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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심방세동 환자의 뇌졸중 위험도와 와파린 복용이행 

심방세동 환자에서 뇌졸중 및 혈전색전증 예방을 위한 와파린 복용은 매우 중

요하다. 본 연구는 와파린을 복용하는 심방세동 환자의 뇌졸중 위험도와 와파린 

약물복용이행 실태 및 영향요인을 규명하고 INR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시도

되었다.

연구대상은 서울시 소재 Y대학 부속병원 심장혈관센터 외래를 방문한 와파린

을 복용하는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로 2011년 9월 26일에서 2011년 10월31일까

지 설문지에 응답 가능한 255명을 편의 표출하여 설문 미응답자와 복용기간이 3

개월 미만인 대상자는 제외하고 최종 228명을 선정하였다.

와파린 약물복용이행 실태 및 영향요인은 설문지를 사용하여 조사하였고, INR

결과와 뇌졸중 위험도, 영향요인 일부는 의무기록을 확인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version 18.0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66.15(±10.32)세이고, 남자가 156명(68.4%)이며, 배우자

가 있는 대상자는 196명(86%)이었다. INR조절군은 32명(14%)이었으며, INR비조절

군의 INR분석 결과 치료범위 아래로 벗어난 비율의 평균은 48.05(±24.68)%이었고,

치료범위 위로 벗어난 비율의 평균은 16.58(±17.39)%로 치료범위 아래로 벗어난 

비율이 높았다. 대상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질환은 뇌졸중이었다(42.1%).

2. 뇌졸중 위험도에 따른 저위험군은 17명(7.5%), 중간위험군은 41명(18.0%), 고

위험군은 170명(74.5%)이었다. 뇌졸중 고위험군의 평균 연령은 69.49(±8.25)세로 

저·중위험군의 57.55(±7.14)세보다 유의하게 높았고(p=.000), 직업이 없는 대상자가 

119명(70.8%)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 고위험군은 저·중위험군 보다 약

물부작용 경험(p=.047) 및 약물복용이행 비율(p=.017)이 유의하게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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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약물복용이행군은 142명(62.3%)이며 비의도적 약물복용불이행군이 85명

(98.8%), 의도적 약물복용불이행군은 1명(1.2%)이었다. 와파린 복용이행과 관련이 

있는 변수로는 연령(p=.012), 배우자유무(p=.011), 직업유무(p=.005), 흡연유무

(p=.014), 뇌졸중 위험도(p=.017), 항응고치료 인식(편의, p=.003)으로 나타났다. 약

물복용이행군에서 INR조절군의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021).

본 연구는 와파린을 복용하는 심방세동 환자의 뇌졸중 위험도와 와파린 약물

복용이행 실태를 조사하고, 약물복용이행과 INR과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와파린 복용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연령, 배우자유무, 직업유무, 흡연유

무, 뇌졸중 위험도, 항응고치료 인식(편의)이 확인되었고, 와파린 복용이행군에서 

INR조절군의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와파린을 복용하는 심

방세동 환자들의 약물복용이행을 증진시키기 위한 간호사정 및 중재 프로그램 개

발을 제언한다.

핵심되는 말 : 심방세동, 뇌졸중 위험도, 와파린 복용이행, IN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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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심방세동 환자의 뇌졸중 위험도와 와파린 복용이행 

심방세동 환자에서 뇌졸중 및 혈전색전증 예방을 위한 와파린 복용은 매우 중

요하다. 본 연구는 와파린을 복용하는 심방세동 환자의 뇌졸중 위험도와 와파린 

약물복용이행 실태 및 영향요인을 규명하고 INR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시도

되었다.

연구대상은 서울시 소재 Y대학 부속병원 심장혈관센터 외래를 방문한 와파린

을 복용하는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로 2011년 9월 26일에서 2011년 10월31일까

지 설문지에 응답 가능한 255명을 편의 표출하여 설문 미응답자와 복용기간이 3

개월 미만인 대상자는 제외하고 최종 228명을 선정하였다.

와파린 약물복용이행 실태 및 영향요인은 설문지를 사용하여 조사하였고, INR

결과와 뇌졸중 위험도, 영향요인 일부는 의무기록을 확인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version 18.0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66.15(±10.32)세이고, 남자가 156명(68.4%)이며, 배우자

가 있는 대상자는 196명(86%)이었다. INR조절군은 32명(14%)이었으며, INR비조절

군의 INR분석 결과 치료범위 아래로 벗어난 비율의 평균은 48.05(±24.68)%이었고,

치료범위 위로 벗어난 비율의 평균은 16.58(±17.39)%로 치료범위 아래로 벗어난 

비율이 높았다. 대상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질환은 뇌졸중이었다(42.1%).

2. 뇌졸중 위험도에 따른 저위험군은 17명(7.5%), 중간위험군은 41명(18.0%), 고

위험군은 170명(74.5%)이었다. 뇌졸중 고위험군의 평균 연령은 69.49(±8.25)세로 

저·중위험군의 57.55(±7.14)세보다 유의하게 높았고(p=.000), 직업이 없는 대상자가 

119명(70.8%)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 고위험군은 저·중위험군 보다 약

물부작용 경험(p=.047) 및 약물복용이행 비율(p=.017)이 유의하게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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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약물복용이행군은 142명(62.3%)이며 비의도적 약물복용불이행군이 85명

(98.8%), 의도적 약물복용불이행군은 1명(1.2%)이었다. 와파린 복용이행과 관련이 

있는 변수로는 연령(p=.012), 배우자유무(p=.011), 직업유무(p=.005), 흡연유무

(p=.014), 뇌졸중 위험도(p=.017), 항응고치료 인식(편의, p=.003)으로 나타났다. 약

물복용이행군에서 INR조절군의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021).

본 연구는 와파린을 복용하는 심방세동 환자의 뇌졸중 위험도와 와파린 약물

복용이행 실태를 조사하고, 약물복용이행과 INR과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와파린 복용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연령, 배우자유무, 직업유무, 흡연유

무, 뇌졸중 위험도, 항응고치료 인식(편의)이 확인되었고, 와파린 복용이행군에서 

INR조절군의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와파린을 복용하는 심

방세동 환자들의 약물복용이행을 증진시키기 위한 간호사정 및 중재 프로그램 개

발을 제언한다.

핵심되는 말 : 심방세동, 뇌졸중 위험도, 와파린 복용이행, IN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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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A. 연구의 필요성 

심방세동은 가장 흔한 부정맥으로 심실활동을 불규칙하게 하며 심방활동을 정

지시켜 심기능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심방에 혈전이 잘 생성되게 하여 뇌졸중 및 

혈전색전증의 주요 원인이 된다(Marini et al., 2005). 미국의 80세 이상 고령군에

서 약 9%의 높은 유병률을 보이고 있는 심방세동은 최근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치료 및 합병증 예방을 위한 관리대책의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Go et al., 2001).

미국에서는 향후 2050년까지 심방세동 환자가 세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Savelieva et al., 2008), 국내에서도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해 심방세동 환자들

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심방세동의 약물치료는 맥박을 조절하기 위한 항부정맥치료와 뇌졸중 및 혈전

색전증을 예방하기 위한 항응고치료로 이루어진다. 항응고치료에는 아스피린, 클

로피도그렐, 비타민K 길항제인 와파린 등을 사용한다. 이중 와파린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항응고제로, 특히 75세 이상의 고령의 심방세동 환자에게 뇌졸중 예방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Mant et al., 2007; Lip et al., 2010). 와파린치료에서 

항응고 효과는 INR(International Normalized Ratio)로 평가되는데, 심방세동 환자

들의 와파린치료의 목표는 INR을 2~3으로 유지하는 것이다(Du Breuil &

Umland, 2007). Davis등(2005)에 의하면 심방세동 환자들의 14%만이 적정 INR기

간 비율이 70%이상이었고, 김재희(2007)의 연구에서도 심방세동 환자들의 적정 

INR건수는 전체의 35.14%정도로 낮았다. 따라서 적절한 INR유지를 위해서 그 영

향요인들을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INR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는 환자 관련요인으로 지식부족, 유전적 요인,

약물복용불이행이 있고, 사회적 요인으로는 직업, 약물구입 또는 병원 방문의 어

려움 등이 있다(Davis et al., 2005; Kimmel et al., 2007; Waterman et al.,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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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약물복용이행(Medication Adherence)이다. 적

절한 INR유지를 위해서는 처방되는 와파린을 환자가 얼마나 잘 복용하는 지가 중

요한데, 의료진의 약물에 대한 권고와 환자의 약물 복용 사이의 일치 정도를 약물

복용이행(Medication Adherence; M.A)이라고 한다(Sabate & De Geest, 2003).

Davis등(2005)에 의하면 와파린을 복용하는 심방세동 환자들의 50%가 약물복용이

행군이었고, 김재희(2007)의 연구에서는 심방세동 환자들의 약물복용이행군은  

23.6%였다. 고혈압 환자들의 약물복용이행률이 57.4%(박재현, 2006)이고, 미국에서 

조사한 statin 제제의 약물복용이행률이 71~80%인 것(Kopjar et al., 2003)과 비교

해 볼 때 와파린의 약물복용이행이 낮았다. 따라서 와파린을 복용하는 환자의 약

물복용이행에 미치는 여러 요인들을 파악하여 와파린 복용이행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인 항응고치료를 위해 필요하다(Vlasnik et al., 2005).

와파린의 약물복용이행에 미치는 영향 요인은 질병 및 약물효과에 대한 인식 

또는 신념, 지식, 자기효능감, 심리적 상태, 인지능력, 일반적 특성(성별, 연령, 가

족유무, 경제상태), 복용의 복잡성, 부작용 유무, 모니터링의 부담감 등이 있다(김

재희, 2007; 장소라, 2006; Davis et al., 2005; Ownby, 2006; Tang et al., 2003;

Waterman et al., 2004).

심방세동 환자에서 효과적으로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뇌졸중 위험도 및 

항응고제의 약물복용이행을 평가하고, 약물복용이행 증진을 위한 간호중재를 전략

적으로 제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내에서는 와파린 약물복용이행에 관련된 

간호학적 연구는 김재희(2007)와 장소라(2006)의 연구정도로 매우 적은 상태이며,

아직까지 심방세동 환자의 뇌졸중 위험도 및 와파린 복용이행에 대한 간호학적인 

연구가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와파린을 복용하는 심방세동 환자들의 뇌졸중 위험도와 

와파린 약물복용이행 실태를 조사하고 INR과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는 

증가하고 있는 심방세동 환자들의 뇌졸중 예방을 위한 간호중재를 개발하는데 근

거자료로 이용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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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와파린을 복용하는 심방세동 환자의 뇌졸중 위험도와 와파

린 복용이행 실태를 조사하고 INR과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

은 다음과 같다.

(1) 와파린을 복용하는 심방세동 환자의 일반적, 약물 및 질병관련 특성과 질병 

및 치료에 대한 인식을 확인한다.

(2) 와파린을 복용하는 심방세동 환자의 뇌졸중 위험도와 와파린 복용이행을 확

인한다.

(3) 와파린을 복용하는 심방세동 환자의 뇌졸중 위험도에 따른 일반적 특성, 약

물 및 질병관련 특성을 확인한다.

(4) 와파린을 복용하는 심방세동 환자의 와파린 복용이행에 따른 특성 및 INR

과의 관계를 확인한다.

C. 용어의 정의

1. 위험도

1) 이론적 정의

위험의 정도 혹은 위험성이 생기기 쉬운 정도를 확률 통계적 수법에 의해 정

량적으로 표현한 것을 말한다(새한국어사전,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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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작적 정의

(1) 뇌졸중 위험도   

심방세동 환자의 뇌졸중과 혈전색전증을 예측하기 위한 뇌졸중 위험도 분류법

으로 CHA2DS2-VASc score 를 사용하여 0점은 저위험군, 1점은 중간위험군, 2점이

상은 고위험군으로 분류한다(Lip et al., 2010).

2. 약물복용이행(Medication Adherence)

1) 이론적 정의

의료진의 약물에 대한 권고와 환자의 약물복용 사이의 일치 정도를 말한다    

(Sabate & De Geest, 2003).

2) 조작적 정의

(1) 와파린 복용이행

Morisky(1986)의 약물복용이행 측정도구를 수정한 것으로 지난 한달 동안의 와

파린 복용 여부에 대한 2개 항목의 설문에 대해 모두 만족 시 와파린 복용이행군

(M.A군)이라고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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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 헌 고 찰

A. 심방세동과 뇌졸중 위험

심방세동은 사망률 및 유병률이 높고, 80세 이상의 고령군에서는 약 9%에 이

르는 매우 높은 발생빈도를 보인다(the AnTicoagulation and Risk Factors In

Atrial Fibrillation(ATRIA) Study, 2001). 아직 국내에는 체계적인 통계자료는 없으

나 장명국 등(2001)에 의하면 전체 연령대에서 심방세동 유병률은 0.22%이고, 80

세 이상 인구에서 유병률은 약 4%로 전체 환자의 절반이상이 65세 이상의 고령이

었다. 미국에서는 향후 2050년까지 심방세동 환자가 세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

측하고 있고(Savelieva et al., 2008), 국내에서도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해 심방세동 

환자들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심방세동은 심실활동을 불규칙하게 하며 심방활동을 정지시켜 심기능을 떨어

뜨릴 뿐 아니라 심방에 혈전이 잘 생성되게 하여 뇌졸중과 혈전색전증의 주요 원

인이 된다. 심방세동 환자는 뇌졸중과 혈전색전증의 위험이 정상인 보다 5배 높으

며(Wolf et al., 1998), 뇌졸중의 약 15~30%가 심방세동에 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Michael & Pavlo, 2003). 심방세동에서 발생하는 뇌졸중은 높은 사망률과 장

애를 초래하기 때문에 심방세동과 관련된 뇌졸중 예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뇌졸중 일차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개인의 뇌졸중 위험에 대한 인식과 건강행

위와의 관계를 확인하고 인식을 증가시키고 건강행위의 변화를 동기화시켜야한다

(Samsa et. al., 1997). 선행연구에서 일반인뿐만 아니라 뇌졸중 고위험군에서도 뇌

졸중 위험요인 지식정도가 낮게 나타났으며(Harwell et al., 2005; Das et al., 2007;

Kraywinkel et al., 2007), 심방세동이나 경동맥협착 환자들의 대다수가 자신의 질

병이 뇌졸중 주요 위험요인인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Dearborn &

McCullough, 2009). 현재 뇌졸중 고위험군인 심방세동 환자를 대상으로 한 뇌졸중 

위험에 대한 인식 및 지식 등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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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방세동의 치료는 맥박과 리듬을 조절하는 것과 혈전색전증(뇌졸중)을 예방하

는 것으로 나누어진다(Ezekowitz et al., 2011).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항응

고치료를 하는데, 여러 약물 중에서도 비타민K 길항제인 와파린을 이용한 치료가 

가장 효과적이다(Hart, Pearce, & Aguilar, 2007). 최근의 가이드라인들은 동반질환

들의 적절한 치료 후에 빠른 항응고치료 시작을 권고하고 있다. 비판막성 심방세

동의 심각한 합병증인 허혈성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해서 위험요인들의 수준에 따

라 항응고치료를 하는데, 가장 보편적으로 CHADS2 점수에 기초하여 뇌졸중 위험

도를 구분한다(Fuster et al., 2006). 울혈성 심부전, 고혈압, 75세 이상, 당뇨는 1점,

뇌졸중 또는 일과성허혈발작의 과거력은 2점을 부과하여 CHADS2 점수가 0점은 

저위험군, 1점은 중간위험군, 2점 이상은 고위험군으로 분류하며, 중간위험군의 경

우 와파린 또는 아스피린 사용을 권고한다. CHADS2 점수는 간단하고 타당도 검

증이 잘 되어 있으며 2006ACC/AHA/ESC guideline에서 뇌졸중 위험도를 층화시

키는 데에 쓰였다. 일본에서 발작성 심방세동 환자를 대상으로 CHADS2 점수와 

허혈성 뇌졸중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허혈성 뇌졸중의 연간 발생률이 0점군은 

0.6%, 1점군은 0.5%, 2점군은 3.1%, 3점이상군은 9.6%이었으며 CHADS2 점수는 

허혈성 뇌졸중의 위험을 예견하는데 유용하다는 결과를 보였다(Komatsu et al.,

2010). 하지만 CHADS2 점수의 많은 제한점 또한 논쟁이 되어 왔다. CHADS2는 

새로운 경구용 항응고제의 시대에서 출혈의 위험성이 적은 군에게 적용하지 못하

며, 많은 환자들을 중간위험군으로 분류함으로써 와파린 또는 아스피린을 사용하

는 임상적 결정에 정확성을 제시해주지 못하는 단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2010년 유럽심장학회의 새로운 지침은 위험요인이 누적되는 것에 대한 중요성

을 강조하여 좀 더 세분화된 뇌졸중 위험도 사정을 위한 접근법을 제안하였다. 기

존의 CHADS2 0~1점인 환자들을 더 자세하게 사정하는 도구가, 혈전색전증에 영

향을 주는 위험 요인으로 여성, 65~74세, 좌심실 기능부전, 혈관질환을 포함시킨 

Birmingham 2009 위험 사정도구인 CHA2DS2-VASc score이다(Lip et al., 2010). 본 

연구는 CHA2DS2-VASc 점수를 이용하여 와파린을 복용하는 심방세동 환자들의 

뇌졸중 위험도를 사정하고, 위험군별 특성과 질병 및 치료 인식을 조사하여 세분

화되고 전략적인 간호중재를 위한 근거자료로 쓰일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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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와파린과 항응고치료

심방세동의 약물치료는 맥박을 조절하기 위한 항부정맥치료와 뇌졸중 및 혈전

색전증을 예방하기 위한 항응고치료로 이루어진다. 항응고치료에는 아스피린, 클

로피도그렐, 비타민K 길항제인 와파린 등을 사용한다. 와파린은 뇌졸중 예방에서 

아스피린 보다 우월한 효과로 지지를 받고 있으며, 특히 75세 이상의 고령의 심방

세동 환자에게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도 있다(Mant et al., 2007; Lip et al.,

2010). 그러므로 항응고치료가 가지는 뇌졸중 예방효과를 고려할 때 심방세동 환

자에게 와파린치료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와파린은 매우 효과적인 약물이지만 좁은 치료적 범위를 갖고 있어, 매

우 심각한 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도 있다. 반대로 충분한 치료가 되지 않을 

때에는 뇌졸중 등 혈전증이 생길 수 있는 위험도 커지게 된다(Ansell et al., 2008).

와파린의 항응고 효과는 INR(International Normalized Ratio)을 통하여 비교적 정

확하게 감시할 수 있는데, 심방세동 환자의 항응고치료에서 치료적 INR의 범위는 

2~3이다(Velu & Lip, 2011). 적절한 INR 유지를 위해서는 환자의 연령, 체중, 혈중 

알부민 농도, 심부전이나 간 기능 이상의 동반여부, 복용중인 약물 등을 고려해서 

와파린의 용량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와파린은 약물, 음식 상호

작용이 심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 비타민K 음식섭취, 다른 약물의 사용 시 매우 주

의해야 하며, 또한 출혈의 가능성 혹은 색전의 가능성을 고려한 환자 교육이 필요

하다(Du Breuil et al., 2007; 장소라, 2006). 따라서 장기적으로 와파린을 복용할 

경우 INR을 감시하기 위한 혈액검사가 빈번하게 필요할 수 있고, 의료진과의 지

속적인 상담 및 치료가 필요하고, 또한 음식 및 약물 섭취와 출혈예방과 관련되어 

일상생활의 제약이 따르게 된다. 이는 일시적으로 또는 장기적으로 와파린을 복용

해야 하는 모든 환자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Prins et al.,

2009). 또한 이러한 항응고치료에서 오는 제약이나 불편감은 와파린을 복용하는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와파린을 복용하는 환자들의 항응고치료에 대한 

인식을 조사해야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여러 연구에서 항응고제 복용에 대한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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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선호나 시각, 인식들을 파악하는 것은 항응고치료에 있어 중요하고, 항응고

치료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환자들의 의사결정과정에 그들의 기대와 가치가 잘 반

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Dantas et al., 2004). 결과적으로 

환자들의 항응고치료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는 것은 환자들의 항응고치료의 효과

를 증진시키고 INR의 치료적 범위를 유지하여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있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Wild등(2009)의 와파린을 복용하는 환자들의 인식에 대한 질적 연구에 따르면,

89%의 환자가 출혈, 97%의 환자가 멍을 경험하였고, 큰 멍에 대해 매우 당황스러

워하며 멍이나 출혈에 대한 두려움으로 어떤 활동들에 제한을 받고 있었으며 대

상자의 절반정도가 INR 모니터링에 부담감을 갖고 있었다. INR 모니터링을 위한 

시간적 소비를 불편함의 가장 주된 이유로 꼽았다(57%). 또한 심방세동 환자의 

40%정도만이 항응고치료를 받는 이유에 대해 이해하고 있었으며, 57%가 처방된 

대로 약물을 복용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Casais등(2005)의 와파린을 복

용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의 조사연구에 의하면, 대부분의 환자들이 와

파린 치료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나 출혈 경험이 인식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최근 여러 가지 제약이 수반되는 와파린을 사용하는 환자들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항응고치료에 대한 만족도 사정 도구들이 고안되었다(Essers &

Prins, 2010). 그중 the Duke Anticoagulation Satisfaction Scale(DASS)는 경구용 

항응고치료와 관련된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고안된 도구로 ‘제한’, ‘귀찮음’과 

‘부담’ 같은 부정적 효과와 ‘자신감’, ‘안심’과 ‘만족’ 같은 긍정적 효과에 대해 다루

고 있다. 이후 Prins등(2009)은 항응고치료에 대한 환자들의 기대와 만족을 사정하

는 새로운 도구인 the Perception of Anticoagulant Treatment Questionnaire

(PACT-Q)를 발표하였다. ‘치료에 대한 기대’, ‘편의’, ‘부담감’과 ‘항응고치료에 대

한 만족’, 네 영역이고 이중 ‘기대’영역은 항응고치료를 시작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영역이다. 모두 27문항으로 이루어진 PACT-Q는 3개의 다국적 임상 3상 

연구를 통해 검증되었다. 이러한 항응고치료에 대한 인식 사정도구를 이용하여 환

자들의 제약, 부담감, 긍정적인 심리사회적인 효과들을 확인하는 것은, 항응고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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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불만족이 부적절한 약물복용이행 및 불안정한 INR을 초래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깨뜨리기 위해서 필요하다(Samsa et al., 2004).

항응고치료에서의 가장 흔한 부작용은 출혈이다. 뇌졸중 위험에 따라 아스피린

을 사용할지 와파린을 사용할지 결정하게 되는데, 여기서 출혈에 대한 위험도 사

정은 와파린 사용 결정을 도울 수 있다(Lip, 2011). 또한 뇌졸중의 많은 위험요인

들이 출혈의 위험요인이 되기 때문에 심방세동 환자들의 항응고치료에 있어서 뇌

졸중 위험도와 출혈위험도는 같이 사정되어야 한다. 이전의 여러 출혈위험도 사정

도구는 복잡하고, 심방세동 환자만을 반영한 것이 아니었다. 유럽의 3,978명의 심

방세동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코호트 연구를 통해 새로운 출혈위험점수인 

HAS-BLED가 발표되었는데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수축기압 160mmHg이상), 신장

기능부전, 간기능부전, 뇌졸중, 출혈, 불안정한 INR, 고령(65세 이상), 항혈소판제

제나 NSAIDS의 사용, 음주에 각 1점을 부과하여 0점은 저위험군, 1-2점은 중간위

험군, 3점 이상은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렇게 분류된 고위험군은 항응고

요법을 시작할 때 주의와 정기적인 외래 진료가 필요하며(Pisters et al., 2010), 심

각한 출혈을 예방하기 위해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심 및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

인다.

C. 약물복용이행(Medication adherence)과 INR

심방세동 환자들에서 성공적인 항응고치료를 위해서는 치료적 INR을 안정적으

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Davis등(2005)에 의하면 심방세동 환자들의 14%만이 

적정 INR기간 비율이 70%이상이었고, 김재희(2007)의 연구에서도 심방세동 환자

들의 적정 INR건수는 전체의 35.14%정도로 낮았다. INR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에는 환자 관련요인으로 약물복용불이행, 지식부족, 유전적 요인이 있고, 사회적 

요인으로는 직업, 약물구입 또는 병원 방문의 어려움 등이 있다(Davis et al., 2005;

Kimmel et al., 2007; Waterman et al., 2004). 이 중,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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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복용이행이다. 약물복용이행( Medication Adherence; M.A)은 의료진의 약물에 

대한 권고와 환자의 약물 복용 사이의 일치 정도를 말한다(Sabate & De Geest,

2003). 부적절한 약물복용이행은 질병의 진행을 가속화시키고, 합병증을 유발하며,

재입원율을 증가 시키고, 치료비용을 높이며, 심지어 환자를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다(Rhoda & Owens, 2006). 와파린을 복용하는 환자들의 약물복용이행을 증진시

키는 것은 결과적으로 적절한 INR유지를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여러 연구들에 의하면 와파린을 복용하는 환자들의 약물복용이행은 낮은 수준

이다(Kimmel et al., 2007; Waterman et al., 2004). Davis등(2005)에 의하면 와파린

을 복용하는 심방세동 환자들의 50%가 약물복용이행군이었고, 김재희(2007)의 연

구에서도 심방세동 환자들의 약물복용이행군은 약 21%였다. 고혈압 환자들의 약

물복용이행률이 57.4%(박재현, 2006)이고, 미국에서 조사한 statin제제의 약물복용

이행률이 71~80%인 것(Kopjar et al., 2003)과 비교해 볼 때 다른 약물보다 와파린

의 약물복용이행이 낮았다. 따라서 와파린을 복용하는 환자의 약물복용이행에 미

치는 여러 요인들을 파악하여 약물복용이행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

이 효과적인 항응고치료를 위해 필요하다(Vlasnik et al., 2005).

약물복용이행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을 살펴보면 지식의 부족, 약물 부작용, 모니

터링의 부담감 등이 부적절한 약물복용이행과 연관이 있고, 결과적으로 적절치 못

한 항응고치료와 INR조절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였다(Tang et al., 2003; Davis et

al., 2005). Kneeland & Fang(2010)은 와파린의 부적절한 약물복용이행과 관련된 

요인으로 젊은 층, 남성, 뇌졸중의 저위험군, 인지기능의 부족 등이라 하였고,

Cruess등(2010)은 와파린을 복용하는 환자들이 자신의 질병의 세세한 것들에 대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부적절한 약물복용이행의 가장 중요한 위험요인이라고 

하였다. Ownby(2006)은 노인들의 약물복용이행의 영향 요인을 의학적 요인, 약물

적 요인, 개인적 요인, 경제적 요인으로 보았는데, 의학적 요인으로는 건강상태에 

대한 인지능력, 약물적 요인으로는 복용횟수나 약물부작용의 유무, 개인적 요인으

로는 현재 질병상태나 약물의 효과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 인지 능력, 경제적 요

인으로는 약물치료를 위한 경제상태라 하였다. 와파린을 복용하는 환자의 약물복

용이행에 대한 국내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김재희(2007)는 약물복용불이행군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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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복용이행군에서 약물지식점수가 높고, 자기효능감이 높았다고 하였다. 장소라

(2006)는 와파린을 복용하는 환자 중 약물 지식점수가 높을수록 환자 역할 행위 

점수가 높다고 하였다. 앞의 연구결과들을 정리해보면 약물복용이행에 미치는 영

향 요인들을 환자관련 요인, 약물관련 요인, 처방자관련 요인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환자관련 요인으로 질병 및 약물효과에 대한 인식 또는 신념, 지식, 자기효

능감, 심리적 상태, 인지능력 그리고 일반적 특성(성별, 연령, 가족유무, 경제상태)

이 있다. 약물관련 요인으로 복용의 복잡성, 부작용 유무, 모니터링의 부담감이 있

고, 처방자관련 요인으로는 의사와의 의사소통이 있다.

와파린을 사용하는 환자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치료의 만족도를 높이고 나아가 

최적의 INR을 유지하여 항응고치료에서 오는 부작용을 예방하고 최소화시켜 항응

고치료를 받는 환자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와파린

을 복용하는 심방세동 환자들의 질병관련 특성, 질병 및 치료에 대한 인식, 약물

복용이행을 파악하고 약물복용이행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을 이해함으로써 치료적 

INR을 유지하고 만족도 높은 항응고치료를 환자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필

요성이 있다. 국내에서 와파린을 복용하는 심방세동 환자들의 뇌졸중 위험도, 약

물복용이행, INR을 총체적으로 확인하는 연구는 아직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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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A. 연구설계

본 연구는 와파린을 복용하는 심방세동 환자의 뇌졸중 위험도와 와파린의 약

물복용이행을 확인하고 INR과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횡단적 서술적 조사연구이

다.

B. 연구대상

본 연구는 와파린을 복용하는 심방세동 환자를 표적모집단으로 하였으며 2011

년 9월26일에서 10월31일까지 서울시 소재 Y대학 부속병원 심장혈관센터 외래를 

방문한 와파린을 복용하는 심방세동환자를 근접모집단으로 하여 편의 추출하였으

며, 대상자 선정기준, 제외기준과 대상자 수 산출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 선정기준

(1) 만 18세 이상의 성인 남녀

(2) 의식상태가 명료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

(3) 심방세동을 진단 받고 와파린을 복용하고 있는 자

(4) 설문지 응답이 가능하며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

2) 대상자 제외기준

(1) 인지기능 저하가 의심되거나 의사소통이 어려운자

(2) 심방세동 환자 중 인공판막을 삽입한 자

(3) 와파린을 복용한지 3개월 이내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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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표 피험자의 수 및 산출 근거

Cohen의 표본 추출 공식에 따른 sample size 계산 프로그램인 G*power 3.0

프로그램(Faul et al., 2007)을 이용해 유의수준 .05, 효과크기 .25, 검정력을 .80,

211명이 산출되었고 탈락을 고려하여 250명을 목표로 하였다.

<그림 1> 연구 대상자 선정 흐름도

a. clopidogrel, triflusal, dabigatran

비판막성 심방세동

2283명

심방세동 

2839명 

(9월26일~10월31일까지 심장내과 외래를 방문한 심방세동 환자 총수)

판막수술 환자

556명 제외

항응고제 비복용

187명

편의표출 설문대상자

225명

연구 대상자

228명

와파린 복용

1212명

아스피린 복용

732명

기타약물a

152명

미 응답자 

5명 제외

3개월 미만 복용자

22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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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연구도구

1. 일반적 특성, 약물 및 질병관련 특성

설문지 사용과 의무기록 조회를 통해 조사하였다. 일반적 특성 중 성별, 나이

는 의무기록 조회를 통해 조사하였고, 배우자유무, 경제상태, 교육수준, 직업유무,

음주 및 흡연 여부, 질병 및 치료에 대한 인식은 설문지를 통해 조사하였다. 약물 

및 질병관련 특성 중 복용기간, 동반질환 수, 동반질환의 종류, 부작용 유무, 심방

세동 유형은 의무기록을 분석하였다.

2. 질병 및 치료에 대한 인식

1) 뇌졸중 위험에 대한 인식

심방세동 환자의 뇌졸중 위험에 대한 인식 관한 설문은 3문항으로 “뇌졸중 위

험의 인식정도”, “뇌졸중 위험에 대한 걱정정도”, “심방세동이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다고 믿는 정도”에 관한 질문으로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매우 많이 

그렇다”를 5점, “전혀 아니다”를 1점으로 처리하였다. 뇌졸중 위험 인식에 관한 3

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1 이었다.

2) 뇌졸중 경고증상에 대한 지식 

American Stroke Association(2011)에서 제시한 뇌졸중의 5대 경고 증상에 대

해 나열하고 각 증상이 뇌졸중 시 흔히 발생하는 증상인지를 질문하여 “예”, “아

니오”, “잘 모르겠다”로 대답할 수 있도록 하여 “예”는 1점, “아니오”와 “잘 모르

겠다”는 0점으로 산출, 합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지식정도가 높다고 보았다.

3) 출혈 위험에 대한 인식

출혈 위험에 대한 인식 관련 문항은 1문항으로 “출혈에 대한 걱정 정도”를 “매

우 그렇다”는 5점, “전혀 아니다”를 1점으로 처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출혈에 대

한 인식이 높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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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항응고치료에 대한 인식(PACT-Q)

Prins 등(2009)이 개발한 Perception of Anticoagulant Treatment Questionnaire

(PACT-Q)를 사용하였다. PACT-Q는 항응고치료를 받는 심방세동, 폐색전증, 심부

정맥혈전증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도구로, 치료에 대한 “기대(7문항)”, “편

의(11문항)”, “부담감(2문항)”, “만족(7문항)”의 4가지 영역, 총 27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고 “편의”와 “부담감”영역은 점수를 역으로 

계산(6-점수)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였다. 본 연구대상자는 항응고치료 기간이 

3개월 이상으로, 항응고치료 초기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PACT-Q의 “기대”영역은 

제외하였다. 도구 타당도 연구에서 “편의”영역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2, “부담감”영역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66, “만족”영역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9이다(Prins et al., 2009). 본 연구에서 “편의”영역의 신뢰도

는 Cronbach's alpha = .80, “부담감”영역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8 ,

“만족”영역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51 이었다.

3. 출혈 위험도 (HAS-BLED score)

Euro Heart Survey (2009)에서 심방세동 환자들의 출혈위험도를 사정하기 위해 

고안된 도구(HAS-BLED)를 사용하여 환자 의무기록을 분석하고 점수화 하였다. 조

절되지 않는 고혈압, 신장 또는 간기능 이상, 뇌졸중의 과거력, 출혈의 과거력, 불

안정한 INR, 65세 이상, 다른 약물복용(NSAIDs, 항혈소판제제)이나 음주에 각 1점

을 적용하고 합산하여 저위험군은 0점, 중간위험군은 1~2점, 고위험군은 3점 이상

으로 분류하였다(Lip et al., 2010).

4. 뇌졸중 위험도 (CHA2DS2-VASc score)

심방세동 환자의 뇌졸중과 혈전색전증을 예측하기 위한 뇌졸중 위험도 사정도

구인 CHA2DS2-VASc score를 사용하였고, 의무기록을 분석하여 점수화했다(Lip et

al., 2010). 울혈성 심부전 또는 좌심실 기능부전은 1점, 고혈압은 1점, 75세 이상은 

2점, 당뇨는 1점, 뇌졸중, 일과성 뇌허혈 또는 혈전색전증의 과거력은 2점, 혈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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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심근경색, 말초동맥질환, 대동맥플라그)은 1점, 65~74세는 1점, 여성은 1점으

로 처리하여 합산하였다. 0점은 저위험군, 1점은 중간위험군, 2점이상은 고위험군

으로 분류하였다.

5. 와파린 약물복용이행 (Medication Adherence; M.A)

Morisky(1986)의 약물복용이행 설문도구를 수정하여, “지난 한달 동안 깜빡 잊

고 와파린 복용을 하지 않았는가?”와 “지난 한달 동안 스스로 판단 하에 처방대로 

와파린 복용을 하지 않았는가?”에 모두 “아니오”라고 대답한 경우는 ‘M.A군’, 하

나라도 “예”라고 대답한 군은 ‘non M.A군’으로 분류하였다.

6. INR

와파린의 혈중농도 측정에 필요한 INR은 의무기록을 통해 조회하였다. 적정

INR범위를 2~3으로 보았으며 이를 벗어난 경우 '벗어난 INR'로 보았다(Du Breuil

& Umland, 2007). INR분석은 각 대상자들이 실시한 최근 1년간 총 INR측정 횟수 

중 치료범위에 속한 횟수를 1년간 측정한 총 INR 측정횟수로 나누어 비율을 구하

였다. 치료적 범위가 70% 이상인 군을 ‘INR 조절군’, 70%미만인 군을 ’INR 비조

절군‘으로 정의하였다(Davis et al., 2005).



- 17 -

D.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2011년 9월 26일에서 10월 31일까지 실시되었다. 먼저 Y대학 임상연구심의위원

회(IRB 승인번호: 2011-1025)의 승인을 받은 후, 심방세동으로 와파린을 복용하고 

있는 심장혈관센터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수집되었으며 총 255부의 설문지

를 배부하여 회수하였고, 설문지 미응답자 5명과 와파린을 복용한지 3개월 미만 

대상자의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228부를 최종 연구 자료로 분석하였다.

1) 외래 환자를 확인하여 심방세동을 진단 받고 와파린을 복용하는 자를 대상자

로 선정하였다.

2)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자유로운 참여 원칙과 익명성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었다.

3) 자료 수집 방법은 연구목적, 연구대상자, 조사할 설문지 내용을 교육을 통해 

훈련받은 간호사와  연구자가 실시하였다.

4) 설문지 응답 시간은 약 15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5) 연구자가 의무기록을 확인하며, 검색하는 시간은 10분 정도 소요되었다.

E. 자료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version 18.0 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약물 및 질병관련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을 이용하였

다.

2) 대상자의 질병 및 치료에 대한 인식은 기술통계인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

하였다.

3) 대상자의 뇌졸중 위험군에 따른 특성, 약물복용이행에 따른 특성 및 INR은 

chi-square test, t-test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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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A.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약물 및 질병관련 특성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에 제시되었다.

대상자의 연령은 64세 이하가 93명(40.8%), 65~74세가 88명(38.6%), 75세 이상

이 47명(20.6%)으로 분포하였으며 평균연령은 66.15(±10.32)세로 나타났다. 성별 분

포는 남자가 156명(68.4%), 여자가 72명(31.6%)이며, 배우자가 있는 대상자가 196

명(86.0%)으로 대부분이었고, 경제 상태는 상정도가 16명(7.0%), 중정도가 166명

(72.8%), 하정도가 46명(20.2%)이었다. 교육수준은 중졸이하가 74명(32.5%), 고졸이 

67명(29.4%), 대졸이상이 87명(38.1%)이었고 취업상태는 140명(61.4%)이 무직이었

다. 음주여부는 173명(75.9%)이 금주 상태였고, 15명(6.6%)이 흡연을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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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228)    

특성 범주 n % Mean±SD

연령 64세 이하 93 40.8 66.15±10.32(yrs)

65세~74세 88 38.6

75세 이상 47 20.6

성별 남 156 68.4

여 72 31.6

배우자 유 196 86.0

무 32 14.0

경제상태 상 16 7.0

중 166 72.8

하 46 20.2

교육수준 중졸이하 74 32.5

고졸 67 29.4

대졸이상 87 38.1

직업 유 88 38.6

무 140 61.4

음주 유 55 24.1

무 173 75.9

흡연 유 15 6.6

무 213 93.4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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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의 약물 및 질병관련 특성

대상자의 약물 및 질병관련 특성은 <표 2>에 제시되었다.

와파린의 복용기간은 3개월~1년 미만이 73명(32.0%), 1년 이상이 155명(68.0%)

이었고 평균 37.19(±35.74)개월이었다. 멍, 작은 출혈 등의 가벼운 부작용을 포함한 

부작용을 133명(58.3%)이 경험하였다. 평균 동반질환 수는 1.34(±1.00)이며, 동반질

환으로는 고혈압이 133명(58.3%)으로 가장 많았고 당뇨가 67명(29.4%), 뇌졸중이 

37명(16.2%)이었다. 심방세동 유형으로는 발작성 심방세동이 73명(32.0%), 지속성 

심방세동이 155명(68.0%)이었다.

뇌졸중 위험도는 CHA2DS2-VASc 점수가 0점인 저위험군이 17명(7.5%), 점수가 

1점인 중간위험군이 41명(18.0%)이며, 2점 이상인 고위험군은 170명(74.5%)이었다.

HAS-BLED 점수에 따른 출혈 위험도는 점수가 0점인 저위험군이 48명(21.1%),

1~2점인 중간위험군이 156명(68.4%), 3점 이상인 고위험군이 24명(10.5%)이었다.

지난 한달 동안 와파린을 잊거나 자의로 와파린을 복용하지 않은 경험이 있는 

군을 약물복용불이행군(non M.A군), 그렇지 않은 군을 약물복용이행군(M.A군)이

라 정의하였으며, M.A군은 142명(62.3%)이었다. 지난 1년간 INR 적정치료기간 비

율이 70%이상인 INR 조절군이 32명(14.0%), 비조절군이 196명(86.0%)으로 비조절

군이 많았다. 비조절군의 적정INR을 초과한 평균기간이 16.58(±17.39)%, 적정INR

미만의 평균기간은 48.05(±24.68)%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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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228)    

특성 범주 n % Mean±SD

복용기간 3개월~1년 미만 73 32.0 37.19±35.74(개월)

1년 이상 155 68.0

부작용 경험 유 133 58.3

무 95 41.7

동반질환 고혈압 133 58.3 1.34±1.00

당뇨 67 29.4

뇌졸중 37 16.2

심부전 30 13.2

관상동맥질환 30 13.2

말초동맥질환 6 2.6

일과성허혈발작 1 0.4

혈전색전증 1 0.4

심방세동유형 발작성 73 32.0

지속성 155 68.0

뇌졸중 위험도 0점 17 7.5

1점 41 18.0

2점 이상 170 74.5

출혈 위험도 0점 48 21.1

1~2점 156 68.4

3점 이상 24 10.5

약물복용이행 이행 142 62.3

불이행 86 37.7

INR 조절 조절군a 32 14.0

비조절군 196 86.0

비조절군의 적정INR 초과 평균기간 16.58±17.39 %

비조절군의 적정INR 미만 평균기간 48.05±24.68 %

<표 2> 대상자의 약물 및 질병관련 특성

a적정INR 기간>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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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자의 질병 및 치료에 대한  인식

대상자의 질병 및 치료에 대한 인식은 <표 3>에 제시되었다.

가장 우려하는 질환으로 96명(42.1%)이 뇌졸중이라 하였고, 심장질환(협심증,

심근경색)이라 대답한 대상자는 62명(27.2%)이었다. 뇌졸중 경고증상에 대한 지식

은 5점 만점에 전체 평균 2.92(±1.54)점이었다. 증상 별로 살펴보면 ‘어지럽고 비틀

거리며 걷는다’는 72.4%의 가장 높은 정답률을 보였고, ‘말이 어눌해지거나 대화를 

이해하지 못 한다’는 71.5%의 정답률을, ‘얼굴, 팔,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이상하다(특히 신체의 한쪽만)’는 64.9%의 정답률을 보였고, ‘한쪽 또는 양쪽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46.1%의 정답률을, ‘이유를 알 수 없이 머리가 심하게 아프

다’는 39%의 정답률을 보였다.

‘스스로가 뇌졸중이 발병할 위험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에 ‘전혀 아니

다’, ‘약간 그렇다’, ‘보통이다’라고 대답한 대상자는 145명(63.6%)이었고, ‘많이 그

렇다’, ‘매우 많이 그렇다’라고 대답한 대상자는 83명(36.4%)이었다. Likert 척도로 

1~5점을 적용한 평균 점수는 2.79(±1.19)이었다. ‘뇌졸중이 발병할 까봐 걱정이 되

십니까?’ 질문에 ‘전혀 아니다’, ‘약간 그렇다’, ‘보통이다’라고 대답한 대상자는 102

명(44.7%)이었고 ‘많이 그렇다’, ‘매우 많이 그렇다’라고 대답한 대상자는 126명

(55.3%)이었다. Likert 척도로 1~5점을 적용한 평균 점수는 3.26(±1.30)이었다. ‘심

방세동이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에 ‘전혀 아니다’, ‘약간 

그렇다’, ‘보통이다’라고 대답한 대상자는 116명(50.9%)이었고 ‘많이 그렇다’, ‘매우 

많이 그렇다’라고 대답한 대상자는 112명(49.1%)이었다. Likert 척도로 1~5점을 적

용한 평균 점수는 3.07(±1.13)점이었다. 대상자의 멍이나 출혈에 대한 걱정정도는 

평균 3.00(±1.27)점이었다.

항응고치료에 대한 인식에서 각 영역별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였

고 편의영역은 11문항으로 71.04(±12.69)점, 부담감영역은 2문항으로 75.57(±23.39)

점, 만족영역은 7문항으로 75.30(±8.33)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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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228)  

질문 n % Mean±SD

가장 우려하는 뇌졸중 96 42.1

질환 심장질환 62 27.2

고혈압 17 7.5

치매 16 7.0

암 15 6.6

당뇨 14 6.1

기타 8 3.5

뇌졸중 경고증상 어지럽고 비틀거리며 걷는다 165 72.4 2.92±1.54

지식
말이 어눌해지거나 대화를 이해하지 

못 한다
163 71.5

(5점 만점)
얼굴, 팔,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이상하다 (특히 신체의 한쪽만)
148 64.9

한쪽 또는 양쪽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 105 46.1

이유를 알수 없이 머리가 심하게 아프다 89 39.0

뇌졸중 위험인식 발병 위험 2.79±1.19

(5점 만점) 발병 걱정 3.26±1.30

심방세동과 뇌졸중의 관계 3.07±1.13

출혈 위험인식

(5점 만점)
부작용 걱정 3.00±1.27

항응고치료 인식 편의(11문항) 71.04±12.69

(100점 만점) 부담감(2문항) 75.57±23.39

만족(7문항) 75.30±8.33

<표 3> 대상자의 질병 및 치료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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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뇌졸중 위험도(CHA2DS2-VASc)

1) CHA2DS2-VASc 에 따른 뇌졸중 위험요인 및 점수

CHA2DS2-VASc 에 따른 뇌졸중 위험요인 및 점수는 <표 4>와 같다.

대상자들에서 가장 많은 뇌졸중 위험요인은 ‘연령’으로 대상자 135명(59.2%)이 

해당되며, 다음은 ‘고혈압’ 위험요인으로 133명(58.3%)이 해당되고, ‘성별(여성)’이 

72명(31.6%), ‘뇌졸중/일과성허혈발작/혈전색전증’이 39명(17.0%), 혈관질환이 36명

(15.8%)이었다.

CHA2DS2-VASc 점수는 최저 0점~최고 9점까지 점수화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

서 최저 점수는 0점, 최고 점수는 8점이며 평균 점수는 2.63(±1.65)이었다. 뇌졸중 

위험 점수의 분포를 보면 0점이 17명(7.5%), 1점이 41명(18.0%), 2점이 57명

(25.0%), 3점이 57명(25.0%), 4점이 28명(12.3%), 5점이 15명(6.6%), 6점이 7명

(3.1%), 7점이 4명(1.8%), 8점이 2명(0.9%)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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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228)

뇌졸중 위험 요인 n %

연령 75세 이상 47 20.6

65세~74세 88 38.6

성별 여성 72 31.6

동반질환 울혈성심부전/좌심실수축부전 30 13.2

고혈압 133 58.3

당뇨 67 29.4

뇌졸중/일과성허혈발작/혈전색전증 39 17.0

혈관질환(심근경색, 관상동맥질환,

말초동맥질환, 대동맥 plaque)
36 15.8

뇌졸중 위험 점수

저위험군 n=17(7.5%) 0점 17 7.5

중간위험군 n=41(18.0%) 1점 41 18.0

고위험군 n=170(74.5%) 2점 57 25.0

3점 57 25.0

4점 28 12.3

5점 15 6.6

6점 7 3.1

7점 4 1.8

8점 2 0.9

<표 4> CHA2DS2-VASc 에 따른 뇌졸중 위험요인 및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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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228)

특성 범주 n %
저·중위험군 고위험군

t or χ2 p
n=60 n=168

연령 Mean±SD 66.15±10.32 57.55±7.14 69.49±8.25 -9.952 .000**

64세 이하 93 40.8 55 91.7 38 22.6 87.782 .000
**

65세~74세 88 38.6 5 8.3 83 49.4

75세 이상 47 20.6 0 0.0 47 28.0

성별 남 156 68.4 43 71.7 113 67.3 .397 .323

여 72 31.6 17 28.3 55 32.7

배우자 유 196 86.0 54 90.0 142 84.5 1.099 .205

무 32 14.0 6 10.0 26 15.5

경제 상 16 7.0 5 8.3 11 6.5 .217 .897

상태 중 166 72.8 43 71.7 123 73.2

하 46 20.2 12 20.0 34 20.3

교육 중졸이하 74 32.5 16 26.7 58 34.5 1.248 .536

수준 고졸 67 29.4 19 31.7 48 28.6

대졸이상 87 38.1 25 41.6 62 36.9

직업 유 88 38.6 39 65.0 49 29.2 23.953 .000
**

무 140 61.4 21 35.0 119 70.8

음주 유 55 24.1 18 30.0 37 22.0 1.537 .144

무 173 75.9 42 70.0 131 78.0

흡연 유 15 6.6 5 8.3 10 6.0 .408 .355

무 213 93.4 55 91.7 158 94.0

2) 뇌졸중 위험도에 따른 일반적 특성

뇌졸중 위험도에 따른 일반적 특성은 <표 5>에 제시되었다. CHA2DS2-VASc

점수에 따른 뇌졸중 위험군을 0~1점인 저·중위험군과 2점 이상인 고위험군으로 

나누었으며 성별, 배우자유무, 경제상태, 교육수준, 음주유무, 흡연유무와는 통계적

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연령(t=-9.952, p=.000), 직업유무( χ2=23.953,

p=.00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5> 뇌졸중 위험도에 따른 일반적 특성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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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뇌졸중 위험도에 따른 약물 및 질병관련 특성

CHA2DS2-VASc 점수에 따른 뇌졸중 위험군을 저·중위험군과 고위험군으로 나

누어 약물 및 질병관련 특성은 <표 6>에 제시되었다.

고위험군이 저·중위험군보다 부작용 경험이 더 많았고( χ2=3.350, p=.047), 고위

험군의 M.A군은 112명(66.7%), 저·중위험군의 M.A군은 30명(50.0%)으로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χ2=5.228, p=.017). INR조절군은 고위험군에서는 26명

(15.5%), 저·중위험군에서는 6명(10.0%)으로 다소 차이를 보였지만,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는 않았다.

뇌졸중 경고증상에 대한 지식 점수는 고위험군이 2.86(±1.56)점, 저·중위험군이 

3.10(±1.49)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뇌졸중 발병 위험에 대한 인

식과 뇌졸중 발병에 대한 걱정 정도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

나 심방세동이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다고 믿는 정도(t=2.967, p=.004)는 저·중위험

군이 고위험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항응고치료에 대한 인식에서는 

편의 영역에서 고위험군의 점수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t=-2.022, p=.044) 저·중위

험군이 고위험군보다 더욱 항응고치료가 불편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고위험군의 

항응고치료에 대한 만족 점수는 75.43(±8.39)점, 저·중위험군이 74.95(±8.22)이었으

며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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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228)

특성 범주
n %

저·중

위험군 고위험군 t or χ2 p

Mean±SD n=60 n=168

부작용 경험 유 133 58.3 29 48.3 104 61.9 3.350 .047
*

무 95 41.7 31 51.7 64 38.1

약물복용이행 MA 142 62.3 30 50.0 112 66.7 5.228 .017
*

non MA 86 37.7 30 50.0 56 33.3

INR 조절 32 14.0 6 10.0 26 15.5 1.099 .205

비조절 196 86.0 54 90.0 142 84.5

뇌졸중 경고

증상 지식
2.92±1.54 3.10±1.49 2.86±1.56 1.020 .309

뇌졸중 

위험 인식
발병 위험 2.79±1.19 2.92±1.25 2.74±1.17 .996 .320

발병 걱정 3.26±1.30 3.37±1.41 3.22±1.26 .750 .146

심방세동과 

뇌졸중 관계
3.07±1.13 3.40±.96 2.95±1.16 2.967 .004

**

출혈 

위험 인식
부작용 걱정 2.92±1.54 3.10±1.49 2.86±1.56 1.020 .309

항응고치료

인식
편의 71.04±12.69 68.21±13.14 72.05±12.41 -2.022 .044

*

부담감 75.57±23.39 72.67±24.49 76.60±22.98 -1.121 .264

만족 75.30±8.33 74.95±8.22 75.43±8.39 -.377 .707

<표 6> 뇌졸중 위험도에 따른 약물 및 질병관련 특성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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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와파린 복용이행

1) M.A군, non M.A군에 따른 일반적 특성 

M.A군, non M.A군에 따른 일반적 특성 및 질병관련 특성은 <표 7>과 같다.

“지난 한달 동안 깜빡 잊고 와파린 복용을 하지 않았는가?”와 “지난 한달 동안 

스스로 판단 하에 처방대로 와파린 복용을 하지 않았는가?”에 모두 “아니오”라고 

대답한 경우는 ‘M.A군’, 하나라도 “예”라고 대답한 군은 ‘non M.A군’으로 분류하

였다.

M.A군은 총 대상자의 142명(62.3%), non M.A군은 86명(37.7%)이었으며, M.A

군의 평균 연령은 67.58(±9.29)세, non M.A군의 64.31(±9.67)세 보다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높았다(t=2.53, p=.012). M.A군의 64세 이하는 48명(33.8%), 65세 이상 74세 

이하는 59명(41.6%), 75세 이상은 35명(24.6%)으로 분포하였으며, non M.A군은 64

세 이하는 45명(52.3%), 65세 이상 74세 이하는 29명(33.7%), 75세 이상은 12명

(14.0%)으로 분포하였다. M.A군에서 배우자가 있는 대상자가 128명(90.1%)으로 

non M.A군의 68명(79.1%)보다 유의하게 더 많았다( χ2=5.441, p=.011). M.A군에서 

직업이 없는 대상자가 96명(67.6%)으로 non M.A군의 44명(51.2%)보다 유의하게 

많았고( χ2=6.110, p=.005), 흡연을 하지 않는 사람이 M.A군에서는 137명(96.5%),

non M.A군에서는 76명(88.4%)으로 ( χ2=5.727, p=.014)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를 보였다.

non M.A군 중에 비의도적으로 와파린 복용을 하지 않은 경험이 있는 대상자

는 85명(98.8%)이었고, 의도적으로 와파린 복용을 하지 않은 경험이 있는 대상자

는 1명(1.2%)이었다.



- 30 -

(N=228)

특성 범주 n % M.A군 non M.A군 t or χ2 p
n=142 n=86

연령 Mean±SD 66.15±10.32 67.58±9.29 64.31±9.67 2.53 .012
*

64세 이하 93 40.8 48 33.8 45 52.3 8.327 .016
*

65세~74세 88 38.6 59 41.6 29 33.7

75세 이상 47 20.6 35 24.6 12 14.0

성별 남 156 68.4 98 69.0 58 67.4 .061 .113

여 72 31.6 44 31.0 28 32.6

배우자 유 196 86.0 128 90.1 68 79.1 5.441 .011
*

무 32 14.0 14 9.9 18 20.9

경제 상 16 7.0 11 7.7 5 5.8 .313 .097

상태 중 166 72.8 103 72.6 63 73.3

하 46 20.2 28 19.7 18 20.9

교육 중졸이하 74 32.5 46 32.4 28 32.6 .007 .065

수준 고졸 67 29.4 42 29.6 25 29.0

대졸이상 87 38.1 54 38.0 33 38.4

직업 유 88 38.6 46 32.4 42 48.8 6.110 .005**

무 140 61.4 96 67.6 44 51.2

음주 유 55 24.1 31 21.8 24 27.9 1.080 .189

무 173 75.9 111 78.2 62 72.1

흡연 유 15 6.6 5 3.5 10 11.6 5.727 .014
*

무 213 93.4 137 96.5 76 88.4

약물복용 비의도적 85 98.8

불이행 의도적 1 1.2

<표 7> M.A군, non M.A군에 따른 일반적 특성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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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A군, non M.A군에 따른 약물 및 질병관련 특성

M.A군, non M.A군에 따른 약물 및 질병관련 특성은 <표 8>에 제시되었다.

M.A군에서 뇌졸중 고위험군은 112명(78.9%), 저·중위험군은 56명(65.1%)로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부작용 경험은 M.A군이 85명(59.9%), non M.A군

이 48명(55.8%)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M.A군에서 INR조절군은 25명(17.6%),

non M.A군에서 INR조절군은 7명(8.1%)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χ2

=3.978, p=.021) M.A군에서 INR조절군이 더 많았다. 적정 INR을 초과한 평균기간

의 차이는 없었으나 적정 INR 미만의 평균기간은 M.A군이 39.51(±27.12)%, non

M.A군이 47.61(±25.88)%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2.222, p=.027).

뇌졸중 경고증상에 대한 지식은 M.A군의 점수가 2.94(±1.55)점, non M.A군의 

점수가 2.89(±1.54)점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뇌졸중 인식의 3문항에서 M.A군

과 non M.A군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뇌졸중 발병 위험에 대한 인식은 M.A군

이 2.73(±1.22)점, non M.A군이 2.87(±1.15)점이었으며 뇌졸중 발병에 대한 걱정 정

도는 M.A군이 3.19(±1.31)점, non M.A군이 3.37(±1.28)점이었고 심방세동이 뇌졸중

을 유발할 수 있다고 믿는 정도는 M.A군이 2.97(±1.15)점, non M.A군이 

3.22(±1.07)점이었다. 출혈 위험에 대한 인식은 M.A군이 3.00(±1.19)점, non M.A군

이 3.03(±1.37)점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항응고치료에 대한 인식에서 편의영

역의 점수는 M.A군이 72.97(±13.06)점으로 non M.A군의 67.84(±11.43)점보다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t=3.008, p=.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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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228)

특성 범주
n % M.A군 non M.A군 t or χ2 p
Mean±SD n=142 n=86

뇌졸중위험도 저·중 60 26.3 30 21.1 30 34.9 5.228 .017
*

고 168 73.7 112 78.9 56 65.1

출혈위험도 저·중 204 89.5 126 88.7 78 90.7 .220 .408

고 24 10.5 16 11.3 8 9.3

부작용 경험 유 133 58.3 85 59.9 48 55.8 .361 .092

무 95 41.7 57 40.1 38 44.2

INR 조절 142 62.3 25 17.6 7 8.1 3.978 .021
*

비조절 86 37.7 117 82.4 79 91.9

적정INR초과 평균기간(%) 15.12±16.90 14.92±17.92 15.45±15.15 -.226 .821

적정INR미만 평균기간(%) 42.57±26.89 39.51±27.12 47.61±25.88 -2.222 .027*

뇌졸중 경고증상 지식 2.92±1.54 2.94±1.55 2.89±1.54 .228 .820

뇌졸중 

위험 인식
발병 위험 2.79±1.19 2.73±1.22 2.87±1.15 -.857 .392

발병 걱정 3.26±1.30 3.19±1.31 3.37±1.28 -1.027 .306

심방세동과 

뇌졸중 관계
3.07±1.13 2.97±1.15 3.22±1.07 -1.624 .106

출혈 

위험 인식
부작용 걱정 3.00±1.27 3.00±1.19 3.03±1.37 -.203 .839

항응고치료

인식
편의 71.04±12.69 72.97±13.06 67.84±11.43 3.008 .003

**

부담감 75.57±23.39 77.18±23.59 72.91±22.95 1.340 .182

만족 75.30±8.33 75.41±8.42 75.12±8.22 .260 .795

<표 8> M.A군, non M.A군에 따른 약물 및 질병관련 특성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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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228)

항응고 치료 인식 (5점 만점) M.A군
non

M.A군 t p

n=142 n=86

편의 1. 항응고치료가 힘이 드는지 2.11±.958 2.41±1.02 -2.209 .028*

2. 항응고치료가 신경 쓰이는지 2.75±1.22 3.28±1.10 -3.413 .001
**

3. 용량조절이 어려운지 2.15±.97 2.17±.90 -.205 .838

4. 약물상호작용의 어려움이 있는지 2.65±1.16 2.69±1.21 -.193 .847

5. 음식상호작용의 어려움이 있는지 2.61±1.25 2.66±1.10 -.306 .760

6. 외출시 항응고제 복용이 힘든지 2.08±.98 2.58±1.12 -3.443 .001**

7. 치료로 일정조정이 어려운지 2.41±1.19 2.79±1.11 -2.410 .017*

8. 진료 및 검사가 번거로운지 2.56±1.18 2.62±1.07 -.386 .700

9. 규칙적 복용이 어려운지 2.11±.97 2.62±1.07 -3.625 .000
**

10. 타인에게 의존한다고 느끼는지 2.10±1.01 2.27±1.05 -1.211 .227

11. 치료 중단에 대해 걱정하는지 2.35±.99 2.60±1.11 -1.783 .076

부담감 1. 부작용으로 일상생활에 제한받나 2.20±1.28 2.35±1.28 -.867 .387

2. 부작용 때문에 불편한지 2.08±1.29 2.36±1.33 -1.552 .122

만족 1. 항응고치료로 안심이 되는지 3.74±.77 3.64±.83 .925 .356

2. 증상이 좋아졌다고 느끼는지 3.03±1.16 3.09±1.06 -.423 .673

3. 부작용 경험이 예상보다 어떤지 4.01±1.29 4.07±1.18 -.369 .713

4. 독립성 수준에 만족하는지 3.87±.56 3.74±.58 1.672 .096

5. 환자관리에 만족하는지 3.76±.74 3.87±.48 -1.243 .215

6. 치료방법에 만족하는지 3.86±.50 3.80±.51 .829 .408

7. 전반적으로 만족하는지 3.77±.67 3.77±.55 .002 .998

3) M.A군과 non M.A군에 따른 항응고치료 인식 문항 결과 비교

M.A군과 non M.A군에 따른 항응고치료 인식 문항 결과 비교는 <표 9>에 제

시되었다. 편의 영역에서 1번, 2번, 6번, 7번, 9번 문항에서 M.A군의 점수가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 non M.A군보다 앞의 문항들에 대해서 불편

함을 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M.A군과 non M.A군에 따른 항응고치료 인식 문항 결과 비교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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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본 연구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와파린을 복용하는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에

서 뇌졸중 위험도를 분류하고 위험군의 특성 및 와파린 약물복용이행 실태를 확

인하였으며 와파린 약물복용이행과 INR의 관계를 확인하는 간호학적 연구이다.

A. 뇌졸중 위험도(CHA2DS2-VASc)

본 연구에서 뇌졸중 위험도를 평가한 CHA2DS2-VASc 총 점수의 가장 많은 부

분을 차지하는 것은 연령이며 다른 위험요인 빈도는 고혈압, 당뇨, 뇌졸중, 혈관질

환 순으로 많았다. Lip등(2010)의 연구에서 1,084명에게 적용한 CHA2DS2-VASc의 

점수별 1년 동안 혈전색전증 발생률은 0점은 0%, 1점은 0.6%, 2점은 1.6%, 3점은 

3.9%, 4점은 1.9%, 5점은 3.2%, 6점은 3.6%, 7점은 8.0%, 8점은 11.1%, 9점은 100%

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저위험군이 17명(7.5%), 중간위험군이 41명(18.0%), 고위험

군이 170명(74.5%)이었으며 저위험군을 대상으로 와파린을 사용한 것은 최근 많이 

시행되고 있는 심방세동 고주파절제술을 고려하고 있는 경우, 혈전색전증을 예방

하기 위해 시술 전에 충분한 와파린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Kwak et al.,

2010).

본 연구는 와파린을 복용하는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

기 때문에 뇌졸중 위험도는 고위험군이 많았다. 고위험군과 저·중위험군의 특성의 

차이는 연령, 직업유무, 부작용유무, 약물복용이행 여부로 나타났다. 고위험군 분

류에서 연령이 포함되기 때문에 연령의 차이가 있는 것이며, 따라서 직업의 유무 

차이도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후에 제시한 약물복용이행 결과와 연관 지어 볼 

때 뇌졸중 고위험군에서 약물복용이행군이 더 많은 것도 연령의 영향으로 보인다.

고위험군에서 부작용을 경험한 군이 더 많은 것은, 뇌졸중 위험도 분류와 출혈 위

험도를 함께 사정하여 위험군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과 중재방안의 필요성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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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뇌졸중 발병 위험에 대한 인식과 뇌졸중 발병에 대한 걱정 정도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심방세동이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다고 믿는 정

도는 저·중위험군이 고위험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t=2.967, p=.004).

이는 심방세동이 뇌졸중을 유발한다는 일종의 지식을 확인하는 질문으로 상대적

으로 연령이 낮은 저·중위험군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추측된다. 참고로 본 연구에

서 연령과 뇌졸중 경고증상에 대한 지식점수의 음의 상관관계(r=-.141, p=.033)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연령이 낮을수록 지식점수가 높은 것을 볼 때 앞의 

결과를 뒷받침해준다고 볼 수 있다.

B. 와파린 복용이행과 INR

“지난 한달 동안 깜빡 잊고 와파린 복용을 하지 않았는가?”와 “지난 한달 동안 

스스로 판단 하에 처방대로 와파린 복용을 하지 않았는가?”에 모두 “아니오”라고 

대답한 경우는 ‘약물복용이행군(M.A군)’, 하나라도 “예”라고 대답한 군은 ‘약물복

용불이행군(non M.A군)’으로 분류하였다. 약물복용이행군은 142명(62.3%)로 김재

희(2007)의 연구 결과에서 심방세동환자의 약물복용이행군이 23.6%인 것과 비교하

여 약물복용이행률이 높았다. 이는 김재희(2007)의 연구에서 약물복용이행의 측정

에 횟수, 용량, 시간, 주의사항을 포함시킨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지난 한달 동

안 와파린을 잊지 않고 복용한 것과 자의로 복용하지 않은 적이 있는지를 사정한 

것으로 이는 횟수에 초점된 것으로 이 때문에 결과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본다.

자가 보고식 약물복용이행을 측정하는 Morisky의 도구를 사용한 Davis외(2005)의 

연구에서 약물복용이행률은 50%이었다. 약물복용이행을 측정한 앞의 방법들은 모

두 자가 보고식 방법으로 대상자의 약물복용 행위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방법이다. 따라서 측정에 사용된 도구별로 약물복용이행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최근에 이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약물복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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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전자약통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와파린 클리닉

에서 전자 약통을 이용하여 약물복용이행을 측정한 결과는 76%정도로 높았다

(Cruess et al., 2010).

본 연구에서는 M.A군, non M.A군에 따른 일반적 특성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배우자가 있는 경우, 직업이 없는 경우, 흡연을 하지 않는 경우 

약물복용이행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과 직업은 서로 연관되는 영향요인

으로 보인다. 연령이 높을수록 직업이 없는 경우가 많을 것이며, 직업이 있는 사

람들이 약물복용을 잊을 경우가 더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흡연을 하지 않는 사람

들은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자신감이 더 높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건강행위인 

약물복용이행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측된다. Agh외(2011)의 COPD환자들의 

약물복용이행 영향요인을 연구한 결과에서도 non M.A군에서 흡연자들이 더 많았

다.

M.A군, non M.A군의 뇌졸중 위험에 대한 인식과 뇌졸중 경고증상에 대한 지

식, 출혈 위험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없었다. 항응고치료에 대한 인식에서 편의점

수는 M.A군의 점수가 72.97(±13.06)점으로 non M.A군의 67.84(±11.43)점보다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t=3.008, p=.003). 특히 편의 영역에서의 1번(항응고치료가 

힘이 드는지), 2번(항응고치료가 번거로운지), 6번(외출 시 항응고제 복용이 어려운

지), 7번(항응고치료로 일정조정이 어려운지), 9번(처방에 따라 규칙적으로 복용하

는 것이 어려운지) 문항에서 M.A군의 편의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따라서 대상

자의 항응고치료에 대한 불편감을 사정하고, 불편함을 감소시키는 방법을 고안하

는 것이 약물복용이행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 결과

에서 non M.A군의 약물복용불이행 유형을 살펴보았을 때 비의도적 약물복용불이

행자가 86명중 85명(98.8%)으로 대부분이었다. 또한 non M.A군의 적정INR 미만

의 평균기간이 47.61(±25.88)%로 M.A군의 39.51(±27.12)%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높은 것은(t=-2.222, p=.027) 비의도적 약물복용불이행으로 적정INR 수치에 미

치지 못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적정INR 유지를 위해서는 비의

도적 약물복용불이행을 예방할 수 있는 전략적인 중재 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약물복용이행이 더 많은 것을 볼 때 비의도적 약물복용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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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을 예방하기 위해 가족의 참여의 유도, 와파린 복용 달력이나 알람 기능이 있는 

전자 약통의 사용, 와파린 복용시간 문자서비스 등의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대안들

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와파린의 약물복용의 궁극적인 목적은 최적의 INR을 유지하는 것이다. 대상자

의 약물복용이행이 INR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 결과, M.A군에서 INR조절군은 25명(17.6%), non M.A군에서 INR조절군은 7

명(8.1%)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χ2=3.978, p=.021) M.A군에서 INR조

절군이 더 많았다. 이는 약물복용이행이 INR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Davis

등(2005), Waterman등(2004)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와는 반대로 M.A와 

INR과는 관계가 없다는 연구도 있다(Machtinger et al., 2006; De Schrvyer et al.,

2004). 본 연구의 결과에서 약물복용이행군은 62.3%로 높은데도 적정 INR유지하

는 군이 전체의 14%에 불과한 것을 볼 때 INR과 약물복용이행이 관련은 있지만,

INR에 미치는 다른 영향 요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시사해주는 것으로 사료된

다.

C. 뇌졸중 위험 인식, 출혈 위험 인식, 항응고치료 인식, 출

혈 위험도

본 연구에서는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들의 약물 및 질병관련 특성의 일환으

로 질병 위험 및 치료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였다. 질병 위험에 대한 인식으로는 

뇌졸중에 대한 위험 인식을, 치료에 대한 인식으로는 와파린을 사용하는 항응고치

료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 228명 중 가장 우려하는 질환으로 96명(42.1%)이 뇌졸중이라 

대답하였다. 심장질환(협심증, 심근경색)이라 대답한 대상자는 62명(27.2%)로 심장

질환 보다 뇌졸중을 더 우려하고 있었다. 반면에 다른 연구 결과들에 의하면 심방

세동과 관련된 위험성에 대해 환자들의 인식은 낮은 수준이다. 심방세동 환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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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방세동이 뇌졸중, 심장마비, 고혈압 보다는 덜 건강을 위협한다고 인식하고 있

었고(Aliot et al., 2010), 심방세동 여자 대상자 중 5.4%만이 뇌졸중의 위험요인이

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Dearborn & McCullough, 2009).

Dearborn & McCullough(2009)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뇌졸중에 대한 위험 지

각에 대한 가장 의미 있는 예측변수가 뇌졸중에 대한 걱정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

에서는 대상자의 83명(36.4%)이 스스로의 뇌졸중 발병 위험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난 반면 뇌졸중 발병에 대한 걱정 정도는 126명(55.3%)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스스로가 뇌졸중 위험군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는 대상자와 뇌졸중 발병에 

전혀 걱정하지 않는 대상자는 각각 17.1%, 12.3%로 나타났다. 이들에 대한 심방세

동과 뇌졸중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Lane외(2006)

의 연구에 의하면 응답자의 55%에서 심방세동이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교육의 효과로 응답자의 82%가 알고 있다고 대답한 연구결과를 볼 때,

향후 이 부분에 대한 교육적인 중재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뇌졸중의 징후 및 경고증상에 대한 지식은 신속한 병원방문과 성공적인 초기 

치료에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Lee et al., 2005). 따라서 뇌졸중의 위험군

인 심방세동 환자를 대상으로 2차적인 합병증 예방을 위해 뇌졸중의 지식에 대한 

정확한 사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뇌졸중의 5대 경고증상에 대한 지식은 5점 

만점에 전체 평균 2.92(±1.54)점이었다. 증상 별로 살펴보면 ‘어지럽고 비틀거리며 

걷는다’는 72.4%의 정답률을 보였고, ‘말이 어눌해지거나 대화를 이해하지 못 한

다’는 71.5%의 정답률을, ‘얼굴, 팔,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이상하다(특히 

신체의 한쪽만)’는 64.9%의 정답률을 보였고, ‘한쪽 또는 양쪽 눈이 잘 보이지 않

는다’는 46.1%의 정답률을, ‘이유를 알 수 없이 머리가 심하게 아프다’는 39.0%의 

정답률을 보였다. 이는 Dearborn & McCullough(2009)의 연구결과와 비슷한 것으

로 ‘한쪽 또는 양쪽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와 ‘이유를 알 수 없이 머리가 심하게 

아프다’의 경고증상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향후 뇌졸중에 

대한 교육에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심방세동 환자들에게 뇌졸중 및 혈전색전증 예방을 위한 항응고치료의 이익과 

위험성에 대한 인식 및 지식을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다. 국내에서는 심방세동 환



- 39 -

자를 대상으로 와파린을 이용한 항응고치료에 대한 인식을 연구한 바가 없다. 와

파린을 복용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항응고치료에 대한 인식 측정도구

인 PACT-Q를 이용하여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들의 항응고치료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PACT-Q의 ‘기대’영역을 제외하고 ‘편의’, ‘부담감’, ‘만

족’, 3가지 영역에 대해 측정하였는데, 본 연구에서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각 영

역별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였고, 편의영역은 11문항으로 

71.04(±12.69)점, 부담감영역은 2문항으로 75.57(±23.39)점, 만족영역은 7문항으로 

75.30(±8.33)점이었다. Prins외(2009)의 PACT-Q의 타당성 연구에 의하면 와파린을 

복용한지 6개월이 되었을 때 조사한 편의점수의 결과가 94.0점, 만족점수가 71.4점

인 것을 볼 때 상대적으로 불편감이 더 높다 볼 수 있으며, 항응고치료에 대한 만

족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국외와 비교해 볼 때 와파린 복용하는 환자들의 편

의를 개선시키기 위한 방안을 더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HAS-BLED를 이용하여 출혈 위험군을 사정하고 출혈 위험군을 분류한 결과 

저위험군이 48명(21.1%), 중간위험군이 156명(68.4%), 고위험군이 24명(10.5%)으로 

고위험군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출혈 고위험군은 집중적이고 반복적인 와파린 복

용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적정 INR 초과 기간보다 미만기간이 많은 것을 

고려해 볼 때 출혈 저·중 위험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와파린 치료를 하여 적정 

INR 치료기간을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와파린을 복용하는 심방세동 환자 228명을 대상으로, 뇌졸중 위험도

를 분류하고 와파린 약물복용이행을 확인하고, 약물복용이행이 INR에 영향을 미

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 연구하였다. 심방세동 환자들의 객관적인 뇌졸중 

고위험군은 대상자의 74.5%, 중간위험군은 18.0%, 저위험군은 7.5%였다. 대상자의 

62.3%가 약을 잘 복용함에도 불구하고 적정 INR을 유지하는 대상자는 14%에 불

과하고, 또한 INR 비조절군의 적정 미만 INR의 기간의 비율이 평균 

48.05(±24.68)%이라는 연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분석해 볼 수 있다. 첫째, 와파린

이 다른 음식이나, 약물, 질병 등 많은 영향을 받는 약리학적 특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고, 둘째로 와파린의 좁은 치료범위로 인해 출혈에 대한 위험성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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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R을 치료범위보다 낮게 유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뇌졸중의 

위험성보다 출혈의 위험성을 더 고려하는 와파린을 처방하는 의사들의 선호도를 

보여주는 Alonso-Coello외(2008)의 연구를 통해서도 유추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와

파린을 복용하는 대상자들의 항응고치료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확인하고 뇌졸중 

위험도와 출혈 위험도를 사정하여 대상자의 특성에 더욱 밀접한 와파린 처방 및 

관리, 중재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뇌졸중 위험 인식과 

약물복용이행의 관련성은 없었지만 와파린을 복용하는 심방세동 환자들의 뇌졸중 

위험 인식에 대해 확인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고 필요하다고 본다.

와파린을 복용하는 심방세동 환자들은 그들의 진단 및 뇌졸중 위험에 대한 정

보뿐만 아니라 와파린치료의 이익과 위험성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야 한다. 항응고

치료에는 환자들의 선호나 가치, 인식을 반영시켜야 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고

려하여 치료하기 위해서는 짧은 외래 진료 시간으로 충당하기는 너무 부족하다.

또한 항응고치료에 대해서는 약물복용이행을 증진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추후 관리가 필요하고 항응고치료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여 그들의 삶의 질에 관

심을 두어야 하는데, 이를 고려한 간호사의 전문적인 역할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고령화에 따른 심방세동 환자들의 증가를 예상해 볼 때 앞으로 와파린을 복

용하는 환자들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들을 위한 질적이고 일관된 항응고치료

를 위해서 와파린 클리닉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본 연구의 결과들이 와파린 

클리닉에서의 치료와 간호중재에 고려되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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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A. 결 론

본 연구는 와파린을 복용하는 심방세동 환자의 뇌졸중 위험도와 와파린 약물

복용이행 실태를 조사하고, 와파린 복용이행과 INR과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횡

단적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66.15(±10.32)세이고, 성별 분포는 남자가 더 많으며,

86%의 대상자가 배우자가 없었다. 와파린 평균 복용기간은 37.19(±35.74)개월이었

다. 평균 동반 질환 수는 1.34(±1.00)로 고혈압이 58.3%로 가장 많았다. 대상자의 

58.3%가 부작용을 경험하였고, 출혈 위험군은 저위험군이 421.1%, 중간위험군이 

68.4%, 고위험군이 10.5%이었다. INR 조절군은 대상자의 14%이고 INR비조절군의 

INR분석 결과 치료범위 아래로 벗어난 비율의 평균은 48.05(±24.68)%였고, 치료범

위 위로 벗어난 비율의 평균은 16.58(±17.39)%로 치료범위 아래로 벗어난 비율이 

높았다.

2. 뇌졸중 위험도에 따른 저위험군은 7.5%, 중간위험군은 18.0%, 고위험군은 

74.5%이었다. 약물복용이행군은 62.3%이었고, 약물복용불이행군에서 비의도적 약

물복용불이행군이 85명(98.8%), 의도적 약물복용불이행군은 1명(1.2%)이었다.

3. 뇌졸중 고위험군과 관련이 있는 변수로는 연령 및 직업유무로 나타났다. 뇌

졸중 고위험군에서 약물복용이행군이 유의하게 더 많았고(p=.017), 부작용 경험도 

더 많았으나(p=.047) INR 조절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205). 저·중위험군에서 

‘심방세동이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다고 믿는 정도’는 더 높았으나(p=.004), 뇌졸중 

발병 위험 인식과 걱정 정도는 두 군에서 차이가 없었고 저·중위험군이 고위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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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항응고치료에 대한 불편감을 더 많이 인식하고 있었다(p=.044).

4. 와파린 복용이행과 관련이 있는 변수로는 연령, 배우자유무, 직업유무, 흡연

유무, 뇌졸중 위험도, 항응고치료 인식(편의)으로 나타났다. 뇌졸중 위험 인식은 와

파린 복용이행에 영향을 주지 않았고, 약물복용이행군이 항응고치료에 대한 불편

감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물복용이행군에서 INR조절군은 25명(17.6%),

약물복용불이행군에서 INR조절군은 7명(8.1%)로 약물복용이행군이 유의하게 많았

다(p=.021). 약물복용이행군의 적정INR 미만 평균기간 39.51(±27.12)%보다 약물복

용불이행군의 적정INR 미만 평균기간이 47.61(±25.88)%로 더 많았다(p=.027).

본 연구는 와파린을 복용하는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를 대상자로 하였으며 

뇌졸중 고위험군은 전체 대상자의 74.5%로 높은 반면, 출혈 고위험군은 10.5%로 

낮았다. 위험군에 따른 특성을 고려한 좀 더 적극적이고 대상자 중심의 개별화된 

항응고치료 및 간호중재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 결과상 연령이 높을수록 와파

린 복용이행율이 높았다. 따라서 젊은 층에게는 와파린 약물복용이행에 대한 교육

이 더욱 필요하며 고령인 경우는 뇌졸중에 대한 지식 및 인식 강화를 위한 교육

이 필요하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와파린 약물복용이행을 증진시키는 것이 최적의 

INR을 유지하고 심방세동 환자의 궁극적인 치료 목표인 뇌졸중 예방을 위한 의료

진의 중요한 책임 및 역할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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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제언 

본 연구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1. 와파린을 복용하는 심방세동 환자의 약물복용이행을 높이기 위해서 항응고

치료의 만족과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적 방안과 간호중재 프로그램의 개발

을 제언한다.

2. 와파린을 복용하는 심방세동 환자들의 뇌졸중 위험도 및 출혈 위험도를 사

정하고 뇌졸중 위험 인식 및 항응고치료의 인식을 확인하여 대상자 중심형 간호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을 제언한다.

3. 본 연구는 일개 대학병원에서 이루어진 연구이므로 연구 대상을 확장 적용

할 것을 제언한다.

4. 와파린을 복용하는 심방세동 환자의 뇌졸중 위험도, 약물복용이행과 INR 그

리고 뇌졸중 또는 출혈의 발생 등의 관계를 시기적, 다각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종단적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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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공부하고 있고 연세의료원 심장

혈관병원 외래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입니다. 

 본 설문지는 와파린(혹은 쿠마딘)을 복용하는 심방세동 환자분들의 뇌졸중 위

험도 및 인식을 확인하고, 약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안정된 항응고치료를 위해 

도움을 제공하고자 작성되었습니다. 모든 자료와 결과는 비밀이 보장되며 순수하

게 학문적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언제라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연구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연구에 참여를 원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본 연구를 통하여 귀하께 어떠한 위험이나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을 것

을 약속드리며, 만약 참여에 동의하신다면 피험자 동의서에 서명 후, 본 동의 설명

서와 서명한 동의서 사본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설문에 응해주심에 대해 작은 감

사의 표시를 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라도 끝까지 읽으시고 해당되는 항목에 솔직하

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8월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원 석사과정 이진영 드림

연락처 : 011-423-5628

설   문   지

 연구 제목 : 심방세동 환자의 뇌졸중 위험도와 인식,  

와파린 약물복용 이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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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전혀 아니다 약간 그렇다 보통이다 많이 그렇다 매우 많이 그렇다

□ □ □ □ □

전혀 아니다 약간 그렇다 보통이다 많이 그렇다 매우 많이 그렇다

□ □ □ □ □

전혀 아니다 약간 그렇다 보통이다 많이 그렇다 매우 많이 그렇다

□ □ □ □ □

전혀 아니다 약간 그렇다 보통이다 많이 그렇다 매우 많이 그렇다

■ 다음 질문을 읽고 귀하의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낸 대답의 번호에 V표 하십시오.

1-1. 다음 중 귀하가 가장 우려하시는 질환을 하나만 고르세요.

   □ 1) 뇌졸중            □ 4) 고혈압            □ 6) 치매 

   □ 2) 당뇨              □ 5) 암                □ 7) 비만

   □    3) 심장질환(협심증, 심근경색)       □ 8) 기타 (       ) 

1-2.  귀하는 스스로가 뇌졸중(중풍)이 발병할 위험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1-3.  귀하는 뇌졸중(중풍)이 발병할 까봐 걱정이 되십니까?

  1-4. 귀하는 심방세동이 뇌졸중(중풍)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5.  귀하는 와파린을 복용하면서 멍이나 출혈이 생길까봐 걱정이 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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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 발생 시 흔히 나타나는 증상 예 아니오
잘 

모르겠다
얼굴, 팔,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이상하다(특

히 신체의 한쪽만)

말이 어눌해지거나 대화를 이해하지 못 한다

한쪽 또는 양쪽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

어지럽고 비틀거리며 걷는다

이유를 알 수 없이 머리가 심하게 아프다

1-6.   다음은  뇌졸중 발생 시 흔히 나타나는 증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각 내용

에 대해 알고 계신대로 해당 칸에 V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지난 한 달 동안,  쿠마딘(와파린) 약을 깜빡 잊고 드시지 않은 적이 있습니

까?

□  1) 아니오                   □  2) 예 (1-1, 1-2문항에 답해주세요.)

  2-1. “예”라고 답하신 분만 응답하세요.

지난 한 달 동안 몇 일이나 깜빡 잊고 약을 드시지 않았나요? 

□  1) 여러 날 동안 (____일)

□  2) 일주일 이상  (____주)

□  3) 거의 매일

2-2. 지난 한달 동안 깜빡 잊고 약을 드시지 못한 경우 어떻게 대처하셨습

니까?

  (                                                                 )

3.  지난 한 달 동안, 쿠마딘(와파린) 약을 한 번이라도 귀하 스스로 판단하여 처

방대로 드시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  1) 아니오                 □  2) 예 (3-1, 3-2, 3-3문항에 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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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복용시간을 잊어버려서 

□ 약을 언제 먹을지 헷갈려서 

□ 약값이 비싸서 

□ 한번쯤 약을 빼먹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 외출할 때 약을 챙기기 어려워서

□ 약이 너무 많아서

□ 약 먹는 시간이 너무 다양해서

□ 약 챙겨주는 사람이 없어서 

□ 증상이 좋아져서

□ 약이 내 병에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 약을 빼 먹어도 증상이 변함없어서

 3-1. “예”라고 답하신 분만 응답하세요.

지난 한 달 동안 몇 일이나 귀하의 판단에 의해 처방대로 드시지 않았

나요? 

□  1) 여러 날 동안 (___일)

□  2) 일주일 이상 (____주)

□  3) 거의 매일

3-2. 증상 또는 몸 상태가 좋아지는 것 같아서 약을 드시지 않은 적이 있

습니까?

□  1) 아니오                    □  2) 예

3-3. 약을 드시면 증상 또는 몸 상태가 나빠지는 것 같아서 약을 드시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  1) 아니오                    □  2) 예

4. 다음은 여러분이 처방된 약물을 잘 복용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인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부분에 모두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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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1
 의사가 처방한 모든 약을 빼먹지 않고 
복용하는 것이 나의 건강을 위해 중요 
하다고 생각한다.

0 1 2 3 4 5 6 7 8 9 10

2
 약을 정해진 시간에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0 1 2 3 4 5 6 7 8 9 10

3
 증상이 호전되었다고 느껴질 때에는 약을 
복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0 1 2 3 4 5 6 7 8 9 10

4
 처방된 약을 먹어야하는 이유를 잘 알고 
있다. 

0 1 2 3 4 5 6 7 8 9 10

□ □ □ □ □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보통이다 많이 그렇다 매우 많이 그렇다

□ □ □ □ □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보통이다 많이 그렇다 매우 많이 그렇다

5.  다음은 약물 복용과 관련된 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6. 각 문항 당 한 개의 박스에만 체크해 주십시오. 

6-1. 항응고제 치료가 혈전(피떡) 형성을 예방한다고 확신하십니까?

6-2. 항응고제 치료가 귀하께서 겪고 있는 일부 증상(가슴 두근거림, 숨참, 가슴 

통증 등)을 완화시켜줄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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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보통이다 많이 그렇다 매우 많이 그렇다

□ □ □ □ □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보통이다 많이 그렇다 매우 많이 그렇다

□ □ □ □ □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보통이다 많이 그렇다 매우 많이 그렇다

□ □ □ □ □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보통이다 많이 그렇다 매우 많이 그렇다

□ □ □ □ □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보통이다 많이 그렇다 매우 많이 그렇다

6-3. 항응고제 치료로 인해 귀하께 작은 멍이나 출혈(면도 시, 요리 시, 날카로운 

것에 베었을 때 등)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6-4. 항응고제 치료 시 약복용법이 쉬운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6-5. 항응고제를 실수로 잘못(시간, 용량 등) 복용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십니까?

6-6. 항응고제 치료를 스스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십니까?

6-7. 항응고제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해 염려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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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보통이다 많이 그렇다 매우 많이 그렇다

□ □ □ □ □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보통이다 많이 그렇다 매우 많이 그렇다

□ □ □ □ □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보통이다 많이 그렇다 매우 많이 그렇다

□ □ □ □ □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보통이다 많이 그렇다 매우 많이 그렇다

□ □ □ □ □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보통이다 많이 그렇다 매우 많이 그렇다

□ □ □ □ □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보통이다 많이 그렇다 매우 많이 그렇다

7-1. 항응고 치료(약물의 개수, 복용 횟수)가 힘드십니까?

7-2. 항응고 치료가 번거롭거나 신경 쓰이십니까?

7-3. 항응고제는 용량 조절이 필요한데, 이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7-4. 항응고제는 특정 약물과 함께 복용할 수 없는데, 이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7-5. 항응고제 치료 시 특정 음식을 피하도록 권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7-6. 외출 시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것이 어려우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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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보통이다 많이 그렇다 매우 많이 그렇다

□ □ □ □ □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보통이다 많이 그렇다 매우 많이 그렇다

□ □ □ □ □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보통이다 많이 그렇다 매우 많이 그렇다

□ □ □ □ □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보통이다 많이 그렇다 매우 많이 그렇다

□ □ □ □ □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보통이다 많이 그렇다 매우 많이 그렇다

□ □ □ □ □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보통이다 많이 그렇다 매우 많이 그렇다

7-7. 항응고치료(진료, 혈액검사 등)를 위해 귀하의 일정을 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7-8. 항응고치료 시 필요한 추후관리(진료 및 검사 등)가 번거로우십니까?

7-9. 항응고제를 처방에 따라 규칙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어려우십니까?

7-10. 항응고치료로 인해 다른 사람들(보호자, 가족, 간호사 등)에게 더욱 의존하게 

되었다고 느끼십니까?

7-11. 항응고치료를 계획한대로 하지 못하거나 또는 중단해야 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십니까?

7-12. 항응고치료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작은 멍, 출혈 등)때문에 일상 생활에

제한을 받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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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전혀 없다 약간 있다  보통이다 많다 매우 많다

□ □ □ □ □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다소 그렇다 많이 그렇다 전적으로 그렇다

□ □ □ □ □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다소 그렇다 많이 그렇다 전적으로 그렇다

□ □ □ □ □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하다

예상했던 것보다 

심하다

 예상했던 

대로이다

예상했던 것보다 

낫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낫다

□ □ □ □ □

매우 불만족 한다 불만족 한다
 만족도 불만족도 

아니다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7-13. 멍이나 출혈로 인한 신체적 불편감은 어느 정도입니까?

7-14. 항응고치료 때문에 안심하고 계십니까?

7-15. 항응고치료로 인해 각종 증상들( 가슴 두근거림, 숨참, 가슴통증 등)이 

좋아졌다고 느끼십니까?

7-16. 작은 멍이나 출혈(면도 시, 요리 시, 날카로운 것에 베었을 때 등)과 같은 

부작용에 관한 경험은 예상했던 것에 비해 어떠하셨습니까?

7-17.  질환 및 항응고치료와 관련하여, 귀하의 독립성의 수준(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수준)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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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매우 불만족 한다 불만족 한다
 만족도 불만족도 

아니다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 □ □ □ □

매우 불만족 한다 불만족 한다
 만족도 불만족도 

아니다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 □ □ □ □

매우 불만족 한다 불만족 한다
 만족도 불만족도 

아니다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7-18. 귀하의 질환 및 항응고치료를 계속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방법(의료진, 

진료예약, 혈액 검사 등)에 만족하십니까?

7-19. 항응고 치료 방법(알약/주사약)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7-20. 항응고치료에 대해 전반적인 만족도는?



- 61 -

                     약물을 정확한 시간에 잘 복용하였다.  →
* 약물을 잘 복용하고 계신지 

알아보기 위한 눈금자입니다.

100은 약물을 매번 빼먹지 않

고 제 시간에 복용하는 것을 

나타내며, 0은 약물을 정확한 

시간에 한 번도 복용하지 않

은 것을 나타냅니다.

 귀하께서 그 동안 약물을 얼

마나 잘 복용하셨는지를 오른

쪽에 있는 눈금자에 표시해 

보세요.

    약물을 정확한 시간에 맞추어 전혀 복용하지 않았다.  →

8. 지난 한 달 동안, 의사 처방대로 얼마나 약을 잘 복용하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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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종 학력
① 무학      ② 초등학교    ③ 중학교 

④ 고등학교  ⑤ 대학교      ⑥ 대학원 이상

2. 결혼 상태
① 미혼      ② 기혼        ③ 동거  

④ 별거      ⑤ 이혼        ⑥ 사별

3. 직업 ① 있음      ② 없음

4. 스스로 느끼는 

    경제상태
① 상        ②  중        ③ 하

5. 가족 동거 여

부
① 혼자 산다       ②  가족과 함께 산다

6. 음주 여부

1) 귀하는 일주일에 몇 번 술을 마십니까?

①  0번   ②  1회  ③  3회  ④  5회   ⑤ 7회

2) 한 번 음주량은 얼마입니까?

소주 :            병      맥주 :             병

7. 흡연 여부

① 흡연하지 않는다       

② 흡연한다 (          개피/하루,            년 동

안)

■  다음은 귀하에 대한 일반적인 질문입니다.

성의 있는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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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험자 NO. ①                ②  ID No : 

CHA₂DS₂

-VASc

Score

HAS-BLED

Score

2. 성별 ①   여자             ②  남자

3. 나이 연령 :               세 E

4. 동반질환

1) 동반질환 수 : 총           개

□ CHF   □ HTN  □ DM  □ CAOD  □ PAOD 

□ Stroke □ TIA   □ TE

□ 신장기능이상    □ 간기능이상

HAS

5. 약물복용기간
시작 :          년           월  / 총          개

월

D

6. 방문 횟수 1년간 총             회

7. 지난 1년간

   INR

날

짜
치료적 기간

        %

L

INR

8. 약물 부작용

출혈 여부       ( 횟수 :        회 )

□ 없음

□ 입원을 요하는 출혈

□ Hemoglobin 2g/L 이상 감소된 출혈

□ 빈혈

B

CHA₂DS₂-VASCc
Risk strata 

□ Low         □ Intermediate    □ High

        

점

HAS-BLED
Risk strata 

□ Low         □ Intermediate    □ High

        

점

Chart Review 양식 – CHA₂DS₂-VASc & HAS-B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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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roke risk and adherence to warfarin

among patients with atrial fibrillation

Lee, Jin Young

Department of Clinical care

Graduate School of Nursing

Yonsei University

Anticoagulation therapy is the most essential strategy in treating patients

with atrial fibrillation to prevent stroke and thrombo-embolism.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stroke risk of patients with artrial fibrillation taking

warfarin and the factors affecting adherence to warfarin.

 

In a cross-sectional survey, 228 patients with nonvavular atrial fibrillation

taking warfarin who visited an outpatient clinic of the cardiovascular center of

Y university affiliated hospital in Seoul from Sep 27 2011 to Oct 31 2011 were

included as research subjects. Awareness of Storke and adherence to warfarin

were investigated. Participants' medical records were also reviewed to identify

clinical characteristics including stroke risk and INR. The data were analyzed

with SPSS/WIN version 18.0,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The average age of subjects was 66.15(±10.32) years old, males were 156

(68.4%), and the subjects with the spouse were 196(86%), respectively. Patients

with controlled INR was 32(14%). INR measurement in patients with

out-of-range INRs showed that the average of under-anticoagulation was 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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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8%), and the average of over-coagulation was 16.58(±17.39%) which

indicates that the rate of under-conagulation was higher. The primary concern

among patients was a stroke(42.1%).

 

2. According to the stroke risk, 17 patient (7.5%) was regarded as a low risk

group, intermediate risk group was 41 (18%), and high risk group was 170(

74.5%), respectively. The average age of patients in high risk group was 69.49

(±8.25) which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average age of 57.55(±7.14) in

intermediate and low risk group (p=.000), and unemployed patients were 119

(70.8%) indicating significant difference(p=.000). Patients in high risk group had

experienced more adverse drug events(p=.047) and they were more adherent(

p=.017).

 

3. Among these subjects, adherent group was 142 (62.3%), unintentional

non-adherent group was 85 (98.8%), and intentional non-adherent group was 1

(1.2%). Variables which were associated with adherence are age(p=.012), marital

status(p=.011), occupation(p=.005), smoking(p=.014), stroke risk( p=.017) and the

perception of anticoagulation therapy(convenience, p=.003). In adherent group,

the percentage of controlled INR group was significantly higher(p=.021).

 

This study was designed to examine the stroke risk of a patient on

warfarin for atrial fibrillation and warfarin adherence, and confirmed the

interaction between adherence and INR control. As a result, factors that affect

adherence are listed as age, marital status, occupation, smoking, stroke risk and

the perception of anticoagulation therapy, and medication adherence has a

significant effect on INR control. Based on this study, it is suggested to

develop a nursing assessment and intervention program for a patient with

atrial fibrillation to promote medication adherence.

 

Key words : atrial fibrillation, stroke risk, adherence to warfarin, IN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