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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허혈성 심장질환자의 치료추구행위에 관한 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허혈성 심장질환자의 치료추구행위를 파악하고, 치료추구행

위에 향을 주는 대상자의 특성을 조사하여, 적절한 치료추구행위를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연구의 설계는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은 서울시내 1개 대학부속병원 심장혈관병원과 경기도 소재 1개 종합

병원에서 협심증과 심근경색증으로 진단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본 연구의 대상자 

선정기준에 부합한 자들을 편의추출 하 으며 총 97명을 대상으로 하 다.  

연구도구는 내적건강통제위는 Wallston, Wallston, & DeVellis(1978)가 개발한 

다차원건강통제위척도(Multidimentional Locus of Control) 중 내적건강통제위 척

도를 이용하 고, 대처양상은 Jalowiec(1981)의 coping scale을 권경남(1993)이 수

정한 도구로 문제중심 대처와 정서중심 대처로 나누어 측정하 으며, 치료추구행

위는 문헌고찰을 통해 연구자가 직접 작성하고 예비조사를 거쳐 수정한 질문지를 

이용하 다.  대상자를 직접 면담하거나 질문지 배부 후 회수하는 방법을 선택하

다. 

자료수집기간은 2002년 4월 8일부터 4월 30일까지이었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PC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수와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χ
2 

검정과  

t-test로 검증하 고, 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alpha를 구하 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1. 대상자가 주로 경험한 증상은 흉통이 가장 많았고, 다음이 호흡곤란, 발한,  

어깨, 팔의 통증, 어지러움의 순 이었고, 평균 3개 이상의 증상을 동시에 경험하

으며, 흉통의 양상은 답답하다, 뻐근하다, 조인다의 순으로 많이 표현하 다. 

2. 대상자의 치료추구행위를 보면, 증상완화를 위해 사용한 자가조절 방법으로 

전체 대상자의 35.1%가 휴식/수면의 방법을 사용하여 가장 많은 비율을 보 고, 

니트로 리세린 복용은 23.7%,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바로 병원방문은 22.7%를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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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다.  증상발현 후 병원방문을 결정하기까지 경과된 시간은 4시간 이상이 

58.8%로 가장 많았고, 1시간 이내가 35.1%, 1-4시간 이내가 6.1%를 나타내었다.  

3.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치료추구행위를 분석한 결과, 종교가 없는 

대상자가 종교가 있는 대상자 보다 병원방문결정 경과시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χ2= 6.376, P= .012).  

그러나, 종교 유무에 따른 자가조절방법 사용유무는 차이가 없었고, 성별, 연령, 

결혼상태, 경제적 수준, 교육수준, 직업 유무에 따른 치료추구행위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4. 대상자의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치료추구행위를 분석한 결과 진단명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심근경색 환자가 협심증 환자 보다 자가조절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바로 병원을 방문한 경우가 많았고(χ2= 26.749, P= .000), 병원방문 

결정 경과시간도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χ2= 12.398, P= .000). 

그러나, 흡연경험, 당뇨병, 고혈압, 입원경험 유무, 진단기간, 증상의 특성에 따

른 치료추구행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5. 대상자의 사회 심리적 특성에 따른 치료추구행위를 분석한 결과, 내적건강통

제위 성향이 높을수록 병원방문결정 경과시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t=2.539, P= .013).  내적건강통제위에 따른 자가조절방법 사

용유무와 대처양상에 따른 치료추구행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결론적으로 연구대상자들이 허혈성 심장질환의 증상 경험시 효과적인 치료추

구행위를 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 는데, 효과적인 치료추구행위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대중을 대상으로 한 홍보교육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본 연구결과

를 근간으로 하여 허혈성 심장질환의 질병의 심각성과 효과적인 치료추구행위에 

중점을 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고, 또한 내적건강통제위를 높일 

수 있는 간호중재의 개발이 치료추구시간의 지연을 예방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핵심용어 : 허혈성 심장질환, 치료추구행위



- 1 -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 나라의 2000년 사망원인 중 순환기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신생물에 의

한 사망에 이어 2위를 차지하 고, 순환기계 질환 중 허혈성 심장질환이 뇌혈관 

질환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을 보면 1990년에는 인구 10만 명당 10.4명이던 것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00년의 경우 21.5명으로 2배로 증가하 다(통계청, 2000).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식습관의 변화와 생활습관의 변화, 운동부족, 스트레스, 흡연 등 위험인자에

의 노출은 심장질환의 이환률을 계속 증가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심장질환의 

적절한 관리와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허혈성 심장질환 중에서도 특히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의 대부분은 병원

에 도착하기 전에 발생하며 증상 발현 후 1시간 이내에 발생한다고 한다(Brown,  

et al., 2000).  급성심근경색증은 관상동맥이 폐쇄되어 심근 허혈이 급속히 진행되

고 심근의 괴사가 초래되는 질환으로, 관상동맥이 폐쇄되고 30분이 경과하면 심근

괴사가 시작되고 6시간 내에 경색과정이 대개 완료되므로 적어도 증상발현 후 6

시간 이내에 관상동맥의 재관류 요법이 실시되어야 심각한 합병증의 발생이나 사

망을 예방 할 수 있다(최혜경, 1998).  따라서 급성심근경색환자의 관리에 있어 가

장 중요한 것은 증상 발현으로부터 빠른 시간 내에 병원에 도착하여 조기에 적절

한 치료를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급성심근경색환자의 대부분은 적절한 시간 내에 재관류 요법이 가능한 

병원에 도착하지 못함으로써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적절한 

시간 내에 병원에 도착하지 못함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으나 그 중 환자가 증상

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여 병원을 방문하려고 결정하기까지 시간이 지연됨이 가

장 큰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유병수 등, 1995; 정윤석, 김준식, 유인술, 조준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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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황성오 등, 1994).  따라서 환자의 치료추구행위 지연에 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중재하는 것은 심근경색환자의 치료성공에 중요한 역

할을 한다고 생각된다. 

허혈성 심장질환자의 치료추구행위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외국

의 경우 1960년대부터 활발하게 진행되어지고 있어서, 일반대중의 질병에 대한 지

식부족을 주요한 원인으로 보고 심근경색증의 지식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교육프

로그램을 실시하여 그 효과를 보고하고 있다(Blohm, et al., 1994; Ho, et al., 1989; 

Luepker, et al., 2000).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 아직 일반대중에게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정확한 의

료지식이 홍보되는 경우가 별로 없고, 흉통이 심장질환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지 않아 허혈성 심장질환에 대한 대중의 지식을 증가시킬 수 있는 교육

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김조자, 허혜경, 이종경, 1999; 김철, 유인술, 김준식, 조준

필, 1995).

Dracup 등(1995)은 심근경색환자의 치료추구행위에 향을 주는 요인에 대하

여 기존의 연구들을 분석한 결과, 대처방식과 통제위 등의 환자의 특성이 행위에 

향을 준다고 하 다. 

건강통제위는 건강과 관련된 행위에 향을 미치는 선행변수로서 건강행위를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게 하며, 건강통제위 중 내적통제위를 가진 사람이 외적통

제위를 가진 사람보다 건강정보를 더 적극적으로 찾고 학습하여 건강행위를 잘 

하는 경향이 있다(Phares, 1976: 손 희, 2001에서 재인용). 

또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개인의 대처양상은 결과에 향을 미쳐 긍

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결과를 유도하는데, 문제중심 대처가 신체적 증상을 관리하

는데는 더 효과적임을 선행연구(김 옥, 1996)에서 밝히고 있다.  

허혈성 심장질환자의 치료추구행위에 대한 국내 연구는 치료추구행위에 향

을 주는 요인을 증상과 인구학적 특성과 관련된 변인만 보고하고 있어 건강행위

에 향을 미치는 변수로 알려진 대처양상과 건강통제위 등 사회 심리적 변인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었고,  선행연구에서  증상발현 

후부터 병원에 도착하기까지의 시간 지연 중 환자가 병원에 가기로 결정하고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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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으로 출발하기 전까지의 경과시간에 향을 주는 요인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

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정윤석 등, 1996; 정진옥 등, 1997). 

따라서, 본 연구자는 허혈성 심장질환자의 치료추구행위를 환자가 병원에 가기

로 결정하기까지 경과된 시간과 환자가 증상 완화를 위해 사용한 자가조절 방법

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며, 이들 치료추구행위에 향을 미치는 특성들을 파악

함으로써 허혈성 심장질환자의 적절한 치료추구행위를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의 

기초자료로서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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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허혈성 심장질환자의 치료추구행위를 파악하고 치료추구행

위에 향을 주는 대상자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함이며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

다. 

1. 대상자의 허혈성 심장질환의 증상과 치료추구행위를 파악한다. 

2.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치료추구행위를 파악한다. 

3. 대상자의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치료추구행위를 파악한다. 

4. 대상자의 사회 심리적 특성에 따른 치료추구행위를 파악한다. 

3.  용어정의 

1) 허혈성 심장질환

허혈성 심장질환(Ischemic heart disease)은 심근에 대한 산소공급량(oxygen 

supply)이 요구량(demand)에 미치지 못해 생기는 심장기능의 이상으로 발생되는 

질환들을 말하며(정윤석 등, 1996), 본 연구에서는 협심증과 급성심근경색증을 말

한다. 

 2) 치료추구행위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즉각적인 중재를 통해 병리적 진행과정을 차단하고 

불능상태를 줄일 수 있도록 2차 예방을 수행하는 협의의 건강증진개념이다(홍

상, 1998). 

본 연구에서는 허혈성 심장질환자가 증상 발현시 이에 대처하기 위해 행한 행

위로, 증상완화를 위해 사용한 자가조절 방법과 증상 발현 후 병원에 가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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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까지 경과된 시간을 의미한다.

 

 3) 내적건강통제위

건강과 관련된 강화에 대한 일반화된 기대나 신념의 일부로  건강이나 질병이 

자신으로 인해 기인한다고 지각함을 의미한다(Wallston, Wallston, & DeVellis, 

1978).

본 연구에서는 허혈성 심장 질환자가 지각하는 건강에 대한 기대성향으로 

Wallston 등(1978)이 개발한 다차원건강통제위척도(Multidimentional Locus of 

Control) 중 내적통제위(Internal Health Locus of Control) 척도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내적통제위 성향이 강함을 나타낸다. 

 4) 대처양상

  

개인이 위기에 직면했을 때 이 상황을 보다 낫게 조절하고 스트레스를 유발시

키는 감정을 조절하려는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인 일련의 행위(Lazarus & 

Folkman, 1984)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Jalowiec(1981)의 coping scale 을 권경남(1993)이 수정한 도구

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정서중심 대처양상과 문제중심 대처양상의 2

가지 역으로 각 역의 점수가 높을수록 각각 정서중심 대처 성향과 문제중심 

대처 성향이 강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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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문헌고찰 

1. 허혈성 심장질환

허혈(Ischemia)이란 관류량(Perfusion)의 부족으로 산소공급이 감소된 상태를 

말하는데, 허혈성 심장질환은 심장 근육에 산소와 양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에 혈

액 공급이 부전하여 심근의 허혈을 초래하는 질환으로 협심증과 심근경색증으로 

대별할 수 있다(한애경, 1998).   

허혈성 심장질환의 임상적 양상을 보면, 전형적인 증상으로는 흉통이 있다.   

대개 허혈성 흉통의 전형적인 특징을 나타내고, 전형적인 흉통을 호소하는 환자

(특히 심장질환의 위험인자가 있는 환자) 중 허혈성 심장질환의 빈도는 90%정도

이고, 비 전형적인 흉통을 호소하고 위험인자가 없는 환자의 경우 허혈성 심장질

환의 빈도는 10%정도이다.  급성심근경색의 흉통 양상은 허혈성 흉통과 비슷하지

만 정도가 심하고, 대개 20-30분 이상 오래 지속되고, 니트로 리세린

(nitroglycerin)에 의해 호전되지 않으며, 주로 안정 시에 발생한다.  

김철 등(1995)은 흉통 환자의 진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초점은 심근의 허혈

에 의한 급성심근경색증을 알아내는 것이라고 하여 질병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

는데,  흉통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의 임상적 고찰에서 가장 많은 경우가 심근경색

증으로 전체의 17.21%, 협심증이 15.75%이었음을 보고하 다.     

그러나 급성 심근경색증의 약 10-15%정도에서는 흉통을 동반하지 않으며, 이

러한 경우 후에 진단되는 경우가 많아(정윤석 등, 1996; Canto, et al., 2000) 사망

률이 높아지게 된다.  

급성심근경색의 통증은 왼쪽 팔 때로는 오른쪽 팔 혹은 목을 따라 위로 방사

된다.   가끔 소화불량을 일으키거나 복통과 구토를 동반하는 담낭 발작을 일으킬 

수도 있고, 호흡곤란과 청색증, 혼돈, 갑작스러운 부정맥, 설명되지 않는 혈압하강, 

갑작스러운 의식상실 등이 나타나는데(김조자, 노유자, 최 희, 김매자, 2000), 소화

불량이나 체한 느낌 등은 환자가 증상을 소화기계 질환으로 오인하여 증상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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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해 소화제 등을 복용하게 되고 이러한 자가조절 방법은 환자의 병원 방문지

연의 원인이 된다. 

허혈성 심장질환의 치료는 관상동맥 조 술을 실시하여 초급성기에 관상동맥

이나 정맥 내로 혈전용해제를 투여하거나, 경피적 경혈관 관상동맥 확장술(PTCA) 

또는 관상동맥우회로 이식술(CABG) 등을 이용하며 이는 심근경색의 범위를 줄이

고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유용한 방법이다(정윤석 등, 1996).  

혈전용해제 투여를 통한 재관류 요법은 급성심근경색환자에서 특별한 금기가 

없는 한 가장 중요한 치료법이며, 재관류 요법의 효과는 재관류 요법이 흉통 발생

으로부터 1-2시간 내에 이루어질 때에 최대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황성오 등, 

1994).  또한 관상동맥이 폐쇄되고 30분이 경과하면 심근괴사가 시작되고 6시간 

내에 경색과정이 완료되므로 폐쇄된 관상동맥의 재관류는 흉통 발생으로부터 6시

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최혜경, 1998).  

급성심근경색증이 발생하면 대개 부정맥과 심장펌프기능의 저하로 사망하게 

되는데,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의 절반 정도는 1시간 이내에 발생하며 병원

에 도착하기도 전에 발생한다고 한다(Brown, et al., 2000). 

 

2.  허혈성 심장질환자의 치료추구행위

치료추구행위는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즉각적인 중재를 통해 병리적 진행과

정을 차단하고 불능상태를 줄일 수 있도록 2차 예방을 수행하는 협의의 건강증진

개념이다(홍 상, 1998).

급성심근경색증에서 중요한 것은 증상 발현으로부터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병원에 도착하여 재관류 요법을 받는 것으로,  GISSI(Gruppo Italiano per lo 

Studio della Streptochinasi: 1986)의 보고에서 증상 발현 후 1시간 이내에 치료받

은 환자의 사망률 감소는 47%, 2시간에서 6시간 이내에 재관류 요법을 받은 환자

에서 사망률의 감소는 15% 이었음을 보고하여 조기치료와 사망률 감소의 접한 

관련성을 보여 주었다(유병수 등,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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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많은 대상자들이 치료가 가능한 시간 내에 병원에 도착하지 못함으로

써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의 연구를 보면 김범수 등(1993)의 연구에서 전체 심근경색증환자의 27.5%

만이 재관류 요법을 받았고, 유병수 등(1995)의 연구에서도 39.9%만이 재관류 요

법을 시행 받아 대부분의 환자가 재관류 요법을 시행 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허혈성 심장질환자의 치료추구행위시간의 지연의 원인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환자가 증상 발현 후 병원을 방문하기로 결정하기까지의 시간지연

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윤석 등(1996)은 심근경색 환자 113명 중 21.2%인 24 사례 만이 2시간 내에 

병원에 내원 하 고, 흉통이 허혈성 심장질환의 가능성이 크며,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심지어는 과거에 심근경색이 있었던 환자에

서도 시간지연으로 혈전용해제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도 많았음을 보고하 다. 

유병수 등(1995)의 연구의 경우 급성심근경색증 환자 138예 중 재관류 요법을 

받지 못한 83예의 환자에서 흉통 발생 후 병원 도착시간지연이 60예(72.3%)로 가

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 고, 이중에서 환자 자신의 시간지연(45.8%)이 가장 중요

한 요인으로 나타났고, 황성오 등(1994)의 연구에서도 환자 자신의 시간지연이 가

장 중요한 요인이었다. 

Schmidt 와 Borsch(1990)의 연구에서도 시간지연 중에서 증상 발현에서 병원

에 가기로 결심하기까지의 시간지연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 다고 하 다. 

의사결정 과정의 지연과 휴식이나 자가투약과 같은 부적절한 대응 방법들이 

전반적인 시간지연을 초래한다고 하 고, 또한 구급차 이용시 자가용이나 택시 등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했을 경우 보다 내원 시간을 줄일 수 있어 재관류 요법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많아짐을 밝혀 구급차 이용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최혜경, 1998:  Meischke, et al., 1995). 

Dracup 등(1995)은 치료추구행위의 지연을 인구학적 특성과 임상적 특성에 초

점을 두고 분석하는 의학적 모델 대신 ‘상징적 상호 작용론(Symbolic 

interactionism)’ 이라는 역할이론(Role theory)을 적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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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에서 역할은 상호작용 안에서 수행되는 학습된 행동을 말하며, 상대역할을 하는 

사람과의 상호작용 안에서 지속적으로 수정된다고 한다(예 : 아내-남편, 의사-환

자, 고용주-고용인).   이 관점에서 본다면 개인이 증상을 어떻게 재정의 하고 평

가하느냐가 치료추구행위지연의 중심이 되고, 다음의 4가지 주요 구성요소가 연관

되어 주어진 역할의 수행이 일어난다고 설명한다;  1) the act of decision : 건강

상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가족이나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응급전화를 이용

하는 것,  또는 병원에 가는 행동을 취하는 것 2) self-concept : 건강한 역할에서 

환자역할로의 전환에 향을 주는 것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 과거의 의학적 경험, 

개인의 성향을 포함한다 3) counterroles : 증상이 발생한 정황에 있는 배우자, 가

족, 친구 또는 의료진에 의해 수행된다 4) periodic evaluation : 증상의 심각성, 자

가조절방법의 사용으로 인한 증상의 완화 등을 평가한다. 

1) 치료추구행위 관련요인

여기에서는 인구학적 특성, 질병관련 특성, 사회 심리적 특성을 중심으로 치료

추구행위와의 관계를 고찰하고자 한다. 

인구학적 특성과 치료추구행위의 관계를 살펴보면 성별, 나이, 경제적 수준, 교

육수준이 치료추구행위에 향을 주는 유의한 변수로 나타난다. 

먼저, 성별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치료추구행위시간이 더 지연되었음을 보고

하는 연구들이 있다(송미경, 1997; Goldberg, Gurwitz, & Gore, 1999). 

Ashton (1999)이 121명의 심장병동에 입원한 관상동맥 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의학적 도움을 요

청하기까지 시간이 지연되었으며, Schmidt & Borsch(1990)의 연구에서도 여성의 

시간지연을 보고하 다. 

조준, 박찬상, 이동필(1999)의 증상발현 24시간 이내 사망한 급성심근경색증 환

자의 위험인자에 대한 연구에서 여성의 사망률이 높게 나타났는데, 여성이 사망률

이 높은 것은 고령이 많고 응급실내원시간이 남자에 비해 늦고 적극적인 혈전용

해요법이나 중재적 시술이 지연 혹은 시행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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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을 보면 나이가 많은 대상자일수록 나이가 젊은 대상자보다 시간이 더 지

연됨을 보고하고 있는데, 이는 고령자일수록 허혈성 심장질환의 증상이 있어도 노

화와 관련되어 나타나는 증상으로 생각하고 참아보려는 시도를 많이 하기 때문으

로 보인다(Dracup, & Moser, 1991; Goldberg, Gurwitz, & Gore, 1999; Karlson, et 

al., 1990; Schmidt, & Borsch, 1990). 

경제적 수준, 교육수준과 치료추구행위와의 관련성을 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치

료추구행위시간이 지연되고(Ell, et al., 1994; Schmidt, & Borsch, 1990), 교육수준

이 높을수록 치료추구행위 시간 지연이 짧았음을 나타내는 연구가 있다(김조자, 

1999).  이는 병원 방문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경제적 지출이 소득이 낮은 대상

자의 경우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증상이 있어도 병원을 방문하지 않거나 증

상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해진 경우에야 병원을 방문하는 예를 생각할 수 있

으며, 교육수준의 경우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증상 발현시 증상의 의미와 증상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빠른 대처능력을 통해 병원을 방문함으로써 조기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Meischke 등(2000)은 흉통을 주소로 응급센터를 내원 후 증상 완화로 퇴원한 

환자와의 전화인터뷰에서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자신이 올바른 행동을 하 다는 

생각이 적고, 많이 당황하게 되며, 급성 심근경색 증상 재발시 환자지연의 소지가 

많음을 밝혔다.  그의 연구에서 환자의 응급센터 방문시간 지연의 가장 큰 원인은 

흉통이 심근경색이 아닐지도 모른다(false alarm)는 불안감 때문이었다고 한다.  

또한, 의료인에 의해 응급센터 방문을 권유받은 경우 앞으로의 같은 경험시 환자

지연의 소지가 적다고 하여, 응급의료진의 강화가 중요함을 보여준다.  

인종별 차이를 보면 백인보다 흑인의 지연시간이 더 길다고 보고하면서 이를 

경제적 수준이 낮은 것이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하 다(Clark, Bellam, Shah, & 

Feldman, 1992; Cooper, et al., 1986; Dracup, & Moser, 1991) 

이상의 인구학적 특성과 치료추구행위의 관계에 관한 문헌고찰 결과를 토대로, 

허혈성 심장질환자의 치료추구시간 지연을 줄이기 위해서는 여성과 고령자, 교육

수준이 낮은 대상자를 위한 차별화 된 교육방법이 필요하며, 경제적 수준이 낮은 

대상자를 위해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등이 모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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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허혈성 심장질환의 질병과 관련된 특성과 치료추구행위의 관계를 보

면 각 연구마다 다른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박오장, 김조자, 이향련, 이혜옥(2000)은 증상을 심장관련 문제로 생각하는 경우

가 소화불량 등 다른 문제로 인지한 경우보다 지연시간이 짧음을 보고하 고, 

Meischke 등(1995)은 증상의 원인을 다른 질환으로 생각하거나 증상의 정도가 심

하지 않고, 저절로 완화될 것이라는 생각이 시간지연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

하 다. 

Goldberg 등(1999)은 1994년에서 1997년 사이의 심근경색환자의 치료추구행위 

시간지연의 경향을 분석하 는데 평균시간지연은 1994년의 5.7시간에서 1997년에

는 5.5시간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 고, 심인성 쇼크와 같이 증상이 심각할수록 

시간지연이 짧았고, 이전에 심근경색을 경험하 거나 경피적 경혈관 성형술을 시

행한 환자의 경우 시간지연이 짧았다고 밝혔다. 

증상의 인지와 치료추구행위와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를 보면 증상의 심각성

과 진행정도가 빠를수록 치료추구행위의 시간지연이 짧다는 보고(Dracup, & 

Moser, 1991; Karlson, et al., 1990; Schmidt & Borsch, 1990)가 있다.  반면, 증상

의 심각성이 높을수록 치료추구행위지연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난 보고(김조자와 김

기연, 1999)도 있는데 이 결과에 대해 연구자는 연구방법에 있어 후향적 연구인 

관계로 대상자가 증상의 심각성인지에 대해 정확히 회상하지 못했을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허혈성 심장질환의 전형적인 증상인 가슴통증 이외에 비 전

형적인 증상을 경험한 경우에 치료추구행위의 시간 지연을 초래한다고 하 다

(Schmidt & Borsch, 1990). 

이처럼 증상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치료추구행위의 시간 지연은 지식부족이 가

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의 경우 일반대중의 심근경색증에 

대한 지식을 증가시키기 위해 대중매체를 이용한 교육이 많이 이루어졌고, 그 효

과를 보고하고 있다. 

Blohm 등(1994)은 대중매체를 통한 심근경색증에 대한 홍보가 내원 시간을 3

시간에서 2시간 20분으로 줄이는 효과가 있었고, 그 효과가 3년간 지속되었음을 

보고하 고, Mitic과 Perkins(1984)도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후 2시간이내 병원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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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가 홍보 전 15.8%에서 홍보 후 31.5%로 증가하 음을 보여주었다. 

Ho 등(1989)의 연구에서는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의 결과 시간지연의 감소에는 

유의한 효과가 없었지만 구급차 이용률은 증가되었음을 보고하여, 짧은 기간(4.5개

월)의 대중홍보는 지식은 증가시킬 수  있지만 행위를 변화시킬 수 없음을 밝혔

고,  Luepker 등(2000)은 18개월 동안 대중매체, 지역사회 기구, 전문가․대중․환

자교육을 통해 적절한 치료추구행위를 증가시키기 위한 중재를 실시하여 시간지

연에는 감소가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하 고, 구급차 이용률은 유의하

게 증가하 음을 보고하여 시간지연을 감소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고 제시하고 있다. 

황성오 등(1994)은 심근경색의 전구증상에 관하여 교육을 하는 것은 병원전 시

간 지연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 알려져 있으므로(Simon, 1972), 심근경색

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이 중요함을 강조하 다. 

김조자, 허혜경, 이종경(1999)은 일부지역 성인의 심근경색증에 대한 지식조사

에서 심근경색증의 예방법에 대한 지식이 가장 높고, 통증부위에 대한 지식이 가

장 낮게 나타났으며 치료법이 없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35%나 됨을 밝혀 대상자들

의 건강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해 주고 있다.  또한 이들의 대부분이 대중매체를 통

한 지식을 얻고 있었으나 지식수준이 낮음을 볼 때 대상자의 다양한 수준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 다.    

일반적으로 과거력이 있으면 증상 발현시 질병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빠른 치

료추구행위가 기대되나,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고혈압, 당뇨병의 과거력은 시간지

연을 감소시키지 못했으며 오히려 시간지연이 더 길어지는 경향이 있음을 선행연

구에서 보여주고 있다.   

정윤석 등(1996)은 과거에 심근경색이 있었던 환자에서도 시간지연으로 재관류 

요법을 사용하지 못한 사례를 지적하 고, Dracup과 Moser(1991)의 연구에서는 

고혈압, 당뇨, 협심증의 과거력을 가진 대상자가 그렇지 않은 대상자보다 시간이 

지연되었고, 심근경색의 과거력이 있던 대상자는 없는 대상자와 시간지연에 차이

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Karlson 등(1990)과 Goldberg 등(1999)의 연구에서는 심근경색 과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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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는 사람이 시간지연이 짧았다고 보고하여 결과가 일치되지 않았다. 

이 같은 결과는 허혈성 심장질환의 과거력이 있거나 위험인자를 가진 대상자

들의 관리의 중요성을 보여 주는 것으로 기존의 허혈성 심장질환자들의 추후관리

와 재교육이 필요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Ashton(1999)은 관상동맥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과거 흡연경험이 있

거나 현재 흡연자일수록 시간지연이 짧았음을 보고하여 흡연과 치료추구시간과의 

연관성을 제시하 다. 

허혈성 심장질환자의 치료추구행위에 향을 주는 또 다른 요인으로서 사회  

심리적 요인을 생각할 수 있는데 내적건강통제위와 대처양상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 다.   

 가) 내적건강통제위

건강통제위는 건강과 관련된 행위에 향을 미치는 선행변수로서 건강행위를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게 하는 변수로 제시되었다(Wallston &  Wallston, 1978). 

이를 지지하는 국내의 연구를 살펴보면, 이은희, 임숙빈, 김인자, 이은옥(1993)

은 1982년에서 1992년 사이의 국내의 통제위에 관한 연구를 분석한 결과 내적통

제위가 건강행위 이행이나 자가간호수행과 긍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 다.  

이는 내적통제위가 자신의 행위가 결과에 향을 미칠 것이라는 신념을 가지는 

특성이기 때문에, 건강상태가 자기조절 및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운명이나 운에 

의해 결정된다고 믿는 외적통제위에 비해 행위수행에 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

여준다. 

기타 다른 연구에서는 건강통제위는 건강증진행위(이원희, 1985; 이태화, 1990; 

표지숙, 1991), 치료지시이행(신미현, 1993; 이외숙, 1991; 이 휘, 1994; 최 희, 

1983; 황성자, 1998), 건강관리이행과 긍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손성자, 1987; 송애랑, 1984).   

국외연구의 결과로는 Oberle(1991)가 발표한 1980년대 이후 10년간의 통제위에 

관한 연구조사에서, 내적통제위일수록 처방된 건강요법을 잘 이행하고, 건강에 대

한 가치와 운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관계 있으며 처방식이의 이행이나 약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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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용여부와도 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관상동맥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내적통제위 성격을 지닌 대상이 치료요구에 더욱 협조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Strickland, 1978).  

126명의 급성심근경색환자를 대상으로 치료추구행위 중 통제위와 시간지연의 

관계를 분석한 Schmidt 와 Borsch(1990)의 연구에서는 통계적인 유의성이 나타나

지는 않았으나, 증상발현에서 병원도착까지의 시간 소요가 6시간 이내인 군이 6시

간 이상 지연된 군보다 통제위 점수가 높게 나타난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

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내적통제위가 건강행위에는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허혈성 심장질환자에서 수행된 일 연구에서는 치료추구행위와는 긍정

적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내적통제위와 허혈성 심장질환자의 치료추구행위에 

관련한 연구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국내연구도 절대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결과가 보편적 현상인지에 관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나) 대처양상  

대처(Coping)란 인간의 적응에서 핵심적인 개념으로 아주 넓은 의미로 본다면 

생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생활이 매일 매일 부딪히는 문제로 유기체의 균형이 

깨지고 이를 다시 회복하는 적응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Selye, 1976). 

Lazarus 등은 스트레스를 환경적인 압력이 개인의 적응역량을 넘어설 경우로 

정의하고, 대처방식을 개인의 자원에 부담을 주거나 대처역량을 넘어선 환경적 요

구를 처리하는 과정으로 설명하며,  대처방식을 5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고 하

다.  즉, 해로운 환경조건을 바꾸거나 개선하는 것, 부정적인 사건이나 현실을 견

디는 것이나 그런 상황에 적응하는 것, 긍정적 자기상을 유지하는 것, 정서적인 평

형을 유지하는 것, 타인과 만족스러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 등이다(Cohen & 

Lazarus, 1979: 원호택, 1991에서 재인용).   

Lazarus는 대처를 그 기능에 따라 문제중심 대처와 정서중심 대처로 나누었다. 

문제중심 대처(problem-focused coping)는 스트레스의 근원인 인간과 환경의 관계 

자체를 관리하거나 변화시키는 것이고, 정서중심 대처(emotion-focused coping)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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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문제에 대한 정서적 반응, 즉 스트레스적인 감정을 조절하는 기능을 한다고 하

다(Folkman & Lazarus, 1980). 

스트레스를 변화할 수 있다고 지각하는 경우에는 문제중심 대처를, 변화할 수 

없다고 지각하는 경우에는 정서중심 대처를 많이 이용하며, 일반적으로 문제중심 

대처가 정서중심 대처보다 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간주되나, 어떤 

대처양상이 더 효율적인가에 대한 평가는 사건의 맥락과 사건이 평가되는 과정에 

향을 받으며,  변화에 대한 기대를 갖고 무엇인가 일을 해야 하거나 정보가 필

요한 상황에서는 문제중심 대처의 사용이 보다 생산적인 결과를 유도할 수 있다

고 Lazarus & Folkman(1984)은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허혈성 심장질환의 증

상 발현은 건강상의 문제를 인식하고 적절한 치료추구행위를 위한 정보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문제중심 대처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Snyder(1977),  Pearlin 등(1972)은 개인의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방법이 많을수

록 개인이 감정을 적절히 발산할 수 있어 적응능력이 강해지고 효과적인 대처를 

할 수 있다고 하 고,  Jalowiec & Powers(1981)도 무의미한 활동조차도 스트레

스를 경감, 완화시키는데 유효한 방법이라고 하 다(박순옥, 1986에서 재인용). 

그러나, Billings와 Moos(1981, 1984)는 사용되는 대처방식에 따라 그 결과는 

다를 수 있음을 언급하면서 문제중심 대처방식이 보다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고 보고하고 있고, 호흡곤란과 같은 신체적 증상은 주로 문제중심 대처방식에 의

해 관리되어 지고 있다는 연구결과(Carrieri & Janson-Bjerklie, 1986)를 볼 때 문

제중심 대처가 더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손 희, 2000).

대처양상에 따른 적응적 결과는 직업 및 사회생활에서의 기능, 사기 혹은 생활

만족, 그리고 신체적 건강의 세 가지 기본적인 종류가 있으며(김정희 역, 1991), 건

강-질병과 관련된 맥락에서의 효율성은 바람직한 질병조절을 지향할 수 있는 행

위에서 기대될 수 있다.  따라서, 허혈성 심장질환자의 경우 증상 발현시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추구행위를 하는 것이 신체적 건강을 가져오

는 효율적인 적응이라고 볼 수 있다. 

김 옥(1996)의 당뇨환자의 자기간호행위 예측모형에 관한 연구에서 문제중심 

대처반응이 높을수록 자기간호행위의 수행정도가 높을 것이라는 가설이 지지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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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중심 대처반응이 자기간호행위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Stewart 등(1997)의 허혈성 심질환으로 진단 후 4개월 이내 재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입원경험이 없는 허혈성 심질환자 일수록 사회적지지 탐색

의 대처방법을 많이 사용하 고, 입원경험이 있는 허혈성 심질환자와 입원경험이 

없는 허혈성 심질환자 모두 긍정적 평가, 사회적지지 탐색의 문제중심 대처방법을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피적 관상동맥 성형술을 받은 환자의 스트레스, 대응전략, 우울에 관한 연구

(최기주, 2001)의 결과를 보면 일, 직장, 학교 스트레스에서 직면, 계획적 문제 해

결, 긍정적 재평가의 문제중심 대응전략을 많이 사용하 고, 전반적인 스트레스가 

증가할수록 책임 수용의 대응전략(정서중심 대응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허혈성 심장질환자의 치료추구행위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부정(denial)이나 전환

의 대처기전을 사용할 경우 시간지연이 길어졌음을 밝혀 정서중심 대처가 치료추

구행위와 부정적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Gentry, et al., 1975; Hackett, et al  

al., 1968: Dracup, et al., 1995에서 재인용). 

급성 심근경색의 경험은 심근경색환자와 배우자 모두 정서적 긴장, 생활방식 

변화, 의료인과의 만남, 배우자의 반응 등 심근경색 후 스트레스(post-MI stress)

를 경험하게 되며, 다양한 대처방법을 사용하는데 사회적지지 중 정보적지지 탐색

을 많이 사용한다고 하 다(Stewart, et al., 2000).           

이상의 문헌고찰 결과를 종합하면 허혈성 심장질환은 조기에 재관류 요법이 

가능한 의료기관에 도착하여 치료를 받는 것이 사망률을 줄이고 생존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며, 이를 위해서는 환자의 치료추구행위시간의 지연을 단축하는 것

이 가장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치료추구행위시간의 지연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심장질환의 위험요인을 가진 대상자나 기존의 심장질환자들에 대한 교육이 중요

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허혈성 심장질환자의 치료추구행위와 

치료추구행위에 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여 허혈성 심장질환의 관리를 위한 교

육의 기초자료로서 제공하고자 하며, 치료추구행위에 향을 주는 요인을 인구학

적 특성, 질병관련 특성, 사회 심리적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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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허혈성 심장질환자의 인구학적 특성, 질병관련 특성, 사회 심리적 특

성에 따른 치료추구행위를 파악하기 위해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내 1개 대학부속병원 심장혈관병원과 경기도 소재 1

개 종합병원에서 협심증과 심근경색증으로 진단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본 연구의 

대상자 선정기준에 부합한 자들을 편의추출 하 다.

본 연구의 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20세 이상의 성인

2) 협심증과 심근경색증으로 진단 받고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자로써, 

   입원한지 5일 이내의 환자

 

본 연구에서는 총 97명의 허혈성 심장질환자를 대상으로 하 다. 

3.  연구도구

본 연구의 도구로는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 다.  질문지는 인구학적 특성 

7문항, 질병관련 특성 6문항, 사회 심리적 특성으로 내적건강통제위 6문항 대처양

상 28문항, 치료추구행위 10문항 등 총 5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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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구학적 특성과 질병관련 특성 측정도구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과 질병관련 특성 측정도구는 연구자가 작성한 질문지

를 이용하 다.  인구학적 특성으로 성별, 연령, 배우자 유무, 종교, 교육수준, 경제

적 수준, 직업에 대한 정보와, 질병관련 특성으로서 진단명, 흡연경험, 당뇨병과 고

혈압 유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으로 입원한 경험, 진단기간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

다.  

 2) 내적건강통제위 측정도구

내적건강통제위 측정도구는 Wallston, Wallston, & DeVellis (1978)가 개발한 

다차원건강통제위척도(Multidimentional Locus of Control) 중 내적건강통제위 척

도를 이용하 다.  심 숙(1985)이 번역, 정혜경(1997)의 연구에서 수정, 보완하여 

사용한 것으로 6문항의 Likert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에서, ‘매우 그렇

다’를 5점)를 점수화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내적통제위성향이 강함을 나타낸다.  6

점 척도로 개발된 도구를 응답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5점 척도로 바꾼 도구이며, 

가능한 총 점수의 범위는 6-30점이다. 

도구의 신뢰도는 본태성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이 휘(1986)의 연구에서 

Cronbach's α값 .79,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한 정혜경(1997)의 연구에서 .76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값 .79로 나타났다(부록 2참조). 

 3)  대처양상 측정도구 

대처양상 측정도구는 Lazarus이론에 근거해서 Jalowiec & powers(1981)가 개

발한 Jalowiec coping scale을 권경남(1993)이 수정한 도구로 측정하 다.  권경남

(1993)의 연구에서 요인분석을 통해 문제중심 대처양상 14문항,  정서중심 대처양

상 14문항, 총 28문항을 결정하 다.       

Likert 5점 척도로 문제중심 대처양상 14문항의 경우 ‘전혀 하지 않는다’를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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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언제나 그렇게 한다’를 5점으로 점수화 하고, 정서중심 대처양상의 14문항도 

동일한 방법으로 산정 하 다.  각 역의 점수가 높을수록 각각 문제중심 대처와 

정서중심 대처의 성향이 강함을 의미한다.  가능한 총 점수의 범위는 문제중심 대

처 14-70점, 정서중심 대처 14-70점이다. 

도구의 신뢰도는 권(1993)의 연구에서 Cronbach's α값 .73, 본 연구에서는 .71

로 나타났다(부록 3참조). 

 4)  치료추구행위 측정도구

치료추구행위 측정도구는 연구자에 의해 개발된 질문지를 이용하 으며, 개발

된 도구의 내용은 간호학교수 3인의 자문을 거쳐 수정 보완하 다.  수정된 질문

지를 5명의 허혈성 심장질환자를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한 후 완성하 다.  질

문지 내용은 치료추구행위 2문항, 경험한 허혈성 심장질환의 증상 1문항, 허혈성 

심장질환자의 치료추구행위 중 시간지연에 향을 주는 주요요인으로 밝혀진 7문

항 등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허혈성 심장질환의 치료추구행위 2문항은 허혈성 심장질환의 증상 완화를 위

해 사용한 자가조절 방법과 증상 발현 후 병원에 가기로 결정하기까지 경과시간

을 측정하 다.  

허혈성 심장질환의 증상은 문헌고찰을 통해 나타난 허혈성 심장질환과 관련된 

증상 12개를 제시하고 증상 경험 유무를 조사하 고, 그 외 Ashton(1999)의 연구

에서 시간지연에 향을 주는 주요요인으로 밝혀진 7가지 항목을 포함하 다. 

 

4.  자료수집기간 및 방법

자료수집기간은 2002년 4월 8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며 자료수집장소는 서울시

내 소재 1개 대학부속병원 심장혈관병원의 심혈관 중환자실(sub CCU)과 심장내

과 병동과, 경기도 소재 1개 종합병원의 심혈관 중환자실(CCU)과 심장내과 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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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 

자료수집방법은 기관의 동의를 구한 후 연구자와 심장내과 근무경험 4년 이상

의 연구보조자 1명이 직접 환자와 면담하여 작성하거나 질문지 배부 후 회수하

다.  총 99부의 질문지를 회수하 으나 결과분석에 부적절한 질문지 2부를 제외한 

97부를 분석하 다.   

5.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통계 처리하 다. 

1.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과 질병관련 특성, 사회 심리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

해서는 실수,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 다. 

2. 대상자의 허혈성 심장질환의 증상과 치료추구행위는 각 항목에 대해서 실수, 

백분율을 구하 다. 

3.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치료추구행위는 χ2 검정을 사용하 다.  

4. 대상자의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치료추구행위는 χ
2
 검정을 사용하 다. 

5. 대상자의 사회 심리적 특성에 따른 치료추구행위는 t-test를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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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결과

1. 대상자의 특성

1)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으로 성별, 연령, 배우자 유무, 종교, 교육수준, 경제적 

수준, 직업을 조사한 결과는 표1에 제시되었다. 

대상자의 성별은 남자가 55.7%, 여자가 44.3%로 남자가 더 많았고, 연령은 평

균연령 59.4세(±9.86세), 최저연령은 33세, 최고연령은 80세 이었으며, 60대가 46%

로 가장 많았다.  배우자는 있는 경우가 92.8%로 거의 대부분의 대상자가 기혼상

태 으며, 종교는 없는 경우가 30.9%, 있는 경우가 69.1%로 종교를 가진 대상자가 

더 많았고 기독교가 29.9%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 다.  대상자의 교육수준은 

고졸이 30.9%으로 가장 많았고, 대졸 이상이 28.9%로 전체의 60% 정도가 고졸이

상으로 비교적 높은 교육수준을 보 다.  경제적 수준은 연간소득 2천 만원이하가 

57.8%, 2천 1만원-4천 만원이 22.7%, 4천 1만원이상이 19%이었다.  직업은 무직 

39.2%, 주부 17.5%, 자 업 14.4%, 노무직 9.3%, 회사원 7.2%, 전문직 4.1%, 기타 

8.2%의 분포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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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N=97)

특성 구분 실수 백분율

성별 남자

여자

54

43

55.7

44.3

나이 33-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19

22

45

11

19.6

22.7

46.4

11.3

배우자유무 유

무

90

7

92.8

7.2

종교 불교

천주교

기독교

없다

기타

21

15

29

30

2

21.6

15.5

29.9

30.9

2.1

최종학력 무학

초졸

중졸

고졸

대졸

11

12

16

30

28

11.3

12.4

16.5

30.9

28.9

연간소득* 500만원 미만

500만원 - 2천만원

2천1만원 - 4천만원

4천1만원 이상  

28

28

22

18 

28.9

28.9

22.7

19.5

직업 무직

주부

자 업

노무직

회사원

전문직

기타

38

17

14

9

7

4

8

39.2

17.5

14.4

9.3

7.2

4.1

8.2

* 무응답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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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상자의 질병관련 특성

 

대상자의 질병관련 특성으로 진단명, 흡연경험, 당뇨병 유무, 고혈압 유무, 협심

증이나 심근경색으로 입원경험, 진단기간을 살펴본 결과는 표2에 제시되었다.   

대상자의 진단명을 보면 협심증 환자가 74.2%, 심근경색 환자가 25.8%이었고, 

협심증 환자의 성별 비율은 남자 51.4%, 여자 48.6%로 비슷하 고, 심근경색 환자

는 남자 68%, 여자 32%로 남자의 비율이 2배 이상 더 많았다.  

흡연경험은 현재 흡연자 30.9%, 과거 흡연경험이 있으나 현재 비흡연자 20.6%, 

흡연경험이 없는 자 48.5%로 흡연 경험유무는 비슷한 분포를 보 다 .

심장질환의 위험요인 중 당뇨병이 있는 대상자는 27.8%, 없는 대상자는 72.2%

로 나타났고, 전체 대상자 중 절반 이상이 고혈압의 병력을 가지고 있었다. 

입원경험을 보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으로 입원한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27%

로 대부분의 대상자는 입원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단기간은 평균 18.6±44.6개월로, 이번 입원으로 처음 진단 받은 1개월 이하

의 대상자가 63.9%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2개월 이상 12개월 이하인 대상자가 

13.4%로 전체 대상자 중 77%가 1년 이하의 진단기간을 나타냈으며, 최고진단기간

은 25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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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대상자의 질병관련 특성                           (N=97)  

특성 구분 실수 백분율 

진단명 협심증

심근경색

72

25

74.2

25.8

흡연경험 있다 현재 흡연

     현재 금연 

없다    

30

20

47

30.9

20.6

48.5 

당뇨병 유무 있다

없다

27

70

27.8

72.2

고혈압 유무 있다

없다

52

45

53.5

46.4

입원경험

(Angina/MI)

있다

없다

26

72

26.8

73.2

진단기간 1개월 이하

2개월-12개월

13개월 이상

62

13

22

63.9

13.4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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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대상자의 사회 심리적 특성

대상자의 사회 심리적 특성으로 내적건강통제위와 대처양상을 분석하 으며  

결과는 표3에 제시되었다. 

대상자의 내적건강통제위 점수는 6-30점까지 가능범위에서, 본 대상자의 경우 

최저 12점, 최고 30점이었고, 평균 24.4±4.0으로 측정되었으며, 점수를 100점 만점

으로 환산했을 경우 평균 81.3점으로 내적건강통제위 성향이 강함을 나타내었다. 

대상자의 대처양상 점수는 문제중심 대처와 정서중심 대처 각각 14-70점까지 

가능범위에서 문제중심 대처는 최저 26점, 최고 69점이었고, 평균 48.9±9.9점으로 

측정되었다.  정서중심 대처는 최저 18점, 최고 51점이었으며 평균 31.2±6.7점으로 

측정되었다. 이들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경우 문제중심 대처는 평균 

69.9점, 정서중심 대처는 평균 44.6점으로 문제중심 대처가 더 높은 점수를 나타내

어 대상자들이 문제중심 대처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3.  대상자의 사회 심리적 특성                                 (N=97)

구분    평균±표준편차 최저점수   최고점수

내적건강통제위 24.4 ± 4.0 12 30

대처양상     

문제중심 대처 48.9 ± 9.9 26 69

정서중심 대처 31.2 ± 6.7 18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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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허혈성 심장질환의 증상과 치료추구행위

1) 허혈성 심장질환의 증상

대상자가 경험한 허혈성 심장질환의 증상은 표4와 같다. 

대상자가 경험한 증상을 살펴보면 흉통이 88.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호

흡곤란 51.5%, 발한 34.0%, 어깨, 팔의 통증 28.9%, 어지러움 20.6%, 흉부 불편감

과 전신적 허약감이 각각 15.5%, 상복부 불편감과 메스꺼움이 각각 9.3%, 구토 

5.2%의 순으로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증상으로는 등의 통증(8명), 두통(4명), 목의 통증(3명), 목이 막히는 느낌

(2명), 기침, 팔이 무거운 느낌, 기분이 안 좋음(1명), 가슴이 뜨거운 느낌(1명), 목

젖이 당기고 아픔(1명), 가슴이 두근거림(1명),  하품(1명), 체한 느낌 (1명), 속쓰

림(1명), 턱의 통증(1명), 왼팔의 힘이 빠짐(1명)이 있었다. 

표 4.  대상자가 경험한 허혈성 심장질환의 증상                       (N=97)

증상* 실수 백분율

흉통 86 88.7

호흡곤란 50 51.5

발한 33 34.0

어깨, 팔의 통증 28 28.9

어지러움 20 20.6

흉부 불편감 15 15.5

전신적 허약감 15 15.5

상복부 불편감 9 9.3

메스꺼움 9 9.3

구토 5 5.2

마비 2 2.1

의식소실 1 1.0

* 중복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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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가 흉통을 경험한 경우 그 양상을 조사하여 표5에 제시하 다.  

가장 흔한 양상은 답답하다로  29.9%의 대상자가 응답하 고, 뻐근하다 25.8%, 

조인다 17.5%, 뽀개지는 것 같다  16.5%, 쥐어짜는 것 같다 11.3%, 터질 것 같다 

8.2%, 찢어지는 것 같다 8.2%,  누르는 것 같다 8.2%,  따끔거리고 쑤신다 7.2%, 

칼로 찌르는 것 같다 5.2%, 에리고 쑤신다와 메어지는 것 같다가 각각 3.1% 이었

다.

기타 흉통의 양상으로는 박하사탕을 먹은 것 같다, 담드는 것 같다, 당긴다, 목

으로 치어 받쳐 올라오는 것 같다, 아리다, 망치로 두드리는 것 같다, 시리다, 고춧

가루를 뿌린 것 같다로 표현한 대상자가 각각 1명 씩 있었다.

 

표 5.  대상자의 흉통의 양상                                       (N=97)   

흉통의 양상* 실수 백분율

답답하다 29 29.9

뻐근하다 25 25.8

조인다 17 17.5

뽀개지는 것 같다 16 16.5

쥐어짜는 것 같다 11 11.3

터질 것 같다 8 8.2

찢어지는 것 같다 8 8.2

누르는 것 같다 8 8.2

따끔거리고 쑤신다 7 7.2

칼로 찌르는 것 같다 5 5.2

메어지는 것 같다 3 3.1

에리고 쑤신다 3 3.1

* 중복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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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가 경험한 증상의 수는 표6에 제시된 바와 같이 평균 3.07개로, 대상자의 

60%가 3개 이상의 증상을 동시에 경험하 으며 가장 많이 경험한 경우는 10개로 

나타났다.  

표 6.  대상자가 경험한 증상의 수                                  (N=97)

증상 경험수 실수 백분율

3개 25 25.8

2개 20 20.6

4개 19 19.6

1개 18 18.6

5개 7 7.2

6개 6 6.2

8개/10개 2 2
 

이전에도 같은 증상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의 여부는 같은 증상을 경험한 적이 

있던 대상자는 58.8%, 없던 대상자는 41.2%이었다.

증상 발현시 처음 접촉한 사람은 배우자가 53.6%로 가장 많았고,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고 혼자 기다림 20.6%, 자녀 10.3%, 직장동료 3.1%, 동생, 이웃, 친지, 

친구, 응급의료진이 각각 2.1%, 동서 1.0%로 나타났다. 

증상 경험 장소는 집이 66%, 공공장소 20.6%, 직장 13.4%로 집에서 가장 많은 

대상자가 증상을 경험하 다.  

증상 경험 시간은 자정-오전 8시 사이에 33.0%, 오전 8시-오후 4시 사이가 

33.0%, 오후 4시-자정 사이가 26.8%로 나타났으며, 기타 걸을 때, 일할 때, 몸을 

숙일 때 등 수시로 경험함을 보고한 대상자가 7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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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허혈성 심장질환자의 치료추구행위

 

대상자의 치료추구행위는 병원 방문 전 증상 완화를 위해 사용한 자가조절 방

법과 병원에 가기로 결정하기까지 경과시간을 측정하 다. 

대상자들이 사용한 자가조절방법은 표7에 제시된 바와 같이, 병원 방문 전 증

상 완화를 위해 자가조절 방법을 사용한 대상자는 77.3%로 자가조절 방법을 사용

하지 않고 바로 병원을 방문한 대상자 보다 3배 이상 많았다.   가장 많이 사용한 

자가조절방법으로는 전체 대상자 중 35.1%가 휴식/수면의 방법을 취하여 비적절

한 치료추구행위를 보 으며, 23.7%는 니트로 리세린 복용이나 아이소켓 스프레

이를 투약하 다. 

심장약 이외의 투약을 한 대상자의 투약 종류를 살펴보면 청심환, 한약, 소화

제, 구심 등의 복용을 보고하 고, 음식이나 음료를 먹거나 마심에서는 설탕물과 

물을 마셨다고 답하 다. 

기타 응답으로는 참는다, 심호흡, 등을 두드림, 손가락 지압, 수지침을 사용한 

대상자가 각각 1명 씩 있었다. 

 

표 7. 대상자의 자가조절방법                                      (N=97)

자가조절방법 실수 백분율

 사용안함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병원방문 22 22.7

 사용함

  휴식/수면 34 35.1

  니트로 리세린 복용이나

    아이소켓 스프레이 사용
23 23.7

  심장약 이외 투약 9 9.3

  음식이나 음료를 먹거나 마심 4 4.1

  기타 7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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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가 허혈성 심장질환의 증상 경험 후 병원에 가기로 결정하기까지의 경

과시간을 살펴보면, 표8에 제시된 바와 같이 1시간 이내는 35.1%이었고 65%가 1

시간 이상이 소요되었다.  전체 대상자 중 절반 이상인 58.8%가 병원에 가기로 결

정하기까지 4시간 이상이 소요되었으며, 1시간-4시간 이내의 대상자 중에는 1시간

-2시간 이내와 2시간-4시간 이내가 각각 3.1%로 동일한 분포를 보 다.  요약하

면 대상자들이 증상 경험 후 1시간 이내에 즉시 방문을 결정하거나 그렇지 않으

면 4시간 이상 시간이 지연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4시간 이상 시간이 지연되어 

병원을 방문을 결정한 대부분의 대상자가 증상이 수회 반복된 후 병원 방문을 결

정하여 수일이 지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표 8. 대상자의 병원방문결정 경과시간                           (N=97) 

병원방문을 결정하기까지 시간 실수 백분율

  1시간 이내 34 35.1

  1시간 이상 

     1시간-4시간 이내 6 6.1

     4시간 이상 57 58.8

증상 발현 후 처음 방문한 병원은 개인병원이 39.2%, 종합병원 외래가 33%, 

응급실이 27.8% 순 이었다.  이는 자료수집 장소가 3차 병원으로서 개인병원을 경

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병원 방문시 이용한 교통수단은 대중교통 30.9%, 자가용 30.9%, 도보 25%, 119 

구급차 10.3%, 병원 구급차 1.0% 순으로 많이 이용하 다.  119 구급차 요청시 대

부분은 이용에 문제가 없었으나 위치 파악의 어려움이나 이용 가능한 차량의 부

족, 특정 병원 이송 기피 등으로 응급상황에서 서비스 이용이 용이하지 않음을 보

고한 경우가 있어 응급서비스 이용체계의 보완이 필요함을 보여 주었다.  

증상 발현 후 병원을 방문하기로 결정한 이유를 살펴보면 통증을 견딜 수 없

어서가 33.0%로 가장 많았고, 이전에도 같은 증상이 있어서 26.8%, 타인의 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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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가족들에 대한 걱정 5.2%, 누군가에 들은 적이 있어서 4.1%, 의사나 간호사

의 권유 2.1%, 죽음에 대한 두려움 1.0% 순 이었다.  

기타 이유로는 배우자, 자녀 등 보호자의 권유가 5명, 기존의 고혈압이나 당뇨

치료 등 병원 예약일 까지 기다린 경우가 3명, 통증이나 호흡곤란 지속 때문이 각

각 1명, 증상 반복으로 무언가 이상이 있다고 생각하여 검진을 받기 위한 경우가 

2명, 가족력이 있는 경우가 1명이었다.  전체 대상자 중 가족력이 있는 경우는 5명

이었으나 병원 방문 결정의 주 요인으로 보고한 경우는 1명의 대상자뿐이었다.   

타인의 권유인 경우 중 약사의 권유가 2명이었다. 

대상자 중에는 증상이 있어도 다른 질병의 검진을 겸해서 기다렸다가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가 있어 병원 방문 지연의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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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치료추구행위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치료추구행위는 인구학적 특성, 질병관련 특성, 사회 심

리적 특성에 따른 치료추구행위의 차이를 분석하 다. 

치료추구행위는 자가조절방법 사용유무와 병원방문결정 경과시간을 분석하

는데, 자가조절방법을 사용한 군은 휴식/수면, 니트로 리세린 복용이나 아이소켓 

스프레이 사용, 심장약 이외의 투약, 음식이나 음료를 먹거나 마신 경우, 기타 증

상 완화를 위해 자가조절 방법을 사용한 후 병원을 방문한 경우를 말하고, 자가조

절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군은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바로 병원을 방문한 경우를 

의미한다.  선행연구를 종합한 결과, 심장약 투약 이외의 자가조절방법을 사용한 

군이 사용하지 않은 군보다 시간지연이 많음을 밝히고 있어, 자가조절방법을 사용

하지 않고 바로 병원을 방문한 경우를 적절한 치료추구행위로 본다.  본 연구 대

상자의 경우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처음 진단 받은 경우가 60% 정도를 차지하여 

심장약을 투약한 군을 따로 비교하기는 어려워 자가조절방법 사용유무로 분류하

다. 

병원방문결정 경과시간의 경우, 1시간 이내로 답한 군은 시간지연이 되지 않고 

즉시 병원 방문을 결정한 것으로 보고,  1시간 이상인 군은 시간이 지연된 것으로 

판단하 으며 1-4시간 이내인 대상자는 6.1%로 소수를 차지하여 자료 분석시에는 

1시간 이내인 군 과 1시간 이상인 군의 두 그룹으로 나누어 분석하 다. 

1)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치료추구행위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치료추구행위의 차이는 자가조절방법 사용유

무와 병원방문결정 경과시간을 분석하 다.   

먼저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자가조절방법 사용유무를 분석한 결과,  성별의 경

우 여성(83.7%)이 남성(72.2%)보다 자가조절방법을 사용한 경우가 더 많았으나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χ2= 1.805, P= .135).  교육수준에 따른 자가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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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사용유무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χ
2
= .343, P= 

.752), 소득수준을 보면 2천 만원이하인 대상자는 자가조절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가 25%로 2천 1만원이상인 대상자의 17.5%보다 많았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χ
2
= .768, P= .381).  직업유무에 따른 자가조절방법의 사용유무에도 유의

한 차이가 없었으며(χ2= .066, P= .797), 연령의 경우는 3,40대(15.8%)보다 70대 

이상인 대상자(36.4%)가 자가조절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바로 병원을 방문한 대상

자가 많았으나(χ
2
= 2.023, P= .568)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자가조절방법 사용유무를 분석한 결과는 표9

에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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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자가조절방법 사용유무         (N=97)

특성 구분 유
1)
 n(%) 무

2)
 n(%) χ

2
 p

성별 남      

여

 39(72.2)

 36(83.7)

 15(27.8)

  7(16.3)
 1.805  .135

배우자 유       

무

 69(76.7)

  6(85.7)

 21(23.3)

  1(14.3)
 1.989 .370 

종교 유       

무

 56(83.6)

 19(63.3)

 11(16.4)

 11(36.7)
 .303  1.0

학력 대졸

고졸

중졸이하

22(78.6)

24(80.0)

29(74.4)

 6(21.4)

 6(20.0)

10(25.6)

 .343  .842

소득 2천만원이하

2천1만원이상

 42(75.0)

 33(82.5) 

 14(25.0)

  7(17.5)
 .768  .381

직업 유

무

 33(78.6)

 42(76.4) 

 9(21.4)

13(23.6)
 .066  .797

연령  3,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16(84.2)

 18(81.8)

 34(75.6)

  7(63.6)

 3(15.8)

 4(18.2)

11(24.4)

 4(36.4)

 2.023 .568 

* p< .05  ** p< .01  *** p< 001

1) 니트로 리세린 복용이나 아이소켓 스프레이 투약/심장약 이외의 투약/휴식,수면/       

    운동/음식이나 음료를 먹거나 마심/기타 증상완화를 위해 자가조절방법을 사용함

2) 자가조절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바로 병원을 방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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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병원방문결정 경과시간을 분석한 결과는 표10에 제시되

었다. 

인구학적 특성 중 종교의 유무에 따라 병원방문결정 경과시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는데 종교가 없는 대상자(53.3%)가 있는 대상자(26.9%)보다 1

시간 이내로 답한 경우가 더 많아 시간지연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χ2= .376, P= 

.012).

성별의 경우 남성(38.9%)이 여성(30.2%)보다 1시간 이내라고 답한 경우가 많았

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χ2= .788 , P= .375), 배우자가 있는 대상

자(36.7%)가 없는 대상자(14.3%) 보다 병원방문결정 경과시간이 1시간 이내인 대

상자가 더 많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χ
2
=1.429, P= .416).  교

육수준에 따른 병원방문결정 경과시간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χ2= 

.569, P= .752),  소득수준은 2천 만원 이하인 대상자(37.5%)가 2천 1만원 이상인 

대상자(30.0%) 보다 병원방문결정 경과시간이 1시간 이내인 대상자가 더 많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지는 않았다(χ2= .582,  P= .446).  직업은 있는 

대상자와 없는 대상자 모두 병원방문결정 경과시간에서 비슷한 분포를 보여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χ
2
= .014, P= .905).  연령의 경우는 3,40대의 대상

자(26.3%) 보다 70대 이상의 대상자(54.5%)가 1시간 이내로 답한 경우가 많은 것

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χ2= 3.204, P=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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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병원방문결정 경과시간        (N=97)

특성  구분
1시간 이내

n(%)

1시간 이상

n(%)
χ2 p

성별 남      

여

 

 21(38.9)

 13(30.2)

33(61.1) 

30(69.8)
 .788  .375

배우자 유       

무

 33(36.7)

  1(14.3)

 57(63.3)

  6(85.7)
 1.429  .416

종교 유       

무

 18(26.9)

 16(53.3)

 49(73.1)

 14(46.7)
 6.376  .012*

학력 대졸

고졸

중졸이하

 11(39.3)

  9(30.0)

 14(35.9)

 17(60.7)

 21(70.0)

 25(64.1)

 .569  .752

소득 2천만원이하

2천1만원이상

 21(37.5)

 12(30.0)

 35(62.5)

28(70.0)
  .582  .446

직업 유

무

 15(35.7)

 19(34.5)

 27(64.3)

 36(65.5)
.014  .905

연령 

 

3,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5(26.3)

 6(27.3)

17(37.8)

 6(54.5)

 14(73.7)

 16(72.7)

 28(46.4)

 11(11.3)

 3.205   .361

* p< .05  ** p< .01  ***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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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의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치료추구행위

대상자의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치료추구행위를 파악한 결과 진단명 만이 치

료추구행위에 향을 주는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질병관련 특성별 자가조절 방법의 사용유무를 분석한 결과는 표11에 제시되었

다.  

협심증 환자(n=72)는 자가조절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가 9.7%에 불과하

으나, 심근경색환자(n=25)는 60.0%가 자가조절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병원을 방문

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χ2= 2.749, P= .000). 

흡연경험은 있는 대상자가 없는 대상자보다 자가조절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경

우가 많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고(χ2= 3.153, P= .207), 진단기간에 따

른 자가조절방법 사용유무는 비슷한 분포를 보여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다(χ2= 

.369, P= .831).  대상자가 경험한 증상에 따라 흉통/흉부불편감/어깨, 팔의 통증만

을 경험한 군(n=19)과 흉통/흉부불편감/어깨, 팔의 통증과 상복부불편감/메스꺼움/

구토를 함께 경험한 군(n=21), 흉통/흉부불편감/어깨, 팔의 통증과 호흡곤란/발한/

어지러움/전신적 허약감을 함께 경험한 군(n=57)으로 분류하여 치료추구행위와의 

관계를 파악하 다.  흉통/흉부불편감/어깨, 팔의 통증만을 경험한 군이 다른 군보

다 자가조절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

다(χ
2
= 2.131, P= .345).  그 외 당뇨병이나 고혈압의 유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으로 입원한 경험에 따른 자가조절방법 사용유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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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자가조절방법 사용유무                          (N=97)

특성  구분 유1) n(%) 무2) n(%) χ2 p

진단명 협심증

심근경색

65(90.3)

10(40.0)

 7(9.7)

15(60.0)
26.749 .000***

흡연경험

 

유 현재흡연

   현재금연

무   

21(70.0)

14(70.0)

40(85.1)

9(30.0)

6(30.0)

7(14.9)

 3.153  .207

당뇨병 유

무

22(81.5)

53(75.7)

 5(18.5)

17(24.3)
.370  .543

고혈압 유

무

41(78.8)

34(75.6)

 4(18.2)

18(24.0)
.328  .773

입원경험 

(Angina/MI)

유

무

21(80.8)

54(76.1)

 5(19.2)

17(23.9)
 .241  .623

진단기간 1개월 이하

2개월-12개월

13개월 이상

49(79.0)

10(76.9)

16(72.7)

13(21.0)

 3(23.1)

 6(27.3) 

.369

 

.831

 

증상 흉통/흉부불편감/

어깨,팔의 통증

흉통/흉부불편감/

어깨,팔의통증/상복부

불편감/메스꺼움/구토

흉통/흉부불편감/

어깨,팔의통증/호흡곤란/발

한/어지러움/전신적허약감 

13(68.4)

15(71.4)

47(82.5)

 6(31.6)

 6(28.6)

10(17.5)

2.131 .345

* p< .05  ** p< .01  *** p< 001

1) 니트로 리세린 복용이나 아이소켓 스프레이 투약/심장약 이외의 투약/휴식,수면/운동/음식이나     

   음료를 먹거나 마심/기타 증상완화를 위해 자가조절방법을 사용함  

2) 자가조절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바로 병원을 방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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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관련 특성별 병원방문결정 경과시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12에 제

시되었다. 

심근경색환자의 경우는 병원방문결정 경과시간이 1시간 이내인 경우가 64%로 

협심증환자의 25%에 비해 2배 이상 많아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χ2=  12.398, P= .000).

현재 흡연자(40%)나 과거 흡연경험이 있는 대상자(45%)가 흡연경험이 없는 대

상자(27.7%)보다 병원방문결정 경과시간이 1시간 이내라고 답한 경우가 더 많았으

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χ2= 2.320 , P= .313).  당뇨병의 유무는 병원방

문결정 경과시간에 거의 차이가 없었고(χ2= .049, P= .826),  고혈압의 병력을 가

진 대상자가 병력이 없는 대상자보다 병원방문결정 시간의 지연을 보 으나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χ2= .903, P= .342).  과거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으

로 입원경험이 있는 경우의 병원방문결정 경과시간이 1시간 이내가 42.3%, 없는 

경우는 32.4%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차이를 보 다(χ
2
= .822, P= 

.365).  진단기간에 따른 병원방문결정 경과시간은 비슷한 분포를 보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χ2= .126, P= .939).  대상자가 경험한 증상에 

따른 병원방문결정 경과시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흉통/흉부불편감/어깨, 팔의 

통증만을 경험한 군(52.%)이 흉통/흉부불편감/어깨, 팔의 통증과 상복부불편감/메

스꺼움/구토를 함께 경험한 군(38.1%), 흉통/흉부불편감/어깨, 팔의 통증과 호흡곤

란/발한/어지러움/전신적 허약감을 함께 경험한 군(28.1%)보다 병원방문결정 경과

시간이 1시간 이내라고 답한 경우가 많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

다(χ2= 3.885, P=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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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병원방문결정 경과시간                 (N=97)

특성  구분
1시간이내 

n(%)

1시간이상

n(%)
χ
2

p

진단명
협심증

심근경색

18(25.0)

16(64.0)

54(75.0)

 9(36.0)
12.398 .000

***

흡연경험
유 현재흡연

   현재금연

무

12(40.0)

 9(45.0)

13(27.7)

18(60.0)

11(55.0)

34(72.3)

2.320  .313

당뇨병

 

유

무

 9(33.3)

23(35.7)

18(66.7)

45(64.3)

 

.049 .826

고혈압 유

무

16(30.8)

18(40.0)

36(69.2)

27(60.0)
  .903  .342

입원경험 

(Angina/MI)

유

무

11(42.3)

23(32.4)

15(57.7)

48(67.6)
.822

 

.365

진단기간
1개월 이하

2개월-12개월

13개월 이상

22(35.5)

 4(30.8)

 8(36.4)

40(64.5)

 9(69.2)

14(63.6)

.126 .939

증상

흉통/흉부불편감/

어깨,팔의 통증

흉통/흉부불편감/

어깨,팔의통증/

상복부불편감/메스꺼움/

구토 

흉통/흉부불편감/

어깨,팔의통증/

호흡곤란/발한/어지러움/

전신적허약감 

10(52.6)

8(38.1)

16(28.1)

9(47.4)

13(61.9)

41(71.9)

3.885 .143

* p< .05  ** p< .01  ***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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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자의 사회 심리적 특성에 따른 치료추구행위

대상자의 사회 심리적 특성인 내적건강통제위와 대처양상에 따라 자가조절방

법 사용유무와 병원방문결정 경과시간의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하 다.  

사회 심리적 특성에 따른 자가조절방법의 사용유무를 분석한 결과는 표13에 

제시되었다.  자가조절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군의 내적건강통제위 점수가 자가조

절방법을 사용한 군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t= 1.958,  P= 

.053).  대처양상의 경우는 자가조절방법을 사용한 군이 사용하지 않은 군보다 문

제중심 대처점수가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고(t= -.59, p= .556), 정

서중심 대처점수는 자가조절방법을 사용한 군과 사용하지 않은 군의 차이가 거의 

없었다(t= .05, p= .961). 

표 13. 대상자의 사회 심리적 특성에 따른 자가조절방법 사용유무    (N=97)

특성   
유1)(n=75) 무2)(n=22)

      t  p
   평균±표준편차

내적건강통제위 23.92± 4.13 25.82± 3.51 1.958 .053

대처양상

  문제중심대처

  정서중심대처

49.32±10.10

31.15± 7.04

 

47.86±10.42

31.23± 5.35

-.59

.05

.556

.961

* p< .05  ** p< .01  *** p< 001

1) 니트로 리세린 복용이나 아이소켓 스프레이 투약/심장약 이외의 투약/휴식,수면/

   운동/음식이나 음료를 먹거나 마심/기타 증상완화를 위해 자가조절방법을 사용함

2) 자가조절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바로 병원을 방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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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심리적 특성에 따른 병원방문결정 경과시간을 분석한 결과는 표14에 제

시된 바와 같이 내적건강통제위가 병원방문 결정시간에 향을 주는 유의한 변수

로 나타났다.  병원방문결정 경과시간이 1시간 이내인 군(평균 25.74)의 내적건강

통제위 점수가 1시간 이상인 군(평균 23.60)보다 높은 점수를 보 다(χ
2
= 2.539, 

P= .013).  대처양상의 경우는 병원방문결정 경과시간이 1시간 이상인 군이 1시간 

이내인 군 보다 문제중심 대처의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는 않았다(t= -1.15, p= .253).  정서중심 대처 점수는 병원방문 결정시간에 따라 

거의 차이가 없었다(t= .58, P= .560). 

표 14. 대상자의 사회 심리적 특성에 따른 병원방문결정 경과시간    (N=97)

특성   

1시간이내

(n=34)

1시간이상

(n=63)       t p

  평균±표준편차

내적건강통제위 25.74± 3.26 23.60±4.27 2.539 .013*

대처양상

  문제중심대처 

  정서중심대처

47.38±10.57

31.71± 6.22

49.86±9.88

30.87±6.93

-1.15

.58

.253

.560

* P< .05  ** p< .01  ***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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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논  의

본 연구는 허혈성 심장질환자의 치료추구행위를 파악하고, 치료추구행위에 

향을 주는 변인들을 알아보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보면 남자가 55.7%로 여자보다 많았고, 60대가 

46.4%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 으며, 평균연령은 59.4±9.86세로 나타났다.  

진단명별로 성별비율을 보면 협심증환자의 경우 남자 51.4%, 여자 48.6%로 비슷

하 고, 심근경색환자의 경우는 남자 68%, 여자 32%로 남자의 비율이 2배 이상 

많았다.  또한, 전체 대상자의 평균연령의 경우 남자 57.7±10.8세, 여자 61.5±8.1

세로 여자의 연령이 더 많았는데, 이는 Ashton(1999)의 연구에서 남자 57.5세, 여

자 64.3세로 여자의 연령이 높은 것과 심근경색환자의 경우 남자 53%, 여자 33%

로 남자의 비율이 더 많은 것과 일치하고 국내의 연구에서도 남자에서 빈도가 높

다는 점과 일치했다(박오장 등, 2000; 유병수 등, 1995; 정윤석 등, 1996).  

허혈성 심장질환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알려진 흡연경험, 당뇨병, 고혈압 유무를 

조사한 결과 고혈압 53.5%, 흡연경험 51.5%, 당뇨병 27.8%로 나타나, 급성심근경

색환자를 대상으로 한 박오장 등(2000)의 연구에서 고혈압 65.2%, 흡연경험 

59.5%, 당뇨병 11.2%의 순으로 나타난 것과 일치하 고, 정윤석 등(1996)의 흡연, 

고혈압, 당뇨의 순, 김범수 등(1993)의 흡연, 고혈압의 순으로 나타난 결과와 비교

하 을 때 공통적으로 흡연과 고혈압이 위험인자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상자가 경험한 증상을 보면 흉통이 88.7%로 가장 많았고, 호흡곤란 51.5%, 

발한 34%, 어깨, 팔의 통증 28.9%, 어지러움이 20.6%를 차지하 으며, 그 외 흉부

불편감, 전신적 허약감, 상복부 불편감, 메스꺼움, 구토, 마비, 의식소실의 순이었

다.  심근경색환자를 대상으로 한 박오장 등(2000)의 연구에서도 가슴통증이나 불

편감 97.8%, 호흡곤란 82.1%, 팔․목․턱의 통증 67.4%, 발한 51.7% 순으로 나타

난 것과 유사하 고,  김조자와 김기연(1999)의 연구에서 가슴통증 92.9%, 발한 

81.0%, 오심 40.5%, 호흡곤란 38.1%, 어지러움, 왼쪽 팔의 통증/결림이 각각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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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나 흉통, 호흡곤란, 발한이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경험하는 증상임을 보여

주었다. 

대상자가 경험한 증상의 수를 보면 본 연구 대상자의 60.2%가  3개이상의 증

상을 동시에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심근경색환자를 대상으로 한 김조자와 김기

연(1999)의 연구에서는 76.2%에서 4개이상의 증상을 동시에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 는데 이는 본 연구의 경우 협심증과 심근경색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협심증의 경우 심근경색보다 증상이 경미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상자가 경험한 흉통의 양상을 보면 답답하다 29.9%, 뻐근하다 25.8%, 조인다 

17.5%, 뽀개지는 것 같다 16.5%의 순으로 많이 경험하 다고 하 고, 최혜경

(1998)의 연구에서도 답답하다, 조인다, 쥐어짜는 것 같다, 뽀개지는 것 같다의 순

으로 나타나 비슷한 양상을 보 다. 

본 연구에서 치료추구행위는 증상 완화를 위해 사용한 자가조절 방법과 병원

에 방문하기로 결정하기까지의 시간경과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증상 완화를 

위해 사용한 자가조절 방법을 보면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35.1%가 휴식/수면의 

방법을 취하 고, 자가투약이 33%(니트로 리세린 복용 23.7%, 심장약 이외 투약 

9%)로 나타났다.  최혜경(1998)의 연구에서도 휴식 51.4%, 자가투약 42.5%(소화제 

투약 30%, 니트로 리세린 복용 10%)로 휴식의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니트로 리세린을 복용한 대상자가 최(1998)의 연구에

서 보다 많은 것은 진단기간이 2개월 이상인 대상자가 36.0%로 최(1998)의 연구에

서 과거력이 있는 대상자인 25.8%보다 많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한편, 대상자 중

에는 증상 완화를 위한 자가조절방법으로 담배를 피웠다고 답한 경우가 있어 심

장질환에 대한 지식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 주었다. 

병원을 방문하기로 결정하기까지 경과시간을 보면 1시간 이내가  35.1%, 4시간 

이상이 58.8%로 1시간 이내로 즉시 방문을 결정하거나 아니면 4시간 이상으로 시

간이 지연됨을 알 수 있었다.  최혜경(1998)의 연구에서는 병원을 방문하기로 결

정하기까지 시간경과가 1시간 이내인 대상자가 52.9%이었고, Ashton(1999)의 연구

에서는 남자 57%, 여자 48%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보다 시간지연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오장 등(2000)의 연구에서 환자의 결심까지 소요된 시간은 평균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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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으로 증상 발현으로부터 병원에 도착하기까지 걸린 총 소요시간 중 74.3%를 

차지하 고, Schroeder, Lamb과 Hu(1978)의 연구에서는 6.7시간으로 총 소요시간 

9시간 중 65%, Clark 등(1992)은 9.7시간으로 총 소요시간 11.1시간 중 87%가 환

자가 병원에 방문하기로 결정하기까지 걸린 시간이었음을 제시하여, 환자가 질병

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즉시 병원 방문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환자가 증상 발현 후 병원을 방문하기로 결정하기까

지 경과시간만을 측정하 는데, 환자가 결심을 하고 나서 실제적으로 병원을 방문

하는데는 여러 다른 요인이 작용할 수 있고, 시간지연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병원

방문 결정시간이 짧았다고 하여 병원에 도착하기까지 시간이 짧을 것이라고 예측

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 대상자의 79.4%가 증상 발현 후 가족이나 직장동료, 이웃 등 타인과 

접촉한 것으로 나타난 결과를 볼 때, 허혈성 심장질환의 증상 발현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상대역할(counterrole)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생각되며, 따라서 심장질환

을 가진 환자 뿐 아니라 가족, 일반 대중에 대한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적절한 

치료추구행위를 증진시킬 수 있으리라 본다.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치료추구행위를 분석한 결과, 본 연구에서 치료추구행위

와 유의하게 연관성이 있는 인구학적 특성은 종교로 나타났다.  종교가 없는 대상

자가 종교가 있는 대상자보다 병원에 방문하기로 결정하기까지 경과시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상자 중 종교가 없는 경우는 30%, 종교가 있는 경우가 약 

70%로 비교대상의 비율이 차이가 있고, 종교가 없는 대상자 중 치료추구행위를 

잘 하는 대상자가 우연히 많이 포함되어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났을 수 있다.  이는 

임상적으로 특별한 의의는 없는 것으로 생각되며 선행연구에서는 종교와 치료추

구행위의 관련성을 보고한 연구가 없어 비교분석을 할 수 없었다. 

반면, 기존 연구에서 치료추구행위에 향을 주는 인구학적 특성으로 나타난 

연령, 성별, 교육수준, 경제적 수준은 본 연구에서는 치료추구행위와 유의한 관련

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송미경, 1997;  

Ashton, 1999;  Goldberg, et al., 1999; Schmidt & Borsch, 1990), 젊은층 보다는 

고령일수록 치료추구행위 중 시간지연이 길어짐을 보고하고 있는데(Dracu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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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er, 1991; Goldberg, et al., 1999; Karlson, et al., 1990; Schmidt, & Borsch, 

1990), 본 연구의 경우 병원방문 결정시간이 1시간 이내로 답한 대상자가 남성 

38.9%, 여성 30.2%로 남성이 여성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더 많았

고, 3,40대의 대상자(26.3%)가 70대 이상의 대상자(54.5%)보다 1시간 이내로 답한 

경우가 많아서 고령일수록 시간지연이 짧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

와 반대의 결과를 보 는데,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또한 낮은 교육수준(김조자

와 김기연, 1999), 낮은 사회경제적 수준(Dracup, et al., 1995; Ell, et al., 1994; 

Schmidt, & Borsch, 1990)이 시간지연을 초래한다는 선행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

에서는 이들 변수와의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대상자의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치료추구행위를 파악한 결과 심근경색환자가 

협심증 환자 보다 자가조절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바로 병원을 방문한 경우가 많

았고, 병원방문 결정시간의 경우도 1시간 이내인 경우가 심근경색환자는 64%로 

협심증 환자의 25%에 비해 많은 비율을 차지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 다.  이는 

협심증은 증상이 갑자기 발병해서 단기간 지속되지만, 심근경색의 경우는 허혈이 

일어난 혈관의 혈액공급이 정상화되거나 혹은 심근의 완전한 손상이 일어날 때까

지 증상이 지속되고 대상자가 죽음의 위협을 느낄 만큼 심각한 증상을 경험하므

로(Phipps, Sands, & Marker, 1999), 증상 발현시 병원을 방문하기 위한 노력을 

더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으로 생각되어진다.  

흡연경험의 경우 흡연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없는 대상자 보다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는 않았지만 병원방문결정 경과시간이 짧았고, 자가조절방법을 사용하지 않

은 경우가 많아서 과거 흡연경험이 있거나 현재 흡연자의 경우 치료추구시간 지

연이 짧게 나타난 Ashton(1999)의 연구와 일치하 다.  이 같은 결과는 현대사회

에서 흡연의 위해성에 대해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어 흡연 경험이 있는 

대상자의 경우 허혈성 심장질환의 증상을 경험하 을 때 심장의 이상과 연관하여 

불안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적극적 치료추구행위를 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Ashton, 1999). 

심장질환의 위험요인 중 당뇨병이나 고혈압의 병력을 가진 대상자가 병력이 

없는 대상자보다 병원방문결정 경과시간의 지연을 보 으나 유의한 차이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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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고,  정윤석 등(1996)의 연구에서도 당뇨와 고혈압의 병력을 가진 대상자의 시

간지연이 더 길었음을 보고하고 있다.  이는 당뇨병이나 고혈압의 병력을 가진 대

상자의 경우는 평소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낮은 자아개념을 가질 수 있고, 허혈

성 심장질환의 증상 발현시에도 기존의 당뇨병이나 고혈압과 관련된 증상으로 오

인하여 적절한 치료추구행위를 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Karlson 등(1990)과 Goldberg 등(1999)의 연구에서는 심근경색 과거력이 있는 

사람이 시간지연이 짧았다고 보고하 는데, 본 연구에서도 과거 협심증이나 심근

경색으로 입원경험이 있는 대상자의 경우 병원방문결정 경과시간이 1시간 이내인 

대상자가 42.3%로, 입원경험이 없는 대상자의 32.4%보다 많아서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는 않았지만 선행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 다.   

증상에 따른 치료추구행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상자가 경험한 증상에 따라 

흉통/흉부불편감/어깨, 팔의 통증의 전형적인 증상을 경험한 군과 흉통/흉부불편감

/어깨, 팔의 통증과 상복부불편감/메스꺼움/구토 등 소화기계 증상을 함께 경험한 

군, 흉통/흉부불편감/어깨, 팔의 통증과 호흡곤란/발한/어지러움/전신적 허약감을 

함께 경험한 군으로 나누어 치료추구행위를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흉통/흉부불편감/어깨, 팔의 통증만을 경험한 군이 다른 군 보다 자가조

절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병원을 방문한 경우가 많았고, 병원에 방문하기로 결정하

기까지의 시간도 1시간 이내인 대상자가 다른 군 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허혈성 심장질환의 전형적인 증상인 가슴통증이외에 비전형적인 증

상으로 호흡곤란이나 다른 부위의 통증, 오심, 구토, 피로, 실신 등을 보고하고 있

는데(Cooper, et al., 1986), Schmidt & Borsch (1990)는 심근경색증 환자를 대상으

로 한 연구에서 치료추구행위시간에 향을 주는 요인으로 비전형적인 증상으로 

인한 요인이 25%를 차지하 음을 밝혔다.  김조자와 김기연(1999)의 연구에서는 

가슴통증과 함께 오심과 호흡곤란을 경험한 경우가 지연시간이 더 짧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대조적인 결과를 보여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흉통/흉부불편감

/어깨, 팔의 통증과 함께 소화기계 증상이나 발한/어지러움/전신적 허약감 등을 동

시에 경험하는 대상자의 경우, 소화기계 질환이나 단순히 신체의 허약함에서 오는 

증상으로 생각하고 자가로 조절하려는 노력을 하게 되고 이는 치료추구시간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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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을 가져오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대상자의 사회 심리적 특성과 치료추구행위와의 연관성을 파악하

기 위하여 내적건강통제위와 대처양상을 조사하 다. 

통제위에 관한 선행연구를 보면 내적통제위가 건강행위 이행이나 자가간호수

행과 긍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여러 연구에서 밝히고 있다(심 숙, 1985; 이 휘, 

1994; 이은희 등, 1993; 최 희, 1983; 황성자, 1998; Oberle, 1991). 

본 연구에서는 내적건강통제위가 병원방문결정 경과시간에 향을 주는 유의

한 변수로 확인되었는데, 병원방문결정 경과시간이 1시간 이내인 군의 내적건강통

제위 점수가 25.74점으로 1시간 이상인 군의 23.60점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 결

과는 내적건강통제위가 자신의 건강이 자신의 행동에 따라 향을 받는다는 신념

을 가진 것이므로 건강상의 문제를 빨리 인지하고, 적절한 치료추구행위를 찾은 

결과로 해석된다.  Schmidt 등(1990)은 126명의 급성심근경색환자를 대상으로 치

료추구행위를 조사한 연구에서 통제위와 시간지연의 관계를 분석하 는데, 통계적

으로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내적통제위 성향이 강할수록 시간지연

이 짧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 다.   

대처양상의 경우 문제중심 대처점수가 48.9±9.9로 정서중심 대처점수 31.2±6.7

보다 높게 나타나 본 연구의 대상자는 문제중심 대처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관상동맥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권경남(1993)의 연구,  허혈성 심장질환자

를 대상으로 한 Stewart 등(1997)의 연구에서도 문제중심 대처의 사용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변화에 대한 기대를 갖고 무엇인가 일을 해야 하거나 정보가 필요한 상황에서

는 문제중심 대처의 사용이 보다 생산적인 결과를 유도할 수 있다고 언급한 

Lazarus & Folkman(1980)의 의견에 비추어 볼 때, 허혈성 심장질환의 증상 발현

은 건강상의 문제를 인식하고 적절한 치료추구행위를 위한 정보를 추구해야 할  

상황이므로 문제중심 대처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 자가조절방법을 사용한 군이 사용하지 않은 군 보다 문제중심 

대처의 점수가 더 높았으며, 병원방문결정 경과시간의 경우 1시간 이상인 군이 1

시간 이내인 군 보다 문제중심 대처의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통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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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이 같은 결과는 문제중심 대처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 

스트레스 상황에서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게 되므로 자가조절방

법을 사용하게 되고, 이러한 노력들은 병원방문을 결정하기까지 경과시간을 지연

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허혈성 심장질환에 대한 올바

른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문제중심 대처의 사용이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한 적절

한 치료추구행위를 촉진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허혈성 심장질환에 대한 지식을 높이기 위한 대중교육과 기존의 허혈성 심장질환

을 가진 대상자들의 꾸준한 추후관찰과 관리가 중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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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허혈성 심장질환자의 치료추구행위를 파악하고 치료추구행위에 

향을 주는 대상자의 특성을 조사하여 적절한 치료추구행위를 증진시키기 위한 교

육의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은 서울시내 1개 대학부속병원 심장혈관병원과 경기도 소재 1개 종합

병원에서 협심증과 심근경색증으로 진단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본 연구의 대상자 

선정기준에 부합한 자들을 편의추출 하 으며 총 97명의 허혈성 심장질환자를 대

상으로 하 다. 

연구도구는 내적건강통제위는 Wallston 등(1978)이 개발한 다차원건강통제위척

도(Multidimentional Locus of Control) 중 내적건강통제위 척도를 이용하 고, 대

처양상은 Jalowiec(1981)의 coping scale을 권경남(1993)이 수정한 도구로 문제중

심 대처와 정서중심 대처로 나누어 측정하 으며, 치료추구행위는 문헌고찰을 통

해 연구자가 직접 작성하고 예비조사를 거쳐 수정한 질문지를 이용하 다.  대상

자를 직접 면담하거나 질문지 배부 후 회수하는 방법을 선택하 다. 

자료수집기간은 2002년 4월 8일부터 4월 30일까지이었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PC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수와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χ
2 

검정과  

t-test로 검증하 고, 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alpha를 구하 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1.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보면 성별의 경우 남자가 55.7%, 여자가 44.3%이

었고, 평균연령은 59.4세(±9.86세)로 60대가 가장 많은 비율인 46%를 차지하 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92.8%이었고, 종교를 가진 경우가 69.1%를 보 으며, 기독

교, 불교, 천주교의 순 이었다.  교육수준은 고졸이상이 60%로 비교적 높은 교육

수준을 보 고, 경제적 수준은 2천 만원이하가 57.8%, 2천 1만원이상이 42.2%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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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직업은 없는 경우가 56.7%를 차지하 다. 

2. 대상자의 질병관련 특성을 보면 협심증환자가 72명, 심근경색환자가 25명이

었으며,  51.5%가 흡연경험이 있었고, 위험요인의 경우 당뇨병은 27.8%, 고혈압은 

53.5%의 대상자가 병력을 가지고 있었다.   전체 대상자 중 27%가 협심증이나 심

근경색으로 입원한 경험이 있었고, 진단기간은 1개월 이하인 대상자가 63.9%로 가

장 많았으며, 전체 대상자의 84%가 1년 이하의 진단기간을 나타내었다.  

3. 대상자의 사회 심리적 특성을 보면 내적건강통제위 점수가 30점 만점에 평

균 24.4±4.0으로 내적건강통제위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고, 대처양상의 경우 

70점 만점에 문제중심 대처가 평균 48.9±9.9점으로 정서중심 대처의 31.2±6.7점 

보다 높게 나타나 문제중심 대처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대상자의 치료추구행위를 보면 자가조절 방법의 경우 전체 대상자의 35.1%

가 휴식/수면의 방법을 사용하여 가장 많은 비율을 보 고, 니트로 리세린 복용

은 23.7%,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바로 병원방문은 22.7%를 차지하 다.  병원방문

결정 경과시간을 보면 1시간 이내가 35.1%, 1-4시간 이내가 6.1%, 4시간 이상이 

58.8%를 나타내었다. 

대상자가 주로 경험한 증상은 흉통 88.7%, 호흡곤란 51.5%, 발한 34.0%, 어깨, 

팔의 통증 28.9%, 어지러움 20.6%의 순 이었고, 흉통을 경험한 경우 그 양상을 보

면 답답하다, 뻐근하다, 조인다의 순으로 많이 표현하 다. 

5.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치료추구행위를 분석한 결과, 종교유무에 따

라 병원방문결정 경과시간에 차이를 보 는데, 종교가 없는 대상자 중 53.3%가 병

원방문결정 경과시간이 1시간 이내로 답하여, 종교가 있는 대상자의 26.9%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 다(χ2= 6.376, P= .012).  그러나, 종교유

무에 따른 자가조절방법 사용유무는 차이가 없었다.  

성별, 연령, 결혼상태, 경제적 수준, 교육수준, 직업 유무에 따른 치료추구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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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6. 대상자의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치료추구행위를 분석한 결과 진단명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심근경색 환자가 협심증 환자 보다 자

가조절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바로 병원을 방문한 경우가 많았고(χ2= 26.749, P= 

.000), 병원방문 결정 경과시간도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χ2= 12.398, P= .000). 

 그러나, 흡연경험, 당뇨병, 고혈압, 입원경험 유무, 진단기간, 증상의 특성에 따

른 치료추구행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7. 대상자의 사회 심리적 특성에 따른 치료추구행위를 분석한 결과, 내적건강통

제위의 경우 병원방문결정 경과시간이 1시간 이내인 대상자의 내적건강통제위 점

수는 25.74±3.26으로, 1시간 이상인 대상자의 23.60±4.27보다 높게 나타나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t=2.539, P= .013).  그러나, 내적건강통제위에 따른 자

가조절방법 사용유무와 대처양상에 따른 치료추구행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없었다.  

결론적으로 연구대상자들이 허혈성 심장질환의 증상 경험시 효과적인 치료추

구행위를 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 는데, 효과적인 치료추구행위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대중을 대상으로 한 홍보교육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본 연구결과

를 근간으로 하여 허혈성 심장질환의 질병의 심각성과 효과적인 치료추구행위에 

중점을 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고, 또한 내적건강통제위를 높일 

수 있는 간호중재의 개발이 치료추구시간의 지연을 예방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 53 -

2.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허혈성 심장질환에 대한 지식을 높일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을 제언한다. 

2. 허혈성 심장질환자의 증상 재발시 적절한 치료추구행위를 증진시킬 수 있도

록 퇴원 교육시 가족을 포함하여 교육을 실시 할 것을 제언한다. 

3. 사회 심리적 특성과 치료추구행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반복연구를 실시

할 것과 환자의 결심에서 병원에 도착하기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치료추구시간

을 파악할 것을 제언한다.  

4. 내적건강통제위 성향일수록 치료추구시간의 지연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으므

로, 내적건강통제위를 높일 수 있는 간호중재의 개발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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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설문지

Ⅰ.  일반사항

해당사항을 기입하시거나 표시해 주십시오.

1. 성별 : 남 (   )  여 (   )

2. 나이 : 만 (   )세

3. 결혼상태 : 기혼 (  )  미혼 (  ) 이혼 (  )  사별 (  ) 동거 (  )

4. 종교 : 없다 (  )  기독교 (  ) 천주교 (  )  불교 (  )  기타 (  )

5. 최종학력 : 무학 (  ) 초졸(  ) 중졸 (  ) 고졸 (  ) 대졸이상 (  )  기타 (  )

6. 연간소득 : 1) 500만원 미만 2) 500만 - 2천 만원 3) 2천 일 만원 - 4천 만원

             4) 4천 일 만원 - 6천 만원  5) 6천 만원 초과

7. 직업 : (        )

8. 진단명 : 협심증 (  ) 심근경색 (  ) 진단시기:                    

9. 흡연여부 : 예 (  )  아니오 (  )

10. 당뇨병 유무 : 예 (  )  아니오 (  )

11. 고혈압 유무 : 예 (  )  아니오 (  )

12. 협심증으로 입원 경험 : 있다 (  ) 없다 (  ) 진단시기:         

13. 심근경색으로 입원 경험 : 있다 (  ) 없다 (  ) 진단시기:        

부탁의 말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에서 성인간호학을 전공하는 학생입니다. 

저는 허혈성 심장질환자의 증상경험과 치료추구행위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본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신 자료는 허혈성 심장질환자의 간호를 위한 연구자료로 

귀중하게 쓰여질 것입니다. 본 내용은 연구목적으로만 활용될 것임을 약속드리

며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협조에 감사드리며 빠른 쾌유를 빕니다. 

                                           2002. 4. 8. 연구자 최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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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다음은 귀하가 허혈성 심장질환의 증상을 경험하 을 때 내용입니다. 

각 항목에 대한 해당 번호에 표시를 하거나 기입해 주십시오. 

 

1.  어떤 증상을 경험하 습니까?

    1) 흉통  2) 발한 3) 어깨, 팔의 통증 4) 상복부 불편감 5) 구토 6) 의식소실

    7) 흉부 불편감 8) 전신적 허약감 9) 어지러움 10) 마비 11) 메스꺼움

    12) 호흡곤란  13) 기타                                     

    흉통이 있었다면 양상은 어떠했습니까? 

    1) 답답하다    2) 조인다    3) 쥐어짜는 것 같다    4) 뽀개지는 것 같다

    5) 터질 것 같다   6) 메어지는 것 같다   7) 뻐근하다  8) 찢어지는 것 같다 

    9) 누르는 것 같다    10) 칼로 찌르는 것 같다    11) 에리고 쑤신다 

    12) 따끔거리고 쑤신다    13) 기타                    

 

2. 이번 증상으로 병원에 오기 전 증상 완화를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하 습니까? 

    1)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바로 병원방문

    2) 니트로 리세린 복용이나 아이소켓 스프레이 투약

    3) 투약(종류 :      ) 4) 휴식/ 수면 5) 운동 6) 음식이나 음료를 먹거나 마심  

    7) 기타                                        

3.  이번 증상으로 병원을 가야겠다고 결정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1) 1시간 이내 2) 1시간 - 2시간 3) 2시간 - 4시간 4) 4시간 이상

4.  이번 증상으로 처음 방문한 병원은 어디입니까? 

    1) 응급실 2) 종합병원 외래 3) 개인의원 4)기타            

5.  병원 방문시 이용한 교통수단은 무엇입니까? 

    1) 119, 129 구급차 2) 병원구급차 3) 자가용 4) 대중교통 5) 기타          

6. 이전에도 같은 증상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1) 있다 2) 없다

7. 이번 증상이 있었을 때 누구에게 먼저 연락을 하셨습니까?

    1) 배우자 2) 자녀 3) 이웃 4) 친지 5) 친구 6) 직장 동료 7) 응급의료진

    8) 혼자서 정보를 찾아봄(서적, 인터넷) 9) 기타                       

8. 이번 증상을 경험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1) 집 2) 직장 3) 공공장소 4) 기타                             

9. 이번 증상을 경험한 시간은 몇 시입니까?

    1) 오전 8시 - 오후 4시 2) 오후 4시 - 자정 3) 자정 - 오전 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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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증상이 있은 후 병원을 방문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의사나 간호사의 권유 2) 타인의 권유 3) 누군가에 들은 적이 있어서 

    4) 죽음에 대한 두려움 5) 통증을 견딜 수 없어서 6) 가족들에 대한 걱정

    7) 이전에도 같은 증상이 있어서 8) 기타            

Ⅲ. 다음은 건강에 대한 의견을 보는 것입니다. 

건강에 대한 귀하의 생각과 가장 적절한 란에 ∨표를 해 주십시오.

번

호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절반

정도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병에 걸렸을 때 얼마

나 빨리 회복될 수 있는가

는 나 자신의 행동에 달려

있다.   

2
내 건강관리의 직접적인 

책임은 나 자신에게  있다

3
내가 병에 걸리는 것은 내 

잘못 때문이다.

4
내 건강은 내가 어떻게 관

리하느냐에 달려 있다

5

내가 병에 걸린다면, 그것

은 내가 나 자신을 적절히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6

내가 나 자신을 잘 관리한

다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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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다음은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각 항목에 대해 귀하가 해당되는 란에 ∨표 해 주십시오. 

번호 항목
전혀 하지 
않는다

조금 한다 보통이다
많이 하는 
편이다

언제나 
그렇게 한다

1 걱정한다.

2 울거나 우울해진다.

3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다고 
생각하므로 웃어넘긴다. 

4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고려해 본다.

5
다른 사람들에게 문제해결을 위해 
도움을 구한다.

6 공상에 잠긴다. 

7 무엇이든지 하려고 한다. 

8
똑같은 문제를 경험한 사람과 
의논한다.

9 더 나빠질 것이라고 비판한다. 

10
미치광이처럼 행동하거나 욕설, 
험담을 한다. 

11 상황을 있는 그대로 수용한다.

12 문제를 객관적으로 본다. 

13 상황을 조정해 보려고 한다. 

14 상황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한다. 

15 신경이 예민해진다. 

16 상황에서 위축된다. 

17
내 문제를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린다. 

18 혼자 있기를 원한다.

19 희망이 없으므로 포기한다.

20
문제가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는 
희망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21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를 
얻으려고 한다. 

22
최선의 문제해결을 위해 여러 방법을 
시도한다. 

23 나의 운명이므로 포기한다. 

24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었던 과거 
경험을 활용한다 

25 문제를 조금씩 해결해 간다. 

26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운다. 

27
모든 것을 잘 될 것이라 믿고 
걱정하지 않는다.

28
다음 문제가 있을 때 잘해 나갈 수 
있도록 마음을 진정시킨다. 

문제중심 대처양상 14문항(4,5,7,8,11,12,13,14,21,22,24,25,26,28번).

정서중심 대처양상 14문항(1,2,3,6,9,10,15,16,17,18,19,20,23,2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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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내적건강통제위 측정문항 신뢰도

Item Correlation with Total Alpha if  Item Deleted

1 .4181 .7890

2 .4808 .7767

3 .6251 .7465

4 .5740 .7607

5 .6114 .7457

6 .6114 .7470

Cronbach coefficient alpha for all items above  α=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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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대처양상 측정문항 신뢰도

Item Correlation with Total Alpha if Item Deleted

1 .0550 .7169

2 .1746 .7101

3 -.0352 .7262

4 .4049 .6932

5 .2238 .7066

6 .2885 .7016

7 .4002 .6931

8 .2443 .7051

9 .0921 .7140

10 .1108 .7120

11 .1275 .7121

12 .2954 .7012

13 .4418 .6899

14 .4645 .6875

15 .2279 .7062

16 .3379 .6979

17 -.0602 .7176

18 .3796 .6941

19 .0543 .7165

20 -.1109 .7224

21 .4639 .6864

22 .3845 .6937

23 -.0027 .7209

24 .4291 .6903

25 .3807 .6947

26 .3153 .6992 

27 .0739 .7188

28 .1949 .7082

        Cronbach coefficient alpha for all items above  α=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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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reatment seeking-behaviors  in patients with 

ischemic heart disease 

Choi, Young Ok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 treatment-seeking behaviors and 

it's influencing factors in patients with ischemic heart disease.  

 The research design is a descriptive survey design.  A total of 97 patients 

with ischemic heart disease (Angina pectoris & Myocardial Infarction) was 

collected from April 8th, 2002 to April 30th, 2002 at two hospitals each located 

in Seoul and Gyeonggi-do.

Instrument for treatment-seeking behaviors was developed by the 

investigator for this study. Internal Health Locus of Control scale  and 

Jalowiec's coping scale were employed to measure subject's psychosocial 

characteristics.

Data were analyzed with descriptives, frequency, chi-square and t-test 

using SPSS/PC program.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were as follows;

1. Among the symptoms,  subjects experienced chest pain most 

frequently (88.7%), followed by dyspnea (51.5%), sweating (34%), pain in 

shoulder and arm (28.9%), and dizziness (20.6%). 

2. Among the treatment-seeking behaviors, patients were used frequ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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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t/sleeping (35.1%), Nitroglycerin (23.7%), visiting hospital (22.7%).

Decision making time was from less than 1 hour (35.1%) to more  than 4 

hours (58.8%). 

3. Except for religion (χ
2
=6.376, P=.012), there was no significant 

relationships betwee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treatment-seeking 

behaviors. 

4. Compare to those of patients with Angina pectoris, patients diagnosed 

with Myocardial Infarction took short decision making time (χ2=12.398, P=.000), 

and direct hospital visit without extra self management (χ2=2.749, P=.000).

 5. In  terms of psychosocial characteristics, the higher internal health 

locus of control, the shorter subject's decision time to visit hospitals (t=2.539, 

P= .013).  

In conclusion, subjects did not manage their disease effectively in terms of 

treatment-seeking behaviors.  Thus,  educational intervention focusing on 

proper treatment-seeking behaviors should be provided in this group. 

                                                                          

Key Words :  Ischemic heart disease, Treatment-seeking behavio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