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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만성폐쇄성폐질환(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COPD)은 

해로운 입자와 가스에 의해 비정상적 염증반응이 발생하여 기도와 폐

실질에 비가역적인 손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점진적으로 기류 제한

이 발생하는 질환이다[1]. 전 세계적으로 COPD는 이환과 사망 원인으

로 그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인구의 증가와 흡연 등 

COPD 위험요인의 지속적인 노출에 의한 COPD 질병 부담은 증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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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associated factors with physical activities in people with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

eases (COPD). Methods: This study enrolled 1,176 COPD patients aged 40 and over who had the pulmonary function test in 2013-2015 Korea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VI). The measured physical activities were self-reported walking and strength exercise. Descriptive 

statistics, chi-square test and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for statistical analyses. Results: The self-reported rates of walking and 

strength exercise were 45.1% and 26.6% among all the subjects. Age, gender, education level, income status, smoking status and stress perception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ssociated with physical activities. Conclusions: Physical activity in patients with COPD was associated with non-modifiable fac-

tors including age, gender and socio-economic status and modifiable factors including smoking and stress perception. These findings suggest that a 

multi-dimensional program for patients with COPD comprising lifestyle modification and the amelioration of socioeconomic factors may be necessary to 

increase physical activity and improve health status from the long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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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예상되나,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공중보건

학적으로 매우 중요하다[2].

COPD의 유병률은 조사 방법, 진단 기준과 분석 방법에 따라 각 연

구마다 많은 차이가 있지만, 40세 이상 성인에서 6% 미만부터 약 20% 

정도까지 보고되었다[1,3,4]. COPD 유병률 조사에 적용된 기준은 국제

만성폐쇄성폐질환기구(Global Initiative for Chronic Obstructive Lung 

Disease, GOLD)가 제시한 기관지 확장제 적용 후 폐활량 측정 결과,  

1초간 노력성 폐활량(forced expiratory volume in 1 second, FEV1)/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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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폐활량(forced vital capacity, FVC) < 0.7을 이용하고 있으며[2], 2017

년 실시한 우리나라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의하면 40세 이상 성인에서 

폐활량측정법에서 기관지 확장제 사용 전 FEV1/FVC < 0.7 기준 적용 

시 기도 폐쇄가 있는 사람의 비율은 12.7%, 65세 이상 노인은 25.6%이

었다[5]. 

COPD는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발생하

며, 질병의 위험요인으로는 유전적 소인, 흡연, 직업성 분진이나 화학물

질, 실내외 공기오염, 노화, 감염, 천식, 성별과 사회경제적 특성 등이 있

다[6,7]. 이러한 위험요인의 조절을 통해 COPD는 예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치료도 가능한 질병으로 알려져 있다[2,6]. 그러나 소기도 폐 

질환과 폐 실질 손상에 의한 기류 제한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점차 

악화될 수 있으며, 기류 제한의 정도에 따라 호흡곤란 및 다른 임상 증

상을 동반한다[8]. 또한 체중 감소, 근골격계 기능 이상 및 손실 등의 

호흡기 외에 악영향을 미치기도 한다[9].

COPD 환자는 운동능력 및 활동도가 떨어져 전반적인 신체기능의 

약화와 일상생활 수행의 어려움을 호소하게 되며, 활동량의 감소는 근

육량의 감소를 초래하고 호흡곤란과 피로감 등의 증상 악화를 유발하

는 악순환을 일으킨다. 또한 신체활동량은 COPD 환자의 사망과 입원

에 대한 주요 예측인자로 알려져 있다[10]. 그러므로 COPD 환자에 있

어 신체활동이나 운동 실천은 근육량의 유지, 질병의 악화 방지 등을 

할 수 있고, 심혈관질환 등을 포함한 호흡기 외의 질병 예방과 개선에 

도움이 된다[11].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최근에 18세 이

상의 성인들의 경우 최소한 일주일에 150-300분 정도의 중등도 유산

소 신체활동이나 75-150분 정도의 격렬한 신체활동을 하도록 권고하

고 있고, 질병에 의해 활동이 제한적인 경우는 건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신체활동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12]. COPD 환자에서는 환자

들의 운동 능력 및 근지구력의 향상, 호흡곤란의 호전, 자립적인 일상

생활 능력 향상,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운동, 교육, 행동, 영양과 약물

치료를 통합한 호흡 재활의 개념이 도입되고 있으며, 이 중 운동은 가

장 중요한 요소로 강조된다[13]. COPD 환자에서 권고되는 신체활동

은 최대운동능력의 60% 이상의 강도로 하루 20-60분, 주 3-5회의 걷기 

등의 유산소 운동을 시행하고, 근육량을 증가시키고 효율을 향상시켜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도록 주 2-3회의 근력운동을 하

도록 권장하고 있다[14]. 또한 COPD의 중증도에 따라 폐기능과 호흡

곤란의 차이가 크므로 중증도에 따른 환자에게 실천이 가능한 현실적

인 운동을 적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도 1990년 이후부터 

COPD 환자의 신체활동 필요성과 호흡재활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고, 신체활동은 필수적이나 운동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아직도 부

족하다[15]. 

지금까지의 COPD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신체활동과 관련된 연구

를 살펴보면, 신체활동 실태[16], 운동프로그램의 폐기능과 신체기능의 

효과 등에 대해 확인한 것이 주를 이루고[15,17-19], COPD 환자의 신체

활동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관련된 요인에 대한 국내의 탐구적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제 6기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만 40세 

이상 COPD 환자를 대상으로 걷기와 근력운동 등 신체활동의 실천 정

도를 파악하고, 각 신체활동과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생활습관, 건강

상태 관련 특성, COPD 관련 특성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실시하

였다.

연구 방법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2013-2015년 제6기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원시 자료를 분

석하였다. 제6기 국민건강영양조사의 표본추출틀은 표본설계 시점에

서 사용한 가장 최근 시점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사용하였고, 이

를 통해 목표 모집단인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세 이상 국민에 대하

여 대표성 있는 표본을 추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본추출은 층화집

락표본추출방법으로 매년 192개 조사구에서 3,840가구를 대상으로 

매년 약 7,2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한다. 즉, 표본 배분을 위해서 시 ·도, 

동 ·읍면, 주택유형(일반주택/아파트)을 기준으로 추출틀을 층화한 후

에 각층의 모집단 조사구 수에 비례하도록 배분한 후 계통추출법으로 

표본 조사구를 추출하고, 이어서 각 표본 조사구에서 계통추출방식

으로 20가구씩 표본가구를 선정하고 있다[20]. 

제6기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사람은 22,948명(2013년 8,018명, 

2014년 7,550명, 2015년 7,380명)이며, 이 중 만 40세 이상인 9,161명이 폐

기능 검사를 시행하였다. 이들 중 GOLD 기준[2]에 근거하여 FEV1/

FVC < 0.7인 1,239명을 COPD 환자로 분류하고, 이들 중 신체활동 등 

주요 변수에 응답하지 않은 63명을 제외한 1,176명을 최종 연구대상으

로 선정하였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질병관리본부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행되었다(1차년도: 2013-07CON-03-4C, 2차년도: 2013-12EXP-

03-5C, 3차년도: 면제).

이용 변수

독립 변수

사회인구학적 특성

사회인구학적 요인은 성별, 연령, 교육수준, 결혼상태와 소득수준을 

이용하였다. 성별은 남성과 여성으로, 연령은 40-49세, 50-59세, 6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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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70세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교육수준은 초졸 이하, 중졸, 고졸, 대

졸 이상으로 구분하였고, 결혼상태는 배우자 있음과 배우자 없음(미

혼, 별거, 사별, 이혼)으로 분류하였다. 소득수준은 하, 중하, 중상, 상으

로 분류하였다.

생활습관 관련 특성

생활습관 관련 특성으로는 비만상태, 흡연력, 음주상태와 스트레스 

인지 여부를 활용하였다. 비만상태는 직접 계측을 통하여 확보한 체중

(kg)을 신장의 제곱(m2)으로 나누어 체질량지수(kg/m2)를 산출하였

고, 18.5 kg/m2 미만인 사람을 저체중군, 18.5 kg/m2 이상 25 kg/m2 미만

인 사람을 정상체중군, 25 kg/m2 이상인 사람을 과체중군으로 분류하

였다[20]. 흡연력은 “현재 담배를 피우십니까?”라는 질문에, “매일 피

움”, “가끔 피움”이라고 응답한 경우를 현재 흡연자로, “과거에는 피웠

으나 현재 피우지 않음”이라고 응답한 경우를 과거 흡연자로, “지금까

지 살아오는 동안 5갑(100개비) 이상의 담배를 피웠습니까?”라는 질문

에, “아니오”라고 응답한 경우를 비흡연자로 분류하였다. 음주 상태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1잔 이상의 술을 마신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

문에 “아니오”라고 응답한 경우를 비음주자로 분류하였고, “예”라고 

응답한 사람에게 다시 “최근 1년 동안 술을 마신 적이 있습니까?”라고 

질문하여 “아니오”라고 응답한 경우를 과거 음주자, “예”라고 응답한 

경우를 현재 음주자로 분류하였다. 스트레스 인지는 “평소 일상생활 

중에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느끼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조금 느

끼는 편이다”와 “거의 느끼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경우를 저스트레스

군으로, “대단히 많이 느낀다”와 “많이 느끼는 편이다”라고 응답한 경

우는 고스트레스군으로 분류하였다. 

질병 관련 특성

질병 관련 특성으로는 COPD의 의사 진단 여부, COPD의 치료 여

부, 연속 3개월 이상 기침 여부, 연속 3개월 이상 가래 여부, COPD의 

중증도, 동반질환을 활용하였다. COPD 의사 진단 여부는 “만성폐쇄

성폐질환(만성기관지염, 폐기종)을 의사에게 진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

까?”라는 질문에 진단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로 분류하였

다. COPD의 치료 여부는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치료 받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현재 치료하는 경우와 치료하지 않는 경우(과거 치료받

음, 치료받은 적 없음)로 분류하였고, 연속 3개월간 이상 기침, 가래 경

험 여부는 질문지 “1년 동안 연속 3개월 이상 거의 매일 기침을 한 적

이 있습니까?”, “1년 동안 연속 3개월 이상 거의 매일 가래가 나온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있다”와 “없다”로 응답한 것을 이용하여 3개

월 이상 증상(기침, 가래) 여부로 재분류하였다. 

COPD의 중증도는 만 40세 이상 대상자에게 실시한 폐 기능 검사 

결과, 1초간 노력성 호기량과 정상 추정치와의 비율에 따라 FEV1 ≥80

인 경우 경증군, 50 ≤ FEV1 <80인 경우 중등도군, 30 ≤ FEV1 < 50인 경우 

중증군, FEV1 < 30인 경우 심각한 중증군, 이렇게 4단계로 구분하였다

[2]. 본 연구에서는 중증군과 심각한 중증군을 합하여 3단계로 재분류

하였다. 

COPD 환자의 동반 질환은 COPD 진료지침[7]을 참고하여 COPD

의 질병 경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제시한 허혈성심질환(심근

경색증, 협심증), 고혈압, 골다공증, 우울증, 폐암, 당뇨병 등의 의사진단 

여부를 파악하였고, 제시된 동반 질환의 합을 구하여 동반질환 없음,  

1개, 2개 이상으로 재분류하였다.

종속 변수 

본 연구에서 신체활동은 걷기와 근력운동을 선정하였다. COPD 환

자에서 권장하는 신체활동량을 근거로 하여[14], 걷기는 1회 20분 이상 

주 5일 이상 걷는 경우를 걷기 실천군으로 정의하였고, 근력운동은 

“최근 1주일 동안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아령, 역기, 철봉 등의 근

력운동을 한 날은 며칠입니까?”라는 질문에 주 2일 이상 실천하는 경

우를 근력운동 실천군으로 정의하였다. 걷기 실천과 근력운동 실천은 

개별 신체활동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고, 제시된 2가지 신체활동의 

동반 실천은 본 연구에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자료분석

통계분석은 SPSS 24.0 (IBM Corp., Armonk, NY, USA)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처리하였으며, 통계학적 유의수준은 p< 0.05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는 2단계 층화집락표본설

계를 이용하여 대상자를 추출하여 수집되었으므로, 자료분석 시 이러

한 복합표본설계를 반영하여 분석하였다. 층, 집락, 가중치 등의 복합

표본 요소를 고려하여 결과를 산출하였으며, 사회인구학적 요인, 생활

습관 관련 특성, COPD 환자의 질병 관련 특성, COPD 환자의 신체활

동 실태는 추정된 백분율을 제시하였고, 각 변수와 신체활동과의 관

련성은 카이제곱 검정을 이용하였다. 최종적으로 신체활동 실천 여부

와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카이제곱 검정에서 p< 0.1이었던 변수

를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걷기 실천

과 근력운동 실천에 대한 관련 요인은 비차비와 95% 신뢰구간을 이용

하여 통계학적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특성 분포

연구 대상자 분포는 남자 73.8%, 여자 26.2%로 추정되었으며, 연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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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도군 43.8%, 중증군과 심각한 중증군 4.1%이었고,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동반 질환이 있는 경우가 47.3%이었다(Table 2).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신체활동 실천 비교

연구 대상자인 COPD 환자의 신체활동 실천율은 걷기는 44.5%, 근

력운동은 27.2%이었다. 

사회인구학적 요인 및 생활습관과 신체활동과의 관련성을 파악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걷기 실천은 연령, 교육수준, 흡연상태와 스트

레스 인지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 연령대에 따른 걷기 실

천은 40-49세 40.2%, 50-59세 34.6%, 60-69세 43.9%, 70세 이상은 52.4%

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 = 0.002), 교육수준에 따른 걷기 실천은 

초졸 이하 40.4%, 중졸 43.6%, 고졸 44.9%, 대졸 이상 54.0%로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47). 현재 흡연을 하는 경우의 걷기 실

천율은 36.7%, 과거흡연 48.0%, 비흡연은 47.4%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 = 0.012), 스트레스 고인지군이 36.2%, 저인지군은 

46.2%로 걷기실천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0.027). 

근력운동은 성별, 교육수준, 결혼상태, 소득수준, 흡연상태와 스트

레스 인지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 성별에 따른 근력운동 

실천율은  남성이  31.7%, 여자  14.7%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p< 0.001), 교육수준에 따른 근력운동 실천율은 초졸 이하 16.2%, 중

40대 10.5%, 50대 21.2%, 60대 33.6%, 70세 이상 34.8%이었고, 교육수준

이 초졸 이하인 경우가 37.5%이었다.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가 

82.6%, 소득수준은 하 25.5%, 중하 24.2%, 중상 26.0%, 상 24.8%이었고, 

과체중 이상인 경우가 33.6%이었다. 현재 흡연자는 29.9%, 현재 음주자

는 70.4%이었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고스트레스군은 17.4%이었다

(Table 1).

연구 대상자 중 COPD를 진단받은 적이 있는 경우는 3.0%이었고, 현

재 치료 중인 경우는 1.4%이었으며, 연속 3개월 이상 기침이나 가래 등

의 증상을 경험한 경우는 19.2%이었다. COPD의 중증도는 경증 52.1%, 

Table 1. Sociodemographic and lifestyle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Characteristics n Weighted % SE (%)1

Sex
   Man 859 73.8 1.3
   Woman 317 26.2 1.3
Age (y)
   40-49 82 10.5 1.2
   50-59 218 21.2 1.5
   60-69 443 33.6 1.5
   ≥70 433 34.8 1.6
Educational level
   ≤Elementary school 455 37.5 1.6
   Middle school 198 16.6 1.2
   High school 330 29.5 1.6
   ≥University 192 16.4 1.3
Living with partner
   Yes 960 82.6 1.3
   No 216 17.4 1.3
Income status
   Lowest 283 25.5 1.6
   Middle-lowest 279 24.2 1.5
   Middle-highest 316 26.0 1.5
   Highest 290 24.3 1.6
Obesity
   Underweight 19 1.4 1.6
   Normal 770 65.0 0.4
   Obesity 387 33.6 1.6
Smoking
   Non-smoking 393 33.7 1.6
   Ex-smoking 441 36.4 1.7
   Current smoking 328 29.9 1.5
Drinking
   Non-drinking 141 11.6 1.0
   Ex-drinking 215 17.7 1.3
   Current drinking 807 70.8 1.6
Stress perception
   Low 969 82.6 1.3
   High 193 17.4 1.6
Total 1,176 100.0

1SE (%): standard error of weighted %.

Table 2. Disease-related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Characteristics n Weighted % SE (%)1

Diagnosis of COPD
   No 1,140 97.0 0.6
   Yes 36 3.0 0.6
Treatment of COPD
   No 1,159 98.6 0.4
   Yes 17 1.4 0.4
Symptom (cough, sputum) ≥3 mon
   Yes 235 19.2 1.4
   No 940 80.8 1.4
Severity of COPD
   Mild 600 52.1 1.7
   Moderate 529 43.8 1.7
   Severe, Very severe 47 4.1 0.7
Comorbidites 
   No 601 52.7 1.6
   Yes 575 47.3 1.5
      Hypertension 479 38.5 1.6
      Ischemic heart disease 60 4.6 0.6
      Diabetes mellitus 184 15.1 1.2
      Lung cancer 3 0.3 0.2
      Depression 43 3.0 0.5

COPD,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1SE (%): standard error of weigh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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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 30.9%, 고졸 33.4%, 대졸 이상 37.6%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

었다(p< 0.001). 결혼상태에 따른 근력운동 실천율은 배우자가 있는 경

우가 29.2%, 없는 경우 17.8%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 = 0.003), 소

득수준에 따른 실천율은 하 19.4%, 중하 24.2%, 중상 32.5%, 상 32.7%로 

소득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04). 현재 흡연을 하는 

경우 근력운동 실천율은 24.7%, 과거흡연 36.4%, 비흡연 20.4%로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 0.001), 스트레스 고인지군은 19.0%, 

저인지군은 29.2%로 스트레스 인지에 따른 근력운동 실천율은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0.012). 

대상자의 질병 관련 특성과 신체 활동의 관련성을 파악한 결과, 현

재 COPD와 동반된 질환이 없는 경우 걷기 실천율이 45.2%, 1개인 경

우가 40.0%, 2개 이상인 경우가 53.9%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

었고(p = 0.042), 폐쇄성폐질환 의사 진단 여부, 현재 치료 여부, 연속  

3개월 이상 증상 여부, COPD 중증도 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이 

없었다. 근력운동 실천과 질병관련 특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이 

없었다(Table 4). 

신체활동 실천 관련 요인

COPD 환자와 걷기 실천과 관련된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p< 0.1인 

변수를 독립 변수로 하여 다중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변

량 분석 결과, 걷기 실천과 관련이 있는 대상자의 특성은 연령, 교육수

준과 흡연상태였다. 연령의 걷기에 대한 보정된 비차비(95% 신뢰구간)

는 40-49세에 비해 50-59세 0.97 (0.53-1.76), 60-69세 1.50 (0.84-2.68), 70

세 이상 2.21 (1.18-4.14)로 70세 이상에서 40-49세에 비해 걷기 실천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교육수준의 보정된 비차비(95% 신뢰구

간)는 초졸 이하에 비해 중졸 1.36 (0.91-2.04), 고졸 1.52 (1.07-2.15), 대졸 

이상 2.24 (1.45-3.44)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흡연 상태는 비흡

Table 3. Comparisons of participation in physical activities according to so-
ciodemographic and lifestyle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Walking Strength training

Weighted 
% (SE)

p-value
Weighted 

% (SE)
p-value

Sex
   Man 43.8 (1.9) 0.457 31.7 (1.9) <0.001
   Woman 46.5 (3.2) 14.7 (2.2)
Age (y)
   40-49 40.2 (6.1) 0.002 31.0 (5.6) 0.765
   50-59 34.6 (3.5) 25.7 (3.3)
   60-69 43.9 (2.7) 28.2 (2.6)
   ≥70 52.4 (2.8) 26.1 (2.4)
Educational level
   ≤Elementary school 40.4 (2.6) 0.047 16.2 (2.0) <0.001
   Middle school 43.6 (3.9) 30.9 (3.9)
   High school 44.9 (3.0) 33.4 (2.9)
   ≥University 54.0 (4.2) 37.6 (4.0)
Living with partner
   Yes 44.8 (1.8) 0.655 29.2 (1.7) 0.003
   No 42.8 (4.1) 17.8 (2.9)
Income status
   Lowest 37.9 (3.3) 0.123 19.4 (2.9) 0.004
   Middle-lowest 46.7 (3.3) 24.2 (3.0)
   Middle-highest 45.1 (3.2) 32.5 (2.9)
   Highest 48.1 (3.4) 32.7 (3.2)
Obesity
   Underweight 20.8 (9.7) 0.185 11.8 (6.8) 0.170
   Normal 44.9 (2.0) 26.2 (1.8)
   Obesity 44.7 (3.0) 29.9 (2.9)
Smoking
   Non-smoking 47.4 (3.0) 0.012 20.4 (2.2) <0.001
   Ex-smoking 48.0 (2.7) 36.4 (2.7)
   Current smoking 36.7 (3.0) 24.7 (2.8)
Drinking
   Non-drinking 48.8 (4.6) 0.528 20.0 (3.6) 0.138
   Ex-drinking 45.5 (3.8) 26.3 (3.3)
   Current drinking 43.4 (2.0) 29.0 (2.0)
Stress perception
   Low 46.2 (1.8) 0.027 29.2 (1.7) 0.012
   High 36.2 (4.0) 19.0 (3.3)
Practice rate 44.5 (1.7) 27.2 (1.6)

SE, standard error.

Table 4. Comparisons of participation in physical activities according to 
disease-related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Walking Strength training

Weighted 
% (SE)

p-value
Weighted 

% (SE)
p-value

Diagnosis of COPD
   No 44.2 (1.7) 0.321 27.1 (1.6) 0.599
   Yes 53.9 (9.6) 31.4 (8.4)
Treatment of COPD
   No 63.5 (14.4) 0.196 35.9 (13.4) 0.482
   Yes 44.2 (1.7) 27.1 (1.6)
Symptom (cough, sputum) ≥3 mon
   Yes 39.3 (3.5) 0.109 25.9 (3.4) 0.673
   No 45.7 (1.9) 27.6 (1.8)
Severity of COPD
   Mild 43.2 (2.3) 0.478 28.5 (2.2) 0.439
   Moderate 45.3 (2.4) 26.3 (2.1)
   Severe, Very severe 52.9 (8.6) 20.3 (6.2)
Comorbidites 
   0 45.2 (2.4) 0.042 28.6 (2.1) 0.576
   1 40.0 (2.8) 25.3 (2.6)
   ≥2 53.9 (4.6) 26.9 (4.0)

COPD,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SE, standard error. 



Physical Activities in People with COPD

Journal of 
Health Informatics
and Statistics 

http://www.e-jhis.org | 159

연자에 비해 현재 흡연자의 걷기 실천에 대한 보정된 비차비(95% 신뢰

구간)는 0.65 (0.45-0.9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으나, 과거흡연은 

0.93 (0.66-1.31)로 유의한 관련이 없었다. 스트레스 인지와 동반질환의 

보정된 비차비는 걷기실천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able 5).

COPD 환자의 근력운동 실천과 관련된 요인은 성별, 교육수준과 소

득수준 등이었다. 성별에 따른 근력운동 실천의 보정된 비차비(95% 신

뢰구간)는 남성에 비해 여성이 0.48 (0.28-0.82)로 유의하게 낮았고, 교

육수준에 따른 보정된 비차비(95% 신뢰구간)는 초졸 이하에 비해 중

졸 1.94 (1.19-3.15), 고졸 2.21 (1.46-3.33), 대졸 이상 2.35 (1.48-3.74)로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소득수준에 따른 보정된 비차비(95% 신뢰

구간)는 하인 경우에 비해 중하 1.16 (0.70-1.92), 중상 1.68 (1.05-2.70), 상

인 경우 1.51 (0.92-2.48)로 중상인 경우의 비차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높았다. 결혼상태, 흡연상태와 스트레스 인지에 따른 근력운동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이 없었다(Table 6).

고 찰

COPD 환자에게 신체활동 실천은 전반적인 신체기능의 유지와 독

립적인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주요한 방법이며, 질병의 악화 방지

와 심혈관질환 등 호흡기 외의 질병 예방과 개선에 도움이 된다[11]. 이

에 COPD 환자에서 신체활동을 유지, 증진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2013-2015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만 40세 이상 COPD 

환자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들 요인과 신체활동 실천과의 관련성을 

규명하고자 실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 COPD 환자의 걷기 실천율은 44.5%, 근력운동 실천율

은 27.2%이었다. 이는 2015년 국민건강영양조사의 19세 이상 성인을 대

상으로 보고된 걷기 운동 실천율은 40.6%, 근력운동 실천율은 22.2%

에 비해 높았다[21]. 본 연구에서는 하루 20분 이상 주 5일 이상 실천을 

기준으로 한 것에 비해 국민건강영양조사는 하루 30분 이상, 주 5일 이

상의 실천으로 판단한 정의의 차이일 수 있으나, 근력운동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파악했을 때 COPD 환자의 신체활동 실천율이 전반

적으로 좀 더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COPD 환자가 건강한 대조군

보다 신체활동이 감소한다는 연구결과[22]와는 상이하였다. 본 연구대

Table 5. The related factors of walking activity in COPD patients

Characteristics
Walking

Crude OR (95% CI) Adjusted OR (95% CI)1

Age (y)
   40-49 1.0 1.0
   50-59 0.79 (0.45-1.39) 0.97 (0.53-1.76)
   60-69 1.16 (0.68-1.99) 1.50 (0.84-2.68)
   ≥70 1.63 (0.96-2.79) 2.21 (1.18-4.14)
Educational level
   ≤Elementary school 1.0 1.0
   Middle school 1.14 (0.78-1.66) 1.36 (0.91-2.04)
   High school 1.20 (0.87-1.66) 1.52 (1.07-2.15)
   ≥University 1.73 (1.18-2.54) 2.24 (1.45-3.44)
Smoking
   Non-smoking 1.0 1.0
   Ex-smoking 1.02 (0.74-1.42) 0.93 (0.66-1.31)
   Current smoking 0.64 (0.46-0.91) 0.65 (0.45-0.93)
Stress perception
   Low 1.0 1.0
   High 0.66 (0.46-0.96) 0.75 (0.51-1.10)
Comorbidities
   0 1.0 1.0
   1 0.81 (0.59-1.10) 0.70 (0.51-0.98)
   ≥2 1.42 (0.94-2.15) 1.29 (0.81-2.04)

COPD,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OR, odds ratio; CI, confi-
dence interval.
1Adjusted OR (95% CI) by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able 6. The related factors of strength exercise in COPD patients

Characteristics
Strength exercise

Crude OR (95% CI) Adjusted OR (95% CI)1

Sex
   Man 1.0 1.0
   Woman 0.37 (0.25-0.55) 0.48 (0.28-0.82)
Educational level
   ≤Elementary school 1.0 1.0
   Middle school 2.31 (1.46-3.64) 1.94 (1.19-3.15)
   High school 2.58 (1.76-3.79) 2.21 (1.46-3.33)
   ≥University 3.11 (2.06-4.69) 2.35 (1.48-3.74)
Living with partner
   Yes 1.0 1.0
   No 0.53 (0.34-0.80) 0.79 (0.48-1.29)
Income status
   Lowest 1.0 1.0
   Middle-lowest 1.33 (0.81-2.18) 1.16 (0.70-1.92)
   Middle-highest 2.00 (1.28-3.12) 1.68 (1.05-2.70)
   Highest 3.02 (1.27-3.20) 1.51 (0.92-2.48)
Smoking
   Non-smoking 1.0 1.0
   Ex-smoking 2.23 (1.58-3.15) 1.27 (0.80-2.03)
   Current smoking 1.28 (0.85-1.93) 0.69 (0.42-1.16)
Stress perception
   Low 1.0 1.0
   High 0.57 (0.37-0.89) 0.69 (0.42-1.11)

COPD,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OR, odds ratio; CI, confi-
dence interval.
1Adjusted OR (95% CI) by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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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 COPD 환자는 96%가 경증이나 중등증에 해당되는 비교적 가벼

운 상태로 신체활동의 필요성을 더 인지하고 실천하고 있으며, 중증 이

상으로 독립적인 활동이 어려운 COPD 환자의 경우는 조사에 불참하

였거나 병원 등의 시설에 입원해 있어서 제외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

문에 나타난 결과라 생각된다. 이는 대부분의 COPD 환자들이 격렬한 

신체활동 및 중등도 신체활동 실천율은 낮으나, 걷기 실천은 대부분의 

환자가 비슷한 경향을 보였으며 질환의 중증도에 따라 큰 차이가 없었

다는 연구결과[16]와 COPD 환자의 최소한 활동 실천율과 건강증진형 

활동 실천율이 COPD가 없는 비교그룹의 신체활동 수준과 유사하였

다는 연구결과[8]와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COPD 환자의 신체활동 실천 관련 요인을 살펴보면, 성별은 걷기 실

천과는 관련이 없었으나, 근력운동은 남성에 비해 여성이 0.48 (0.28-

0.82)로 근력운동을 더 적게 시행하였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근력운동 

실천율이 낮은 것은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는데, 이는 유산소 신

체활동 영역에 포함되는 가사활동 및 정적인 신체활동을 선호하거나 

낮은 강도의 신체활동을 선택하는 여성의 특징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23-25].

연령에 따른 걷기 실천의 비차비(95% 신뢰구간)는 40-49세에 비해 

연령이 증가할수록 비차비는 증가하였고, 70세 이상에서 2.21 (1.18-

4.14)로 40대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고령에서의 걷기 실

천율이 유의하게 높았던 것은 COPD 이외에도 다른 동반질환의 유병

률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질환을 관리하는 방법 중 하나로 걷기를 실

천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동반질환의 개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 

오히려 걷기 실천율이 증가하는 것은 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한, 걷기는 근력운동 등 다른 신체활동보다는 노령에서 수행하는 데 

더 손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70세 이상의 고령에서 걷기 실천율이 높은 

것이라고 생각되며, 이런 연령층의 특성을 고려한 신체활동 프로그램

의 제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은 걷기와 근력운동 모두와 통계적으로 유의

한 관련이 있었고, 이는 교육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신체활동 실천율

이 증가한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유사하였다[26,27]. 교육수준은 

건강 관련 지식습득과 관련이 있고, 신체활동 증진 등 건강생활습관

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요 요인이다[28]. 더불어 이용 가능한 재정적 자

원, 건강수준, 문화적 특성 및 환경적 조건에 의한 차이에 의한 신체활

동 참여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변인이다[29]. 성, 연령, 교육 및 

소득수준 등을 반영한 신체활동 실천에 있어 불평등이 없는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구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신체활동 실천과 관련이 있는 생활습관 관련 특성은 흡연과 스트레

스 인지 등이었다. 흡연의 경우 비흡연에 비해 현재 흡연을 하는 경우 

걷기 실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비차비(0.65, 95% 신뢰구간: 

0.45-0.93)를 확인하였고, 근력운동의 경우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는 않았으나 현재 흡연의 경우 비흡연보다 근력운동 실천이 낮음을 

확인하였다. 흡연은 COPD의 중요한 위험요인일 뿐만 아니라[6,7], 질병 

관리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인자임을 제시한 선행연구와도 유사

한 결과이다[30].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우는 적게 받는 경우보다 다중로지스틱회

귀분석 결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걷기(0.75, 95% 신뢰구간: 0.51-

1.10와 근력운동(0.69, 95% 신뢰구간: 0.42-1.11) 등 신체활동 실천은 낮

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현재 만성 스트레스를 겪고 있

는 사람들은 정신건강뿐 아니라 피로와 통증 등 육체건강에도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아 신체활동을 수행할 의지가 감소하게 된다[31]. 건강

관련 삶의 질이나 우울감 등의 정서상태는 COPD 환자의 신체활동과 

관련된 주요 변수로 일관되게 보고되는 특성으로 호흡재활 프로그램

에 있어 기본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요인이기도 하다[30]. 

본 연구에서는 COPD 중증도와 걷기와 근력운동 등 신체활동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 이는 COPD 중증도가 심해질수록 

운동능력과 활동성이 떨어진다는 선행연구[32]와는 다른 결과였으나, 

걷기 실천은 질환의 중증도에 따라 큰 차이가 없었다는 연구결과[16]

와는 유사하였다. COPD의 중증도가 심해질수록 호흡곤란의 증상이 

심해져서 신체활동이 감소하고, 신체활동의 감소로 인해 근 위축과 골

격근 소모 등이 야기되어 신체활동 시 호흡곤란이 발생하거나 심해지

는 등의 악순환을 반복하게 된다[10,33]. 본 연구의 경우 COPD 환자이

지만 대상자의 대부분이 경증과 중등증에 해당되는 상태로 심한 증

상에 의한 활동제한의 정도를 경험한 경우가 적어서 확인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국가에서 대규모로 진행된 표본조사로 국

가적인 대표성을 가진 자료를 이용했으나, 단면연구의 자료를 이용하

여 관련된 요인을 분석했다는 제한점이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적용

한 COPD의 기준은 기관지 확장제를 투여한 후 측정하는 GOLD 기준

[2]과 다르게 기관지 확장제를 적용하지 않고 측정한 것이다. 결과적으

로 경증의 COPD로 분류된 경우는 과진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지역사회 내에서 실질적으로 거동이 불가능한 중증의 COPD 환자는 

제외되어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러한 제한점

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의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폐기능검사에 의해 판

단한 COPD 환자를 대상으로 신체활동 정도를 알아보고, 사회인구학

적 요인 및 생활습관 관련 특성, 질병 관련 특성 등과의 관련성을 파악

함으로써 COPD 환자의 관리에 필요한 근거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COPD 환자의 신체활동 실천과 관련 있는 요

인으로 성별,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흡연상태, 스트레스 인지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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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였다. COPD 환자의 신체활동 실천을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

램의 개발, 금연과 같은 건강행태 개선 및 스트레스 조절을 위한 정서

적 지지를 병행하는 구성과 사회경제적 여건에 의한 프로그램 접근성 

장애요인을 조절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더불어 COPD 환자를 대상

으로 유산소, 저항력, 유연성, 이동능력촉진 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

차원적인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규칙적이고 장기적으로 시행하여, 근

력이나 보행속도, 일상적 생활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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