25± 1.91
15.16± 1.74
14.00± 2.17
15.53± 1.47
14.10± 2.15
15.05± 1.99
14.18± 2.11

-1.536
(.128)
-5.209
( < .001)
-0.817
(.416)
-1.638
(.105)
1.126
(.263)
0.523
(.602)
8.797
( < .001)

20.78± 2.76
22.39± 2.54
21.38± 3.15
21.90± 2.34
21.77± 2.14
21.62± 2.92
21.39± 2.82
22.02± 2.65
23.08± 2.87
21.20± 2.57
22.16± 2.84
21.41± 2.70
22.55± 3.16
21.28± 2.44
22.10± 2.37
22.13± 2.87
21.00± 2.69
21.95± 2.55
22.85± 2.62
21.35± 2.72
22.68± 3.21
21.19± 2.53
21.92± 2.43
22.75± 2.46
21.13± 2.75
22.35± 2.38
21.49± 2.82
21.64± 2.95
21.65± 2.72

-3.024
(.003)
-0.948
(.340)
0.236
(.814)
-1.135
(.259)
3.045
(.003)
1.265
(.209)
0.661
(.519)

0.059
(.942)
1.505
(.136)
3.856
(.024)
2.636
(.010)
2.745
(.007)
1.720
(.089)

1.840
(.164)
2.222
(.029)
2.779
(.067)
2.836
(.006)
1.173
(.244)
-0.026
(.979)

a >b: Schéff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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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rrelation of Knowledge and Practice in Self Management of Asthma

(N=100)
Grade

Practice in self management r (p)

1-3
4-6
Total

Knowledge in self management

.308* (.033)
.439** (.001)
.362** (<.001)

리 지식은 천식에 대한 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더 높
은 것으로 나타나 지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천식에 대한 교육이 효
과적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학교, 병원과 지역사회에서의 다각적인 측
면에서 초등학생에게 적절한 교육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 천식아동의 천식 자가관리 지식 측정도구를
최저 학년인 1학년을 기준으로 개발하였기 때문에 저학년과 고학년의

가 ‘상’인 경우는 23.08± 2.87점으로 ‘중 이하’인 경우 21.20 ± 2.57점보다

지식 차이를 변별하는 데 제한점이 있으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추후 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3.045, p =.003). 천식응급처치 경험이 있는 경

구에서 학년별 지식수준을 적절하게 측정할 수 있는 신뢰도와 타당도

우는 22.85 ± 2.62점으로 없는 경우 21.35 ± 2.72점보다 높았고(t=2.222,

가 높은 천식 자가관리 지식 측정도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p =.029), 학교생활에 장애가 있는 경우는 22.75 ± 2.46점으로 없는 경

본 연구 결과 학령기 천식아동의 자가관리 실천 정도는 천식이 효율

우 21.13 ± 2.75점보다 높게 나타났다(t=2.836, p =.006). 천식 자가관리

적으로 관리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천식은 제대로

실천 정도는 학년, 어머니의 교육 정도, 성적, 천식 진단나이, 질병 기간,

관리되지 않으면 천식발작, 악화, 재발, 합병증 등을 유발하고[7], 이로

식품알레르기 유무, 천식교육 경험 유무, 규칙적인 복용 약물 유무에

인해 아동은 결석, 입원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므로 일상생활을 유지하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 어렵게 된다[23]. 특히 초등학생은 생활반경이 가정 밖으로 확대되
어 부모의 직접적인 관리가 제한적인 시기이기 때문에[2], 천식을 스스

천식 자가관리 지식과 실천의 상관관계

로 관리할 수 있는 실천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대상자의 천식 자가관리 지식과 자가관리 실천의 상관관계를 분석

생각된다. Yoon[17]의 연구결과 천식캠프에서의 교육 후 자가간호가 증

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전체 대상자의 천식 자가관리 지식과 자가

진되었다는 점을 볼 때, 캠프교육 프로그램이 천식 자가 관리 실천에

관리 실천 간에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천식캠프 교육프로그램이 천식에 대한

(r=.362, p <.001). 즉 자가관리 지식이 높을수록 자가관리 실천 정도가

효과적인 교육방법이 될 수는 있으나, 그 시행에 있어서는 장소, 대상

높다고 볼 수 있다.

자 수, 시간적, 경제적인 측면의 제한점이 있기[19]때문에 초등학생과

학년별 천식 자가관리 지식과 자가관리 실천의 상관관계도 1-3학년

부모에게 접근이 보다 용이한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

(r=.308, p =.033)과 4-6학년에서 각각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

된다. 질병부담 조사 결과에 의하면 천식은 한국인의 만성질환 부담

으로 나타났다(r=.439, p <.001).

순위 5위[24]로서 질병부담이 큰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천식으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질병관리본부에서는 2007년부터

논

의

관련 전문 학·협회, 전국 시·도 및 보건소와 공동으로 예방관리수칙과
표준화된 교육, 홍보 콘텐츠를 개발하여 홈페이지와 대중매체를 통해

본 연구는 학령기 천식아동을 대상으로 천식 자가관리 지식과 자가

알리고 있으며, ‘아토피·천식 안심학교’(796개교, 2013)를 운영하고, 서

관리 실천의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의 상관관계를 파악함으로써 학령

울시와 경기도에 ‘아토피 천식 교육정보 센터’를 운영하여[25] 지역사

기 천식 아동의 자가관리를 증진시킬 수 있는 간호중재를 개발하는

회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국가적인 노력에도 불구

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하고 천식 자가관리 지식과 실천의 수준이 낮은 것은 이러한 전략을

연구 결과 학령기 천식아동의 자가관리 지식의 정답률은 71.9%로

효과적으로 또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방법론적, 제도적 제한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 대학병원 소아청소년과에서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임상현장에서는 제한된 진료시간으로

천식치료를 받는 천식 환아를 대상으로 한 Choi 등[18]의 연구에서 정

인해 병원진료상황에서 별도의 천식교육을 실시하기가 어렵고[5], 학

답률 55.0%, 일 대학병원의 소아 천식캠프에 참가한 학령기 천식아동

교에서는 천식아동을 대상으로 개별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현실적으

15명을 대상으로 한 Hong 등[19]의 연구결과 47.8%보다 높았으나 지식

로 제한점이 있기 때문에 학령기 천식아동이 쉽게 참여할 수 있을 뿐

수준은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뿐만 아니라 본 연

만 아니라, 아동의 자가관리를 지지해 줄 수 있는 부모 교육이 이루어

구에서도 천식아동들이 천식을 올바르게 관리하는 데 요구되는 지식

질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예를 들

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천식아동들이 자신의 생명, 건강, 안녕

어 보건교사를 중심으로 방과 후 소그룹 모임을 통해 천식에 대한 이

을 유지 및 증진하기 위하여 아동 스스로가 알아야 할 지식수준을 높

해, 원인 또는 악화요인의 회피, 천식발작의 예방과 관리 등에 대해 학

일 수 있는 중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본 연구결과 자가관

교와 지역사회의 환경과 학생들의 상태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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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할 수 있도록 상호 지지와 자신감을 고취시키며, 또한 부모 모임을

로가 천식 유발, 악화요인을 회피하며 천식 발작에 대처하려고 노력하

통해 상호 정보를 교환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하고, 교사와 다른 학생

고 있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들에게도 천식아동을 지지할 수 있도록 학생, 학교, 부모가 함께 참여

본 연구 결과 학령기 천식아동의 천식 자가관리 지식과 실천 간에

하는 중재프로그램이 효과적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한 추후 천식에 대

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천식 자가관리

한 자가관리 지식과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관련

지식 점수가 높을수록 자가관리 실천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에 대한 중재방안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해야 할 필요

이러한 결과는 성인 천식 환자를 대상으로 한 Woo와 Kim[27]의 연구

가 있다고 본다.

에서 천식 관련 지식이 높을수록 흡입기 사용 실천이 더 높은 결과와

천식 자가관리의 지식과 실천 정도를 문항별로 보면 ‘천식은 알레르

유사하였다. 또한 천식 자가관리는 아니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수행

기로 생기는 질환이다’, ‘천식이 있으면 자주 피곤해진다’와 같이 천식

된 암 예방 생활습관 지식과 실천[28], 구강 보건 지식과 실천[29]의 관

의 이해에 대한 지식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천식 발작 후에 증

계에 관한 연구에서도 지식이 높을수록 해당 건강행동의 실천이 높은

상이 사라지면 천식 약물을 중단해도 된다’와 같이 천식 발작 예방 관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건강행위와 관련된 지

리부분에서의 지식이 낮았으며, ‘천식에는 담배연기를 피하는 것이 좋

식은 그의 실천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다’, ‘천식에는 집먼지 진드기를 피하는 것이 좋다’와 같이 천식 유발

학령기 아동의 천식 자가관리 실천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천식교육

혹은 악화요인 회피 영역의 지식과 실천 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

을 통해 천식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함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교 보건교재의 알레르기질환 편에 주요 알레

특히 천식교육에는 지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식을 실천으로 이행

르기원으로 담배연기, 집먼지 진드기, 매연, 먼지, 황사 등을 포함하여

할 수 있도록 실천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고, 실천으로 얻을 수 있는 유

학교 보건교육에서 일부 다루고 있고, 보호자들도 아동에게 천식 자체

익성을 강조하는 등 실천 동기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에 대한 설명보다는 천식 증상이 유발되는 상황을 피할 것을 더 강조

한 학령기 천식아동의 자가관리 실천을 증진시키고 이를 지속시키기

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천식이 있으면 심하게 웃거나, 울거나

위해서는 부모의 질병에 대한 이해, 치료 및 관리에 대한 지식과 정서

또는 화를 내지 않아야 한다’는 항목에는 지식과 실천의 수준이 가장

적 지지 등이 아동의 자가관리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16]을 고려할 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웃음, 울음, 분노, 공포 등의 극단적인 감정표현

부모 대상의 중재프로그램도 동시에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과 스트레스는 과호흡과 그로 인한 저탄소혈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학

[26] 천식의 유발인자가 되고, 천식환자의 약 20-40%에서는 감정적 유

령기 천식아동의 천식 자가관리 실천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간호중재를

발 인자에 노출되면 폐기능이 유의하게 감소한다는 점[1]을 볼 때 천식

개발하는 연구를 제안한다. 둘째, 학령기 천식아동의 자가관리 지식과

자가관리 실천을 위한 중재프로그램에 이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본

실천을 학년에 따라 변별력 있게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는 연

다. 그 다음으로 실천 정도가 낮은 문항은 ‘나는 우유, 계란, 땅콩, 초콜

구를 제언한다. 셋째, 학령기 천식아동을 대상으로 천식 자가관리 지

릿을 먹지 않도록 조심한다’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대상자 중 자신

식과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이 음식 알레르기가 있는지를 모르거나, 음식 알레르기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낮은 실천을 보인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천식 악

결

화의 원인으로서 음식 알레르기가 흔하지는 않지만 주로 아동에게 일

론

어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고, 음식물 유발시험을 통해 원인 음식 알

본 연구는 학령기 천식아동의 천식 자가관리 지식과 자가관리 실천

레르겐을 정확하게 확인하고[26] 이를 아동 스스로가 회피하는 것이

정도와 그 관계를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천식 자가관리 증진을 위

중요함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한 간호중재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된 서술적 조

본 연구에서 천식 자가관리 지식과 실천은 학교생활에 장애가 있는

사연구이다.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천식아동은 잦

연구 결과 학령기 천식아동의 천식 자가관리 지식과 실천 정도는 높

은 천식 발작이나 치료로 인해 학교수업이나 체육시간, 쉬는 시간의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천식 자가관리 지식이 높을수록 실천 정도

놀이 과정 등에 제약을 받으므로[22], 이를 피하기 위해 아동 스스로

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령기 천식아동을 대상으로 자

자가관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천식응급

가관리 실천을 증진 시킬 수 있는 중재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

처치 경험이 있는 아동이 없는 아동에 비해 자가관리 지식과 실천 수

다. 이 프로그램은 천식을 자가관리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증진시킬

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또한 천식 발작, 천식 악화

수 있는 내용과 방법으로 구성하되 천식이라는 질병 자체에 대해 이해

를 경험한 후에는 질병의 위험성을 더 잘 인지하기 때문에 아동 스스

할 수 있도록 이를 강조하고, 관리에 있어서는 감정적 변화, 음식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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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기 등도 천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임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또한 천식의 자가관리 지식이 올바른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
록 실천 동기를 고취시키는 전략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천식 자
가관리 실천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학생뿐만 아니라 학교와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학령기 천식아동을 지지하는 것
이 효과적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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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학령기 아동의 천식에 대한 지식과 실천의 내용을 포괄

12. Campbell AL. Relationships between family environment variables

적으로 측정하였고, 또한 지식과 실천 정도가 상관이 있음을 밝힘으

and self-management practices of 8 to 12-year-old children with asth-

로써 추후 천식 자가관리 실천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간호중재 프로그램

ma [dissertation]. Atlanta: Georgia State University; 1997. p. 1-209.

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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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thma: the effectiveness of the open airways for schools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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