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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최근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호흡기 환자들은 미세먼지에 더 취약한 집단으로 미세먼지로부터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건강관리

행위가

중요하나,

아직까지 호흡기 환자들의 건강관리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호흡기 환자들의
미세먼지에 대한 인식,

지식, 건강관리

행위를 파악하고, 그들의

미세먼지 건강관리 행위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는

서술적

조사연구로,

연구대상자는

서울

소재

일개

상급종합병원의 외래에 내원한 호흡기 환자 201명이었다. 자료는
자가보고형 설문지와 의무기록을 사용하여 수집하였으며, 자료수집
기간은 2019년 12월부터 2020년 2월까지였다, 수집한 자료는 SPSS
24.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t-test, ANOVA. 피어슨 상관계수,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i

1) 미세먼지 위험에 대한 인식은 평균 57.36±6.51 점, 미세먼지에
대한 지식은 평균 6.15±1.51 점, 미세먼지 건강관리 행위는 평균
22.79±4.43 점이었다.
2)

미세먼지

건강관리

행위는

여성(p<.001),

직업이

없는

대상자(p=.001), 호흡기질환 진단 기간이 1 년이상인 대상자(p<.001),
현재 흡연을 안 하는 대상자(p<.001)인 경우에 점수가 높았다.
3) 미세먼지와 관련된 건강관리 행위는 미세먼지 위험에 대한
인식과(r=.490, p<.001), 미세먼지에 대한 지식(r=.147, p=.037)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또한 미세먼지 관련
건강관리 행위는 미세먼지 인식의 하부영역인 관심(r=.449, p<.001),
심각성(r=.347, p<.001), 체감도(r=.352, p<.001)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4) 호흡기 환자의 미세먼지 관련 건강관리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회귀분석 결과, 미세먼지 위험에 대한 인식,
성별, 호흡기질환 진단 기간, 흡연력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수가

설명하였다.

미세먼지
호흡기

높을수록(p<.001),

관련

건강관리

환자들은

미세먼지

여성(p=.035),

행위

변이의

위험에

호흡기질환

진단

대한

36.1%를
인식이

기간이

긴

대상자(p=.004), 현재 흡연자보다는 과거에 흡연을 하였으나 현재
금연을 하는 대상자나(p<.001) 흡연을 한 적 없는 대상자(p=.001)가
건강관리 행위를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i

본 연구 결과, 호흡기 환자들은 미세먼지 위험에 대한 인식은 비교적
높았으나 지식 정도는 높지 않았다. 특히 미세먼지 지식 중 미세먼지
건강 영향과 건강관리 행위에 대해 지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 관련 건강관리 행위는 잘하고 있는 편으로 나타났으나
미세먼지 건강관리 행위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항목에서는 수행률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미세먼지 관련 인식과 지식을 높일
수 있는 호흡기 환자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되며, 특히 미세먼지 건강관리 행위가 낮은 남성, 흡연자, 호흡기
질환 진단 기간이 짧은 대상자들에게 더 주의를 기울여 교육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어: 호흡기 환자, 미세먼지, 인식, 지식, 건강관리 행위
학

번: 2018-23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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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대기 오염은 직접적으로 인체의 건강에 영향을 끼쳐 환경 문제로 대두되었다
(WHO, 2017). 그 중 미세먼지는 대기를 오염시키는 원인이 되는 물질로 전 세계 사
망 원인의 7.6%를 차지하고 각종 건강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황인창, 2018).
2013년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는 인
체에 쉽게 흡인되는 지름 10μm 이하의 먼지인 미세먼지(PM 10, Particulate Matter,
직경 <10μm) 를 인체 발암물질인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였고 인간과 동물 실험을
통해 대기오염과 대기오염 중 미세먼지는 폐암에 대한 발암 원성으로 충분하며, 발
생 기전도 명확하다고 보고하였다(Loomis et al., 2013). 또한, 미국 시카고대 연구소
(EPIC)는 대기오염은 전세계 인구 1인당 1.8년의 기대 수명을 단축시키고, 흡연(1.6
년), 음주(11개월), 에이즈(4개월)보다 기대 수명 단축에 영향이 크다고 보고하면서
미세먼지는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는 흡연보다 더 건강에 대한 영향이 크다고 보고하
였다(EPIC, 2018).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는 2060년 조기 사망 예측 자료를 내어 지름 2.5μm 이하
의 초미세먼지(PM 2.5, Particulate Matter, 직경 <2.5μm)와 증가된 오존 농도에 의
해 한국은 중국, 인도에 이어 높은 사망 증가율을 보이는 대기오염 피해 우려 지역
으로 보고하였다(OECD, 2016). 현재 우리나라는 2018년 환경기준을 강화하여 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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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기준 전 단계인 잠정 목표 3단계를 채택하고 이를 미세먼지 관련 정책에 반영
하고 있다(에어코리아, 2020). 그러나 우리나라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농도가
전 세계 주요 도시들 보다 2배로 높은 수준이며, WHO에서 제시하고 있는 권고 기준
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9년 3월1일부터 3월6일 일주일
동안은 서울에서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치가 대기 환경 기준보다 2-3배 높게 측정
되면서 미세먼지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에어코리아, 2020).
미세먼지는 특히 호흡기질환의 유발 및 악화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는
데 국외 선행 연구 결과, 미세먼지의 농도가 5년간 7μg/㎥증가할 때마다 폐 기능이
감소하고, 만성폐쇄성폐질환 발생은 33%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Schikowski
et al., 2005). 국내에서도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증가할 때마다 실제로 천식, 만성
폐쇄성폐질환, 폐암의 외래 방문, 입원, 응급실 경유 입원이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왔
다 (한창훈 et al., 2018; Jo, Lim, Han, & Kim, 2018). 또한, 미세먼지에 단기적으로
노출 되었을 때 폐 염증 반응이 증가하고 호흡기 증상이 악화되며, 장기적으로 노출
되었을 때 만성폐쇄성폐질환, 폐암 같은 만성호흡기질환 발생을 증가시키고 사망을
초래할 수 있어 노출 기간에 따라 건강 영향이 다르다 밝혀 졌다(WHO, 2017).
미세먼지의 심각성이 증가하면서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은
활발해 지고 있으나 미세먼지에 대한 인식, 지식, 건강관리 행위 수행 정도에 관찰
선행연구는 많지 않다. 선행연구 결과, 미세먼지에 대한 인식과 건강관리 행위 실천
정도 간에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되었으며(박은선, 오현정, 김
수현, & 민아리, 2018), 미세먼지에 대한 인식은 있으나 지식이 없으면 건강관리 행
위 수행도는 낮다고 보고되었다(최승혜, 2018). 천식 환자를 대상으로 미세먼지 지식
과 건강관리 행위를 조사했을 시 미세먼지에 대한 지식과 건강관리 행위는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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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방민희, 2018).
최근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미세먼지에 단기 노출로도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호흡기 환자들에 대한 미세먼지 예방 및 치료 권고 지침을 발표하였다(박무
석 et al., 2015). 그러나 아직까지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위험이 가장 높은 호흡기
환자들을 대상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인식, 지식, 건강관리 행위에 대한 연구는 찾아
보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호흡기 환자들의 미세먼지 위험에 대한 인식, 지식, 건강관리
행위를 파악하고 호흡기 환자들의 미세먼지 건강관리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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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호흡기 환자들의 미세먼지 위험에 대한 인식, 지식, 건강관리 행
위 정도를 조사하고 호흡기 환자들의 건강관리 행위의 영향 요인들을 규명하고자 한
다.

1) 대상자의 미세먼지 위험에 대한 인식, 지식, 건강관리 행위를 파악한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임상적 특성에 따른 미세먼지 위험에 대한 인식, 지식,
건강관리 행위의 차이를 파악한다.

3) 대상자의 미세먼지 위험에 대한 인식, 지식, 건강관리 행위 정도 간의 상관관계
를 파악한다.

4) 대상자의 미세먼지와 관련된 건강관리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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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의 정의

1) 미세먼지 위험에 대한 인식

위험 인식이란 어떤 위해 대상이 신체적 및 정신적 해를 끼칠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의미한다(최정화, 이선영, & 노기영, 2013). 미세먼지 위험에 대한 인식이란
미세먼지를 얼마나 위험하다고 인지하는지를 의미하며 개인이 미세먼지에 대해 갖고
있는 주관적인 관심, 인지한 심각성 그리고 경험한 체감도를 말한다(김영욱, 이현승,
이혜진, & 장유진, 2015).
본 연구에서는 박승호(2014)가 구성한 도구를 최승혜(2018)가 수정 보완한
도구와 김영욱 등(2015), 김영욱 등(2016b)이 개발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관심,
심각성, 체감도로 구성된 3개의 하위 범주를 각각 측정하였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미세먼지에 대한 위험 인식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2) 미세먼지 관련 지식

미세먼지 관련 지식이란 미세먼지의 정의, 미세먼지 발생원인, 미세먼지 농도 현황,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미세먼지 고농도 시 행동요령을 아는 정도를
말한다(김영욱 et al., 2015).
본 연구에서 미세먼지 관련 지식은 김영욱 등(2015)이 개발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한 점수로 평가하였으며, 총 점수가 높을수록 미세먼지 관련 지식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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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세먼지 관련 건강관리 행위

건강 행위란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취해 진 행위를 의미하며(Steele &
McBroom, 1972) 미세먼지 관련 건강관리 행위란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개인이 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 미세먼지 관련 건강관리 행위로는 박승호(2014)가 구성한 도구를
최승혜(2018)가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점수가 높을수록 미세먼지 관련
건강관리 행위 실천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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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문헌고찰

1. 미세먼지

대기오염 물질은 가스와 입자상의 물질로 구성되며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률과
유병률의 증가는 인간의 건강에 큰 위협 요소 중 하나다. WHO에서도 1년에 600만
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이런 대기오염으로 인한 질환들의 증가로 정부와
여러 기관에서도 대기오염을 세계적 문제로 보고 있다(WHO, 2017). 미세먼지가 인
체에 주는 유해한 영향은 주로 화석 연료의 연소 시 발생되는 입자상의 물질에 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한
창훈 et al., 2018).
입자상의 대기오염 물질은 크기로 분류하는데 입자가 작을수록 사람 몸에 깊숙이
침투를 할 수 있어 건강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공기 중의 총 부유 분진 중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입자가 매우 작기 때문에 호흡기를 거쳐 폐 등에 침투하거
나 혈관을 따라 체내로 깊숙이 이동함으로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에어코리아,
2020; Ailshire & Clarke, 2014).
대기 중의 입자상의 물질은 크기로도 건강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다르지만 화학적
조성도 큰 영향을 끼친다. 미세먼지는 일반적으로 발생원이 주로 풍화작용 또는 토
양먼지, 보일러나 자동차, 공사장 도로 등에서 비산되는 먼지 같은 1차 오염 물질이
다. 초미세먼지는 대부분 화학반응에 의해 생성되어 배출되거나 대기에서 광화학 반
응에 의해 생성되기 때문에 황산염, 질산염, 암모니아 등 이온 성분과 금속 화합물
등 유해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대기 중의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는 1차 오염 물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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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오염 유해 물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흡입 시 폐질환, 심장질환
등 조기 사망에 이를 수 있다(김용표, 2006).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 명확해 짐에 따라 2017년 5월 출범한 우리나
라 새 정부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미세먼지로부터 민감계
층인 어린이, 노인, 호흡기질환자, 심장질환자를 보호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였다(환
경부, 2019). 또한 정부는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발생원을 조절하고 경보제를 실
시, 한중일 국제 협력 강화, 오염측정망 확충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 교통 관리
강화, 사업장 배출 허용 기준 강화, 오염측정망 확충 등을 시행하며 노력하고 있다
(김용표, 2017).
그러나 이런 대책에도 불구하고, 최근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 농도는 정체되어 있
다(황인창, 2018). 이에 미세먼지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미세먼지 관리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 및 개선이 필요하다.

2. 미세먼지의 건강 영향

미세먼지는 크기나, 구성성분에 따라 하부 기관지 및 폐 실질까지 침착하여 호흡
기계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대기 중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수록 호흡기계 및 심
혈관계 질환의 증상 악화를 초래하고 본 질환의 사망률 및 유병률을 증가 시킬 수
있다(WHO, 2017). 미세먼지는 충돌, 중력 침강, 확산, 정전기적 흡착 등의 기전에
따라 기도 내에 부위별로 분진이 침착 되며(명준표, 2016), 크기가 작을수록 혹은 미
세먼지의 유해 성분에 따라서 활성 산소 생성 증가를 통한 염증 반응을 일으킨다.
이는 DNA 손상을 시키고 폐세포의 손상을 일으키며 장기적으로는 만성폐쇄성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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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천식, 암을 유발하게 된다(EPIC, 2018). 선행연구 결과, 미세먼지가 10μg/㎥증가
할 때마다 전체 사망 위험이 4% 증가하고, 심혈관계 사망은 6%, 폐암으로 인한 사
망은 8%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 졌다(Pope et al., 2002).
대기오염, 미세먼지에 대한 지속적인 노출은 폐기능 감소와 관련이 있다. 선행연구
결과,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감소하면 폐기능 감속 속도가 완화된다는 결과가 보
고되었다(Downs et al., 2007; Gauderman et al., 2004). 미세먼지의 농도가 증가할수
록 호흡기 환자의 입원이 증가 됨을 알 수 있는데 한 연구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10μg/㎥증가할수록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들의

입원이

증가한다고

보고되었다

(Medina-Ramon, Zanobetti, & Schwartz, 2006). 미세먼지로 인해 천식의 경우에도
미세먼지가 10μg/㎥증가할수록 천식 악화를 29% 증가시키고, 천식 악화로 인한 응
급실 방문이나 입원도 29% 증가되는 것으로 드러났다(Meng et al., 2010). 사망률도
미세먼지가 올라갈수록 증가하는데 Harvard 6 cities 연구에서는 8년간 연장 관찰한
추적 연구에서 초미세먼지가 10μg/㎥증가할수록 사망률, 폐암 발병률, 심혈관질환
발병률이 증가한다는 결론이 보고되었다(Laden, Schwartz, Speizer, & Dockery,
2006). 미국의 큰 도시 20개에서 조사한 결과 미세먼지가 10μg/㎥증가할수록 심혈
관질환과 폐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0.68% 증가함을 발표하여 미세먼지의 위험성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다(Samet, Dominici, Curriero, Coursac, & Zeger, 2000).
국내에서 진행된 미세먼지의 건강 영향에 대해 살펴보자면, 1990년부터 2013년까
지 통계청 사망자료를 바탕으로 사람들이 초미세먼지에 장기적으로 노출 시 6.4%의
조기 사망률을 높인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Kim, Oh, Park, & Cheong, 2018). 또한,
미세먼지 농도 증가 시 호흡기 질환으로 인한 입원이 증가한다는 논문 또한 발표되
었다(박무석 et al., 2015; Jo et al., 2017).
미세먼지는 노출 시 만성호흡기질환 환자들에게 질환 별로 노출 당일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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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 효과가 나타난다(한창훈 et al., 2018).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최대
6주까지 지속 될 수 있다(환경부, 2016) .한창훈 등(2018)의 연구에서는 건강 영향
발생 당일부터 14일 전까지 지연 효과를 평가하였고 천식 환자의 경우에는 하루 전
의 미세먼지 농도와 당일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영향이 컸고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
의 경우에는 입원 2일전의 미세먼지 농도와 3일전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영향이 크다
는 결론이 보고 되었다.
이렇듯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호흡기 환자의 입원, 응급실 방문, 사망에 큰 영
향을 끼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대기질 및 미세먼지 수준은 다른 국가들
에 비해 매우 나쁜 수준이며, 이로 인한 건강 영향 또한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
어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활발히 일어나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3. 미세먼지 위험에 대한 인식

미세먼지 위험에 대한 인식이란 미세먼지의 위험성과 관련하여 개인이 인식하고
있는 정도를 뜻하며, 이는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 심각성, 체감도(건강 증상 경험
여부)를 포함한다(김영욱, 이현승, 이혜진, &장유진, 2016a). 사람들은 미세먼지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미세먼지 발생 현황, 건강 영향, 해결 방안에 관심이 높았고
위험에 대한 노출을 줄이려는 예방 행동을 한다고 보고 되었다(김영욱, 이현승,
장유진, &이혜진, 2016b).
사람은 직접 경험한 체감도가 높아야 불안이 증가하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그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

김영욱

등(2016a)의

연구에서는

사람들의

미세먼지에 대한 인식을 인터뷰한 결과 미세먼지로 인해 호흡기 질환, 심혈계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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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발생 할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인지 하면서도 미세먼지로 인한 증상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편견을 보였다고
하였다. 즉, 문제를 이해하고 있더라도 그 문제를 체감했거나 위협으로 다가와
심각성을 느꼈을 때 사람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다(Deguen, Segala, Pedrono, &
Mesbah, 2012).
한 베이징 대학의 164명 학생들에게 시행한 대기오염 심한 날에 filter마스크
사용을 이행하는지를 HAPA(Health action process approach) 모형을 통하여 조사한
논문에서 위험 인식이 높을수록 filter마스크 이행율이 상승한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보고 되었다(Zhou et al., 2016). 8개의 중국 주요 도시에서 사람들이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인식했을 때 건강 관련 행위를 얼마나 하는지를 anti- PM 2.5 마스크와 air
filters 온라인 검색 기록으로 파악한 연구에서는 초미세먼지가 10μg/㎥ 증가할
때마다 anti-PM 2.5 마스크 검색은 3.6%-8.4% 증가하고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이
나면 anti-PM 2.5 마스크 검색이 2배로 올라간다는 결과가 보고 되었다(Liu, He,
Lau, 2018). 서울 소재 대학생 85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미세먼지에 대한 인식 중 관심과 체감도가 높을 때 건강 관련 행위 실천 정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박은선 et al., 2018). 대학생에게 시행한 다른 연구에서도
미세먼지에 의한 질병이 자신과 주변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인식할수록
건강관리 행위가 높다는 결과가 보고 되었다(주지혁, 2017).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도 체감도, 심각성 관심 같은 인식 또한
조사하여야 건강 관련 행위 요인을 파악 수 있다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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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세먼지에 대한 지식

사람들이 미세먼지 발생 원인들과 결과 간의 관계 등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갖고 있다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마스크 착용, 외출 자제 등의 예방행위를
하게 될 것이다(김영욱 et al., 2016b). 한 연구에서 지식이 낮을 때 정책의 필요성과
예방 행위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하면 전혀 느끼지 못한다고 응답하다가 인터뷰 후
인위적인 발생원과 미세먼지 영향에 대해 설명을 듣고는 정책과 예방행위 참여에
호의적인 태도로 변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결과가 보고 되었다(김영욱 et al., 2016a).
국내의 대학생을 상대로 실시한 미세먼지 지식을 조사한 연구에서 미세먼지의 정의,
발생 원인, 건강 영향, 대처 방안과 관련 된 지식이 낮은 것으로 나왔으며 건강관리
행위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지식이 기반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중재가
적극적을 필요하다고 보고 되었다(박은선 et al., 2018). 다른 연구에서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인식, 지식을 조사하였더니 인식은 있으나 지식이 낮은 것으로
나와 미세먼지에 대한 교육과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최승혜,
2018). 이렇듯 사람의 건강 관리 행위 장려를 위하여 사람들의 지식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지식만 있다고 해서 꼭 건강 관련 행위를 실천하는 것은 아니라는 논문도
찾아볼

수

있었다.

2017년

서울

시민들

대상의

시행된

연구에서는

사람의

대기오염에 대한 태도와 지식이 건강 관련 행위에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는데 지식이 있어도 외부 활동 삼가는 행위 말고는 마스크 사용, 공기 청정기
사용 행위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나와 지식만으로는 사람의 예방 행위 격려가
힘들다는 결론이 나왔다(Shapiro & Bolsen,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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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세먼지에 대한 건강관리 행위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은 발생원 조절, 경보 등 예보, 개인 보호구 사용 등의 관리
영역으로 나뉘며 발생원 조절을 위하여 정부와 시민 참여의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미세먼지는 국정 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고 있으며 서울시는 미세먼지
배출량 20% 감축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장기 목표로 초미세먼지 15 μg/㎥를
제시하고

있고,

초미세먼지

경보제를

시행하고

2016년

동아시아

맑은

공기

도시협의제를 구성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다(황인창, 2018).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기질 개선은 정체되고 있는 모습이 보이며 국내
미세먼지 농도는 국내 영향 뿐만 아니라 국외 영향도 포함되어 있고 지리적 위치,
기상 여건이 유리하지 않아 단기간 내에 쉽게 개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많은
사람이 알고 있다. 따라서, 미세먼지 노출 시 건강 영향을 줄일 수 있도록 건강관리
행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신경 써야 할 것이다.
환경부에서 말하는 미세먼지 노출 시 건강관리 행위에는 대기오염이 높은 시간과
장소에서는 불필요한 외출을 삼가고 활동량이 커지면 미세먼지 흡입이 증가하므로
외출

시에는

활동량

줄이는

방법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증한

보건용

마스크(KF80, KF94, KF99)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 있다(환경부, 2016). 마스크
사용이 환자들에게 효과적인 연구는 중국에서 심혈관계 환자들을 대상으로 filter
있는 마스크를 착용하면 미세먼지로 인한 심혈관계 질환 위험도를 감소 시킬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 연구가 있다(Langrish et al., 2012). 단, 호흡기 환자 같은
경우에는 호흡 시 저항 증가와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 가능성으로 마스크 쓰는 것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와 꼭 상의 후 마스크를 사용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자들 대상으로 N95 마스크를 착용한 후 안정 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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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시

활력

징후와

호흡

지표들을

조사한

결과

MMRC

점수가

3점이상인

만성폐쇄성폐질환자들은 마스크 착용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 권고 시
신중해야 한다고 보고 된 연구가 있다(경선영 et al., 2016). 호흡기 환자는
미세먼지에 노출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여 미세먼지 ‘나쁨’일 때 실외 활동을
제한하며, 창문을 닫고 실내에서 지내는 것이 좋지만 부득이하게 외출해야 할 경우
만성폐쇄성폐질환자는

구제

약물(속효성

기관지

확장제)를

소지

한

상태에서

외출하는 것이 좋다. 독감 예방접종을 매년 하는 것이 중요하며, 기존의 호흡기질환
치료제를 성실히 복용하며 미세먼지의 영향은 6주까지도 지속될 수 있으므로 꾸준히
관리하여야 한다. 외출 후 깨끗이 씻어야 하며 식사 시에도 물과 항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섭취를 충분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외부 미세먼지 뿐 아니라
실내에도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많기

때문에

실내

공기

오염

관리도

중요하다(환경부, 2016).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미세먼지 위험에 대한 인식, 위험에 대한 태도, 미세먼지
관련 서비스 경험 유무,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 유무가 건강관리 행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박민경, 2019), 성별, 미혼, 지식이 건강관리 행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방민희, 2018). 그러나 이는 노인 혹은 천식 환자를
대상으로만 한 연구이기 때문에 선행 연구에서 제언한 건강관리 행위에 대한 반복
연구가 필요하며 미세먼지에 대해 취약 계층인 호흡기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호흡기 환자들의 건강관리 행위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건강신념모델에서 지각된 장애는 건강관리 행위를 하는데 방해되는 측면으로
건강관리 행위가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비용이 많이 들고 등의 이유로 건강관리
행위를 피하고자 하는 동기를 일으킨다(Rosenstock,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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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에서 미세먼지 건강관리 행위를 취할
시 지각되는 장애 관련 요인을 측정하기 위하여 비용, 시간 소비, 불편감 총 3개의
문항으로 조사였으나 이는 건강관리 행위와 유의하지 않다고 나왔지만 이는 장애
요인을 3개의 문항으로 한정하여 조사한 점이 문제점으로 보며 후속 연구에서는 더
포괄적인 장애 요인을 조사해야 된다고 보고 되었다(박은선 et al., 2018).
구미옥 등(2003)은 노인의 건강관리 행위 수행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신체적 장애,
유익성 인식 부족, 경제 능력 부족, 시간 부족, 의지 부족, 습관 부족, 선호 부족,
지식 부족, 귀찮음, 가족 지지 부족 등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호흡기 환자들의
미세먼지 건강관리 행위를 취할 시 지각되는 장애를 파악하는 것도 미세먼지에 대한
건강관리 행위 실천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키는데 중요하다 사료된다.

- 15 -

I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호흡기 환자들의 미세먼지 위험에 대한 인식, 지식, 건강관리 행위를 파
악하고 변수들의 상관관계 및 미세먼지 관련 건강관리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 연구 대상자

본 연구 대상자들은 서울시 소재 일개 상급 종합병원에서 호흡기내과 외래 방문하
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로 편의 표출하였고, 그 중 연구
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로 선정하였다. 표본 크기 산정을 위해
G* power 3.1.9.4를 이용하여 편의 추출하였고, 다중 회귀 분석을 기준으로 중간 효
과 크기 0.15, 유의 수준 0.05, 검정력 0.8로 유지하고 예측 변수 19개로 산출했을
때 필요한 최소 대상자 수는 153명이었다. 탈락률 20%를 고려하여 200명을 목표로
모집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19년 12월 16일부터 2020년 2월 20일까지 약 2개월
동안 시행하였으며, 그 중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자 210명 중 바쁜 일정(n=8),
의무 기록 열람 거부(n=1)로 중도 포기한 9명을 제외한 201명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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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대상자 선정, 제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선정 기준
(1) 만 19세 이상의 성인인 자
(2) 호흡기내과 외래에 방문하는 자
(3) 국문 해독이 가능하며 설문에 응답할 수 있는 자

2) 제외 기준
(1) 의사 소통에 지장이 있는 자

3. 자료 수집 항목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 하였다(의무 기록 참조, 자가 보고형
설문지). 구체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의무 기록 참조
의무 기록을 이용하여 수집 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성별,
연령), 기저 호흡기질환, 호흡기질환 진단 기간, 동반 질환, 복용하는 호흡기 관련 약
종류, 폐기능 검사 결과이다.
2) 자가 보고형 설문지
자가 보고형 설문지를 이용하여 수집 한 항목으로는 결혼 상태/동거 여부, 직업,
학력, 주관적인 경제 수준, 지각하는 건강 상태, 흡연력, 최근 1년간 입원 횟수나 응
급실 방문 횟수, 최근 4주 이내의 호흡 곤란 정도(10점의 Numeral Rating
Scale[NRS]척도), 거주 시.도, 이동용 산소 사용 여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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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도구

본 연구 도구는 구조화된 설문지이다. 본 연구 대상자가 호흡기내과 외래 환자이기
때문에 연구 대상자가 대부분 고령인 점이 선행연구와 상이하며, 난이도가 고령이 읽고
풀기에는 높아 교신 저자에게 원 도구를 수정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도구의 각 문항은 간호학 교수 3인, 호흡기내과 수간호사 1인, 호흡기내과 전문의 1인
이 내용타당도를 검증하였다. 4점 척도를 사용하여 내용타당도를 검출한 후 Polit 등
(2007)의 기준에 따라 문항별 내용타당도 지수(Item-content validity index[I-CVI])가
78% 이하였던 문항은 삭제하였다(Polit, Beck, & Owen, 2007).

1) 미세먼지 위험에 대한 인식(관심, 심각성, 체감도)

미세먼지 위험에 대한 인식 도구는 관심, 심각성, 체감도로 구성된 3개의 하위 범
주를 각각 측정하였다. 각 문항 중 I-CVI가 0.78이하인 관심 문항에서 1개, 심각성
문항에서 1개를 제외하여 총 21개 문항 중 19개 문항으로 최종 도구를 구성하였다.
미세먼지 인식 도구의 내용타당도 평균값(Scale-level content validity index[SCVI])은 0.94이었으며 신뢰도는 Cronbach’s α=. 82이었다.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은 미세먼지가 자신의 삶과 연관되어 있다고 느끼는 정도를
말한다(김영욱 et al., 2015).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 문항은 미세먼지 인식을 조사하
기 위해 박승호(2014)가 구성한 도구를 최승혜(2018)가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
였다. 총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총점은 6점에서 30점 사이이다. 본 연구 도구는 각 문항 중 I-CVI가 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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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인 관심 문항에서 1개를 제거하여 총 5문항으로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미세먼지
에 대한 관심 도구는 5점 척도로 개발되었으나 대상자들의 답변 편향을 막기 위해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4점 척도로 변경하여 총점은 5점에
서 20점 사이로 하였다. 최승혜(2018)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71이었
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81이었다.
미세먼지 심각도 문항은 김영욱 등(2015)이 미세먼지의 위험 인식 측정을 위하기
위하여 만든 도구로 위험 인식은 위험의 자발성, 즉각성, 위험에 대한 지식 및 통제
성, 익숙성, 영향을 미치는 기간, 일반적인 염려, 결과의 심각성 등에 의해 결정되므
로 원본 도구는 이를 반영하여 총 11문항으로 개발되었다. 본 연구 도구는 각 문항
중 I-CVI가 0.78이하인 심각도 문항에서 1개를 제거하여 총 10문항으로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4점으로 점수는 10점에
서 40점 사이로 총점이 높을수록 미세먼지의 위험에 대한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높
음을 의미한다. 김영욱 등(2015)의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72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68이었다.
체감도는 김영욱 등(2016b)의 연구에서 미세먼지 고농도 시 개인이 느낄 수 있는
건강 증상을 문항으로 만든 것을 사용하였다. 4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각 문항은 ‘전
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 4점으로 총점이 4점에서 16점 사이로 총점이
높을수록 미세먼지에 대한 건강 증상 체감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김영욱 등(2016b)
의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75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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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세먼지에 대한 지식

미세먼지의 지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김영욱 등(2015)이 전문가 인터뷰 및 환경부
에서 제작한 브로슈어 내용을 기반으로 제작한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다. 미세먼지와
관련된 지식이 어느 한쪽으로 치중되어 측정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미세먼지의 정의,
미세먼지 발생원인, 미세먼지 농도 현황,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미세먼지
고농도 시 행동 요령으로 지식의 차원을 세분화하여 차원 별로 두 문항씩 총 10문항
으로 구성되었다. 선택지는 ‘그렇다’, ‘아니다’, ‘잘 모르겠다’로 이루어졌으며, 정답인
경우 1점을, 틀렸거나 ‘잘 모르겠다’를 선택한 경우 0점을 부여하여 정답률을 구하였
다. 총점은 0-1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미세먼지에 관련된 지식이 높은 것을 의미
한다.
본 연구 대상자가 호흡기내과 외래 환자이기 때문에 국내 미세먼지에 대한 호흡기
환자들의 지침, 환경부, 에어코리아 자료를 참고하여 기존 10문항에서 호흡기 환자
에 대한 2문항을 추가하여 총 12문항으로 수정하였다. 총 12문항인 미세먼지 지식
도구의 내용타당도를 검증한 결과 각 문항 중 I-CVI가 0.78이하인 문항 1개 문항을
제외하여 11개 문항으로 최종 도구를 구성하였다. 미세먼지 지식 도구의 S-CVI는
0.95이었다.

3) 미세먼지에 대한 건강관리 행위

미세먼지 관련 건강관리 행위로는 박승호(2014)가 구성하였고 최승혜(2018)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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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보완하여 미세먼지 관련 태도를 조사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6문항으로 각
문항은 “거의 실천하지 않는다”1점, “항상 실천한다”5점까지 리커드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미세먼지와 관련된 건강관리 행위 실천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 대상자가 호흡기내과 외래 환자이기 때문에 국내 미세먼지에 대한 호흡기
환자들의 지침, 환경부, 에어코리아 자료를 참고하여 기존 6문항에서 3문항을
추가하여 총 9 문항으로 수정하였다. 총 9문항 내용타당도를 검증한 결과 각 문항
중 I-CVI가 0.78이하인 문항 1개 문항을 제외하여 8개 문항으로 최종 도구를
구성하였다.

미세먼지에

대한

건강관리

행위

도구의

S-CVI는

0.98이었다.

미세먼지에 대한 건강관리 행위 도구는 5점 척도로 개발되었으나 대상자들의 답변
편향을 막기 위해 각 문항은 ‘거의 실천하지 않는다’1점, ‘항상 실천한다’ 4점으로
측정하여

총점은

8점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32점

사이로

α=.84이었다.

본

α=.81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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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최승혜(2018)의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연구에서의
Cronbach’s

5.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해당 기관인 서울 소재 일개 상급 종합 병원의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의 승인을 받은 후 자료를 수집 하였다.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자가 직접 연구 목적
을 설명한 후 참여 동의를 받고, 연구와 관련된 개인정보는 보호되며 연구 도중 대
상자가 원하지 않을 시 어떠한 경우에도 철회 가능함을 설명하고 참여하지 않아 얻
게 될 불이익은 없음을 사전에 설명하였다.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연구자만 접근
할 수 있도록 암호화하며 수집된 설문지를 포함한 연구 자료는 연구자만 접근 가능
한 개인 컴퓨터에 암호화하여 보관하고 잠금 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하였다. 수
집된 설문지는 생명 윤리법에 따라 연구 종료 후 3년간 보관 후 분쇄하여 폐기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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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료 수집 절차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19년 12월 16일부터 2020년 2월 20일까지 약 2개월
동안 진행하였다. 연구가 이루어지는 대상 외래의 관리자에게 연구의 필요성, 목적과
자료 수집 방법 및 절차를 설명하고 허가를 받은 뒤 자료 수집을 시작하였다. 대상
자 선정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들에게 연구자가 직접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획득한 후 설문지를 배부한 뒤 자료 수집을 실시하였다. 설문이 가능한 환자
는 직접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고 설문에 응하기 어려운 환자는 연구자가 설문지를
읽어 준 뒤 응답을 작성하였다. 설문지 작성 완료 시간은 약 10분정도이었고, 설문
작성을 완료한 대상자에게는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대상자의 임상적 특성은
의무 기록 열람을 통하여 수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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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4.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 통계 처리하였으며 구체적인 방
법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임상적 특성, 미세먼지 위험에 대한 인식, 지식, 미세먼지
와 관련된 건강관리 행위는 기술 통계(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 편차)를 사용
하여 분석하였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임상적 특성에 따른 미세먼지 위험에 대한 인식, 지식,
미세먼지와 관련된 건강관리 행위는 independent t-test 또는 one-way ANOVA
로 분석 후 ANOVA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온 경우에는 사후 검정하였다.
Levene의 등분산 검정을 통해 등분산 가정을 만족하는 경우 ANOVA로 분석하
여 유의한 결과는 Scheffe로 사후 검정하고, 등분산을 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Welch ANOVA로 분석하여 유의한 결과는 Dunnett T3 방법으로 사후 검정하였
다.
3) 대상자의 미세먼지 위험에 대한 인식, 지식, 미세먼지와 관련된 건강관리 행위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4) 대상자의 미세먼지와 관련된 건강관리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5) 통계적 유의 수준은 p<0.05로 정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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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1.

연구 결과

대상자 특성

1)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연령은 평균 56.13±12.69(범위 22-83), 성별은 남자 117명(58.2%), 여
자 84명(41.8%)이었다.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120명(59.7%), 없는 사람
은 81명(40.3%)이었다. 결혼 상태는 결혼이 166명(82.6%)으로 가장 많았으며, 동거
인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177명(88.1%)이었다. 교육 수준 정도는 대학교 졸업
이 93명(46.3%)로 가장 많았으며, 스스로 생각하는 경제 수준은 중상위 92명(45.8%)
중하위 75명(37.3%)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현재 거주지로는 수도권 지역
이 대상자 중 122명(60.7%)이 거주한다고 응답하면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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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201)
Variables

Categories

n (%)

Age

M±SD
56.13±12.69

<55
≥55
Gender
Male
Female
Employment(current) Unemployed
Employed
Marital status
Married
Bereaved
Divorced/Separated
Not married
Cohabitants
Others
Alone
Level of Education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College
Graduate school
Economic status
High
(subjective)
Middle-high
Middle-low
Low
Residence
Capital area
Others
Note. SD=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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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117
117
84
81
120
166
9
6
20
177
24
8

(41.8)
(58.2)
(58.2)
(41.8)
(40.3)
(59.7)
(82.6)
( 4.5)
(3.0)
(10.0)
(88.1)
(11.9)
( 4.0)

14
50
93
36
13
92
75
21
122
79

( 7.0)
(24.9)
(46.3)
(17.9)
( 6.5)
(45.8)
(37.3)
(10.4)
(60.7)
(39.3)

2) 임상적 특성

대상자 중 50명(19.4%)이 폐암이고, 47명(18.2%)이 만성폐쇄성폐질환이며, 43명
(16.7%)이 간질성 폐질환이었다. 대상자 중 36명(14%)이 기관지확장증, 32명(12.4%)
이 비결핵항상균 폐질환, 17명(6.6%)이 결핵이었다. 연구 대상자 중 호흡기질환을 진
단받은 지 1년미만인 대상자가 93명(46.3%)으로 가장 많았다. 대상자가 호흡기질환
을 진단받은 평균 개월 수는 34.2±43.4개월이었다. 대상자 중 호흡기 관련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대상자는 111명(55.2%)이었다. 호흡기 질환을 제외하고 다른 동반질
환을 진단 받은 대상자는 110명(54.7%)이었다(Table 2).
대상자 중 141명(70.1%)이 폐기능 검사를 처방 받아 시행하였고 82명(40.8%)이
폐기능 이상 소견이 있었다. 폐쇄환기장애 결과가 나온 대상자는 26명(12.9%)이었고,
제한환기장애 결과가 나온 대상자는 41명(20.4%), 혼합환기장애 결과가 나온 대상자
는 13명(6.5%)이었다. 최근 1년간 병원에 입원을 한 대상자는 63명(31.3%)이었고,
최근 1년간 응급실을 방문한 대상자는 38명(18.9%)이었다(Table 2).
현재 흡연하는 대상자는 13명(6.5%), 과거 흡연하였으나 현재 금연한 대상자는
72명(35.8%)이었다. 스스로 생각하는 건강 수준은 ‘그저 그렇다’ 82명(40.8%), ‘건
강하지 않다’ 55명(27.4%)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대상자 중 지난 4주간 숨이
찼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148명(73.6%)이며 숨이 차는 정도는 평균 2.83±2.48이었
다. 대상자 중 이동용 산소를 사용하는 환자는 2명(0.1%)이었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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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linic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201)
Variables
Respiratory
Disease
(Multiple
responses)

Other Disease
Respiratory Disease
Period

Categories
COPD
Lung cancer
ILD
Tuberculosis
NTM
Bronchiectasis
Others
Yes
No
<1year
≥1year ~ <5year
≥5year ~ <10year
≥10year

n(%)
47
50
43
17
32
36
33
110
91
93
62
31
15

M±SD

(18.2)
(19.4)
(16.7)
( 6.6)
(12.4)
( 14)
(12.8)
(54.7)
(45.3)
(46.3)
(30.8)
(15,4)
(7.5)
34.2±43.4†

Taking respiratory
Medicine
PFT

Smoking

Health status
(Subjective)

Use Portable O2

History of
hospitalization
Within 1 year
History of ER visit
Within 1 year

Yes
No
Obstructive patterⓐ
Restrictive patternⓑ
Mixed patternⓒ
Fail PFT
No PFT
Normal
Smoker
Ex-smoker
Never-smoker
Very healthy
Healthy
Average
Unhealthy
Very unhealthy
No
Sometimes
Always
Yes

111
90
26
41
13
2
60
59
13
72
116
2
51
82
55
11
199
1
1
63

No
Yes
No

138 (68.7)
38 (18.9)
163 (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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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
(44.8)
(12.9)
(20.4)
(6.5)
(1.0)
(29.9)
(29.4)
( 6.5)
(35.8)
(57.7)
( 1.0)
(25.4)
(40.8)
(27.4)
( 5.5)
(99.0)
(0.05)
(0.05)
(31.3)

Variables
Dyspnea

Categories

n(%)

Yes

M±SD

148 (73.6)
2.83±2.48‡

No

53 (26.4)

Note. COPD=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ER=Emergency room; ILD=Interstitial
lung disease; NTM=Nontuberculous mycobacteria; PFT=Pulmonary function test; SD=Standard
deviation; ⓐForced expiratory volume at 1 second(FEV₁)/ Forced vital capacity(FVC)<70%,
FVC≥80%; ⓑ FEV₁/FVC≥70%, FVC<80%; ⓒ FEV₁/FVC<70%, FVC<80%;†Month; ‡
Numeric rating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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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의 미세먼지 관련 인식

1) 미세먼지 위험에 대한 인식

미세먼지 위험에 대한 인식은 76점 만점에 평균 57.36±6.51(범위 38-73)이었다.
미세먼지 위험에 대한 인식은 관심, 심각성, 체감도로 구성된 3개의 하위 범주를 각
각 측정하였다. 미세먼지의 관심은 20점 만점에 평균 15.94±2.50(범위 8-20)이었
고, 미세먼지의 심각도는 40점 만점에 평균 29.65±3.62(범위 20-39)이었다. 미세먼
지의 체감도는 16점 만점에 평균 11.16±2.30(범위 7-16)이었다(Table 3).
영역별 결과를 살펴보면, 미세먼지의 관심 영역이 3.18±0.5/4점만점으로 가장 높
았고, 미세먼지의 체감도 영역이 2.79±0.57/4점만점으로 가장 낮았다(Table 3).
각 문항의 점수를 살펴보았을 때, ‘미세먼지에서 비롯된 위험을 다음 세대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가 가장 높은(3.53±0.57/4점만점) 점수를 받았고, ‘미세먼지로
인한 위험을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발생한다.’가 가장 낮은 점수를(1.77±0.79/4점만
점) 받았다(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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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isk Perception, Knowledge, Health Behavior of Particulate Matter
(N=201)

Variables

Item

M±SD

Min-Max

Out of score 4

Attention

5

15.94±2.50

8-20

3.18±0.5

Severity

10

29.65±3.62

20-39

2.96±0.36

Health affect

4

11.16±2.30

7-16

2.79±0.57

Total

19

57.36±6.51

38-73

3.01±0.34

Knowledge

11

6.15±1.51

0-10

N/A

Health behavior

8

22.79±4.43

8-32

2.84±0.55

Risk perception

Domains

Note. N/A=Not applicable; SD=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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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isk Perception related to Particulate Matter
(N=201)

Categories
Attention

Severity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Health affect

15
16

17

18

19

Component

M±SD

I heard about PM problems.
I am interested in news about PM.
I know the health effects of PM.
I know health behaviors for PM.
I know the damage of PM.
Damage of PM occurs independently of my
will. †
Damage of PM appears later
Damage of PM is well known scientifically
Damage of PM can be controlled by my
effort.
Damage of PM is a rising problem these
days.
Damage of PM can kill lots of people as slick
as nothing at all.
Damage of PM is very frightening.
Damage of PM can be fatal to people and
nature.
Damage of PM can influence the next
generation.
Damage of PM is irreversible.
When PM concentration is high, I experience
bothersome symptoms such as cough and
dyspnea.
When PM concentration is high, I experience
bothersome symptoms such as headache,
stinging eyes and throat.
When PM concentration is high, my preexisting problems such as asthma and
rhinitis gets worse.
When PM concentration is high, I experience
psychological discomfort, stress and so on.

3.50±0.58
3.38±0.62
3.19±0.67
2.93±0.71
2.94±0.73
1.77±0.79

Note. †Reverse score; PM= Particulate matter; SD=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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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0.74
2.92±0.77
2.36±0.79
3.18±0.72
3.06±0.76
3.19±0.69
3.36±0.63
3.53±0.57
3.19±0.67
2.90±0.77

2.95±0.74

2.83±0.83

3.09±0.71

2)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미세먼지 위험에 대한 인식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미세먼지 위험에 대한 인식 점수는 여자(M=59.49)가
남자(M=55.84)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t=3.96, p<.001) (Table 5).
대상자의 임상적 특성 중 미세먼지 위험에 대한 인식 점수는 호흡기약물을
복용하는 대상자가(M=56.45) 호흡기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 대상자(M=58.49)보다
낮다고 나왔고(p=0.031), 최근 1 년안에 응급실을 방문한 대상자가(M=55.47)
응급실을 방문하지 않은 대상자(M=57.8)보다 낮다고 나왔다(p=.047). (Table 6)
흡연 여부에 따라 인식 점수를 분석한 결과 현재 흡연을 하는 대상자(M=53.54),
과거에 흡연을 하였으나 현재는 금연하는 대상자(M=55.72), 흡연을 해 본적 없는
대상자(M=55.81)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등분산을
가정할 수 없어 Dunnett T3 로 사후분석 한 결과 현재 흡연을 하는 대상자와 과거에
흡연을 하였으나 현재는 금연하는 대상자 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p=.460). 그러나
흡연을 해 본적 없는 대상자는 흡연을 하는 대상자(p=.013)와 과거에 흡연을
하였으나 현재는 금연하는 대상자(p=.002)보다 인식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Tabl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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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Risk Perception related to Particulate Matter according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N=201)

Mean±SD

t or F

P

<55
≥55
Gender
Male
Female
Employment(current) Unemployed
Employed
Marital status
Married
Bereaved
Divorced/Separated
Not married
Cohabitants
Others
Alone
Level of Education
<College
≥College

58.01±7.18
56.89±5.99
55.84±5.82
59.49±6.86
58.25±6.33
56.77±6.60
57.44±6.43
57.11±7.39
56.33±9.56
57.15±6.36
57.3±6.56
57.83±6.3
57.01±6.78
57.56±6.39

1.197

.233

-3.96

<.001

1.59

.114

.068

.977

-.376

.707

-.567

.571

Economic status
(subjective)

56.92±6.69
58.43±6.44
56.47±6.34
56.14±7.09
57.63±6.22
56.94±6.98

1.58

.195

.746

.457

Variables

Categories

Age

Residence

High
Middle-high
Middle-low
Low
Capital area
Others

Note. SD=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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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Risk Perception related to Particulate Matter according to Health related
Characteristics
(N=201)

Categories

Mean±SD

t or F

P

Respiratory
Disease

1 respiratory Disease
2 respiratory Disease
3 respiratory Disease

57.05±6.41
57.85±6.64
67.50±3.54

2.786

.064

Other Disease

Yes
No
<1year
≥1year

56.96±5.94
57.86±7.16
57.01±6.38
57.67±6.65

-.939

.349

-.710

.48

Yes
No
Abnormal†
Normal
No PFT
Smokera
Ex-smokerb
Never-smokerc
Very healthy
Healthy
Average
Unhealthy
Very unhealthy
Yes

56.45±5.77
58.49±7.21
56.21±6.61
58.31±6.82
58.02±5.92
53.54±5.32
55.72±5.49
58.81±6.85
51.50±4.95
57.12±6.75
57.17±6.50
57.93±6.48
58.18±6.34
56.78±6.59

-2.176

.031

2.234

.110

7.888
c>a,b‡

.001

.582

.676

-.860

.391

No
Yes
No
Yes
No

57.63±6.49
55.47±6.48
57.80±6.47
57.19±6.54
57.85±6.51

-1.999

.047

-.631

.528

Variables

Respiratory Disease
Period
Taking respiratory
Medicine
PFT

Smoking

Health status
(Subjective)

History of
Hospitalization
Within 1 year
History of ER
Visit within 1year
Dyspnea

Note. ER=Emergency room; PFT=Pulmonary function test; SD=Standard deviation; †
Obstructive pattern, Restrictive pattern, Mixed pattern, Fail PFT; ‡ Dunnett T3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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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자의 미세먼지 관련 지식

1) 미세먼지 관련 지식

미세먼지에 대한 지식은 11점 만점에 평균 6.15±1.51(범위 0-10)이었다(Table 3).
문항의 정답률이 90% 이상인 문항은 총 11문항 중 2개로, ‘어린이, 노인, 호흡기질
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미세먼지 예보가 “나쁨”이상일 경우 어린이, 노인, 호흡기질환자 등 대기오염 취약
계층은 가급적 외출 시간을 줄이는 것이 좋다.’문항이었다. 정답률이 50% 이하인 문
항은 4개로‘미세 먼지의 대부분이 중국 발 황사와 스모그 등으로 다른 나라에서 유
입된 것이다.’,‘우리나라 주요도시의 미세먼지 농도는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미
세먼지에 단기간 노출되어도 미세먼지가 폐 깊은 속까지 직접 침투하여 천식이나 폐
질환을 발생시키고,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미세농도가 높을 시 호흡기환자들은
무조건 마스크를 쓰고 외출해야 한다.’문항이었다(Tabl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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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Correct - Response Rate of Particulate Matter Knowledge in the Subjects
(N=201)

Items

Correct
answer (%)

1

The difference between PM10 and PM2.5 is the particle size of the PM.(T)

157(78.1)

2

PM is visible to the eye.(F)

111(55.2)

3

PM is generally generated by burning fuel from vehicles, the operation of

155(77.1)

power production facilities, and so on.(T)
4

PM is mostly caused by yellow dust from China or smog from other

66(32.8)

countries.(F)
5

The concentration of Korea’s PM has become worse.(F)

6

PM concentrations in major Korea cities are higher than other advanced

11(5.5)
146(72.6)

country’s major cities like New York and London.(T)
7

Susceptible population such as children, the elderly, those with respiratory

194(96.5)

diseases, and so on can be affected by PM more than general population.
Special care should be given to these populations.(T)
8

Although inhaled for short durations, PM penetrates the alveoli, which leads to

25(12.4)

increase chances of contracting lung diseases and premature death.(F)
9

When PM concentration is high, people should drink more water.(T)

10

When PM concentration is more worse than ‘bad’ condition, susceptible

168(83.6)
197(98)

population such as children, the elderly, those with respiratory diseases should
avoid going out.(T)
11

When PM concentration is high, those with respiratory diseases must wear
mask.(F)

Note.

PM=Particulate matter; T=Ture; F=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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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

2) 대상자 특성에 따른 미세먼지 관련 지식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미세먼지 관련 지식 점수는 대학교 이상 졸업한
대상자들이(M=6.33)

대학교

미만

졸업한

대상자들보다(M=5.83)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024) (Table 8).
대상자의 임상적 특성 중 미세먼지 관련 지식 점수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특성은 없었다(Table 9).

Table 8. Particulate Matter Knowledge according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N=201)
Mean±SD

t or F

P

<55
≥55
Gender
Male
Female
Employment(current) Unemployed
Employed
Marital status
Married
Bereaved
Divorced/Separated
Not married
Cohabitants
Others
Alone
Level of Education
<College
≥College

6.33±1.38
6.03±1.59
6.09±1.57
6.25±1.43
6.25±1.38
6.09±1.59
6.19±1.53
6.11±1.27
6.00±1.26
5.90±1.55
6.22±1.52
5.63±1.35
5.83±1.39
6.33±1.55

1.428

.155

-.761

.448

.714

.476

.245

.865

1.84

.067

-2.274

.024

Economic status
(subjective)

6.23±2.24
6.29±1.28
6.15±1.49
5.52±1.91
6.05±1.51
6.32±1.49

1.503

.215

-1.227

.221

Variables

Categories

Age

Residence

High
Middle-high
Middle-low
Low
Capital area
Others

Note. SD=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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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Particulate Matter Knowledge according to Health related Characteristics
(N=201)

Variables

Categories

Mean±SD

t or F

P

Respiratory
Disease

1 respiratory Disease
2 respiratory Disease
3 respiratory Disease

6.08±1.54
6.38±1.44
6.00±0.00

.786

.457

Other Disease

Yes
No
<1year
≥1year

6.05±1.47
6.29±1.56
6.09±1.36
6.20±1.63

-1.123

.263

-.506

.613

Yes
No
Abnormal†
Normal
No PFT
Smoker
Ex-smoker
Never-smoker
Very healthy
Healthy
Average
Unhealthy
Very unhealthy
Yes

6.14±1.50
6.17±1.53
6.06±1.57
6.17±1.43
6.27±1.53
5.77±2.35
6.14±1.39
6.21±1.48
5.50±2.12
6.29±1.84
6.07±1.44
6.09±1.38
6.55±0.93
5.95±1.68

-.105

.917

.323

.724

.494

.611

.466

.761

-1.282

.201

No
Yes
No
Yes
No

6.25±1.42
5.89±1.71
6.21±1.46
6.18±1.47
6.09±1.63

-1.171

.241

.336

.737

Respiratory disease
Period
Taking respiratory
Medicine
PFT

Smoking

Health status
(Subjective)

History of
Hospitalization
Within 1 year
History of ER
Visit within 1 year
Dyspnea

Note. ER=Emergency room; PFT=Pulmonary function test; SD=Standard deviation; †
Obstructive pattern, Restrictive pattern, Mixed pattern, Fail P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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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상자의 미세먼지 관련 건강관리 행위

1) 미세먼지 건강관리 행위

미세먼지

건강관리

행위는

총

32

점

만점에

평균

22.79±4.43(범위

8-

32)이었다(Table 3). 각 문항의 점수를 살펴보면, ‘미세먼지가 높을 시 실내에 있을
때 창문을 닫는다.’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시행한다 하였고(3.44±0.66/4 점만점),
‘미세먼지가 높을 시 평소보다 과일이나 채소를 많이 섭취한다.’를 사람들이 가장
적게(2.31±0.76/4 점만점) 시행하였다(Table 10).

Table 10. Health Behavior related to Particulate Matter
(N=201)

Item
1
2
3
4
5
6
7
8

M±SD

I check PM concentration before I go out.
When PM concentration is high, I refrain from going
outdoors.
When I do not feel good, I refrain from going out doors even
though PM concentration is 'moderate'.
I get flu shot annually.
When PM concentration is high, I focus more on washing
such as shower, brushing teeth and so on.
When PM concentration is high, I close the window when I
am indoor.
When PM concentration is high, I drink more water or
beverage than usual.
When PM concentration is high, I eat more fruit or vegetable
than usual.

Note. PM= Particulate matter; SD=Standard deviation

- 40 -

2.79±0.87
2.76±0.79
2.58±0.78
3.06±1.18
3.01±0.82
3.44±0.66
2.84±0.78
2.31±0.76

1) 대상자 특성에 따른 미세먼지 관련 건강관리 행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미세먼지 관련 건강관리 행위는 여자가(M=24.38)
남자보다(M=21.65)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왔으며(p<.001), 직업이 없는
대상자가(M=24.00)

직업이

있는

대상자보다(M=21.98)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001) (Table 11).
대상자의 임상적 특성 중 미세먼지 관련 건강관리 행위는 호흡기 질환 진단
기간이

1

년

이상인

대상자가(M=23.92)

1

년

미만인

대상자보다(M=21.49)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다고 나타났다(p<.001). 또한, 흡연 여부에 따라 건강관리
행위 점수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1). 추가로 Scheffe 로 사후
분석한 결과 과거에 흡연을 하였으나 현재는 금연 중인 대상자들과 흡연을 한 적
없는 대상자들은 건강관리 행위 점수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222). 그러나 현재
흡연을 하는 대상자들은 과거에 흡연을 하였으나 현재는 금연 중인 대상자들과
흡연을 한 적 없는 대상자들보다 건강관리 행위 점수가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p<.001) (Table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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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Health Behavior related to Particulate Matter according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N=201)

Mean±SD

t or F

P

<55
≥55
Gender
Male
Female
Employment(current) Unemployed
Employed
Marital status
Married
Bereaved
Divorced/Separated
Not married
Cohabitants
Others
Alone
Level of Education
<College
≥College

22.89±4.07
22.72±4.70
21.65±4.72
24.38±3.45
24.00±3.36
21.98±4.88
22.93±4.42
24.22±4.09
20.17±5.42
21.80±4.29
22.85±4.46
22.42±4.38
23.52±4.46
22.39±4.39

.261

.794

-4.721

<.001

3.466

.001

1.409

.241

.445

.657

1.755

.081

Economic status
(subjective)

21.92±4.87
23.41±4.20
22.40±4.56
22.05±4.71
23.16±4.05
22.22±4.96

1.161

.326

1.464

.145

Variables

Categories

Age

Residence

High
Middle-high
Middle-low
Low
Capital area
Others

Note. SD=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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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Health Behavior related to Particulate Matter according to Health related
Characteristics
(N=201)
Variables

Categories

Mean±SD

t or F

P

Respiratory
Disease

1 respiratory Disease
2 respiratory Disease
3 respiratory Disease

22.50±4.33
23.39±4.65
28.50±2.12

2.497

.085

Other Disease

Yes
No
<1year
≥1year

23.01±4.15
22.54±4.78
21.49±4.52
23.92±4.06

.747

.456

-3.967

<.001

Yes
No
Abnormal†
Normal
No PFT
Smokera
Ex-smokerb
Never-smokerc
Very healthy
Healthy
Average
Unhealthy
Very unhealthy
Yes

22.94±4.06
22.62±4.89
23.06±4.82
22.51±4.42
22.72±3.93
17.15±4.72
22.51±4.61
23.60±3.81
23.50±10.60
21.80±4.35
22.78±4.22
23.38±4.69
24.45±3.91
23.03±5.08

.499

.618

.277

.758

14.229
a<b,c‡

<.001

1.280

.279

.508

.612

No
Yes
No
Yes
No

22.69±4.13
22.08±5.48
22.96±4.16
22.99±4.32
22.25±4.75

-.933

.355

1.053

.294

Respiratory disease
Period
Taking respiratory
Medicine
PFT

Smoking

Health status
(Subjective)

History of
Hospitalization
Within 1 year
History of ER
Visit within 1 year
Dyspnea

Note. ER=Emergency room; PFT=Pulmonary function test; SD=Standard deviation; †
Obstructive pattern, Restrictive pattern, Mixed pattern, Fail PFT; ‡Scheff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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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상자의 미세먼지 관련 인식, 지식, 건강관리 행위 간의 상관
관계

미세먼지 관련 인식, 지식, 건강관리 행위 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미세먼지
와 관련된 건강관리 행위는 미세먼지 위험에 대한 인식과(r=.490, p<.001) 미세먼지
에 대한 지식과(r=.147, p=.037)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미세먼지 위험에 대한
인식과 지식이 높을수록 미세먼지와 관련된 건강관리 행위 실천 정도가 높았다. 미세
먼지 인식에 대한 하부 영역(관심, 심각성, 체감도)과 건강관리 행위 실천 정도 간의
관계에서는 관심(r=.449, p<.001), 심각성(r=.347, p<.001), 체감도(r=.352, p<.001)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Table 13).
반면, 미세먼지 관련 인식과 지식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
았으며(r=.065, p=.356), 인식에 대한 하부 영역 중 미세먼지에 대해 관심 영역만 지
식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264, p<.001) (Table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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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3. Correlation among Level of Risk Perception, Knowledge, Health Behavior of Particulate Matter
(N=201)
Variables

1

1.Perception

1-2.Severity
1-3.Health affect

3.Health behavior

1-2

1-3

2

3

1
1-1.Attention

2.Knowledge

1-1

.737
(p<.001)
.857
(p <.001)
.677
(p <.001)
.065
(p=.356)
.490
(p <.001)

1
.440
(p <.001)
.304
(p <.001)
.264
(p <.001)
.449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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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71
(p <.001)
-.029
(p=.687)
.347
(p <.001)

1
-.057
(p=.421)
.352
(p <.001)

1
.147
(p=.037)

1

6.

미세먼지 관련 건강관리 행위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

대상자의 미세먼지 관련 건강관리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로는 미세먼지 관련 건강관리 행위 점수를
설정하였고 독립 변수로는 건강관리 행위와 상관관계가 있는 미세먼지 위험에 대한
인식과 지식을 설정하였다. 또한, 단변량 분석 결과 유의하였던 성별, 직업 유무,
호흡기질환 진단 기간, 흡연 유무를 포함하여 단계 선택 방법(Stepwise method)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성별, 직업 유무, 흡연 유무는 더미변수화
하여 분석하였고 최종 회귀모형은 미세먼지 관련 인식, 성별, 호흡기질환 진단 기간,
흡연 유무로 선택되어 구축되었다.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p<.001),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결정 계수(R²)는 .361 로 나타났다. 회귀 분석의 가정을
검정한 결과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 P-P 곡선과 잔차산점도를 확인한
결과

모형의

정규성(normality)이
collinearity)의

선형성(Linearity),
확인되었다.
문제를

분산팽창요인(Variance

오차의

또한,

독립

확인하기

Inflation

등분상성(homoscedasticity)과

변수들
위해

Factor[VIF])을

간의

다중공선성(Multiple

공차한계(Tolerance)와
구하였다.

공차한계가

0.1 이하이거나 분산팽창요인 값이 10 보다 크지 않으므로, 독립 변수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음을 확인하여 다중공선성의 조건을 충족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Durbin-Watson 을 이용하여 오차의 자기 상관을 검정한 결과 1.781 로 2 와
가까움으로 자기 상관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Cook's distance 통계량을 이용하여
이상점을 분석한 결과 평균 0.006(최대값 0.127, 최소값 0.000)로 이상점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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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관련 건강관리 행위 정도는 미세먼지 관련 인식이 높을수록(p<.001),
남성보다는 여성일수록(p=.035), 흡연을 하고 있는 대상자보다는 과거에 흡연을
하였으나 현재 금연을 하는 대상자나(p<.001) 흡연을 한 적 없는 대상자가(p=.001)
건강관리 행위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호흡기질환 진단 기간이
길수록 건강관리 행위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4). (Table 14)

Table 14. Factors influencing Health Behavior of Particulate Matter
(N=201)
Variables

B

SE

(constant)
Perception
Gender

3.650
.270

Smoking

Women†
Men
Smoker†
Ex-Smoker
Never-Smoker

Respiratory
Disease
Period

R²
Adjusted R²
F value
p value
Note. †Reference.

β

T

P

2.567
.41

.397

1.422
6.532

.157
<.001

-1.377

.650

-.153

-2.118

.035

4.557
3.811
.018

1.088
1.126
.006

.494
.425
.176

4.190
3.384
2.948

<.001
.001
.004
.

.361
.345
22.072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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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논의

본 연구는 서울 시내 일개 3차 종합병원의 호흡기내과 외래 내원 환자를 대상으로
미세먼지 위험에 대한 인식, 지식, 건강관리 행위 정도를 파악하고 호흡기 환자들의 미
세먼지 건강관리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는
미세먼지의 취약 계층 중 하나인 호흡기 환자(환경부, 2016)를 대상으로 미세먼지의 건
강관리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국내 처음으로 파악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으며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 위험에 대한 인식과 관련 요인
본 연구 결과 호흡기질환자의 미세먼지 위험에 대한 인식은 76점 만점에 평균
57.36점으로 조사되었다. 같은 도구를 사용한 대학생과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
구들은(박민경, 2019; 박은선 et al., 2018) 각각 75점 만점에 46.96점, 51.65점이었
다. 본 연구는 호흡기질환자에 맞춰 문항을 재구성하고 문제의 개수도 변경하였기
때문에 결과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미세먼지 인식이 비교적 높은 것으
로 생각된다. 이는 몇가지 이유에 기인 할 수 있다. 첫째, 대상자들이 미세먼지에 직
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환자들이기 때문일 수 있다. 선행 연구 중 대학생들을 대상으
로 미세먼지 인식을 조사한 연구에서 과거 호흡기 질환력이 있거나 호흡기질환이 있
는 대학생들이 인식이 유의하게 높다는 결과가 본 연구자의 주장을 뒷받침한다(박은
선 et al., 2018; 최승혜, 2018). 다른 선행 연구에서도 만성 폐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와 실제로 미세먼지로 인해 직접적인 건강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상황을 더 심각하
게 받아들여 인식이 더 높다고 하였다(박민경, 2019; Xu et al., 2017). 둘째, 최근 언
론 보도 내용 중 미세먼지에 대한 보도와 미세먼지 건강 관련 보도 횟수가 증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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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환자들의 불안감을 증가시켜 환자들의 인식을 높인 것에 기인했을 수 있다. 선
행연구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기사 분석 결과 2013년부터 미세먼지 관련 기사가 꾸
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분석한 기사 중 절반 이상이 미세먼지 건강관리, 건강 영향에
관련되어 있어 국민의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다는 결과가 본 연구자의 주장을 뒷받침
한다(김영욱 et al., 2015). 본 연구결과 미세먼지 정보를 얻는 방법 중 인터넷과 핸
드폰이 (133명,(46.3%))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텔레비전(117명,(40.8%))으로 많은
대상자들이 언론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한다고 응답하였다<부록 4>. 이는
대학생들의 80%이상이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에서 미세먼지 정보를 얻었다는 최승혜
(2018)의 연구와 결과가 유사하다. 따라서 미세먼지가 높을 시 가장 직접적인 영향
을 받는 호흡기 환자들이 언론의 미세먼지 보도 증가에 영향을 받아 인식이 높아졌
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세먼지 인식 하부 영역 별 분석 결과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 심각성, 체감도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박은선 등(2018)의 연구보다 높았다. 그 중 본 연구에서는 체
감도가 다른 일반인들보다 훨씬 높을 것이라 예상했으나 같은 도구를 사용한 선행연
구와 결과가 유사하였다(박민경, 2019). 이는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중증도가
낮은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본 연구 결과 주관적 건강 상태를 보통 이상으로
측정한 대상자들이 135명(67%)이며, 산소를 사용한다 선택한 대상자들이 2명(1%)으
로 중증도가 높지 않은 대상자들이 많이 참여하여서 체감도 결과가 일반인과 별로
차이가 없는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 직접적인 신체적 경험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미세먼지의 건강 영향에 대해 들어는 봤지만 자신한테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
는 낙관적인 편견을 갖는 경우가 많아 위험 인식이 떨어질 수도 있어 이에 대한 중
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김영욱 et al., 2016a).
본 연구 결과 미세먼지에 대한 한계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미세먼지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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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미세먼지에서 비롯된 위험을 다음 세대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가 가장 높은 3.53 점수를 받았고, 역문항인 ‘미세먼지로 인한 위험을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발생한다.’가 가장 낮은 점수를 1.77을 받았다. 이는 미세먼지의 심
각성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 해결 가능성이 낮은 문제로 보는 미세먼지에 대해 한계
인식이 높게 나타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도 미세먼지에 대해 한계
인식이 높게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김영욱 et al., 2016a,; 박민
경 2019). 이와 같이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높은 한계 의식을 가지는 경우 해결 가
능한 부분을 포기하게 만들며 건강관리 행위를 실천하는 것에 악영향을 끼치는 결과
가 나타날 수 있어(Xu et al., 2017) 시사하는 바가 크다.
2. 미세먼지 위험에 대한 지식과 관련 요인
본 연구 결과 대상자의 미세먼지에 대한 지식 정도는 정답률 54%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도구를 대학생을 대상으로 사용한 박은선 등(2018)의 연구 정답률
49%보다는 높았으나 본 연구가 원 도구에서 대상자들이 어렵다고 생각한 미세먼지
전문 용어를 제외한 것에 기인 할 수 있다(김영욱 et al., 2016a).
본 연구 결과 대상자의 미세먼지에 대한 인식 정도는 높으나 미세먼지에 관한 지
식이 낮은 결과는 선행연구 결과와 유사하다(박승호, 2014;최승혜, 2018). 이는 미세
먼지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은 적이 없는 것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
참여 대상자들의 절반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인터넷이나 TV를 통해 미세먼지 정보를
얻었다 응답하였고 선행연구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세먼지에 대해 교육을 받은
적이 없으며, 인터넷이나 TV를 통해 정보를 얻었다고 하였다(권명순 & 김신정,
2020; 박승호, 2014,; 최승혜, 2018). 선행 연구 중 호흡기 환자를 대상으로 미세먼
지에 대한 질환관리 교육 경험여부를 조사하였을 때 대부분이 없다고 응답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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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연구자의 주장을 뒷받침한다(조은정 et al., 2019). 인터넷이나 TV에서의 교
육 자료는 정보가 여러 가지가 섞여 있기 때문에 혼동 될 수 있는 부분이 많고, 원
하는 정보를 찾기도 힘들며 종합적인 정보를 얻기가 힘들다. 또한, 대부분의 정보가
전문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 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김영욱 et al., 2016a; 조은정 et al., 2019). 따라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않은 이
상 전체적인 미세먼지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중
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미세먼지 지식 문항을 문항별로 살펴보았을 때 정답률이 50% 이하인 문항은 4개
였다. 그 중에서 ‘우리나라 주요 도시의 미세먼지 농도는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문항은 정답률이 5.5%로 매우 낮게 나왔다. 2001년부터 2017년까지 국내 미세먼지
농도 추이를 분석한 선행연구 결과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지 않고 오
히려 감소하거나 정체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여민주 & 김용표, 2019). 미세먼지
농도는 그대로인데 사람들이 미세먼지 농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는 몇가지 이유에 기인할 수 있다. 첫째, 2018년 3월 27일부터 미세먼지 환경
기준이 강화되면서 미세먼지 주의보, 경보 기준이 개정 전보다 낮아진 것이 원인이
되었을 수 있다. 2017년보다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횟수가 2019년에 3배 증가하
면서 사람들이 미세먼지 문제가 심해 졌다고 느꼈을 가능성이 있다(에어코리아,
2020). 둘째, 미세먼지 양극화 현상이 원인이 되었을 수 있다. 2018년에는 2016년에
비해 미세먼지 ‘좋음’을 기록한 날이 2배 증가하였으나 미세먼지 ‘매우 나쁨’을 기록
한 날 또한 증가되면서 고농도 현상이 잦아진 결과 사람들이 체감상 미세먼지가 악
화되었다고 느꼈을 수 있다(에어코리아, 2020).
본 연구 결과 대상자들의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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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미세먼지에 단기간 노출되어도 미세먼지가 폐 깊은 속까지
직접 침투하여 천식이나 폐질환을 발생시키고,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의 정답률
은 12.4%였다. 미세먼지에 단기적으로 노출 되었을 때 폐 염증 반응이 증가하고 호
흡기 증상이 증가 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노출 되었을 때 천식이나 만성폐쇄성폐질
환, 폐암을 발생시키고 폐 기능 감소와 함께 사망을 초래할 수 있어 노출 기간에 따
라 건강 영향이 다르다(WHO, 2017). ‘어린이, 노인, 호흡기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
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가 정답률이 96.5%인
것으로 사람들이 미세먼지의 건강 위해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미세먼지 원인과 결과,
건강 영향, 건강관리 행위 등에 대한 유기적인 관계를 총체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단
편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미세먼지 위험에 대해 낙관적으
로 생각하는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김영욱 et al., 2016a). 이러한 결
과는 미세먼지에 대한 건강 영향에 대해 사람들이 정확한 지식이 없는 것으로 나타
난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권명순 & 김신정, 2020; 박은선 et al., 2018). 따라서
미세먼지로 인해 호흡기 질환 악화 시 특별한 치료법이 아직 발견되지 않은 호흡기
환자들에게(박무석 et al., 2015) 미세먼지 건강 영향, 건강관리 행위 지식에 대해 정
확히 알려 줘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 결과 미세먼지 건강관리 행위에 대한 지식 또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 농도가 높을 시 호흡기 환자들은 무조건 마스크를 쓰고 외출해야 한다.’ 문항
은 정답률이 3.5%였다. 일반적으로는 미세먼지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해 보건
용 마스크를 권고하나 만성호흡기질환자에게는 정확한 유효성이 아직 검증된 바 없
고 폐기능이 감소된 호흡기 환자에게는 오히려 호흡 곤란을 악화시킬 수 있어 의사
와 상의 후 착용해야 한다(박무석 et al., 2015). 천식 환자를 대상으로 미세먼지 지
- 52 -

식을 조사한 연구에서도 호흡기 환자는 마스크 사용 여부를 의사와 상의해야 한다는
문항의 정답률은 50% 아래로 나왔으며(방민희, 2018) 환경부의 미세먼지 조치 사항
에는 호흡기 환자는 의사와 충분히 상의 후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고되어
있으나(환경부, 2016), 대부분 사람들이 미세먼지 건강 영향에 대한 내용을 언론 보
도를 통해 접하기 때문에(김영욱 et al., 2016a)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 영향 권
고 사항을 접하고 있어 따로 환경부 권고 사항을 찾아보지 않는 이상 호흡기 환자
미세먼지 권고 사항을 모르는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미세먼지 건강 영향에 대한
지식과 호흡기 환자를 대상으로 한 올바른 건강 행위에 대해 중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미세먼지에 대한 건강관리 행위
본 연구에서 미세먼지 건강관리 행위는 총점 32점 만점에 평균 22.79점으로 건강
관리 행위를 잘하고 있는 편으로 나타났다. 같은 도구를 사용한 최승혜(2018)의 연
구와 문항 개수 및 구성, 척도가 상이하여 결과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본 연구 결과가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 결과가 더 높은 이유는 미세먼지로
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신경 써서 의식적으로 행해야 하는 건강관리 행위 중 가장 보
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방법인 보건용 마스크 착용(Bish & Michie, 2010; Xu et al.,
2017)을 건강관리 행위에서 제외한 것이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호
흡 곤란이 있는 호흡기 환자에게 보건용 마스크 사용은 권고되지 않기 때문에(박무
석 et al., 2015) 호흡기 환자들의 미세먼지 건강관리 행위 항목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 결과 건강관리 행위 항목 중 일반적으로 잘하고 있는 항목은 미세먼지에
관한 정확한 지식 없이도 수행 할 수 있는 항목이었다. ‘미세먼지가 높을 시 실내에
있을 때 창문을 닫는다.’가 3.44점으로 가장 많이 수행한다고 답하였고 ‘미세먼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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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을 시 외출 후에 샤워, 세면, 양치질을 더 신경 써서 한다.’는 3.01점으로 많이 수
행한다고 답하였다. 이는 같은 도구를 사용한 최승혜(2018) 연구에서도 높게 나온
항목들이었다. 이와 같은 건강관리 행위들은 국내 질병 예방 행동 수칙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고(국민재난안전포털, 2020) 사람들이 가장 쉽게 수행할 수 있는 건강관
리 행위기에 높게 나왔다고 생각된다.
반면, 미세먼지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이나 지식이 있어야 수행할 수 있는 건강관
리 행위 항목은 부족하다고 나타났다. 건강관리 행위 항목 중 ‘미세먼지가 높을 시
평소보다 과일이나 채소를 많이 섭취한다.’가 2.31점으로 가장 수행률이 낮았다. 미
세먼지가 기저 호흡기질환을 악화시키는 기전은 활성 산소 생성 증가를 통한 염증
반응 유발이 가장 대표적이며(양현종 et al., 2015) 이런 반응을 줄이기 위해서는 항
산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과일, 채소 섭취를 늘려야 한다(Yuan et al., 2017).
또한, 다시마, 미역 등 해조류와 섬유질이 풍부한 녹황색 채소를 자주 먹으면 장 운
동이 촉진되어 몸 속의 미세먼지의 중금속을 흡착해 배출시키는 효과가 있다(환경부,
2016). 이런 정보를 사람들이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건강관
리 행위의 수행률이 낮았다고 추측할 수 있으며 선행연구에서도 수행률이 낮은 항목
으로 나타났다(권명순 & 김신정, 2020; 박민경, 2019; 최승혜, 2018). 따라서 향후
교육을 실시한다면 이행 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본 연구 결과 미세먼지 건강관리 행위의 장애 요인으로 ‘귀찮아서’가 109명
(54.2%)로 가장 많은 것도<부록 5> 사람들이 미세먼지 관련 지식이 낮아 나타난 결
과로 추측할 수 있다. 이는 미세먼지에 대한 인식은 있지만 미세먼지에 대한 지식이
낮아 미세먼지가 얼마나 심각한지 혹은 건강관리 행위가 얼마나 유익한지를 느끼지
못하고 장애 요인인 귀찮은 것이 더 크게 작용하여 미세먼지에 대한 건강관리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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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덜 수행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승혜(2018) 연구에서도 대상자들의 인식만
높고 지식이 높지 않아 문제점이라고 보았고 연구 참여자 중 61.5%가 건강관리 행
위를 하지 않는 이유를 ‘귀찮아서’로 선택하여 본 연구와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Xu 등(2017)의 연구에서도 사람들이 대기오염의 건강 영향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며
대기오염은 건강 영향이 바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현재 놓여 있는 다른 문제에 더
신경 쓰느라 건강관리 행위를 소홀이 한다고 하였고 이는 본 연구자의 주장을 뒷받
침한다. 지식 없이는 건강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이 어렵고 건강 행동을 관리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식은 행동 변화의 중재자 역할이라 할 수 있다(최경원, 2008).
따라서 대상자의 미세먼지에 대한 지식을 높여서 인식도 함께 높임으로 지각된 민감
성과 심각성을 장애 요인보다 더 높아지도록 하여 대상자들로 하여금 건강관리 행위
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중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 결과 미세먼지와 관련된 건강관리 행위는 미세먼지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
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회귀분석 시 미세먼지에 대한 인식은 건강관리
행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 연구 박은선 등(2018)
과 박민경(2019)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며, 이러한 결과는 위험 인식과 건강관리 행
위간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밝히는 메타분석 결과와 일치한다(Brewer et al., 2007).
미세먼지 인식 하부 영역 중 관심과 심각성, 체감도가 높을수록 미세먼지 관련 건강
관리 행위 실천 정도가 높다고 나왔다. 이는 미세먼지 위험에 관심을 가질수록, 미세
먼지에 의한 질병이 자신과 주변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각하고, 미세먼지
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적 경험을 경험할수록 미세먼지 건강관리 행위를 더 수행한다
고 사료되며 선행연구(박은선 et al., 2018; 주지혁, 2017)의 결과와 유사하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환자들의 미세먼지 인식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
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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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 결과 미세먼지 건강관리 행위 수행 정도는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이는 환자의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미세먼지 건강관리 행위를 높이기 위한
중재를 계획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 결과 미세먼지 건강관리 행위는 흡연 유무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현재
흡연을 하는 대상자들보다 과거에 흡연을 하였으나 현재는 금연 중인 대상자와 흡연
을 한 적 없는 대상자가 건강관리 행위를 더 많이 한다고 하였다. 이는 본 연구 결
과 흡연을 하는 사람이 미세먼지에 대한 인식이 낮아 미세먼지에 대한 건강관리 행
위 수행률도 낮은 영향이며 흡연을 안 하는 사람일수록 건강관리 행위를 수행한다는
선행연구들과 일치한다(김은석 et al., 2014; 변도화 & 현혜진, 2008; 방민희, 2018).
따라서 흡연을 하는 환자일수록 미세먼지 건강관리 행위를 덜 할 가능성이 많아 미
세먼지에 노출될 위험이 더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미세먼지의 건강관리 행위는 여자가 남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왔
으며, 미세먼지, 황사에 대한 건강관리 행위를 조사한 선행연구(방민희, 2018; 임형
준 et al., 2006)들과 결과가 일치한다. 이는 본 연구결과 여자가 남자보다 미세먼지
에 대한 인식이 높아 건강관리 행위도 높게 나온 영향이며 여자가 남자보다 건강에
대한 위험을 크게 받아들이기 때문일 수도 있다(Bish & Michie, 2010). 따라서, 남자
일수록 미세먼지에 대한 건강관리 행위를 덜 할 가능성이 많다고 판단된다.
미세먼지 건강관리 행위는 호흡기 질환 진단 기간이 길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왔으며 이는 대상자는 다르지만 유병 기간이 길수록 건강관리 행위가 높다는
다른 선행연구와 결과가 일치한다(이혜련 et al., 2010). 호흡기 질환 진단 기간이 길
수록 건강관리 행위 수행도가 높은 이유에는 만성폐질환이 완치되지 않는 질환이기
때문에 증상 조절과 질환 관리가 중요함으로 건강 관리를 환자들이 더 해야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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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없기 때문일 수도 있다 (송희영, 2015). 그러나 유병 기간이 길어도 건강관리
행위를 안 한다는 선행연구도 있어(김순미 & 서남숙, 2019) 건강관리 행위를 실천
안 할 시 회복이 지연되거나 질병을 악화시킬 수 있는 만성 질환이 많은 호흡기 환
자에게는(박무석 et al., 2015) 특히 미세먼지 건강관리 행위를 하도록 지속적으로 신
경을 써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호흡기 환자 중 흡연을 하는 대상자이거나, 남성이거나, 호흡기질환
진단 기간이 짧을수록 그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인식 개선과 미세
먼지 건강관리 행위를 높이기 위한 중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 소재 일개 상급 종합병원
의 호흡기내과 외래에 내원한 환자 대상으로 시행한 것으로 전체 호흡기 환자에게
확대하여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둘째, 주관적 건강 상태가 보통 이상으로 선택
한 대상자가 135명(67%)며, 산소를 사용한다 선택한 대상자가 2명(1%)으로 연구대
상자의 호흡기질환 중증도가 낮아 분석 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한계가 있다. 셋째, 선
행연구보다 대상자의 교육 수준이 높아 일반 호흡기환자들보다 지식 정도가 과대평
가 되었을 수 있어 호흡기 환자를 대표하는 결과로 서술하기에는 일정 부분 제약이
따른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국내 처음으로 호흡기질환자의 미세먼
지 인식, 지식, 건강관리 행위의 관계를 통합적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
다. 또한, 우리나라 호흡기질환자들의 미세먼지에 대한 인식, 지식, 건강관리 행위를
파악하여 실제 취약 계층인 호흡기 환자들은 얼마나 인지 및 경험하였는지를 분석함
으로써 추후 중재 전략 및 우선순위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고 환자들의 건강관리
행위를 증진하는 프로그램 개발 시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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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호흡기 환자의 미세먼지 관련 건강관리 행위와 영향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서울의 일개 상급종합병원 호흡기내과 외래에 내원한
호흡기 환자 201명을 대상으로 2019년 12월 16일부터 2020년 2월 20일까지 설문
조사, 의무 기록을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미세먼지 위험에 대한 인식은 3가지
하위 범주 관심, 심각성, 체감도로 나누어서 관심은 박승호(2014)가 구성하고 최승
혜(2018)가 수정 보완한 도구로, 심각성은 김영욱 등(2015)연구에서 미세먼지 심각
성을 측정한 도구, 체감도는 김영욱 등(2016b)에서 미세먼지 체감도를 측정한 도구
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미세먼지에 대한 지식은 김영욱 등(2016b)연구에서 미세먼
지 지식을 측정한 도구로 사용하였고 미세먼지와 관련된 건강관리 행위는 박승호
(2014)가 구성하고 최승혜(2018)가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
구는 호흡기 환자의 특성에 맞게 도구들을 수정 보완하였고 전문가 5인이로부터 내
용타당도를 검증 받았다.
본 연구 결과, 호흡기 환자들은 미세먼지에 대한 인식은 비교적 높으나 한계 인식
또한 높게 나타나 적절한 건강관리 행위가 미세먼지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인식의
재고가 중요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미세먼지에 대한 지식은 대상자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 낮은 편이었으며 통합적인 지식이 없고 단편적인 지식만 있
어 잘못된 건강관리 행위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세먼지 건강 영향과 건강관
리 행위에 대한 올바른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 대상자들은 미세먼
지에 대한 건강관리 행위는 비교적 잘 하고 있는 편으로 나타났으나 미세먼지 교육
의 부재로 미세먼지에 관련된 지식을 요구하는 건강관리 행위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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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따라서 미세먼지 건강 영향, 건강관리 행위에 대해 유기적이고 전반적인 정보
를 효율적이고 쉽게 알려 줄 수 있는 환자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중
요하며, 미세먼지 관련 건강관리 행위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미세먼지 인식과 지
식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또한, 미세먼지 건강
관리 행위가 낮은 남성, 흡연자, 호흡기 질환 진단 기간이 짧은 대상자들에게 더 주
의를 기울여 교육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일개 병원이 아닌 여러 병원에서 호흡기 환자들을 대상으로 중증도, 교육 수준
을 고려하여 표본 크기를 늘린 반복 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미세먼지 위험에 대한 지식을 측정할 수 있는 신뢰도가 높은 도구 개발을 제
언한다.
셋째, 현재 국내외 모두에서 미세먼지로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환자의
미세먼지 관련 건강관리 행위에 대한 연구가 희박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 호흡기
환자의 미세먼지 관련 건강관리 행위와 유의한 관계가 있는 요인들을 파악함으로써
중재적 개입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향후 실무 차원에서 적용할 수 있는 환자들 맞춤
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확인 하는 연구의 진행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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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 1. 연구 대상자 설명문 및 동의서
동의서 버전 또는 버전 날짜: Version________________date_________________
연구 제목: 호흡기 환자들의 미세먼지와 관련된 건강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담당자: (성명)

함주희

(소속)

삼성서울병원

(연락처)

* 만일 본 연구에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위험이나 불편 또는 손상이 발생할 경우,
상기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호흡기환자들의 미세먼지와 관련된 건강행위에 대한 연구입니다. 최근
세계보건기구에서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면서 흡연보다도 호흡기질환
유발 및 악화를 일으키는 주요 영향요인으로 작용할 것임을 발표하면서 미세먼지의
인체유해성에 대한 연구는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호흡기
환자들을 민감계층으로 구분하고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건강행위 실천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호흡기 환자들의 미세먼지의 지식, 인식, 건강행위
실천정도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호흡기환자들의 미세먼지 관련 건강행위 실천정도와 이에 관련된 요인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2. 연구 참여 기간, 절차 및 방법
본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하시면 설문지를 이용하여 미세먼지에 대한 인식, 지식 및
건강관리 행위에 대한 조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설문 조사는 모두 6페이지로
구성되어 있고 설문 작성에는 약 10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의무기록을 열람하여 연구 목적으로 임상정보 (호흡기질환의 진단 및 치료 정보)를
수집할 예정입니다.
3. 예상되는 위험 및 이득
본 연구는 설문 연구이므로 연구의 참여로 귀하에게 예상되는 직접적인 위험도,
참여로 인한 이득도 없습니다. 다만, 본 연구를 통하여 미세먼지에 가장 취약군인
호흡기환자들이 미세먼지에 대해 얼마나 인지 및 경험하였는지를 조사함으로 향후 더
많은 환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추후 미세먼지에 대한 중재전략 우선순위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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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참여에 따른 손실에 대한 보상
본 연구는 설문 연구이므로 연구로 인해 부가적으로 수행되는 절차가 없으며 본 연구
참여하시게 되면 3000원 상당의 답례품이 제공됩니다.
5. 개인 정보의 제공에 대한 동의
귀하의 자료는 향후의 다른 연구에서도 사용하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자료를 향후의 다른 연구에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의 모든 다른 연구에, 귀하의 자료를 제공하여 연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삼성서울병원의 연구자에게만 동의합니다.
□ 본 연구의 연구자에게만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6. 자유의사에 의한 연구 참여 및 동의 철회

본 연구에 참여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귀하의 선택에 의한 것이며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도 전혀 불이익은 없습니다. 또한 참여에 동의한 이후에도 동의 철회를 원할
경우 조사된 자료를 폐기하도록 요청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연구에 사용된
정보와 자원을 제외하고 모든 자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폐기됩니다.

7. 개인정보 보호
만약 귀하가 본 연구에 참여하신다면 본 연구에서는 귀하의 개인정보(성명과 같은
개인 식별정보 및 건강에 관한 정보 등)를 수집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집된
개인정보는 관련 법규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며 연구에 관련된 담당자만이 수집된
자료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수집된 개인정보 중 개인식별정보는 연구에 직접
이용되거나 필요한 정보가 아니며 연구로 인해 획득되는 임상 자료와 귀하를 연결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귀하의 개인정보는 연구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사용하게
되며 수집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적절히 관리됩니다.

연구대상자 성명:

서명: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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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공동연구자 성명:

서명:

날짜:

연구대상자가 본인이 읽을 수 없다는 의사를 표현한 경우로, 연구자가 본 동의서를
연구대상자에게 읽어 주었고 연구대상자와 함께 이를 논의하였으며 질문할 기회를
제공함을 확인합니다

참관인 성명:

비고(관계, 신분, 입회사유 등):

(글을 읽지 못하는 연구대상자의 경우)
서명: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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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자가보고형 설문지
문항을 읽고 해당 사항에 체크해주세요.
1. 일반적인 특성

1) 귀하의 결혼 상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결혼

② 사별

③ 이혼/별거

④ 미혼

2) 현재 동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① 동거인 있음

② 동거인 없음

3) 현재 직업이 있습니까?
① 없음

② 있다면 (

)

4)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무학
⑤ 대학교 졸업

② 초등학교 졸업
⑥ 대학원 졸업

③ 중학교 졸업

④ 고등학교 졸업

5) 스스로 생각하기에 경제수준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최상위권
⑤ 하위권

② 상위권
⑥ 최하위권

③ 중상위권

6) 흡연을 여부가 어떻게 되십니까?
① 현재 흡연을 한다
② 과거에 흡연하였으나 현재는 안 한다
③ 흡연 한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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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중하위권

7) 어느 시.도에 거주하고 계십니까?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2. 건강관련 특성

1) 스스로 생각하기에 건강상태는 어떻습니까?
① 매우 건강하다
⑤ 매우 건강하지 않다

② 건강하다

③ 그저 그렇다

④ 건강하지 않다

2) 최근 1년간 입원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① 없다

② 있다면 (

) 회

3) 최근 1년간 응급실을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까?
① 없다

② 있다면 (

) 회

4) 지난 4주간 얼마나 숨이 차셨습니까? (해당숫자에 동그라미 O 해주세요.)
0

1

2

3

4

5

6

전혀없다

7

8

9

10
매우차다

5) 이동용산소를 사용하시나요?
① 사용하지 않는다

② 가끔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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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항상 사용한다

미세먼지 인식과 관련된 문항
미세먼지 인식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에 대한 생각을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
지 않다
(1)

그렇지 않
다
(2)

그렇다
(3)

매우 그렇
다
(4)

1

2

3

4

1

2

3

4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잘 알고 있다.

1

2

3

4

미세먼지 예방을 위한 행동을
알고 있다.

1

2

3

4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사항들
을 잘 알고 있다.

1

2

3

4

미세먼지로 인한 위험은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발생한다.

1

2

3

4

미세먼지로 인한 위험은
나중에 나타난다.

1

2

3

4

미세먼지로 인한 위험은
과학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항목
1
2

3
4
5
6
7
8

미세먼지에 관련된 문제들을
들어 본 적이 있다.
미세먼지 관련 뉴스가 나올
때, 관심을 가지고 잘 듣는
편이다.

9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은 나의 노력으로 조절할
수 있다.
10 미세먼지와 관련된 위험
문제는 새롭게 떠오르는
문제이다.
11 미세먼지 때문에 발생한
위험은 한순간에 다수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다.
12 미세먼지에서 비롯되는 위험은
매우 두렵게 느껴진다.
13 미세먼지에서 비롯되는 위험은
사람과 자연 등에 매우
치명적일 것이다.
14 미세먼지에서 비롯된 위험은
다음 세대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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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15 미세먼지로 인한 위험이
초래하는 결과는 다시
돌이키기 어렵다.
16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
기침과 호흡곤란을 느낀 적이
있다.
17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
두통이나 눈.목 등의 따가움을
느낀 적이 있다.
18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
천식이나 비염, 아토피 등
평소 보유하고 있는 질병이
악화된다.
19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
미세먼지로 인한 심리적
불편감, 스트레스 등을 받은
적이 있다.

전혀 그렇
지 않다
(1)

그렇지 않
다
(2)

그렇다
(3)

매우 그렇
다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미세먼지 지식과 관련된 문항
미세먼지 지식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에 대한 생각을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 아니다
잘
(1)
(2)
모르겠다
(3)

항목
1
2
3
4
5
6
7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차이는 입자크기 차이이다.
1

2

3

1

2

3

미세먼지는 자연적인 원인보다는 주로 보일러,
자동차, 발전시설 등 인위적 원인에 의해 발생된다

1

2

3

미세 먼지의 대부분이 중국 발 황사와 스모그 등으로
다른 나라에서 유입된 것이다.

1

2

3

우리나라 주요도시의 미세먼지 농도는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1

2

3

국내 미세먼지 농도는 뉴욕, 런던 등 기타 주요
선진국 도시 대비 높은 편이다.

1

2

3

어린이, 노인, 호흡기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

2

3

미세먼지는 우리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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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아니다
잘
(1)
(2)
모르겠다
(3)

항목
8

미세먼지에 단기간 노출되어도 미세먼지가 폐 깊은
속까지 직접 침투하여 천식이나 폐질환을 발생시키고,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9
미세먼지가 높은 날에는 물을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된다.
10 미세먼지 예보가 “나쁨” 이상일 경우 어린이, 노인,
호흡기질환자 등 대기오염 취약계층은 가급적 외출
시간을 줄이는 것이 좋다.
11 미세농도가 높을 시 호흡기환자들은 무조건 마스크를
쓰고 외출해야 한다.

1

2

3

1

2

3

1

2

3

1

2

3

미세먼지 건강관리 행위와 관련된 문항
미세먼지 건강관리 행위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에 대한 생각을 답해주시기 바랍니
다.
항목

1 미세먼지 지수를 외출 전
확인한다.
2 미세먼지가 높을 시 외부
활동을 삼간다.
3 미세먼지가
보통일지라도
몸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경
우 외부 활동을 삼간다.
4 독감예방접종을 매년 한다.
5 미세먼지가 높을 시 외출
후에 샤워, 세면, 양치질을
더 신경 써서 한다.
6 미세먼지가 높을 시 실내에
있을 때 창문을 닫는다.
7 미세먼지가 높을 시 평소보
다 물이나 음료를 많이 마
신다.

거의 실천
하지 않는
다
(1)

실천하지
않는 편이
다
(2)

어느정도
실천하는
편이다
(3)

항상 실천
한다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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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항목

거의 실천
하지 않는
다
(1)

실천하지
않는 편이
다
(2)

어느정도
실천하는
편이다
(3)

항상 실천
한다

1

2

3

4

8 미세먼지가 높을 시 평소보
다 과일이나 채소를 많이
섭취한다.

(4)

귀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를 주로 어디에서 얻습니까? (복수응답가능)
① TV
④ 하늘색 보고

② 인터넷, 기상정보 애플리케이션
⑤ 기타 (
)

③ 라디오

미세먼지 건강관리 행위의 장애요인에 관련된 문항
만약 미세먼지 건강관리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복수응답가능)
해당 답변에 동그라미 O 해주세요.
⚫

피곤하고 힘들어서 (

⚫

귀찮아서 (

⚫

건강관리 행위를 잘 몰라서 (

⚫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

⚫

시간이 없어서 (

)

⚫

돈이 아까워서 (

)

⚫

까먹어서 (

)

)

⚫

아무도 챙겨주지 않아서 (

⚫

기타: __________________

)

)

)

설문이 끝났습니다.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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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의무 기록 및 연구자용 설문지
CASE REPORT FORM

등록일(YY/MM/DD)
Case No.
Patient name(initial)

Age(yrs)

Gender
□ Male □ Female

진단명
(호흡기질환)

□ 만성폐쇄성질환/천식
□ 폐암
□ 간질성폐질환/폐섬유
화증
□ 그외(결핵, 비결핵항 동반질환
상균, 흉수, 기관지협착
증 등)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근골격계 질환(관절염, 요
통, 골절 포함) □뇌혈관 질환
(중풍포함) □소화기계 질환
□갑상선 장애 □비뇨, 생식계
질환 □간질환 □폐암 제외한
암(종양) □우울증 □신경성
통증 □기타 □ 없음

□ 흡입제 □ 가래약

호흡기질환
진단기간

(

)년 (

호흡기 관
련 약물

) 개월

□ 기침약 □ 스테로이드
□ 항생제

□그 이외

Date(
Pulmonary Function Test
(PFT)

□ FEV1/FVC <0.7

□ FEV1/FVC >0.7

□ FVC < 80%

□ FVC > 80%

임상책임자 서명:_______________________

/

/

서명일(YY/MM/DD):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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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미세먼지 정보 얻는 방법
Variables

Categories

n (%)

Source of

TV

117 (40.8)

Information

Internet, application

133 (46.3)

(multiple response) Radio

3 ( 1.0)

From the color of sky

34 (11.8)

부록 5. 미세먼지 관련 건강관리 행위에 대한 장애 요인
(N=201)
Variables

Categories

Barriers
Do not have energy
(multiple response) Tiresome
Do not know health behavior
Not necessary
Do not have time
Do not have money
Forgot
No one has taken care of me
Etc†
Note. † Had to go out by necessity

- 77 -

n (%)
41
109
39
38
14
1
73
8
2

(12.6)
(54.2)
(12.0)
(11.7)
( 4.3)
( 0.3)
(22.5)
(2.5)
( 0.6)

부록 6. IRB 심의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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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도구 사용에 대한 허가
1. 미세먼지 위험인식에 대한 도구, 미세먼지 관련 지식 도구, 미세먼지 체감도 도
구

2. 미세먼지 관련 인식도구, 미세먼지 관련 건강관리 행위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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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actors affecting particulate matter
related health behaviors of patients with
pulmonary disease
Ham, Joohee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Choi-Kwon, Smi, PHD., RN

There has been increasing interest in the effects of particulate matter on health
recently. Patients with pulmonary disease, who are most vulnerable, should focus on
health behaviors against particulate matter to reduce negative impacts but studies on
this topic were not performed actively.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risk
perception, knowledge, health behaviors related to particulate matter of patients with
pulmonary disease, and to identify the factors affecting particulate matter related
health behaviors.
A descriptive study was conducted. Participants were 201 outpatients with
pulmonary disease who visited the outpatient clinic in S hospital located in Seoul. Data
were collected using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and medical records from
December, 2019 to February, 2020.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 24.0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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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The mean score for risk perception related to particulate matter was
57.36±6.51, knowledge related to particulate matter was 6.15±1.51, and health
behaviors related to particulate matter was 22.79±4.43
2) The score of health behaviors related to particulate matter was significantly
higher in female (p<.001), who do not work (p=.001), who were diagnosed with
pulmonary disease more than 1 year (p<.001) and who do not currently smoke
(p<.001).
3) Health behaviors related to particulate matter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risk perception related to particulate matter(r=.490, p<.001) and knowledge
related to particulate matter(r=.147, p=.037). Moreover, Health behaviors
related to particulate matter had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attention(r=.449, p<.001), severity(r=.347, p<.001), health affect(r=.352,

p<.001) which are risk perception subdomains.
4)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dentified that risk perception related to
particulate matter, duration of diagnosis of respiratory disease, gender, and
smoking history were significant predictors of particulate matter related health
behaviors of patients with pulmonary disease, and these variables accounted
for 36.1% of variance of particulate matter related health behaviors of patients
with pulmonary disease. The level of health behaviors related to particulate
matter was higher in participants who had a higher risk perception of particu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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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ter (p<.001), who were female (p=.035), and who were diagnosed with
pulmonary disease longer (p=.004). Moreover, participants who smoked before
but not currently (p<.001), and who had never smoked (p=.001) had a higher
level of health behaviors related to particulate matter than people who smoke.

In conclusion, patients with pulmonary disease in this study reported relatively high
risk perception related to particulate matter but their knowledge related to particulate
matter was not high. Especially, their knowledge was not sufficient in health impacts
and health behaviors related to particulate matter. Although they reported high level
of overall health behaviors related to particulate matter, their performance on health
behaviors related to particulate matter that required knowledge was insufficient.
Therefore, to improve perception and knowledge related to particulate matter a
patient tailored educational program is needed for patients with pulmonary disease.
Also, it will be helpful to focus on educating patients, who are male, smoker, and have
short period of pulmonary disease, since their health behaviors of particulate matter
are relatively lower than others.
Keywords: Pulmonary disease, Particulate matter, Perception, Knowledge, Health
behavior
Student Number: 2018-23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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