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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식아동의 행동장애와 임상요인과의 연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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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과 연관된 유전적 요인의 방향에서 찾는 연구들이

서

론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주의력결핍 과잉운동장애와
천식의 원인의 하나인 알레르기 사이의 생물학적 연관성

천식의 원인에 대하여 아직까지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
으나 원인요소로서 알레르기, 유전적 소인, 감염 등을 들수
있다. 특히 천식의 경우에는 질환의 초기부터 정서적, 심리

을 콜린성 과잉반응과 베타 아드레날린성 과소반응의 기
전으로 설명하고 있는 이론(Marshall 1989)도 있다.
역학조사에서 볼때 과잉행동장애를 보이는

동에서 천

적 요소가 중요 인자로 작용하고 있어 (Creer와 Gus-

식을 포함한 알레르기의 빈도가 21%(Palmer# 1975) 에

tafsson 1989: Mrazek등 1991), 이 정서적 요인이 생리

서 47%(Tryphonas와 Trites 1979)에 이르기까지 다양

적 요인과 상호작용하여 질병의 발현및 심각도에 영향을

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반면에 천식을 가진 아동에서의

미칠 것(Millei•와 Wood 1991)이라고 추측되나, 아직까지

행동장애빈도에 대하여는 엇갈린 의견들이 많다. 일부의

이에 관한 명확한 연구결과는 모아지지 않고 있다.

보고에 의하면 천식아동의 행동장애 빈도는 일반 이동에

아동기 천식환자의 행동장애에 대한 연구는 크게 두 가

비하여 의의있는 차이가 없고, 단, 심한 천식을 가진 아동

지 방향으로 생각해 볼수 있다. 하나는 천식이라는 만성

의 경우에만 일탈된 양상을 보인다(Bender등 1987 ；

질환을 앓음에 따라 오는 질병에의 적응과정에서 나타나

Klinnert등 1992 ；Miller와 Wood 1991)고 하여 천식이

는 심리적 요인을 찾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알레르기에

라는 질병자체보다는 만성 질환에 의한 일상생활의 제약

의한 천식과 행동장애 사이의 생물학적 연관성을 찾는 것

이 일탈행동을 초래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특히 질병

이다. 과거 대부분의 연구는 천식 of동이 나타내는 과잉행

관리의 효율성은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요인들이 복합

동 . 부산함, 신경질적이고 쉽게 화내는 것, 의욕없음 등의

적으로 상호작용하여 그 결과로 나타난 총체적 양상으로

행동양상을 심리적 반응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것(Viney와

볼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천식아동의 행동장애를 조사

Westbrook 1985)이었으나, 최근에는 이들 행동양상의

할 때에는 질병의 빈도에 대한 단순한 역학조사보다는 여

원인을 생리학적 요인(Porges 1990)이나 기질(Boyce등

터가지 측면, 즉 , 임상적 요인, 생물학적 조건, 심리적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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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천식의 임상요인및 생물학적 상태와 어떠한 연관관계

를 갖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대상 및 방법

Table 1. Clinic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children
with asthma
Age

9.1 ±1.7 (mean土S.D.), range 7-12

Sex

M = 1 8 , F = 1 0 , Total= 2 8

Diagnosis

1. 대 상
대상이동은 7세부터 12세사이의 남자아동 18명, 여자
아동 10명으로 모두 국민학교에 재학중이었다. 이들은 가
톨릭의과대학 부속 강남성모병원 소아과 알레르기 클리닉
에 등록되어 천식의 진단을 받은 환아로서, 일시적인 증
상완화상태에서 면역치료를 준비하기 위하여 기본적 이학
검사를 하는 중이었다. 약물에 의한 행동장애 효과를 배
제하기 위하여 최소 3개월이상 동일한 약제를 복용한 경

Asthma only=24
Asthma with allergic rhinitis=2
Asthma with others=2
Duration
Shorter than 1 Y=9
Over 1 Y, shorter than 3 Y=6
Over 3 Y, shorter than 5 Y=10
Longer than 5 Y=3
Severity of asthma Mild=9
Modearate= 16
Severe=3
Family history of allergy
yes=18

력이 없는 환아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천식이외의 주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 no=10_________________

신체질환은 없었다. 한 국 형 。>동행동조사표를 비교하기

Variables of Attention, version 6.0)(Dupuy등 1990)

위한 정상대조군은 한국형

와, 정신지체를

동행동조사표의 표준화 작업

제외하기

위하여

K-WISC(Korean

에 포함된 0]동중에 , 행동조사표상 2번의 알레르기 유무

Wechsler Intelligence scale for children)에 의한 지능

항목에 없다라고 기록하고, 추가조사 항목중 전문가에게

검시를 시행하였다. 이들 임상요인, 이학적 검사소견, 행

가 본일이 없다라고 기록한 자로서 나이와 성별을 맞춘

동조사표의 소항목들을 비교분석하는데에는 SAS 프로그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램에 의한 AN0VA를 거쳤고 두 군사이의 비교에는 2-

2. 방 법
가정과 학교 양쪽에서의 환아의 행동을 평가하기위하여
한국형

tailed t test를，세 군이상의 비교에는 Duncan test를
사용하였다.

동행동조사표(오경자와 이혜련 1990)중 부모용

과

과 교사용을 환아 부모와 학교의 담임교사가 작성하였다.
알레르기 클리닉의 담당의사가 환아의 임상요인과 이학적
검사결과에 대하여 기록하였다. 임상요인으로는 천식의
유병기간, 천식의 심각도, 알레르기의 가족력이 있고, 이
학적 검사로서 혈중 호산구 수 , 혈청 면역글로블린 E 의
농도, 메타콜린 부하 검사(Methacholine challenge test)
치 등이 포함되었다. 천식의 심각도는 천식발작을 기준으
로 하여 경 도 ; 1년에 3회이내의 급성 천식발작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입원한적이 없고, steroid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은 경우, 중등도 ; 1년에 3회이상 10회이내의 천식발작이
있으며. 입원한 적이 있으나 스테로이드치료를 필요로 하
지 않은 경우, 중증 ；1년에 10회이상의 천식발작이 있고,
수회에 걸쳐 입원하였으며. 스테로이드치료가 필요했던 경
우를 기준으로 분류하였다(Kim등 1988). 가족력은 3대이
내에서 이미 진단된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 가족
력이 있다고 정의하였다.
소아정신과에서는 집중력의 장애유무를 검사하기 위하
여 지속적 수행능력검사의 일종인 T.ᄋ.V.A.(Test Of

천식환아의 성별 및 임상요인에 의한 분포는 Table 1과
같다. 28명의 천식^동중 천식만 있는 환아는 24명이었고
천식의 이환기간은 1년이하는 9명, 1년이상 3년이하는

6명, 3년이상 5년이하는 10명, 5년이상은 3명이었다. 천
식의 심각도는 9명이 경도, 16명이 중등도, 중증이 3명이
었다. 18명에서 알레르기의 가족력이 있었다.

Table 2는 천식환아와 정상 대조군 아동의 한국형 아동
행동 조사표의 점수를 비교한 것이다. 한국형 아동행동
조사표는 한국에서 표준화되어 있기는 하나 아직 T-

score를 얻는데에는 무리가 있어 원점수(raw score)를
통하여 대상 집단간의 상대적 차이를 보는데에 중점을 두
었다. 부모용의 총점수, 의사소통하지 않으려함 척도, 강
박행동 척도, 신체화 척도. 은둔 척도, 공격적 행동 척도
및 불량행동 척도에서 천식환아군이 의의있게 높은 점수
를 보이고 있었다.

Table 3은 부모에 의한 것과 학교 담임교사에 의해 평
가된 한국형 아동행동 조사표상의 점수를 비교분석한 것

CBCL subscales(mean±SD)
Asthma children(n=29)
Normal controls(n=80)
3.57± 3.07
Schizoid-anxious behavior
0.00
3.53 ± 3.01
2.76土 2.75
Depressive behavior
3.57± 3.16
U ncommun icativeness
0.00
2.71 土 2.87
0.00
Obsessive-Compulsive behavior
1.63 土 1.83
2.75土 3.15
Somatization
3.25 土 2.99
1.75 土 2.18
Withdrawal
3.86 土 2.85
2.67土 3.83
Hyperactive behavior
2.99 土 3.13
8.82 土 7.77
Aggressive behavior
0.44 土 0.82
1.39 土 2.68
Delinquency
17.53 ±11.25
31.53 ±20.98
Sum
12.64土 8.64
Internalizing behavior
7.90 土 5.18
7.23 土 6.59
12.89 土 11.61
Externalizing behavior
CBCL ：Child Behavior Checklist, 2-tailed t test, * p 〈 0.05,
〈 0.01

Probability

*
*
**
**
**
**
**

Table 3. Correlation between parent's and teacher's rating scores of CBCL
CBCL-P
CBCL-T
Sum
Int
Ext
Anx
Uni

„
Sum
**

,
lnt
**

Ext

Sch-Anx

Dep

Obs-C

Soma

With

Hyper

Agg

Delin

本本

*

本
*
*本
*本

Dest
Obs-C
Atten
Agg
CBCL-P ：CBCL-parent rating
Int ：Internalizing behavior subscale
Ext: Externalizing behavior subscale
Sch-Anx : Schizoid-anxious behavior subscale
Dep ：Depressive behavior subscale
Obs-C ：Obsessive-compulsive behavior subscale
Soma : Somatization subscale
With : Withdrawal subscale
ANOVA, * ：p < 0.05 , ** ：p < 0.01

本

*本

**

**
CBCL-T ：CBCL-teacher rating
Hyper: Hyperactive behavior subscale
Del in : Delinquency subscale
A 门x : Anxiety subscale
Uni : Unipolar depression subscale
Dest : Destructiveness subscale
Atten : Attentional problem subscale

이다. 교사용과 부모용의 소척도간에 몇개의 척도가 다르

비교결과 전 항목에서 부모용과 교사용의 점수사이에 의

기 때문에, 각 척도사이에 서로 해당되는 부분의 척도를

의있는 상관관계가 있었다(p <0.01. p<0.05). 부모와

비교하였다. 교사용의 단극성 우울척도(unipolar depr

교사에 의한 환아의 행동평가가 일치하고 있음은 아동이

ession scale)는 부모용에서 우울행동척도(depressive

학교와 가정에서 일관된 행동을 보여주고 있으며, 부모에

behavior scale)및 신체화척도 (somatization scale)와

의한 아동행동평가결과를 비교적 정확한 것으로 수용할

비교하였고, 교사용의 파괴적 행동척도(destructiven

ᅵ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ess scale)는 부모용의 공격성척도(aggression scale)와

바탕으로 하여 천식아동과 정상대조군 아동간의 행동을

비행행동척도(delinquency scale)와, 또 교사용의 집중

비교함에 있어 부모용의 행동평가결과를 비교대상으로 선

력장애척도 (attentional problem scale)는 부모용의 과

택하였다(Table 2).

잉행동척도(hyperactive behavior scale) 와 비교하였다.

Table 4는 천식의 유병기간, 혈중 호산구 수및 메타콜

의 내면화 행동척도및 은둔척도에서 5년이상의 유병기간

subscales
Duration of Eosinophil count
asthma
F-ratio
Sum
0.36
3.12**
Int
1.17
3.58**
Ext
0.14
1.88
Sch-Anx
0.69
1.09
Dep
0:70
4.20**
Uncom
3.26**
0.65
CBCL —P Obs-C
0.21
2.85**
Soma
1.57
1.58
With
1.14
1.69
Hyper
0.50
1.76**
0.26
1.78
Agg
Del in
1.32
1.02
Sum
0.60
7.07**
Int
2.70*
4.03**
Ext
7.17**
ᄋ.43
Anx
0.83
1.82
With
3.54**
4.10**
0.65
1.13
C B C L -T Uni
Dest
1.18
2.96*
Obs-C
0.81
6.23**
Atten
0.81
1.64
Nerv
0.72
5.00**
1.03
14.25**
Agg
Uncom ：Uncommunicativeness subscale
Nerv : Nervousness subscale
With : Withdrawal subscale
»
MCT ：Methacholine challenge test
ANOVA, *p < 0.05,
< 0.01

MCT
0.45
1.62
0.49
0.01
1.58
1.15
3.20*
0.45
0.81
4.63**
0.07
1.25
4.13*
5.25*
3.59*
8.02**
1.65
6.69**
3.11*
8.26**
8.00**
1.61
1.16

을 가진 환아군이 5년이하의 유병기간을 가진 환아군에
비하여 의의있게 높게 나타났다.

Table 6은 혈중 호산구수와 행동조사표를 비교한 것으
로 , 호산구수 900개/ mm3이상인 환아군에서 여러 행동장
애가 호산구수가 낮은 환아군에 비하여 의의 있게 높게 나
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메타콜린 부하량이 20mg/ml이상에서 반응한 환아는

1명뿐이었는데, 1명은 통계분석상 하나의 군으로 유의하
지 않다고 판단하여 이 환아는 제외하고 재분석을 한 결
과 , 전체 환아를 대상으로 ANOVA를 시행했을 때

(Table 4)와는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었다. 이 결과가
Table 7에 나타나 있다. 2명의 환아는 검사를 받지않아서
총 25명의 환아를 메타콜린 부하양 20mg/ml이하 2m&/

ml이상, 2mg/ml이하에서 반응한 두 군으로 나누어 2tailed t test로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메타콜린부하양
이 2mg/ml이하인 환아군에서 교사용의 내면화척도와 불
안척도가 높게 나타났다.

Table 8은 교사용 행동조사표와 천식의 심각도간의 점
수를 나타낸 것이다. 천식의 심각도는 행동조사표와 통계
적으로 의의있는 상관관계가 없었으나, 천식이 중증인 환
아군에서 비교적 높은 점수가 나타났다. 알레르기의 가족
력및 혈청 면역글로블린 묘는 행동조사표상의 점수와 상
관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집중력과 충동성을 검사하는

T.O.V.A.결과에서도 천식환아군과 정상대조군을 비교하
린 부하검사수치 와 행동조사표상의 소척도와의 상관관계

였을때 의의있는 차이가 없었다.

를 본 것이다. 천식의 유병기간은 부모용 행동조사표의
의사소통하지 않음 척도(uncommunicativeness scale),
교사용의

내면화

행동척도(internalizing

고

찰

behavior

scale), 은둔척도(withdrawal scale)와 의의있는 상관관

천식은 18세 이하 아동의 5~10%에서 나타나는 가장

계가 있었다(p <0.01, p<0.05). 혈중 호산구치는 부모

흔한 만성 질환의 하나로서 , 기도(airway)의 반응성의 증

용의 행동조사표상 총점수, 내면화 행동척도, 우울척도,

가와 가역적 기도폐쇄를 특징으로 하는 질환이다. 원인으

강박행동척도, 과잉행동척도와, 교사용의 경우총점수 , 내

로는 알레르기, 감염, 유전적 요소등의 여러가지 가설이

면화 행동척도, 외면화 행동척도(externalizing beha

있는데, 이중 알레르기가 가장 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

vior scale), 은둔척도. 파괴적 행동척도. 강박행동척도,

다 (Angela와 Thomas 1992). 천식의 발현과 증상악화에

신경질적인 행동척도(nervousness scale) 및 공격적 행

는 정서적 요인과 생리적 요인이 상호작용하고 있으나 그

동척도와 의의 있는 상관관계가 있었다(p <0.01, p<0.

정확한 기전에 대한 것 역시 아직 명확한 결론에 이르고

05). 메타콜린 부하검사치는 교사용의 내면화 행동척도와

있지는 않다. 일반적으로 천식환아의 특정 유형의 정서상

만 의의있게 상관관계가 있었다(p<0.05).

태가 확인된 것은 아니나, 심한 천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Table 5는 천식의 유병기간과 행동조사표를 자세히 비

공격적이고, 요구가 많으며. 불안정도가 높고, 독립성과

교한 것으로. 부모용의 의사소통하지 않음 척도와, 교사용

의존성에 관한 면에서 갈등이 많다고 한다(Bender등

Duration of asthma(year)

CBCL score(mean±S.D.)

shorter than 1Y(n=9)

1 -3Y(n=6)

3 —5Y(n=10)

2.11 土 2.42

3.33 土 3.32

3.70±2.31

CBCL-P
Uncom
CBCL-T
Int
With
ANOVA, Duncan test, *p < 0.05
b ：group difference from “1 一 3Y*’

over 5Y(n=3)
8.00±4.58a*b*'c*

3.00±3.12
4.50±5.75
6.50 ±5.06
1.22 土 1.48
2.66±3.66
3.20±2.48
a ：group difference from “S1Y" group
group c : group difference from “3 - 5Y" group

11.33±4.50a*
7.33 土 5.13쏴

Table 6. Relationship between eosinophil count and CBCL subscales

CBCL score(mean 土 S.D.)

Eosinophil Count(/mm3)
300-600(n=9)
600 - 900(n=10)

below 300(n = 7)

over 900(n=3)

CBCL-P
Sum

16.00 土 9.86

38.22 ±14.77

31.40± 22.61

56.50土 40.30a*

Int
Dep

6.14 土 5.30
1.14±1.46

13.55土 4.58
4.22土 2.16

13.90土 9.75
3.70土 2.94

Obs-C

0.71 土 1.49

3.00土 2.78

3.10土 2.68

25.00±14.14a“
8.00 ± 5.65a“
6.50 土 4.94a*

Hyper
CBCL-T

0.85 土 1.21

3.11 土 2.66

2.60土 4.03

7.50±10.60a*

Sum
Int

8.85 土 8.13
4.00 土 4.00

13.66±10.17
3.10土 3.10

19.40±18.89
6.90土 5.62

58.50±12.02a**<b**<c**
14.00土 o.or*'bM'c*

Ext

3.42±3.10

9.11 土 9.26

10.60±13.15

40.50±10.60aM'b**'c“

With
Dest
Obs-C

2.42 ±2.82
0.28 土 0.48
0.14±0.37

1.22 士 1.48
0.44 土 1.01
0.33 ± 0.50

3.60 土 3.62
1.10 ± 1.44
1.10土 1.59

8.50 土 0.70a* w
3.00土 2.82야 *
3.50土 0.7예 “ 끼

0.14 土 0.37
1.90土 3.03
Nerv
2.00土 2.17
4.22 土 6.28
1.14 土 1.21
4.30土 5.22
Agg
ANOVA, Duncan test, * p 〈 0.05, **p < ᄋ.01 a ：group difference from “below 300” group
b : group difference from “300 - 600" group c : group difference from ‘600-900” group
Table 7. Relationship between MCT and CBCL subscales

MCT(mg/ml)
CBCL-T scale
(mean 土 S.D.) below 2(n=11) 2-20(n=14)
Int

7.63 土 5.53

3.28土 3.40

Anx
4.18±2.75
2.14±2.34
MCT ：Methacholin challenge test,
2-tailed t-test, *p <0.05

P
0.023*
0.047*

8.00土 5.65a“'b**'e*
26.50土 3.53a**,w

대하여는 학자에 따라 의견이 달랐으나, 최근에는 대체적
으로 이차적 현상이라는데에 의견이 일치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일단 천식의 진단을 받은 환아의 경우, 홍분, 분
노, 공포나 좌절등의 강렬한 정서상태가 폐로의 공기 유
입을 줄임으로서 천식발작을 유도할수 있다는 점에서

(Tal과 MMch 1976), 심리적 요인이 면역상태의 변화

1987； Strunk등 1985). 이러한 정서적 특성의 심리적

를 유발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특수함

본 연구에서도 부모와 교사에 의한 대상 천식환아의 행

(Gustasson등 1987): 즉 공생적 모지상호관계(Mrazek

동평가에서 그 점수가 정신과적 임상군을 변별하는 총점

원인으로는

천식환아

가족내

상호작용의

1986), 불안정한 애착관계(Mrazek등 1987), 환아의 병

수를 넘지는 않았다하여도, 정상대조군에 비하여 의의있

적 심리상태(Bender등 1987)등이 거론되어 왔다. 심리적

게 행동장애점수가 높았었다(Table 2). 최보문등(1993)

요소가 천식의 병인인지 혹은 천식발작이라는 무서운 경

에 의하면 부모평가에 의한 알레르기환아의 행동장애가

험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므로서 생긴 이차적 현상인지에

일반 아동에 비하여 의의있게 높게 나왔었는데, 본 연구

CBCL-T subscales(mean 土 SD)

Severity of asthma

Sum
Internalizing behavior

Mild(n=9)
15.33 ±10.83
3.77土 3.92

Moderated=16)
18.06±22.33
6.00土 5.84

Severe(n=3)
23.00 土 6.08
7.66 ±2.08

Externalizing behavior

10.00土 8.81

10.43 ±15.90

12.00±8.88

Anxiety
Withdrawal
Unipolar depression

2.77土 2.81
1.88土 2.02
2.22土 2.53

3.56士 3.46
3.00土 3.79
1.50土 2.47

3.32±3.07
5.33±1.15
2.33±2.30

Destructiveness
Obsessive-compulsive

0.93 土 1.61
0.93 土 1.65
4.37 土 7.29

1.00 土 1.00
0.66 土 0.57

Attentional problems

0.55 土 1.01
0.55 ± 0.72
3.77土 3.34

Nervousness

2.00土 2.12

2.06士 3.73

1.00 ±1.00

5.33士 5.89

5.43 土 9.33

2.33±2.51

Aggressive behavior
AN OVA, Duncan test, * ：not significant

에서는 교사의 평가가 추가됨으로서 (Table 3) 부모만에
의한 평가의 오류를 배제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좀 더 객
관적으로 평가된 것이라고 볼수 있다.
본 연구에서 천식을 오래 앓았을 수록, 혈중 호산구의

9.33±6.80

사료된다.
아동행동 조사표상 나타난 행동상의 특성은 정상아동과
비교했을때 우울행동에서 부터 과잉 행동과 불량행동에 이
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났으며(Table 2), 이학적 소견과

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메타콜린 부하검사에서 적은 양의

비교하였을때에도(Table 4) 일관성이 없이 나타난 것으

메타콜린에도 반응을 보이는 환아일수록 행동장애 점수가

로 보인다. 단, 천식의 이환기간만이 비교적 일관성이 있

높게 나타났다. 이는 혈중 호산구나 메타콜린 부하검사는

게 나타나서, 부모용 행동조사표상 의사소통하지 않으려

천식의 심각도 자체를 측정하기 보다는 기도의 반응성을

함 척도, 교사용의 내면화행동척도및 은둔척도가 천식의

나타낸다는 점에서, 기도의 과민성이 증가된 환아에서 행

이환기간이 길수록 높게 나타났었다. David와 Stanley

동장애의 빈도가 높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해석할 수

(1992)는 오래 천식을 앓 은 동 일 수 록 질병자체나 천식

있을 것이다. 천식의 심각도에 따라 분류한 환아군에서는

약물의 부작용보다는. 질병에 의하여 결석이나 학교생활

행동장애의 점수가 비록 통계적으로 의의있는 차이가 없

에서의 일탈이 많아 적응상의 어려움을 보인다고 하여,

었으나, 점수를 비교하였을때 대체적으로 중증의 환아군

천식의 유병기간이 행동특성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고

에서 높은 점수를 보여, 대상군이 클 경우에 의의있는 차

지적하였다. 본 연구의 아동에서 보이는 내면화된 행동특

이를 나타낼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천식의 심각도를

성도 이러한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기도의 과민성과 연결시켜 볼 경우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

외에 호산구수나 메타콜린부하량은 다양한 행동평가척도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천식환아의 행동장애에 영향

와 산만하게 연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어 일관된 행동상의

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질병의 심각도, 환아가 주관적으로

특성을 알기는 어려웠다. 최보문등(1993)의 연구에 의하

느끼는 스트레스의 정도, 질병에 대한 환아의 이해정도.

면 가족력이 있는 알레르기 환아에서 주의력결핍 과잉운

치료방법 등이 있다(Perrin등 1992). 이중 질병의 심각도

동장애적 특성이 높게 나타났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가족

는 천식환아의 행동장애를 유발하는 가장 강력한 요소로

력이 행동특성과 상관관계가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

대두되고 있어 (Biederman등 1994; Norrish등 1977),

수가 적었고 천식아동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나타

본 연구의 대상군을 확대했을 경우 동일한 결과가 나올

난 결과를 분석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며, 대상수가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덧붙여 천식등의 만성 질환을

커질 경우. 그리고 좀더 분화된 행동평가 도구를 사용할

가진 환아를 대상으로 학교생활의 적응도와 질병의 이해

경우. 다양한 행동특성이 임상군의 특성에 따라 가려질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여 질병의 임상요인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과 적응도간의 관계를 연구하는 것이 향후 필요할 것으로

질병의 심각도는 단순히 질병의 생물학적 상태만을 나

타내는 것이 아니고, 질병관리의 효율성을 포함하고 있다

중의 천식을 가진 환아에서 높게 나타났다. 집중력검사상'

는 점(David와 Stanley 1992)에서 다른 복합적인 요소

정상대조군 아동과 의의있는 차이는 없었다.

를 고려해 보아야만 할 것이다. 천식자체가 가지고 있는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천식을 오래 앓을수록, 그리고 천

면역상태와의 상호작용과 면역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식의 이학적 검사결과상 기도의 과민반응이 심할수록 부

요인들, 만성 질환에 장기간 대응하기 위한 정신적 강인

모와 교사가 평가하는 아동의 행동상의 문제점이 많음을

함을 포함한 기질의 유전적 요소, 질병에 대한 이해와 대

시사하고 있었다.

응전략을 결정짓는 인지적 요소, 그리고 지지구조의 축을
이루는 가족간의 상호작용등이 이에 포함될 것이다.
본 연구의 문제점으로는 대상의 수가 적었다는 점, 환
아 자신에 의한 자기 평가가 없었다는 점. 그리고 좀더 광
범위한 생물학적 지표가 필요하다는 점, 좀더 분화된 행
동평가 도구가 필요했다는 점, 마지막으로 천식의 관리방
법에 따른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등을 들수 있다.
향후 이러한 점에 관한 집중적인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
로 사료된다.

중심 단어 : 천식 . 아동 . 한국형

동행동 조사표 • 행동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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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천식환아의 행동장애는 천식이라는 질병자체에 의한 생
물학적 조건과 만성 질환을 앓는 데에 따라오는 이차적
환경조건이 그 발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므로 천
식환아의 행동특성을 조사할 때에는 단순한 역학조사보다
는 임상적 요인, 생물학적 조건및 심리적, 환경적 조건등
이 고려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천식환아 28명을 대
상으로 부모와 교사가 평가한 환아의 행동특성을 임상요
인및 이학적 검사소견과 비교 분석하여 보았다.
임상요인으로는 천식의 유병기간, 천식의 심각도및 알
레르기의 가족력이. 이학적 검사소견으로는 혈중 호산구
수 , 혈청 면역글로블린 E 및 메타콜린 부하검사가 포함되
었다. 환아의 행동특성의 평가는 부모와 학교 담임교사가
각각 부모용 및 교사용의 한국형 아동행동조사표를 작성
하였고 환아의 집중력 검사는 T.O.V.A.에 의하여 조사하
였다.
결과 천식환아군이 성별과 나이를 맞춘 정상대조군에
비하여 한국형 ^동행동조사표상 의의있게 높은 행동장애
점수를 보이고 있었다. 천식의 유병기간이 길수록, 혈중
호산구수가 많을수록, 메타콜린부하검사에서 적은 양에
반응할수록 행동조사표상의 점수가 높았다. 알레르기의
가족력과 혈청면역글로블린 묘는 행동조사표의 점수와 상
관관계가 없었다. 천식의 심각도는 행동조사표의 점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는 없었으나, 일반적으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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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Factors and Behavioral Characteristics
in Children with Asthma

Bo-moon Choi, M.D.
Department o f Psychiatry，Kangnam St. Mary's Hospital,
Catholic University M edical College, Seoul

Objects : The results of an investigation into the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physiological,
and behavioral factors in 28 children with asthma are reported.
Methods ：The children were classified into groups according to the duration of asthma, the
severity of asthma and the family history of allergy. Estimation of blood eosinophil count, level
of serum Ig E, and the Methacholine challenge test were also carried out. Both parents and
school teachers completed Child Behavior Checklist (CBCL). T.O.VA.，one of the stan
dardized continuous performance tests, and K-WISC were assessed to evaluate their attentional
problem, and to rule out cognitive dysfunction.
Results ：Though the total scores of CBCL-parent and CBCL-teacher were higher than the
age- and sex- matched normal controls, they were not much higher than the scores for psychi
atric clinic groups. The results of CBCL rating by both parents and teachers were highly cor
related each other, showing reliability of their ratings. Longer the duration of asthma, higher
the blood eosinophil count. Less the amount of methacholine in MCT, higher the CBCL
scores by both parents and teachers.
Conclusion : The results suggest that children with longer duration of asthma and with more
hypersensitive airway reaction may have more behavioral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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