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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천식은 기도의 만성 염증과 기도과민성을 특징적으로 다양한 임상증상을 동반하는  

질환으로 지난 수십 년 동안 전세계적으로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개인이나 사회에 

중대한 부담을 초래하는 질환이다. (1) 최근에는 효과적인 치료 약제와 함께 여러  

국가에서 천식 진료지침을 개발, 보급하여 천식을 조절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여러 요인으로 인하여 천식 치료의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2, 3) 여러 요인들 중 진료지침의 구성이 복잡하거나 내용이 어려운 경우 실제  

임상에서 환자 진료 시 지침에 근거한 치료가 실행되지 못하고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진료지침의  

효율적인 보급과 실행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주장하게 되었고 기존 지침서를 

근간으로 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진료 효과를 증명해 보이기도 하였다.(4-7)  

국내에서도 2006년 Global burden of asthma by the Global Initiative for Asthma 

(GINA) 진료지침과 2007년 한국 성인 천식 진료지침의 내용을 바탕으로 체험 학습을 

통한 천식 진료지침 교육 프로그램(Virtual Learning Center for Asthma Management; 

VLCAM)이 개발되었다. VLCAM 프로그램은 컴퓨터 및 인터넷을 사용하여 천식  

환자진료에 필요한 진료지침의 실제적인 내용을 진료의가 직접 체험해 봄으로써  

진료지침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고안된 프로그램이다. 직접 체험을 통하여 지침을 보다 

능동적으로 쉽게 이해하며 천식환자 진료 시 지침에 근거한 진료를 수행토록 도움을  

주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 연구는 VLCAM 프로그램 사용 전후에 천식에 대한 인지도

( 지 식 ,  태도 ,  진 료  행 태 ) 를 조사 하 고 프 로 그램  사용  후 만 족 도를  확인 하 여  

VLCAM 프로그램의 유용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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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재료와 방법 

 

 

1. 연구 대상  

 

전국 6개 3차 의료기관(서울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단국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수련중인 의료인 170명을 

모집하여 2010년12월~2011년1월에 걸쳐 자기-기입식 설문 조사를 시행하였다. 

VLCAM 프로그램 사용 전에 천식 진료지침에 대한 인지도를 1차 조사하였고 2주간 

프로그램 사용 후 천식 진료지침에 대한 인지도 및 프로그램 유용성에 대하여 2차 

조사하였다. 170명 참가자 중 1차 설문에만 참가한 12명을 제외하고 1차와  

2차 설문에 모두 참가한 의료인 158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2. VLCAM 프로그램 

 

VLCAM 프로그램은 컴퓨터 및 인터넷을 사용하여 천식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와 

의료 인력에게 진료 지침에 근거한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컴퓨터 및 인터넷으로 프로그램을 접속하면 주 화면 상단에 학습관, 자가  

테스트, 사이버진료실, 자료실 메뉴가 있으며 그 중 하나를 선택하면 해당 내용으로 

연결된다(Figure 1). 학습관은 진단 및 분류, 치료약제, 위험인자의 확인과 노출회피, 

평 가 ,  모 니 터 링 ,  치 료 ,  급 성  악 화 시 의  치 료  및  특 수 상 황 에  대 한  내 용 이  

E-book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관심 주제를 선택 하여(Figure 2a) 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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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지침의 내용을 확인해 보고 화면 우측 하단에 책이 접힌 부분을 선택하면 

페이지가 전환되면서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Figure 2b). 자가 테스트는 

평가 받고자 하는 주제를 선택 하여(Figure 3a) 1회당 20 문항씩 다양한 문제를  

풀어 학습 성취도를 평가하고 해설을 통해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Figure 3b). 사이버 진료실에는 진료지침의 내용을 이해하고 적용해 볼 수 있도록 

해당 시나리오(Figure 4a)에 제시된 모의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의 상태 파악 및  

증례 분석을 통하여 가상 진료 체험학습을 제공하고 있다(Figure 4b). 자료실에는 

천식 진료에 활용 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게 구성하였다

(Figure 5). 프로그램은 CD-ROM으로 컴퓨터에 직접 설치하거나 인터넷(한국 천식

알레르기 협회 및 만성 기도 폐쇄성 질환 임상연구센터 홈페이지)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3. 설문 항목 

 

설문 항목은 나이, 성별, 년 차 및 전공 분야 등 참가자 전반의 특징과 함께 

VLCAM 프로그램 사용 전후 천식 진료지침의 인지도와 프로그램의 만족도를 묻고 

있으며 각각 35개, 11개의 질문으로 구성으로 되어 있다. 

 

1) VLCAM 프로그램 사용 전후 천식진료지침의 인지도 

천식 진료 지침의 인지도를 평가하기 위해 지식, 인식 및 태도, 진료 행태에 대한 

35개의 문항을 조사하였으며 배점 비율은 각 40%, 40%, 20%로 하여 총합을  

1 0 0  점 으 로  환 산 하 여  비 교 하 였 다 .  지 식 ( 2 0 문 항 )  문 항 은  ‘ 옳 다 ’ ,  

‘잘 모르겠다’, ‘틀리다’로 응답하며 올바른 답을 한 경우에만 1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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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모르겠다’또는 틀린 답을 한 경우에는 0점 처리하였고 문항당 가중치를 2점

으로 두어 가능한 점수 범위는 0-40점으로 평가하였다. 인식 및 태도(10문항)와 

진료 행태(5문항)는 4점 척도(확실히 동의함, 그런대로 동의함, 그다지 동의하지 

않음, 전혀 동의하지 않음)를 사용하여 가능한 점수 범위는 각각 10-40점,  

5-20점으로 평가하였다.  

 

2) VLCAM 프로그램 사용 후 만족도 

프로그램의 만족도는 유용성 여부, 자신감, 이해도 및 관심도 향상 여부,  

추천의향 여부에 대한 11개의 문항을 4점 척도(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음, 약간 도움이 됨, 매우 도움이 됨)를 사용하여 각 문항별로 

평균을 비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을 나타낸다. 또한 프로그램 사용

시 천식진료지침의 각 분야별 이해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프로그램 항목들 

중 천식진료지침의 교육에 효과적인 항목에 대한 조사도 동시에 시행하였다. 

(설문지 내용: 별첨) 

 

4. 통계 

 

수집된 자료는 SPSS (version 12.0; Chicago, IL, USA)로 처리하였으며 프로그램 

사용 전후 천식 진료지침의 인지도 변화 비교는 paired t-test 로 분석 하였다.  

이외 조사 대상 항목은 평균±표준편차(mean ± SD) 로 표시하였으며 모든 측정은 

P<0.05일 때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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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 

 

 

1. 조사 대상 분석 

 

170명 참가자 중 최종 158명(93%)이 설문 조사에 응답하였다. 응답자의 평균 

나이는 28.2±3.10세이며 남녀 비율이 49.4%, 50.6%를 차지하며 남녀 통계적 

차이는 없었다. 직위는 전공의 96.2%, 인턴 3.8% 이며 전공의 전공 과목으로는 

내과가 95.6%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82.7%는 천식 환자를 진료해 본 경험이 

있었고 64.2%는 현재 천식 진료지침을 사용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병원 별 인원 

구성은 서울대학교병원 23.4%, 부산대학교병원 23.4%, 분당서울대병원 17.7% 

서울아산병원 16.5%, 조선대학교병원 12.7%, 단국대학교병원 6.3% 였다(Table 1). 

 

2. VLCAM 프로그램 사용 전후 천식 진료지침의 인지도 변화 

 

VLCAM 사용 전 지식, 인식 및 태도, 진료 행태 항목에 대한 평균 점수는  

각 29.19 ± 3.62점, 34.90 ± 2.85점, 16.24 ± 2.89점이었으며 2주간 사용 후에

는 30.94 ± 3.93점, 36.5 ± 3.21점, 17.46 ± 2.58점으로 각각 의미 있게 증가 

하였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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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VLCAM 프로그램의 유용성 평가 

 

2주간의 VLCAM 프로그램 사용 후 프로그램의 만족도는 유용성 여부, 자신감,  

이해도 및 관심도 향상 여부, 추천 의향 여부에 대한 11개의 문항을 조사하였으며 

모든 항목에서 3점 이상으로 (평균: 3.00~3.54 점) 만족도를 보였다(Figure 6a). 

프로그램의 내용은 천식 진료지침의 모든 분야를(진단 및 분류, 치료약제, 위험인자

의 확인과 노출회피, 평가, 모니터링, 치료 급성 악화시의 치료, 특수 상황에 대한 

고려)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평균: 3.4~3.51 점) 답변하였으며 치료 약제(3.5

점)와 치료 급성 악화시의 치료 부분(3.51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Figure 6b). 또한 프로그램 메뉴 중 사이버진료실 40%, 자가테스트 29%, 학습관 

28%순으로 효과적인 메뉴로 평가하였다(Figure 7).  

158명의 응답자 중 31명이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점을 기술하였으며 15명은 내용에 

대한 개선, 16명은 형식에 대한 개선을 지적하였다. 프로그램의 내용에서는 학습관에 

제시된 천식 진료지침의 내용의 간결함을 요구하는 내용이 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외 학습관 내용 중 표기오류, 증례의 다양화 및 이미지나 동영상의 자료 추가  

요구가 있었다. 프로그램의 형식에서는 문제 풀이 전후로 문제 재확인이 가능하도록 

포맷 개선에 대한 요구가 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외 글꼴 변경 이나 명확한 검사 

소견 제시와 관련된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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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천식은 가역적인 기도폐쇄, 기도과민증 및 기도점막 내 호산구 침윤을 특징으로 하는 

만성 기도 염증 질환으로 국내에서도 유병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높은 사회경제적 

부담으로 국민 보건과 사회적 활동에 많은 장애를 주고 있다.(8) 지난 수년 동안 천식  

증상을 조절하기 위한 치료 약제가 개발되고 전 세계적으로 각 국가의 특수한 여건을  

고려하여 근거 기반의 진료지침을 제작하여 보급하였으나 아직도 천식에 대한 학문적 

발전과 실제 임상의의 진료 사이의 격차를 줄이기 못하며 여러 장벽들로 인하여 치료의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국내 연구에 따르면 대한민국  

천식 환자들의 천식 조절 정도는 GINA 진료 지침에 제시한 치료목표에 못 미치고  

있으며 천식 치료의 근간인 흡입용 스테로이드 사용률도 아시아지역 개발도상국 평균에 

비해서 저조한 것으로 보고되어 이러한 현실을 증명하고 있다.(2) 진료 지침이 임상  

현장에서 제대로 실천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결과도 현실적인 장벽들 중 하나이다. 

진료 지침에 근거한 치료는 천식의 증상 완화 및 사망률을 감소시키며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9-11) 실제 임상에서 환자 진료 시  

지침에 근거한 치료는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데(12-14) 지침에 대한 이해 부족과 

지침 내용의 복잡함 등이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6, 7) 따라서 진료 지침서를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 못지 않게 진료의가 지침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제 진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다. 여러 기관마다 지침에 근거한 교육 프로그램 및 진료 보조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 것도 이러한 노력들 중 하나이며 지침을 기반으로 한 천식의  

정확한 진단 및 진료를 가능케 하여 의사 및 환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그 효용성을 확인한 바 있다. (5, 1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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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자정보 산업의 꾸준한 발전에 힘입어 컴퓨터와 인터넷의 보급이 증가하면서  

지속적인 의학 교육의 수단으로써 E-learning이 널리 시도되고 있다.  E-learning는  

인터넷을 포함한 전자정보 기술을 학습에 활용하는 것으로 전통적인 기존의 주입식 교육 

방식에서 탈피하여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제공토록 한다.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고 학습자와 교육자 간의 정보 교류와 상호작용이 용이하며 새로운 정보를 

쉽고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17) E-learning의 주요 도구로써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교육 및 진료 보조 프로그램은 임상에서 진료지침을 이해하는  

효과적인 수단이자 환자의 치료 효과를 증가시키는 수단으로 조사되었다.(18-20)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국내에서도 천식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 및 의료 인력에게  

진료지침 내용을 좀 더 쉽고 효과적으로 전달 하고자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인 Virtual Learning Center for Asthma Management(VLCAM)을 개발하였다. 

VLCAM 프로그램은 2006년 Global burden of asthma by the Global Initiative for 

Asthma (GINA) 과 2007년 한국 성인천식 진료 지침을 바탕으로 천식 환자 진료에  

필요한 실제적인 내용과 스스로 학습 내용을 점검할 수 있는 자가 테스트 및 모의 환자

를 통한 가상진료 체험학습을 제공하고 있다. 본 조사에서 VLCAM 프로그램 사용 후 

진료 지침에 대한 인지도가 사용 전에 비해 항상 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천식 진료지침 

내용 중 치료 약제(3.5점)와 급성 악화시의 치료(3.51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

를 보였다. 본 연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프로그램의 만족도와 프로그램 사용 전후  

지침의 인지도는 소아과 의사를 대상으로 컴퓨터 기반 교육 프로그램인 Distributed 

Asthma Learning Initiative (DALI) 프로그램에서 조사한 연구 결과와도 비슷하다.(5) 

두 연구 모두 프로그램에 대한 높은 만족도가 있었으나 지식, 인식 및 태도, 진료 행태

를 묻는 인지도 평가항목에서 DALI 프로그램은 문항의 일부(지속적인 증상을 호소하는 

소아 천식환자에서 흡입용 스테로이드 사용과 관련된 문항)에서만 대조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향상을 보인 반면 이번 연구는 모든 항목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향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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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였다. 이는 조사 대상이 수련 교육 중인 의료인를 대상으로 하였기에 학습 효과가  

크게 보였을 가능성이 있고 1차 인지도 조사 이후 2주간의 짧은 기간 후 VLCAM  

프로그램 학습에 따른 재평가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성숙효과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설문 내용이 다소 교과서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답하기가 용이했을  

것으로 보인다. 프로그램 내용 중 치료 약제와 치료 급성 악화시의 치료에 대한 높은  

만족도는 3차 병원 전공의 수련 과정에서 천식 환자의 진단이나 모니터링 보다는  

내원하는 환자의 치료에만 익숙해져 있는 수련 환경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전공의 수련 이후 일선의 진료 현장에서 환자의 치료 못지 않게 진단과 모니터링

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만큼 교육을 받는 입장에서 진료 지침의 모든 항목을 아우를 수 

있는 수련 내용과 함께 지속적인 교육 환경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론과 임상현장의 차이에서 오는 격차를 줄이고 진료 결과를 향상 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육 방법들이 시도되었는데 문헌 고찰을 통한 분석 연구에서는 다면적

(multifaceted)이며 상호작용(interactive) 교육 방법이 효과적인 교육 수단으로 지적 

되었다.(18, 21) 다면적 교육은 여러 가지 교육 수단을 동시에 이용하여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시도이다. 상호 작용 교육은 교육자가 피교육자에게 일방적인 정보  

전달에서 벗어나 피교육자도 학습에 직접 참여토록 유도함으로써 학습과 질문의  

과정에서 피드백이 가능하며 상호작용 교육방식에 따라 제작된 카드 게임이나  

시뮬레이션 및 컴퓨터를 이용한 프로그램은 진료지침의 보급과 실행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입증한 바 있다. (5, 15, 22) 최근에는 천식 진료지침의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컴퓨터나 인터넷 등 전자정보 기술을 활용한 E-learning이 주목 받고 있다. 

E-learning은 정보통신 기술을 교육에 활용하여 다양한 기법을 교육에 적용함으로써  

다면적 교육이 가능하며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고 진료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집중적 학습을 하면서 피드백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상호 작용이  

가능한 교육 체계를 구성할 수 있게 되어 전통적인 의학 교육과 차별화된다. 전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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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발전은 글자로 서술된 정보뿐 아니라, 제한된 범위에 담기에는 많은 영상 자료도 

쉽게 전달 가능하며 최근에는 시뮬레이션이나 가상 현실 기술 등의 기법이 적용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환자 진단, 치료 등의 상황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 

VLCAM 프로그램에서 사이버 진료실은 이러한 전자정보 기술의 발전을 이용하여 천식 

진료에 필수적인 사항들을 컴퓨터와 대화 형식으로 직접 체험해보면서 상호 작용 학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특징적인 메뉴이다. 가상의 진료 공간에서  

모의 환자를 통하여 진료지침의 내용을 체득하도록 함으로써 조사 대상자들의 관심을  

끌었을 것이며 대화 식의 양방향 학습은 학습 동기 유발은 물론 자기 주도적 학습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VLCAM 프로그램에서 가장 효과적인 메뉴로 평가되었다. 

일선 진료 현장에서 진료의는 시간상의 제약으로 지침서가 복잡한 경우 제한된 시간 

내에 지침에 따른 치료가 힘들다고 보고 되었으며(12) 천식 진료지침 선호도에 대한 

국내 연구에서 지침의 내용들이 알고리즘이나 순서도 형태로 구성되는 걸 선호하고  

있었다.(23) 31개의 프로그램 개선 의견들 중 특히 학습관의 교육 내용에 대한 지적이  

다수를 차지 하였는데 인쇄 형태의 지침서가 그대로 인용된 서술 식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 중요 내용이나 강조해야 할 내용에 대한 언급이 없어 이용자에게 학습 능력과  

의욕을 저하 시킬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프로그램의 내용은 일선 진료 현장 여건과  

지침의 선호도에 걸맞게 간단 명료하게 정리된 천식 지침 내용들을 알고리즘이나  

순서도를 이용하여 제시하고 전 지침서의 세부 내용은 별도로 구성하거나 자료실에  

배 치 시 켜  필 요  시  이 용 할  수  있 는  등  내 용 의  개 선 책 이  필 요 하 다 고  본 다 .  

본 연구의 제한 점으로는 첫째, 프로그램의 유용성과 관련된 객관성이 있고 타당성이 

확립된 설문지가 개발되어 있지 않아 자체 제작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는데 설문 문항에 

대한 사전 타당도 검증을 시행하지 못하고 전문가 수준에서 검토 후 시행하였다.  

유용성과 관련된 조사인 경우 설문 내용과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방법의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3차 의료기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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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하는 의료인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설문에 응한 대상자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대표성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분석 결과를 모든 진료의에게 일반화 시킬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프로그램의 학습 효과를 증명하고자 조사 대상을 1차  

의료기관을 포함한 2,3차 의료기관의 전 의료인으로 확대한 전향적인 연구 시행과 함께 

프로그램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수들을 사전에 배제시키는 연구 설계상 고려도 

요구된다.  

국내외 연구를 통해 천식 진료지침이 있어도 실제 진료 내용은 진료 지침과 차이가 

있었는데 진료지침 만으로는 실제 진료 형태를 바꾸는 데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을 시사

하며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7, 24) 이번  

연구를 통하여 천식교육 프로그램인 VLCAM 프로그램은 천식 진료지침에 대한  

인지도를 상승시키고 교육 수단으로써 유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가 소규모  

연구라는 제한 점을 가지고 있지만 의료인을 대상으로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성인  

천식진료지침 교육 프로그램의 유용성을 알아 보고자 했던 사전조사로서 의미를 가지며,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대규모 연구 계획과 실행 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천식 진료지침 교육 프로그램이 진료의에게 널리 사용되며 

실제 의료 환경에 적합하게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구성들이 지속적으로 개선 되어  

나간다면 진료 지침의 보급과 확산에 긍정적인 효과가 될 것이며 천식 환자의 증상  

조절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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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Baseline characteristics of subjects 

 

Characteristics  Number(%)  

Subject 158 

Gender, M/F 78/80 (49.4/50.6) 

Age (yr) 28.2±3.10 

Primary specialty 
 

Internal medicine 151 (95.6) 

Others* 7 (4.4) 

Duration of medical practice(yr) 
 

<5 155 (98.1) 

5~10 3 (1.9) 

Experience of asthma patient care   

Yes 129 (82.7) † 

No 27 (17.3) † 

Missing responses 2 

Implementation of the asthma guideline   

Yes 97 (64.2) † 

No 54 (35.8) † 

Missing responses 7 

Hospital Participants 
 

SNUH 37 (23.4) 

SNUBH 28 (17.7) 

AMC 26 (16.5) 

DUH 10 (6.3) 

CHU 20 (12.7) 

PNUH 37 (23.4) 

SNUH,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SNUBH, Seoul National University 

Bundang Hospital; AMC, Asan Medical Center; DUH, Dankook University Hospital; 

CHU, Chosun University Hospital; PNUH, Pusan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 Others: internship, family medicine. † Valid perc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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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wareness of asthma guideline 

 

  
Before 

utilization 
After utilization p-value 

Knowledge 29.19 ± 3.62 30.94 ± 3.93 0.001* 

Attitude 34.90 ± 2.85 36.50 ± 3.21 0.001* 

Practice  16.24 ± 2.89 17.46 ± 2.58 0.001* 

Total  80.32 ± 6.39 85.14 ± 6.90 0.001* 

 

*Statistical significance by paired t-test (p<0.05)  

 

 

 

 



17 

 

 
 
Figure 1. Main intro screen of VLCAM program.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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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Figure 2. Study room section: (a) List of study contents. (b) Study room provides 
opportunities for asthma guideline with self-study.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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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Figure 3. Self-assessment section: (a) List of assessment questions. (b) Physician 
can use program to assess knowledge questionnaire for asthma guidelin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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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Figure 4. Virtual medical clinic section: (a) Selection lists of scenarios. (b) Virtual 
clinic give an interactive learning experience with virtual patients. 
 
 

 

 

 

 

 

 

 

 

 

 

Figure 5. Resource Center: resource centers make it possible to use a variety of 
different information for asthma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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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AE; asthma exacerbation  
Figure 6. (a) User satisfaction and (b) Usefulness of VLCAM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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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Useful sections of VLCAM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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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천식 인지도 평가 및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문항 내용 
 

1. 천식 인지도에 관한 설문조사  
  

이 설문은 천식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의사들의 천식이라는 질환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 

하기 위한 것으로 천식의 질병과 진단 및 치료에 대한 지식(knowledge)과 인식 및 태도

(attitude), 진료행태(practice)과 관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 하시는 데에 

약 10~15분이 소요될 것입니다. 설문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설문일 년 월 일 

성별 □ 남 □ 여 나이 (만) 세 

근무지 (시, 도) 
 

직위  

□ 교수 □ 개원의 □ 봉직의 □ 전임의  

□ 전공의 □ 인턴 □ 의과대학생  

□ 기타 ( )  

근무 병원 형태  
□ 대학병원 □ 중소병원 □ 개인병원 

□ 의원 □ 기타 ( ) 

진료경력 
□ 5년 이내 □ 5-10년 □ 10-15년  

□ 15-20년 □ 20년 이상  

전문 과목  
□ 내과 □ 소아과 □ 가정의학과  

□ 기타 ( ) 

천식진료 여부 □ 예 □ 아니요 

현재 천식진료지침 

사용여부 
□ 예 □ 아니요 

 
성명도 기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I. 천식의 지식 (Knowledge) 에 대한 문항  
 
※ 문항에 대한 보기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옳다         □ 틀리다       □ 잘 모르겠다 
 

해당하는 항목의 □ 안에 √ 표시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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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천식 주요 증상으로 반복적인 호흡곤란과 천명, 기침, 흉부압박감이 특징적이다.  

□ 옳다         □ 틀리다       □ 잘 모르겠다 

 

1-2. 감기에 걸린 후 호흡곤란, 기침 등이 악화되거나 10일 이상 오래 간다면 천식을 

의심해 볼 수 있다.  

□ 옳다         □ 틀리다       □ 잘 모르겠다 

 

1-3. 천식의 천명음은 야간에 악화될 수 있으며 특히 흡기 시에 심해진다.  

□ 옳다         □ 틀리다       □ 잘 모르겠다 

 

1-4. 천식은 알레르기 피부단자시험 또는 혈청검사로 확진한다.  

□ 옳다         □ 틀리다       □ 잘 모르겠다 

 

1-5. 기관지 확장제 반응성은 FEV1이 12% 그리고 200ml 이상 증가함을 의미한다.  

□ 옳다         □ 틀리다       □ 잘 모르겠다 

 

1-6. 천식은 기도의 만성 염증 질환으로 꾸준하고도 지속적인 치료 관리가 필요하다.  

□ 옳다         □ 틀리다       □ 잘 모르겠다 

 

1-7. 천식의 치료관리를 위해 중증도에 따라 천식을 분류하고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 옳다         □ 틀리다       □ 잘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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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천식에 의한 야간증상이나 활동제한이 있다면 천식이 조절상태에 있다고  

할 수 없다.  

□ 옳다         □ 틀리다       □ 잘 모르겠다 

 

1-9. 천식이 악화되면 현재의 유지치료 내용이 적절한지 신속하게 검토해야 한다.  

□ 옳다         □ 틀리다       □ 잘 모르겠다 

 

1-10. 천식이 조절되지 않고 있는 경우 조절될 때까지 치료단계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   

□ 옳다         □ 틀리다       □ 잘 모르겠다 

 

1-11. 천식이 조절 상태에 있다면 치료단계를 바로 하향 조절하는 것이 좋다.   

□ 옳다         □ 틀리다       □ 잘 모르겠다 

 
1-12. 천식 환자에서 증상 조절을 위해 흡입용 지속성 베타2 항진제를 단독으로 사용

할 수 있다.  

□ 옳다         □ 틀리다       □ 잘 모르겠다 

 

1-13. 지속적인 천식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에서 초기 치료로 중간 또는 고용량 흡입 

스테로이드와 지속성 베타2 항진제로 시작하는 것이 적절하다.   

□ 옳다         □ 틀리다       □ 잘 모르겠다 

 

1-15. 증상완화제로는 속효성 흡입용 베타2항진제가 가장 권장되며 그 외에 속효성  

흡입용 항콜린제 등이 사용될 수 있다.  

□ 옳다         □ 틀리다       □ 잘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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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저용량흡입 스테로이드 단독으로 사용 중인 천식 환자가 조절이 되지 않을 때 

스테로이드 용량을 2배 또는 4배로 증량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권장된다.  

□ 옳다         □ 틀리다       □ 잘 모르겠다 

 

1-15. 잘 조절되지 않는 중증알레르기성 천식환자에서 항 IgE 제재의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  

□ 옳다         □ 틀리다       □ 잘 모르겠다 

 

1-17. budesonide 800-1600ug/일 사용은 고용량 스테로이드에 해당하며 장기간 사용

시 골다공증의 위험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 옳다         □ 틀리다       □ 잘 모르겠다 

 

1-18. 급성천식악화 환자의 치료에서 중증 악화의 경우 초기치료 단계부터 전신적 

스테로이드 사용이 필요하다.  

□ 옳다         □ 틀리다       □ 잘 모르겠다 

 

1-19. 급성천식악화 환자에서 속효성 베타2항진제와 속효성 항콜린제 흡입을 동시에 

시행하는 것이 환자의 빠른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된다.  

□ 옳다         □ 틀리다       □ 잘 모르겠다 

  

1-20. 급성천식악화에서 환자의 안정을 위해 진정제를 사용할 수 있다.  

□ 옳다         □ 틀리다       □ 잘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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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천식의 인식 및 태도 (Attitude)에 대한 문항  

※ 이후에 문항에 대한 보기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천식이라는 질환과 관련한 귀하의 평소 생각을 토대로 동의하시는 정도에 따라 해당하는 

항목에 √ 표시하여 주십시오.  

 

2-1. 천식은 만성적인 기도의 염증에 의해 발생한다.  

 

2-2. 천식은 알레르기질환으로 알레르기비염을 자주 동반하며 천식환자의 증상개선을 

위해서는 알레르기비염에 대한 평가와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  

 

2-3. 반복적인 호흡곤란, 천명, 기침과 같은 특이적인 병력만으로 때로는 진단이 가능 

하나 확진을 위해서는 메타콜린기관지유발시험, 기관지확장제반응검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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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적절히 치료를 받으면 대부분의 천식 환자는 활동의 제한 없이 정상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다. 

 

 

2-5. 천식의 질병 조절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약제는 흡입용 스테로이드제재이다.  

 

 

2-6. 천식환자의 치료에서 일반적으로 경구용 약제가 흡입용 약제보다 효과가 우수하며 

부작용이 적다.  

 

2-7. 천식은 만성질환이므로 천식환자들은 지속적인 관리와 관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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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천식의 증상은 알레르겐, 바이러스 감염, 대기오염, 약제 등 다양한 위험 인자에 

의해 악화될 수 있으며 이러한 위험 인자들에 대한 노출을 회피를 통해 증상을 개선 

및 약제요구량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2-9. 천식환자가 임신 시에는 천식 악화 가능성이 있더라도 약제의 태아에 대한 영향을 

감안하여 천식 약제의 사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10. 천식의 급성 악화는 대개 일시적인 악화요인의 노출에 의해 발생하므로 급성 악

화에서 호전된 후에는 치료를 중단하여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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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천식의 진료 행태 (Practice)에 대한 문항  

 

※ 이후에 문항에 대한 보기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천식 환자를 진료하시면서 귀하가 평소 시행하고 계시는 정도에 따라 해당하는 항목에 

√ 표시하여 주십시오.  

 

3-1. 지속적인 천식 증상이 있는 환자에서 흡입용 스테로이드제를 사용하고 있다.  

 

3-2. 천식환자의 증상 및 폐기능에 따라 조절상태를 평가하고 이를 처방이나 치료  

계획에 반영하고 있다.  

 

3-3. 천식 환자에서 알레르기비염의 동반 여부를 평가하고 있으며 동반시 비염치료를 

같이 시행하고 있다.  

 

3-4. 천식환자의 치료 시 질병조절제와 증상완화제를 구분하여 처방하고 있으며 환자에

게도 구분하여 사용하도록 교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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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천식환자에게 흡입제 처방 시 흡입제 사용법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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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천식진료지침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조사 
 

본 만족도 설문조사는 현장에서 실제 천식진료를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이나 천식지침을  

새로이 학습하시는 선생님들께 천식진료지침의 내용을 좀 더 효과적으로 편리하게 전달  

하여 교육하고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작된 컴퓨터 및 웹을 이용한 쌍방향  

체험학습프로그램인 Virtual Learning Center for Asthma Management 프로그램의  

유용성과 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한 설문입니다. 전체 문항을 응답하시는 데에 약 5분 정도 

소 요 될  것 입 니 다 .  설 문 조 사 에  협 조 해  주 셔 서  대 단 히  감 사 합 니 다 .  

설문일 년 월 일 

성별 □ 남 □ 여 나이 (만) 세 

근무지 (시, 도) 
 

직위  

□ 교수 □ 개원의 □ 봉직의 □ 전임의  

□ 전공의 □ 인턴 □ 의과대학생  

□ 기타 ( )  

근무 병원 형태  
□ 대학병원 □ 중소병원 □ 개인병원 

□ 의원 □ 기타 ( ) 

진료경력 
□ 5년 이내 □ 5-10년 □ 10-15년  

□ 15-20년 □ 20년 이상  

전문 과목  
□ 내과 □ 소아과 □ 가정의학과  

□ 기타 ( ) 

천식진료 여부 □ 예 □ 아니요 

현재 천식진료지침 

사용여부 
□ 예 □ 아니요 

1. 본 천식교육프로그램이 천식의 진단 및 치료과정을 이해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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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천식진료지침의 각 분야별로는 이해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습니까?  

 

가. 진단 및 분류                       1       2       3       4  

나. 치료약제                           1       2       3       4  

다. 위험인자의 확인과 노출회피         1       2       3       4  

라. 평가, 모니터링, 치료                1       2       3       4 

마. 급성 악화시의 치료                 1       2       3       4  

라. 특수 상황에 대한 고려              1       2       3       4 

 

3. 본 천식교육프로그램이 사용방법이 지침을 학습하는데 편리하였습니까?  

 

4. 본 천식교육프로그램이 학습의욕을 상승시키거나 흥미를 유발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5. 본 천식교육프로그램의 메뉴 중 지침의 교육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메뉴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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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습관 (E-book 형태의 지침의 내용 학습) 

2) 자가테스트 (퀴즈 형태의 문제 풀이를 통한 지침 학습)  

3) 사이버진료실 (가상의 증례체험과 분석을 통한 지침 학습) 

4) 자료실(천식 진료에 활용 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제공)  

 

6. 각각의 메뉴는 천식의 특성과 진단 치료과정을 이해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습니까? 

 가. 학습관 (E-book 형태의 지침의 내용 학습) 

 

나. 자가테스트 (퀴즈 형태의 문제 풀이를 통한 지침 학습)  

 

다. 사이버진료실 (가상의 증례체험과 분석을 통한 지침 학습) 

 

7. 이러한 컴퓨터 또는 웹을 이용한 interactive CME 교육프로그램이 기존의 지침서 

및 인쇄물 형태의 진료지침에 비해서 지침의 학습에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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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본 교육프로그램의 사용 후 본인의 천식에 대한 이해도가 향상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9. 본 프로그램 사용 후 실제 천식환자 진료에 자신감이 향상되었습니까?  

 

10. 천식지침 교육프로그램을 동료에게 소개하여 권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11.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면서 향후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이 있으시면 적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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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Usefulness of Interactive e-learning 

education program for asthma guideline 

 

Sung-Yoon Kang  
Immunology 

College of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troduction: Effective educational tools and implementation strategies are 

important for the dissemination of guideline. We developed the interactive 

computer-based education program of asthma guideline named as Virtual Learning 

Center for Asthma Management and evaluated its usefulness in terms of the 

improvement of awareness and satisfaction.  

 

Methods: 170 physicians were enrol led from six tertiary hospitals.  

They utilized the interactive education program for 2 weeks for the learning of 

asthma management guideline. We compared awareness of asthma guideline before 

and after utilization of the program and investigated the user satisfaction with 

questionnaire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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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Mean age of study subjects was 28.2±3.10 and 78(49.4%) of subjects 

were male. The total score of awareness of asthma guideline was significantly 

improved from 80.3±6.39 to 85.1±6.90 (p<0.001). All categories of awareness 

including knowledge, attitude and practice were improved significantly after 

learning with the program (p<0.001). Satisfactions of users were high in the 

aspects of usefulness, convenience, interest, improvement of understanding of 

guideline and elevation of confidence. The most useful section of the program was 

virtual cyber management of asthma patients.  

 

Conclusion: Interactive education program is a useful and effective tool for 

dissemination of asthma guide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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