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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심부전 환자의 신체적 증상경험 및 관련요인 

 

본 연구는 심부전 환자의 신체적 증상경험 수준을 알아보고 신체적 

증상경험과 관련이 있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자료수집은 2013 년 10 월부터 11 월까지 심부전을 진단받고 

S 종합병원 순환기내과 외래 방문 치료나 입원 치료를 받는 154 명의 환자를 

추출하여 시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신체적 증상경험을 Riegel 등(2000)이 

개발한 도구를 이용하여 신체적 증상의 빈도와 강도를 측정하였으며, 신체적 

증상경험과 관련된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해 일반적 특성, 질병관련 특성, 

European Heart Failure Self-care Behavior 9-item (EHFScB-9)을 이용한 

자가간호를 설문지와 의무기록 분석을 통하여 측정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20.0 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으며, 실수,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t-test, ANOVA, 상관관계분석(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과 

위계적 선형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linear regression)을 시행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 대상자의 신체적 증상경험은 4 점 만점에 1.15±0.76 점으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었고, 이중 피로가 빈도와 강도가 가장 높은 

수준(2.10±1.16 점)이었으며, 수면 중 숨이 차서 깨는 증상이 가장 낮은 

수준(0.59±1.02 점)이었다. 대상자의 자가간호는 5 점 만점에 

3.49±0.53 점으로 중간 정도의 자가간호 이행을 보였으며 가장 이행도가 높은 

자가간호는 약 복용 이었고(4.65±0.67 점), 수분 섭취 제한이 가장 이행도가 

낮은 자가간호(2.53±1.02 점)로 나타났다. 

신체적 증상경험과 관련이 있는 요인으로 일반적 특성 중 직업이 없는 

경우(t=2.619, p=.010)와 가족 월수입이 낮을수록(F=3.008, p=.003) 신체적 

증상 경험 점수가 높았으며, 질병관련 특성 중에는 심장수술 경험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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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t=2.168, p=.032), NYHA 분류가 높을수록(F=93.871, p<.001), 약물 

복용 개수가 많을 수록(F=5.060, p=.007), 1 년 내 입원 경험 여부가 있는 

경우(t=4.221, p<.001), 1 년 내 응급실을 방문한 경우(t=3.663, p=.001), 

좌심실 구출률이 낮을수록(t=2.929, p=.004), 그리고 NT-pro BNP 가 

높을수록(F=14.241, p<.001) 신체적 증상경험 점수가 높았다. 대상자의 

자가간호와 신체적 증상경험과의 관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r=-.172, p=.033)를 보여 자가간호를 잘 할수록 신체적 증상경험 

점수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부전 환자의 신체적 증상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3 단계 위계적 선형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신체적 증상경험을 설명하는 

요인으로는 심부전 중증도 분류인 NYHA 분류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 모델에 포함된 변수들은 대상자의 신체적 증상경험을 총 56.8% 

설명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F=16.500, p<.001).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환자가 경험하는 신체적 증상경험을 평가할 

때 중증도에 따른 임상적 특성의 차이를 인식하고, 과거의 입원 경험이나 사회 

경제적 상태와 같은 관련요인들을 다양하게 고려하여 체계적인 사정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대상자들의 자가간호에서 특히 

수분 섭취 제한과 체중 모니터링의 이행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실무에서 심부전 환자 교육 시 구체적인 관리와 활동의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환자들이 퇴원 후 일상생활에 복귀하였을 때 자가간호를 잘 

이행하여 스스로 증상을 조절하고, 의사결정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자가간호를 증진 시키기 위한 자가간호 교육 프로그램의 중재 

개발과 그 효과 측정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심부전 

환자의 신체적 증상경험과 관련요인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심부전 환자의 특성을 

고려한 자가간호 교육과 평가의 과학적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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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심부전이란 의학적으로 심실에 혈액을 채우거나 뿜어내는 능력이 저하되는 

구조적 또는 기능적 심장 장애에서 기인하는 다양한 임상 증후군이다(Ky et al. 

2012). 의학기술의 발달로 심부전의 원인 질환인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심근경색과 같은 허혈성 심장질환, 심장판막질환이나 확장성 심근증 등의 

치료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생존한 환자가 만성화 되고, 결국 심부전으로 

발전되어 심부전의 유병률과 사망률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대한순환기 학회 

심부전연구회 2007). 또한 노인인구 증가와 고혈압, 당뇨와 같은 심혈관계 

위험인자의 높은 발병률은 심부전의 유병률과 사망률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것으로 예측된다(Gallagher 2010). 국내에는 약 100만 명 정도의 심부전 

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Han et al. 2005), 미국의 경우 약 500만 명의 

환자가 있으며 2030년에는 이보다 25%가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되고 있다(Go 

et al. 2013). 

심부전의 진행 정도에 따라 신체적으로 피로, 허약감, 호흡곤란, 전신부종 

등을 경험하며, 이는 불안이나 우울, 자존감 저하 등 정신적인 증상에도 영향을 

미쳐, 사회적으로 직장생활, 사회활동의 참여는 물론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도 장애를 초래한다(Clark et al. 2009; Heo, Doering, Widener and 

Moser 2008). 특히 심부전은 완전 치유가 어려운 질환으로 악화와 호전이 

반복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처음 입원한 후 1년 이내에 다시 입원하는 

경우가 40~50% 정도로 높은 재입원율을 나타낸다(Clark et al. 2010). 이로 

인해 환자의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가족과 돌봄 

제공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게 되고(Clark et al. 2009),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도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Go et a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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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부전의 증상들은 노화에 따른 정상적인 변화로 생각되거나 동반질환에 의한 

것으로 잘못 인식하는 경우가 많고, 증상 자체가 비 특이적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환자가 증상이나 징후의 변화를 인식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였다(Clark 

et al. 2009; Piamjariyakul et al. 2011; Jurgens et al. 2009a). 이로 인해 

증상을 관리하거나 의료진에게 보고하는 등의 자가간호가 늦어져 결국 질병의 

악화와 잦은 입원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Steinhubl et al. 2013). 즉, 

증상경험 자체로 인한 환자의 주관적 건강 상태가 악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아주 위급한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 병원을 찾지 않아 치료와 회복이 지연되고 

결과적으로 환자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심부전 환자의 증상을 평가 할 때 대상자에 따른 차이를 인식하고 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하기 위해 환자의 증상경험과 이와 관련된 요인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Dodd et al. 2001). 

심부전 증상과 관련된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연령, 동반질환, 

다른 증상, 상황적 요소, 질병관련 특성과 같은 요소가 심부전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Falk et al. 2013; Herr et al. 2013; Lee et al. 

2013; Opasich et al. 2008). 국외에서는 심부전 환자의 증상에 관련하여 

신체적, 심리적 증상 프로파일링에 대한 연구(Albert et al. 2010, Lee et al. 

2013)를 비롯하여 자주 느끼는 증상들을 중심으로 한 질적연구(Gallagher, 

2010), 입원 시와 퇴원 후의 증상 차이를 다룬 연구(Kato et al. 2012) 등 

다양한 연구 방법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심장질환자의 증상을 

다룬 연구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을 대상으로 하거나(김조자 외 2006, 김하미 

2012), 증상경험을 자가간호나 삶의 질의 하나의 영향요인으로 살펴본 

연구들(양인숙 2013, 송은경 외 2006)이 대부분으로, 증상경험에 대한 

영향요인을 보고한 국내 연구는 찾아 보기 힘들었다. 따라서 인구 사회학적 

특성, 임상적 특성과 자가간호 이행 정도를 포함하여 심부전 환자의 

증상경험과의 관계를 함께 알아본다면 심부전 환자의 특성에 따른 증상경험의 

차이를 인식하고 증상을 보다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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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을 가진 환자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적절한 자가간호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심부전 환자의 증상을 완화하고 궁극적으로 긍정적인 임상 결과를 

가져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심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신체적 증상경험을 확인하고, 

신체적 증상경험과 관련이 있는 인구 사회학적, 질병관련 요인과 자가간호 간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심부전 환자의 특성을 고려한 자가간호 교육의 과학적 

근거 자료로 삼고 간호중재의 개별화와 평가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시도 

되었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심부전 환자의 신체적 증상경험 및 관련요인을 파악하고자 

함이다.  

 

1) 심부전 환자의 신체적 증상경험(빈도, 강도) 및 관련요인(인구 사회학적, 

질병관련, 자가간호)의 수준을 파악한다. 

2) 심부전 환자의 신체적 증상경험 및 관련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3) 심부전 환자의 신체적 증상경험의 관련요인을 파악한다. 

 

3. 용어의 정의 

 

1) 심부전 환자 

 

- 이론적 정의 : 심장 기능의 이상으로 체내 조직의 대사에 필요한 혈류를 

심장이 제대로 짜내어 공급하지 못하는 상태이거나 혈류를 공급하기 위하여 

높은 좌심실 확장말기 용적을 유지하여야 하는 상태의 환자로서, 폐울혈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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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울혈 및 심박출량의 감소에 따른 호흡곤란, 부종과 피로 등의 임상 증상이 

복합적으로 동반되는 환자들을 의미한다(Ky et al. 2012). 

- 조작적 정의 : 심부전 증상을 경험하며 순환기내과 전문의에 의해 심부전 

진단을 받고 종합병원 순환기내과 외래 방문 치료나 입원 치료를 받는 환자를 

의미한다. 

  

2) 신체적 증상경험 

 

- 이론적 정의 : 증상경험(symptom experience)이란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 

기능과 감각 또는 인지의 변화를 반영하는 주관적 경험이다. 이는 개인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강도(intensity), 시간성(timing), 고통감(distress), 

질(quality)의 4가지 공통적 속성을 지닌다(Lenz et al. 1997).  

- 조작적 정의 : 본 연구에서는 심부전으로 인한 증상경험과 관련요인 간의 

과학적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Riegel, Carlson, and Glaser (2000)이 개발한 

자가간호 측정 도구 중 심부전 환자들이 경험한 신체적 증상 부분을 송은경 et 

al. (2006)이 일부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여 각각의 증상에 대해서 증상 

유무를 체크하고, 최근 1달간 경험한 증상의 빈도와 강도 정도를 표시하여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증상을 자주, 심하게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3) 자가간호 

 

- 이론적 정의 : 자가간호란 환자들이 생리적 안정을 유지하는 행위(증상 관찰, 

치료 이행)의 선택에 사용하는 자연적인 의사결정 과정으로 증상이 일어났을 

때의 그 반응이다(Riegel et al. 2009).  

- 조작적 정의 : 자가간호 이행은 심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Jaarsma et al. 

(2009)가 개발한 European Heart Failure Self-care Behavior 9-item 

(EHFScB-9) 도구를 손연정 등(2010)이 번역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5 

 

의미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가간호 행위 이행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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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문헌고찰 

 

본 문헌고찰의 목적은 심부전 환자의 임상적 특성을 고찰하고, 심부전 환자의 

증상경험과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봄으로써 변수 

간의 관계성과 연구동향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본 고찰을 위해 국내외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2005년도 이후의 문헌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심부전 환자의 임상적 특성과 증상경험의 다양한 요소,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일반적, 질병관련과 자가간호 행위를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1. 심부전 환자의 임상적 특성 

 

심부전은 만성적인 진행경과를 보이는 질환으로 심부전 환자들은 질병의 

호전과 악화를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심부전에 대한 치료가 많이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사망률이 높은 질환이며 빈번한 입원치료로 인해 환자의 

정상적인 생활에 장애를 초래한다(Go et al. 2013). 심부전의 원인은 

심근경색과 같은 허혈성 심장질환,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심장판막질환이나 

확장성 심근증 등으로 이 중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인한 심부전이 가장 많고 

예후가 나쁘다(Han et al. 2005). 또한 심장 중재술 등의 급성관상동맥 

증후군에서의 적극적 치료로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감소하는 반면 

생존한 환자가 심부전으로 발전되어 이는 결국 심부전의 유병률과 사망률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것이라고 예측된다(Gallagher 2010). 

우리나라의 심부전 환자의 발병률이나 사망률은 정확하게 보고된 바가 없으며 

미국의 경우 미국 심장 협회의 통계 결과에 따르면 심부전은 45~54세 

연령에서 주로 발병되기 시작하여 연령 증가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고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에서는 1000명당 10명에 이른다(Go et al. 2013). 심부전 

진단 후 생존은 증가하고 있으나 입원 치료가 필요한 심부전 환자의 경우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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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율이 50%, 10년 생존율이 3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Go et al. 2013). 

완전한 회복이 어려운 심부전 환자의 임상적 특성과 노인인구의 급증에 따라 

미국에서의 심부전으로 인한 경제적 예측 비용이 연간 320억 달러이며 

2030년에는 약 120% 증가한 7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여 사회경제 

측면에서 큰 부담을 안고 있다(Go et al. 2013). 

심부전의 치료는 질병의 진행을 늦추고 증상을 조절하는데 초점을 맞추는데, 

유럽 심장 학회, 미국 심장 협회, 미국 심장학 학회의 심부전 환자의 치료 

지침에 따르면, 증상을 완화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약물 요법과, 증상을 억제하고 신체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자가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비약물적 요법이 권고 된다(Ky et al. 2012; McMurray et al. 

2012). 약물 요법으로는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 이뇨제, 베타 차단제, 

디곡신 등과 같은 다양한 약물이 사용되고 있으며, 비약물적 요법은 증상 관찰, 

수분제한, 저염 식이, 체중 측정, 활동 조절, 예방접종, 금연, 금주와 같은 

생활습관 변화와 자가간호를 포함한다(Lainscak et al. 2011; Thompson, 

Bharadwaj, Philip and Schwarz 2010).  

이뿐만 아니라 심부전 환자의 신체적인 증상은 사회적으로 직장생활, 

사회활동의 참여는 물론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장애를 초래하고 

심리적으로 불안이나 우울, 자존감 저하 등으로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Clark et al. 2009). 특히 완전 치유가 어려운 질환이기 때문에 

질병의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는 신체적 건강 상태와 이에 따른 잦은 입퇴원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특징을 지닌다. 

이처럼 심부전 환자들은 다양한 신체적, 심리 사회적 문제를 가지고 복잡한 

치료 과정을 거치게 된다. 따라서 치료지침을 이행하게 하고 자가간호를 

증진하여 증상을 완화시켜, 장기적으로 긍정적 임상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심부전 환자들의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개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심부전 

환자들이 경험하는 증상을 평가하고 이에 따라 차별화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심부전 증상의 속성을 분석하고 환자의 어떠한 요소가 심부전 증상경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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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2. 심부전 환자의 증상경험 

 

심부전은 진행 정도에 따라 여러 가지 신체 기능 저하를 경험하게 되는데, 약 

7명 중 1명의 환자가 약물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활동을 

하거나 쉬고 있는 중에도 증상을 겪으며, 각 환자당 2개에서 9개의 증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lark et al. 2009; Russell, Miller and Pagani 2008; 

Herr et al. 2013). 심부전 환자의 증상경험은 종류와 빈도에 있어 각 연구마다 

차이를 보인다. 신체적 증상으로는 피로, 고통감, 활동제한, 호흡곤란, 부종, 

수면곤란, 체중증가, 발작성 야간 호흡곤란, 심계항진, 가슴통증, 오심, 식욕부진, 

전신 불편감 등을 경험하며 심리적 증상으로는 불안, 우울, 적대감, 두려움, 

자존감 저하, 죄책감, 공포감 등을 겪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Herr et al. 2013; 

Ky et al. 2012; Lee et al. 2013; Opasich et al. 2008; Oguz and Enc 2008). 

이러한 심부전 증상들은 하나로 분리되지 않고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서로 

연관이 있으며 여러 증상들이 동시에 또는 연속적으로 발생한다(Herr et al. 

2013; Jurgens et al. 2009b). 한가지 증상으로 나타나지 않고, 여러 가지 

증상들이 동시에 또는 연속적으로 나타나, 질병과 관련된 연관 있는 두개 

이상의 증상이 함께 발생하는 것을 증상 클러스터라고 하는데(Dodd et al. 

2001), 이러한 증상 클러스터는 신체적, 심리적 증상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결과적으로 환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Jurgens et al. 2009b). 

말기 심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신체적, 심리적 증상에 대한 연구에서 전신 

불편감, 피곤, 식욕부진, 호흡곤란, 졸림, 불안, 통증, 오심 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 호흡곤란은 모든 환자에서 나타났으며 전신 불편감과 피곤, 

식욕 부진 순으로 증상경험의 빈도가 잦았다(Opasich et al. 2008). 강도 

측면에서는 전신 불편감(general discomfort)가 가장 심각하며 이는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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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들과도 연관이 있는데(Opasich et al. 2008), 피곤이나 식욕부진 등이 

기능적 장애와 위약감을 초래함으로써 전신 불편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 된다. 이러한 신체적 증상은 결국 환자가 자율성을 잃고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게 함으로써 불안, 우울 등과 같은 심리적 증상을 일으키게 되고 환자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것을 반영한다. Herr 등(2013)의 체계적 

문헌고찰에서는 심부전 증상에 대한 34개의 연구를 분석하였는데 우울은 피로, 

불안, 수면 장애, 통증과 연관이 있으며, 피로도 불안과 호흡곤란에 각각 연관이 

있음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의료진들은 증상 클러스터를 보이는 심부전 

환자들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의료진들은 환자가 하나의 증상을 경험할 때, 

이것이 다른 동반 증상과 연관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Albert 등(2010)은 입원한 심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질병 중증도에 따른 입원 

전 증상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질병의 악화를 시사하는 

증상이 다름을 보고하였다. 즉 질병의 중증도가 높은 뉴욕 심장학회의 

분류(New York Heart Association Functional Classification; NYHA Fc) IV 

환자들은 입원 전에 심한 기침, 오심과 구토, 설사, 식욕부진, 피로 등 비 

특이적인 증상을 많이 겪는 반면, 경한 환자인 NYHA 분류 I 에서는 피로와 

체중증가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는 증상이 다를 수 있으며 특히 중증도가 높은 환자인 경우에는 비특이적인 

증상을 잘 사정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전통적인 심부전의 주요 증상이라고 

생각되는 호흡곤란에 비해 피로가 입원을 더 잘 예측한다는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증상경험에 대한 다차원적인 이해가 필요함을 나타냈다(Albert et 

al. 2010). 또한 경험하는 증상에 따라 재입원, 사망과 같은 환자의 임상결과가 

다르게 나타나 증상 프로파일링에 따른 접근법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였다(Herr et al. 2013). 즉 심한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에게는 집중적이고 

적극적인 치료를 시작하는 동시에, 효과적인 자가간호의 방해 요소를 사정하여 

대상자 중심의 맞춤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Lee et al. 2013). 

이처럼 심부전 환자들이 경험하는 증상들은 재입원과 사망률 증가 등 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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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 결과를 악화시킬 뿐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문제를 수반함으로써 결국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환자의 특성에 따른 

증상경험의 차이를 인식하고 다차원적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이를 총체적으로 

사정하며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3. 심부전 환자 증상경험의 관련요인 

 

불쾌 증상 이론(Unpleasant Symptom Theory)에 따르면 생리적, 심리적, 

상황적 선행요인들이 상호작용하며 불쾌 증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심부전 

증상과 관련된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연령, 동반질환, 다른 증상, 

상황적 요소, 임상적 특성과 같은 요소가 심부전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Falk et al 2013; Herr et al. 2013; Lee et al. 2013; Opasich et al. 

2008). 

심부전을 진단받고 6개월 이상의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을 73세 기준으로 

2군으로 나누어 호흡곤란 표현능력을 측정한 결과 나이가 많은 환자들이 증상에 

대해 인지하고 설명하는데 약 2배 정도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였다(Riegel et al. 

2010). 또한 글을 읽고 쓰는 능력도 심부전에 대한 건강 지식을 이해하고 

적용하는데 영향을 미쳐 이는 고령과 관련하여 증상경험의 관련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 된다(Chen et al. 2011). 연령은 또한 동반질환과도 관련이 있는데 

노인 환자의 경우 동반질환이 증가하게 되고 이는 임상적 중재뿐만 아니라 

증상의 인지와 관리를 포함한 자가간호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Rushton, 

Satchithananda and Kadam 2011). 즉, 고령 자체가 증상경험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이로 인한 읽고 쓰는 능력의 저하나 동반질환의 증가는 

스스로 생리적 안정을 유지하는 행위와 이를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도 관련이 

있으므로 고령의 환자가 장기간 치료지침을 이행하고 자가간호를 유지하게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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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가족과 지역사회, 의료진 등의 지지체계가 필요하다. 

심부전 환자에게 있어 자가간호의 이행은 증상을 경감, 완화 시킴으로써 

건강한 기능으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러한 자가간호는 수분 

제한, 매일 체중을 측정하는 것, 약을 잘 복용하고 운동과 식이 조절을 하는 

것과 같은 활동들과, 증상에 따른 관리, 그리고 증상 발생시 대처하는 방법을 

포함한다(Lainscak et al. 2011). 즉, 환자들이 생리적 안정을 유지하는 

행위(증상 관찰, 치료 이행)의 선택에 사용하는 자연적인 의사결정 과정으로 

증상이 일어났을 때의 그 반응(관리)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이나 질환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이 참여하는 적극적이며 인지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심부전 질병 특성상 한번 악화가 진행되면 완전한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스스로 증상을 관찰하고 관리하며 악화 시에는 의료진에게 빠르게 보고하여 

조기치료를 할 수 있도록 자가간호를 잘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이미 

진행된 심부전 치료에는 증상조절을 위한 입원이 더 많이 요구되므로 증상이 

없는 심부전 단계에서의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McMurray et al. 2012). 또한 

심부전의 복잡한 치료 지침은 만성질환자의 대부분인 노인에게 혼돈스럽고 

어려울 수 있고, 심부전 악화를 시사하는 증상의 변화는 동반질환으로 인한 

것인지, 노인화에 따른 변화인지 구별하기 힘들어 환자 교육 시 간호사의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Jurgens et al. 2009b). 국내의 심부전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심부전 악화를 시사하는 증상이 발현되었을 때 의료적 

도움을 찾는 자가간호 행위 이행도는 낮게 나타나 증상 모니터링에 대한 

구체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방식의 자가간호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옥종선 2011). 특히 심부전은 반복적인 재입원에 이르게 하는 증상 

악화의 원인은 주로 처방된 지시를 잘 이행하지 않고 질병의 관리를 위해 

요구되는 행위를 수행하지 않는데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Au et al. 2012). 

그러나 이제까지 심부전 환자의 치료에서는 환자가 퇴원한 후 일상 생활로의 

복귀와 증상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자가간호의 향상 보다는, 약물치료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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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Lainscak et al. 2011). 스스로 증상을 

사정하고 관리하며 식이, 약물과 활동 지침을 따르는 자가간호 등의 비약물적 

요법은 재원기간과 재입원율을 낮추고 사망률을 감소시켜(Barnason, 

Zimmerman and Young 2012; Riegel, Lee and Dickson 2011), 자가간호 

자체가 증상을 완화 시킬 뿐만 아니라 기능적 능력과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경제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따라서 의학적 치료와 함께 

자가간호를 향상시키는 것은 심부전 환자가 증상을 관리하며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국내외 연구에서 심부전 환자들의 실제 자가간호 이행도는 저조한 

수준에서부터 비교적 높은 수준까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결과들이 제시되었다. 

손연정 등(2010)의 연구에서 처방 난 약물복용에 대한 이행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이는 Schnell-Hoehn 등(2009)의 연구와 van der Wal 등(2006)의 

연구 결과와 일치 하였고, 그 다음으로 저염식이, 규칙적 운동의 순으로 

자가간호를 잘 이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체중 증가 시 의료진과 

접촉하는 항목의 점수가 가장 낮았고 하지 부종 시, 피로 시 의료진과 접촉 

등의 자가간호 이행 정도가 낮았다(손연정 외 2010). 옥종선 (2011)의 

연구에서도 처방된 약물 복용에 대한 이행도는 97%로 높게 나타났으며 심부전 

악화 증상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호흡곤란이나 숨찬 증상이 있을 경우 의료적 

도움을 구하는 등의 이행도 역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심부전 악화 증상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피로, 체중 증가 및 부종과 같은 증상이 발현되었을 때 

의료적 도움을 찾는 자가간호 행위 이행도는 낮게 나타났다. 서양의 심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체중 증가와 같은 간접적인 심부전 악화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의료적 도움을 구하는 등의 자가간호 행위 이행도가 높게 나타난 

것과는 대조적인 결과이다(Gallagher et al. 2011). 손연정 등(2010)의 

연구에서도 체중 측정 및 체중 증가 시 대처에 관한 이행도는 각각 29.3%와 

21.5%로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Kato 등(2009)의 연구에서 각각 53.5%와 

34.3%를 보인 결과와 비교해 보았을 때 이행도가 상당히 낮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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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부전 환자의 자가간호 능력과 자가간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장애 

요인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환자가 증상이나 징후의 변화를 인식하는 

것이 어렵다고 응답하였다(Clark et al. 2009; Piamjariyakul et al. 2011). 

  위의 연구들을 종합하면 연구들마다 측정한 자가간호 행위에서 이행 정도가 

매우 달랐다. 약물복용과 같은 행위에 대한 이행도는 높은 반면 증상의 인지나 

증상에 대한 대처와 같은 행위에 대한 이행도는 비교적 낮았다. 특히 국외의 

연구 결과에 비해 국내의 연구결과에서 증상 악화에 따른 대처 행위에 대한 

이행도가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약물복용 교육뿐만 아니라 환자의 증상 악화를 

경고하는 변화 상태와 그에 따른 초기 대처행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환자 교육이 제공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심부전 환자의 증상경험과 관련이 있는 또 다른 요인으로는 환자의 생리적 

요인인 질병관련 특성을 들 수 있는데 임상에서 활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표로는 NT-pro BNP, 뉴욕 심장학회의 분류(New York Heart Association 

Functional Classification; NYHA Fc) 및 좌심실 구출률(Left Ventricular 

Ejection Fraction; LVEF) 등이 있다(Bonow et al. 2012). NT-pro BNP는 

심실 용적이나 압력 증가에 반응하여 심장 내에서 분비되어 좌심실 수축 기능이 

저하되는 경우에 증가되며, 혈중농도는 뉴욕 심장학회의 분류(New York Heart 

Association Functional Classification; NYHA Fc)에 따른 호흡곤란의 정도와 

일치하고, 심부전 환자에서 장기 예후를 반영하는 지표로 알려져 있다. Brain 

natriuretic peptide(BNP)는 심방에서 분비되는 Atrial atriuretic 

peptide(ANP)와는 달리 심실에서 분비되며, 특히 좌심실 기능이 저하된 

환자에서 분비가 증가되어 심실기능 이상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밝혀졌다(Clark 

et al. 2010; Go et al. 2013). NT-pro BNP의 기준 값(reference value)은 

나이와 성별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남성은 45-59세의 경우 100pg/mL, 60세 

이상에서 172pg/mL이며, 여성은 45-59세의 경우 164pg/mL, 60세 이상의 

경우 225pg/mL이다(Galasko et al. 2005). 또한 심장 초음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좌심실 구출률은 심기능을 추정할 수 있는 객관적 수치로, 정상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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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0%이며 이를 측정함으로써 치료의 효과를 평가하거나 결과를 예측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Bonow et al. 2012). 

국내의 일 대형병원과 일 내과를 방문한 외래 환자 또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혈장 NT-pro BNP와 NYHA 분류에 따른 호흡곤란의 정도 및 심장 

초음파 소견과의 관련성에 대하여 알아본 연구에서 호흡곤란이 심할수록 혈중 

NT-pro BNP가 높게 측정되었고, 특히 NYHA분류 I환자에 비하여 NYHA분류 

II~IV 환자에서 NT-pro BNP가 현저히 높게 측정되었다(송봉근 외 2004). 

또한 심장 초음파 검사상 좌심실 수축기내경이 증가할수록, 좌심실 구출률이 

감소할수록 NT-pro BNP가 높게 측정되었다(송봉근 외 2004). 각 지표들간의 

유의한 상호관련성으로 지표들이 심부전 환자의 질병 중증도를 평가하는 

도구로서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심부전 환자의 중증도를 이해하고 심부전 자가간호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생화학적인 생리지수와 혈역학적 기능과 같은 생리적, 임상적 요인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Riegel et al. 2009). 또한 심부전이 실제로 경험하는 증상과 

이러한 임상적 특성들이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심부전 환자의 

증상을 평가할 때 대상자에 따른 차이를 인식하고 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하기 위해 필수적인 선행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심부전 환자의 

증상경험을 다룬 연구로 이와 관련된 요인으로 임상적 지표의 변화를 고려한 

것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따라서 심부전 환자의 증상경험의 관련요인 중 하나로 

임상적 특성을 파악한다면 심부전 환자의 특성을 고려한 간호 중재의 과학적 

근거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문헌고찰을 통해 심부전 환자의 임상적 특성 및 증상경험, 

증상경험의 관련요인으로 일반적 특성과 질병관련 특성, 자가간호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그 결과 심부전 환자들은 호흡곤란, 피로, 부종 등의 다양한 

증상을 경험하며, 이는 인구 사회학적 특성과 여러 임상적 특성과 관련이 있고, 

자가간호 면에서는 증상을 관찰하고 의료진에게 보고하는 활동이 잘 이루어 

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결국 심부전 증상의 악화를 초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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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생각되며 궁극적으로 환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심부전 환자의 신체적 증상경험과 관련요인간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추후에 심부전 환자의 자가간호를 증진시킬 수 있는 간호를 

수행하기 위해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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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이론적 기틀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은 증상경험을 다루는 중범위 이론인 불쾌증상이론

(Unpleasant symptom theory; Lenz, et al. 1997)을 이론적 기틀로 적용하였다

<Figure 1>. 1997년 수정 및 보완된 불쾌증상 이론은 개인이 경험하는 증상과 

이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그리고 증상의 경험으로 인한 결과의 세가지 주

요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증상은 환자의 주관적인 경험으

로 강도, 질, 고통감, 시간성의 다차원적인 속성을 가지며 증상경험의 선행 요인

으로 생리적 요인, 심리적 요인, 상황적 요인이 서로 상호작용 하며 불쾌증상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Figure 1 . Updated version of the middle-range theory of unpleasant 

symptoms(Lenz, et al.,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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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이 이론을 토대로 신체적 증상경험의 빈도와 강도를 측정하

고 이와 관련된 변수로 생리적 요인으로서 환자의 중증도를 반영한 질병관련 특

성, 상황적 요인으로서 자가간호 정도를 측정하였으며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추

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심리학적 요인은 측정하지 않았다. 본 연구의 개념적 기

틀은 <Figure 2>와 같다. 

 

Sociodemographic Factors 

Gender, Age 

Living status 

Religion 

Education 

Economic status 

Employment status 

 

Phychological factors 

 

   

   

Physidologic Factors 

: Clinical Factors 

NYHA Fc Class 

History of Cardiac Surgery 

History of PCI 

Arrhythmia 

The number of medicines 

Comorbidity 

Hospitalization within 1 year 

ER visit within 1year 

LVEF 

NT-pro BNP 

 Symptom Experience 

in Patients with Heart 

failure 

Frequency 

Intensity 

 

   

Situational Factors 

: Self management 

  

 

PCI = 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 NYHA Fc Class= Functional 

classification by New York Heart Association; LVEF = Left Ventricular Ejection 

Fraction  
 

 - not included in this study 

 

Figure 2. Conceptual framework for th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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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심부전 환자의 신체적 증상경험 및 관련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 관계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모집단은 국내 의료기관에서 심부전을 진단 받고 치료중인 만 

18세 이상의 환자이며, 2013년 10월 15일부터 2013년 11월 30일 까지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S 종합병원의 순환기내과 외래를 방문하거나,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심부전 환자를 근접 모집단으로 하여 편의 추출하였다. 

대상자의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심부전을 진단받고 외래 방문 치료나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2) 정신과적 또는 인지적 문제를 가지지 않은 의사소통이 가능한 환자 

3) 혈역학적 상태가 안정된 환자 

4) 연구에 흥미를 갖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환자 

 

대상자의 제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심부전 진단 후 심장 이식을 받은 환자 

2) 좌심실 수축기능이 명백히 정상이고 (좌심실 구출률>60%) 심장의 

구조적인 이상이 없는 상태에서 인과관계가 분명한 요인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발생한 심부전(폐혈증, 빈혈, 갑상선 중독증) 

3) 급성 대동맥박리, 특발성 폐고혈압 환자 



 

19 

 

 

심부전 환자의 신체적 증상경험과 관련요인의 선형 회귀 분석을 위한 대상자 

수는 G-power 3.1.7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의수준(α) 0.05, 효과크기 f
2
= 

0.15, 검정력(1-ß) 0.8과 15개의 투입 독립변수를 고려해 계산하였을 때 총 

139명이 산출되었으며 설문지 미흡으로 인한 탈락과 충분한 검정력을 고려하여 

170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 응답이 불완전한 16명을 제외한 154명을 

본 연구의 최종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3. 연구 도구 

 

본 연구의 자료수집 도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로서 신체적 증상경험 10문항, 

자가간호 9문항, 일반적 특성과 질병관련 특성 12문항이며, 질병관련 특성의 

일부를 환자의 의무기록을 통해 수집하였다. 

 

1) 일반적 특성과 질병관련 특성 

 

심부전 환자의 일반적 특성과 질병관련 특성은 선행연구 및 문헌고찰 결과와 

순환기 내과 전문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반적 특성은 성별, 연령, 배우자 

유무, 교육, 직업, 종교, 경제력을 포함되며 이는 설문지를 통하여 수집하였다. 

신장과 체중은 전자의무기록을 통해 수집하였다. 질병관련 특성은 NYHA 

기능분류, 심부전의 원인분류, 좌심실 구출률 (Left Ventricular Ejection 

Fraction; LVEF), 부정맥 유무와 종류, 약물의 종류 및 약물 복용 개수, 심장 

수술 과거력(관상동맥 우회술, 심장 판막 수술 등), 심혈관 시술 과거력, 동반 

질환, 1년 내 응급실 방문 유무, 1년 내 재입원 경험 유무, NT-pro BNP로 

구성되었다. 좌심실 구출률은 45%를 기준으로 구분하였으며 NT-pro BNP는 

순환기 내과 전문의와 상의하여 심장 기능 저하의 정도와 만 급성 정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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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하는 기준(Cutoff point)을 300pg/mL와 1000pg/mL으로 정하여 

구분하였다. 외래 환자의 경우 가장 최근의 NT-pro BNP 수치를 사용하였고, 

입원 환자의 경우 입원 후의 첫 번째 NT-pro BNP 수치를 사용하였다. 

동반질환은 문헌고찰과 순환기 내과 전문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당뇨, 빈혈, 

만성신부전, 뇌혈관 질환, 만성폐쇄성 폐질환을 포함하였고 질환 별 가중 없이 

동반질환의 개수로 평가하였다. 질병관련 특성은 전자의무기록과 면담을 통해 

수집하였다. 

 

2) 신체적 증상경험 

 

대상자들의 심부전으로 인한 신체적 증상경험을 측정하고자 Riegel 

등(2000)이 개발한 도구 중 심부전 환자들이 경험한 신체적 증상 부분을 

송은경 등(2006)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는 신체적 증상 중 

호흡곤란, 발목부족, 소화불량, 가슴통증 또는 가슴 불편감, 피로, 수면장애 등의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증상의 빈도와 강도를 평가하기 

위해, 질문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한 달 동안 환자가 경험한 증상에 대해 

증상 유무를 확인하고, 증상이 있다면 그 증상에 대해 발생 횟수(빈도), 증상의 

심한 정도(강도)를 기입 하도록 수정 보완 하였다. 없는 항목은 0점으로, 

증상이 있는 경우 빈도는 ‘거의 없음’을 1점, ‘가끔’을 2점, ‘자주’를 

3점, ‘항상 있음’을 4점으로 측정하였고, 강도는 ‘약함’을 1점, ‘중간’을 

2점, ‘심함’을 3점, ‘아주 심함’을 4점으로 하여 측정하였다. 신체적 

증상경험 빈도와 강도의 평균은 각각 1점에서 4점의 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증상을 자주, 심하게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신체적 증상경험의 

총점은 증상이 있는 항목에서는 증상의 빈도와 강도를 더한 후 2로 나눈 

평균값으로 평가하여 0점에서 4점의 범위를 가진다. 송은경 등(2006)의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0.84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0.85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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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가간호 

 

자가간호 이행은 심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개발한 European Heart Failure 

Self-care Behavior 9-item (EHFScB-9) 도구를 손연정 등(2010)이 번역-

역번역과 전문가 타당도를 검증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자가보고 

형태의 EHFScB-9 도구는 현재 14개 언어로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체중 

측정, 숨참, 다리/발목 부종, 피로, 체중 증가 시 의료진에게 보고, 수분량 제한, 

저염식이, 처방약물 복용의 자가간호 내용 9문항을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그렇지 않다’를 2점, '보통’을 3점, ‘그렇다’를 4점,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측정한다. 자가간호 행위 이행도의 총점은 각 문항의 평균으로 

계산하여 1점에서 5점의 점수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가간호 행위 

이행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원 도구 개정 당시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Cronbach's α .85이었고, 손연정 등(2010)의 연구에서는 .72, 같은 도구를 

사용한 길은하 (2013)의 연구에서는 .78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65이었다. 

 

4. 자료수집 절차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13년 10월부터 11월까지 서울 소재 3차 의료 

기관인 S병원 순환기 내과에서 외래진료를 받거나 입원 치료를 받는 심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한 대상자를 전자 

의무기록지를 통해 사전 확인 후, 연구 참여를 위해 담당의사의 동의를 구하고, 

환자를 만나서 연구목적과 연구방법, 소요시간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연구자가 설문지를 작성할 환자를 대상으로 충분히 

이해하고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준 후, 연구에 대한 추가 질문이 없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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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설문지는 1회 작성하게 되며 10~15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설문지의 문항을 읽기 어려운 환자에 한해 연구자가 설문 

문항을 읽어주고 답하게 하였다. 설문지의 구성은 대상자의 성별, 연령, 배우자 

유무, 동거 가족, 교육, 직업, 종교, 경제력을 포함한 일반적 특성, 신체적 

증상경험, 자가간호 정도의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질병관련 특성은 

전자의무기록과 면담을 통해 수집하였다. 

 

5. 연구의 윤리적 고려사항 

 

윤리성 확보를 위하여 연구가 진행되는 S종합병원의 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2013-09-049-001) 후에 본 연구가 진행되었다. 대상자에게 연구 

진행에 대해 본 연구자가 직접 설명한 후에 대상자가 자발적인 참여 의사를 

밝힌 경우에 한하여, 연구 대상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연구 참여를 승낙한다는 

자필 서명을 서면으로 받은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서면동의에는 연구목적, 

전자 의무기록의 검사 수치를 포함한 자료수집, 개인에 대한 비밀보장 등이 

포함되었다. 연구가 진행되는 도중에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중도 포기할 수 

있음을 알리고 이로 인해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으며, 수집된 자료는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음을 설명하였다. 

  

6.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부호화 하고 SPSS 20.0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모든 

검정은 유의 수준 0.05로 검증하였으며 자료분석을 위해 사용한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질병관련 특성은 기술통계(실수,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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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의 신체적 증상경험, 자가간호는 기술 통계인 평균,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3)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자가간호와 신체적 

증상경험 차이검정을 위해 t-test와 ANOVA를 사용하였으며, 다중범주 

간의 유의성을 비교하기 위해 Scheffe 사후검증을 사용하였다. 

4) 대상자의 신체적 증상경험과 일반적 특성, 질병관련 특성, 자가간호와 

신체적 증상경험의 관계를 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Pearson 

correlation)을 실시하였다. 

5) 대상자의 증상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의 독립적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파악하기 위하여 단변량 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를 

독립변수로, 신체적 증상경험을 종속 변수로 하여 3단계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linear regression)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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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질병관련 특성 

 

총 154 명의 대상자의 연령은 23 세부터 86 세까지였으며, 평균 연령은 

60.82±15.43)세로 나타났다. 성별은 남자가 91 명(59.1%)였으며, 대상자는 

대부분이 기혼(107 명, 69.5%)이었고, 부부만 거주하거나(59 명, 38.3%) 

부부와 자녀가 함께 거주(48 명, 31.2%)하는 경우가 많았다. 환자의 주관적 

경제상태는 대부분 중(85 명, 55.2%)이었으며, 가족 월수입은 200 만원에서 

300 만원(54 명, 35.1%)이 가장 많았다.  

 심부전의 원인으로는 심근증으로 인한 경우 가장 많았고(55 명, 35.7%), 

평균 좌심실 구출률(LVEF)는 44.77±17.65%로 나타났다. NYHA 

기능분류에서는 Class II 가 81 명, 52.6%로 대부분이었으며, 지난 1 년간 

심부전으로 한 번 이상 입원한 대상자는 57 명(37.11%), 응급실에 1 번 이상 

방문한 대상자는 41 명(26.6%)이었다. 심장 수술 과거력이 있는 대상자는 

19 명(12.3%), 심혈관 시술 과거력이 있는 대상자는 22 명(14.3%)이었다. 

평균 약물 복용의 개수는 5.05±2.29 개로 종류로는 베타차단제(104 명, 

67.5%), 안지오텐신 전환효소억제제 또는 안지오텐신 수용차단제(99 명, 

63.3%), 칼륨 보존성 이뇨제(76 명, 49.4%), 루프 이뇨제(69 명, 44.8%) 

순으로 많았다. 동반질환의 개수는 평균 0.64±0.34 개였고 가장 많은 

동반질환은 당뇨로 38 명(24.7%) 이었다. NT-pro BNP 수치의 범위는 최소 

33.33pg/mL 에서 23443.00pg/mL 였으며 중위수는 702.10pg/mL, 

사분범위(IQR)는 1854.85pg/mL 이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에, 질병관련 특성은 <Table 2>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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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 154)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SD 

Gender Male 91 59.1  

Female 63 40.9  

Age(years) <50 35 22.7 60.82±15.43 

 50-65 52 33.8  

 >65 67 43.5  

Marital Status Married 107 69.5  

Single 16 10.4  

Bereaved 27 17.5  

 Divorced 4 2.6  

Living Status Living alone 35 22.7  

Living with spouse 59 38.3  

Living with spouse & 

Children 
48 31.2 

 

Others 12 7.8  

Religion Yes 89 57.8  

No 65 42.2  

Education ≤Elementary school 35 22.7  

 Middle school 20 13.0  

 High school 46 29.9  

 ≥College 53 34.4  

Employment 

Status 

Employed 54 35.1  

Unemployed 100 64.9  

Monthly 

Income 

(10,000won) 

<100 23 14.9  

100-200 30 19.5  

201-300 54 35.1  

>300 47 30.5  

Perceived 

Economic 

Status 

High 20 13.0  

Middle 85 55.2  

Low 49 31.8  

 

  



 

26 

 

Table 2. Clinic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 154 )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SD 

Causes of Heart Failure Ischemic 33 21.4  

Hypertensive 15 9.7  

Valve disease 27 17.5  

Cardiomyopathy 55 35.7  

Others 24 15.6  

ECG NSR 89 57.8  

Others 65 42.2  

History of Cardiac 

Surgery 

Yes 19 12.3  

No 135 87.7 

History of PCI 

 

Yes 22 14.3  

No 132 85.7 

NYHA Fc Class 

 

 

Class I 26 16.9 2.22±0.83 

Class II 81 52.6  

≥Class III 47 30.5  

BMI(kg/m
2
) 

 

<18.5 8 5.2 23.95±4.04 

18.5-25 89 57.8 

>25 57 37.0 

Number of Medicines 

 

1-3 38 24.7 5.05±2.29 

4-6 73 47.4 

≥7 43 27.9 

Hospitalization within  

1 year 

No 97 63.0  

Yes 57 37.0 

ER visit within 1 year No 113 73.4  

Yes 41 26.6 

LVEF(%) <45 73 47.4 44.77±17.65 

≥45 81 52.6 

NT-pro BNP(pg/mL) <300 45 29.4 Median702.10 

 300-1000 48 31.4 IQR 1854.85 

 >1000 60 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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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linic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Continued) (n= 154 )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SD 

Comorbidity
†
 DM 38 24.7  

 Anemia 20 13.0  

 CKD 14 9.1  

 Cerebrovascular 16 10.4  

 COPD 8 5.2  

†
Multiple responses 

ECG = Electrocardiography; NSR = Normal Sinus Rhythm; PCI = 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 NYHA Fc Class = Functional classification by New York 

Heart Association; BMI = Body Mass Index; LVEF = Left Ventricular Ejection 

Fraction; DM = Diabetes Mellitus; CKD = Chronic Kidney Disease; COPD =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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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부전 환자의 자가간호 정도 

 

 심부전 환자의 자가간호 정도는 5점 만점에서 총점 평균 1.78점 에서 4.78점 

까지 분포하였으며, 평균점수는 3.49±0.53점 였다. 이행도가 높은 자가간호는

‘나는 처방된 대로 약을 잘 복용한다’,‘만약 호흡곤란이 심해지면 나는 의사나 

간호사에게 문의를 할 것이다’였다. 반면 ‘나는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나

는 매일 몸무게를 잰다’,‘만약 체중이 증가하면 나는 의사나 간호사에게 문의

를 할 것이다’는 자가간호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기타 내용은 <Table 3>에 

제시되어 있다. 

 

Table 3. Self Care Behavior of Heart Failure Patients  (n=154) 

Self Care Behavior Mean±SD 

I take my medication as prescribed. 4.65±0.67 

If I get SOB increases I contact my doctor or nurse. 4.00±0.84 

I get a flu shot every year. 3.92±1.38 

If leg/feet are more swollen, I contact doctor or 

nurse. 

3.64±0.90 

I eat a low salt diet. 3.30±1.09 

If I experience fatigue, I contact doctor or nurse. 3.23±0.91 

If I gain weight I contact doctor or nurse. 3.19±1.01 

I weigh myself every day. 2.89±1.26 

I limit the amount of fluids. 2.53±1.02 

Total 3.49±0.53 

SOB = Shortness of Breath 

 

  



 

29 

 

3. 심부전 환자의 신체적 증상경험 

 

 심부전 환자의 신체적 증상경험은 4점 만점으로 총점 평균 0점 에서 3점까

지 분포하였으며, 평균점수는 1.15±0.76점으로 나타났다. 이 중 증상의 발생 

빈도의 평균점수는 1.22±0.74점이고, 증상의 강도(심한 정도)의 평균점수는 

0.92±0.58점이었다. 증상경험의 빈도와 강도에 대한 각각의 결과는 <Table 4>

에 제시되었다. 경험 빈도와 강도는 같은 순위를 보였으며 대상자의 85.1%가 

‘피곤’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빈도와 강도가 가장 강한 증상으로 나타났

다. 다음으로 자주, 심하게 경험하는 증상으로는 ‘활동 시 숨이 차다’, ‘ 잠

을 잘 자지 못한다’ ,‘가슴이 답답하거나 아프다’ 의 순이었다. 빈도와 강도

가 낮은 증상은 자다가 ‘숨이 차서 깬다’, ‘휴식 시에도 숨이 차다’, ‘누워 

있을 때 숨쉬기 힘들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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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Physical Symptom Experience in Heart Failure Patients  (n= 154) 

Physical Symptom 

Experience 
n(%) 

Frequency Intensity Total 

 M±SD  

I feel fatigue. 131(85.1) 2.31±1.31 1.86±1.09 2.10±1.16 

Shortness of breath while 

activities 

117(76.0) 1.84±1.37 1.54±1.21 1.69±1.26 

I can’t sleep well. 93(60.4) 1.50±1.39 1.24±1.20 1.37±1.28 

I feel a pressure on the chest 

or have a chest pain. 

91(59.1) 1.26±1.20 1.01±1.01 1.13±1.08 

Loss of appetite 78(50.6) 1.19±1.37 1.00±1.09 1.10±1.26 

Swelling of ankles and legs 76(49.4) 1.16±7.37 0.89±1.06 1.03±1.19 

I feel bloated or nausea. 77(50.0) 1.12±1.26 0.88±1.10 1.00±1.15 

Difficulty breathing while 

lying 

62(40.3) 0.85±1.19 0.75±1.09 0.80±1.13 

Shortness of breath while 

resting 

61(39.6) 0.76±1.07 0.64±0.96 0.70±1.00 

Shortness of breath wakes 

me up. 

47(30.5) 0.64±1.12 0.55±0.95 0.59±1.02 

Total 1.22±0.74 0.92±0.58 1.15±0.76 

Frequency (Rarely, Occasionally, Frequently, Almost constantly), 1-4 

Intensity (Slight, Moderate, Sever, Very severe), 1-4 

Total = (Frequency + Intensity)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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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가간호와 신체적 증상경험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가간호와 신체적 증상경험은 <Table 5>와 같

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에서 자가간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요인으로는 연령, 배우자 유무, 종교 유무, 직업 유무였다. 일반적 특성 중에서 

연령이 50세 이하인 중장년층 보다 65세 이상의 노인이 자가간호를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4.229, p=.016),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없는 대상자 보

다(t=2.307, p=.022), 종교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 보다(t=2.390, p=.018), 

무직인 경우가 현직에 있는 대상자보다(t=2.699, p=.008) 자가간호를 더 잘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증상경험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일반적 특성으로는 직업 유무와 가

족 월수입이었으며, 현직에 있는 경우보다 직업을 가지지 않은 경우 증상 점수

가 더 높았고(t=2.619, p=.010), 가족 월 수입이 200만원 이하인 대상자가 

200만원 초과인 대상자보다(t=3.008, p=.003) 통계적으로 증상을 더 많이 경

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가간호와 신체적 증상

경험은 <Table5>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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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Physical Symptom Experience and Self Care related to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n= 154)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Self Care 
Physical Symptom 

Experience 

M ± SD t of F(p) M ± SD t of F(p) 

Gender   .976(.331)  1.358(.176) 

Male 91(59.1) 3.45±0.55  1.08±0.76  

Female 63(40.9) 3.54±0.50  1.25±0.75  

Age(years)   4.229(.016)  .416(.660) 

<50 a 35(22.7) 3.30±0.56 a< c 1.25±0.76  

50-65 b 52(33.8) 3.44±0.46  1.09±0.76  

>65 c 67(43.5) 3.61±0.54  1.14±0.76  

Spouse   2.307(.022)  1.300(.195) 

Yes 107(69.5) 3.55±0.49  1.10±0.74  

No 47(30.5) 3.34±0.57  1.27±0.79  

Living Status   1.324(.269)  2.041(.111) 

Living alone 35(22.7) 3.42±0.60  1.14±0.77  

Living with 

Spouse  

59(38.3) 3.55±0.52  1.12±0.73  

Living with 

Spouse  & 

Children  

48(31.2) 3.52±0.47  1.07±0.73 

 

Others 12(7.7) 3.25±0.54  1.65±0.89  

Religion   2.390(.018)  .369(.713) 

Yes 89(57.8) 3.39±0.52  1.13±0.76  

No 65(42.2) 3.37±0.52  1.18±0.77  

Education   .100(.960)  .573(.634) 

≤Elementary  

school 
35(22.7) 3.45±0.48 

 
1.27±0.85 

 

Middle school 20(13.0) 3.48±0.49  1.20±0.68  

High school 46(29.9) 3.49±0.52  1.05±0.77  

≥College 53(34.4) 3.51±0.59  1.15±0.76  

Employment Status  2.699(.008)  2.619(.010) 

Employed 54(35.1) 3.33±0.48  0.93±0.67  

Unemployed 100(64.9) 3.57±0.53  1.27±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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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Physical Symptom Experience and Self Care related to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Continued)   (n= 154)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Self Care 
Physical Symptom 

Experience 

M ± SD t of F(p) M ± SD t of F(p) 

Monthly Income(10,000Won)  1.304(.195)  3.008(.003) 

≤200 53(34.4) 3.41±0.51  1.41±0.81  

>200 101(65.6) 3.53±0.53  1.01±0.70  

Perceived Economic Status  .354(.703)  2.231(.111) 

Low 49(31.8) 3.44±0.46  1.31±0.86  

Middle 85(55.2) 3.50±0.56  1.11±0.70  

High 20(13.0) 3.56±0.56  0.9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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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상자의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자가간호와 신체적 

증상경험 

 

대상자의 질병관련 특성 중에서 자가간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요인으로는 NYHA 분류였다. NYHA 분류 I군인 경우에 III군과 IV군보다 

자가간호를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3.849, p=.023).  

신체적 증상경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질병관련 특성으로는 

심장수술 경험 여부, NYHA 분류, 약물 복용 개수, 1년 내 입원 경험 여부, 1년 

내 응급실 방문 여부, 좌심실 구출률과 NT-pro BNP였다. 

심장 수술(관상동맥 우회술, 심장 판막 치환술) 경험이 있는 경우(t=2.168, 

p=.032), NYHA 분류가 높을수록(F=93.871, p<.001), 약물 복용 개수가 7개 

이상인 경우가 1-3개를 복용하는 대상자보다(F=5.060, p=.007) 증상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년 내 입원한 경우(t=4.221, p<.001), 

응급실을 방문한 경우(t=3.663, p=.001), 좌심실 구출률이 45%미만인 

경우(t=2.929, p=.004), NT-pro BNP 수치가 높을 수록(F=14.241, p<.001) 

신체적 증상경험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자가간호와 신체적 증상경험은 <Table 6>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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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Self care and Physical Symptom Experience related to clinical 

characteristics       (n=154) 

Characteristics 

Category 
n(%) 

Self Care 
Physical Symptom 

Experience 

M ± SD t of F(p) M ± SD t of F(p) 

Causes of Heart Failure  .189(.851)  .358(.721) 

Ischemic 33(21.4) 3.50±0.55  1.19±0.81  

Non-

Ischemic 
121(78.6) 

3.48±0.52  1.14±0.75  

Arrhythmia  .837(.404)  1.644(.102) 

Yes 89(57.8) 3.53±0.49  1.07±0.74  

No 65(42.2) 3.46±0.55  1.27±0.78  

History of Cardiac Surgery  .973(.332)  2.168(.032) 

Yes 19(12.3) 3.60±0.61  1.50±0.88  

No 135(87.7) 3.47±0.52  1.10±0.73  

History of PCI   .131(.896)  .451(.652) 

Yes 22(14.3) 3.48±0.52  1.14±0.76  

No 132(85.7) 3.50±0.59  1.22±0.77  

NYHA Class 3.849(.023) 93.871(<.001) 

Class Ia 26(16.9) 3.67±0.56 a>c 0.38±0.29 a<b<c 

Class IIb 81(52.6) 3.52±0.51  0.94±0.50  

≥Class IIIc 47(30.5) 3.33±0.51  1.95±0.61  

BMI(kg/m2)   1.238(.293)  1.396(.258) 

<18.5 8(5.2) 3.35±0.71  1.58±0.97  

18.5-24.9 89(57.8) 3.54±0.47  1.13±0.76  

>25 57(37.0) 3.42±0.58  1.12±0.73  

Number of Medicines 2.893(.058) 5.060(.007)  

1-3a 38(24.8) 3.48±0.49  0.89±0.60 a<c 

4-6b 73(47.4) 3.40±0.57  1.13±0.71  

≥7c 43(27.9) 3.64±0.45  1.41±0.89  

Hospitalization within 1 year .756(.451) 4.221(<.001) 

No 97(63.0) 3.46±0.53  0.95±0.62  

Yes 57(37.0) 3.53±0.52  1.49±0.86  

ER visit within 1 year  .443(.658)  3.663(.001) 

No 113(73.4) 3.47±0.52  1.00±0.64  

Yes 41(26.6) 3.52±0.53  1.56±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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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Self care and Physical Symptom Experience related to clinical 

characteristics(Continued)     (n=154) 

Characteristics 

Category 
n(%) 

Self Care 
Physical Symptom 

Experience 

M ± SD t of F(p) M ± SD t of F(p) 

LVEF(%)   .187(.852)  2.929(.004) 

<45 65(43.3) 3.48±0.59  1.36±0.86  

≥45 85(56.7) 3.50±0.47  0.99±0.65  

NT-pro BNP(pg/mL) .456(.635) 14.241(<.001) 

<300a 45(29.4) 3.43±0.52  0.83±0.50 a<b<c 

300-1000b 48(31.4) 3.54±0.57  1.00±0.70  

>1000c 60(39.2) 3.48±0.50  1.52±0.83  

Comorbidity   1.635(.104)  .050(.961) 

Yes 62(40.3) 3.57±0.51  1.15±0.73  

No 92(59.7) 3.43±0.53  1.15±0.78  

 

6. 심부전 환자의 자가간호와 신체적 증상경험의 관련성 
 

심부전 환자의 자가간호와 신체적 증상경험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

석을 시행한 결과, 자가간호와 신체적 증상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

관계를 보였다(r=-.172, p=.033). 즉, 자가간호를 잘 할수록 신체적 증상경험 

점수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7. 심부전 환자의 신체적 증상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심부전 환자의 신체적 증상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의 독립적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파악하기 위하여 단변량 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를 

독립변수로, 신체적 증상경험을 종속 변수로 하여 3단계 위계적 회귀분석

(hierarchical multiple linear regression)을 입력선택 방법으로 시행하였다. 위

계적 회귀분석 1단계로 일반적 특성에서 직업 유무와 가족 월수입을, 2단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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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련 특성에서 심장 수술 여부, NYHA 분류, 약물 복용 개수, 1년 내 입원 

경험 여부, 1년 내 응급실 방문 여부, 좌심실 구출률과 NT-pro BNP를 회귀모

형에 투입하였다. 범주형 변수인 직업 유무, 가족 월수입, 심장 수술 여부, 

NYHA 분류, 1년 내 입원 경험 여부, 1년 내 응급실 방문 여부, 좌심실 구출률

과 NT-pro BNP는 가변수 처리하여 회귀분석에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자가

간호를 추가적으로 투입하여 일반적, 질병관련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자가간

호가 심부전 환자의 신체적 증상경험에 독립적인 영향을 주는 유의한 변수인지

를 확인하였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파악하기 위해 독립

변수들간의 상관관계를 Pearson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다. 독립변수들 간 상

관계수는 0.016에서 0.60으로 나타나 연구의 독립변수로 설정한 변수들 간에 

독립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가 모두 10이하로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심부전 환자의 신체적 증상경험을 설명하는 최종 변

수로는 질병관련 특성 중 NYHA 분류가 도출되었으며 ‘NYHA 분류 I’인 대상자

를 기준으로 ‘NYHA 분류 II’와(ß =.364, p<.001), NYHA 분류 III 이상’인 경

우(ß=.905, p<.001)에서 신체적 증상경험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른 변수들은 신체적 증상경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단계에서 유의한 설명변수로 확인된 직업 유무(ß=-.012, p=.842)와 가족 월

수입(ß=.002. p=.979)은 2단계인 질병관련 특성을 투입하면서 통계적 유의성

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고, 3단계인 자가간호도 신체적 증상경험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회귀 모델의 총 설명력은 56.8%로 나타났다(F=16.500, 

p<.001). 회귀분석의 결과는 <Table 7>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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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Associated Factors of Physical Symptom Experience     (n= 154) 

Predictors B 
Standard 

Error 
ß t(p) 

Adjusted 

R2 change 

Step 1     .076 

Employed* -.019 .097 -.012 -.200(.842)  

Monthly Income* (10,000won) 

≤200(ref.)     
 

>200 .002 .093 .002 .026(.979)  

Step 2     .494 

NYHA Fc Class      

Class I(ref.)      

Class II .519 .119 .342 4.362(<.001)  

≥Class III 1.408 .150 .856 9.374(<.001)  

History of Cardiac Surgery .106 .130 .046 .818(.415)  

Number of medicines      

1-3(ref.)      

4-6 .103 .109 .068 .945(.346)  

≥7 .077 .133 .046 .580(.563)  

Hospitalized within 1 year* .206 .108 .131 1.901(.059)  

ER visited within 1 year*  .092 .118 .054 .782(.435)  

LVEF(%) -.003 .094 -.002 -.028(.978)  

NT-pro BNP(pg/mL)*  

<300(ref.) 

300-1000 .179 .105 .109 1.711(.089) 

 

>1000 .143 .117 .092 1.220(.225)  

Step3     -.002 

Self Care -.068 .085 -.047 -.799(.425)  

Adjusted R2 = 56.8, F= 16.500, p<.001 

*Dummy coded, ref. = Reference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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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논의 

 

본 연구는 심부전 환자의 증상경험과 관련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불쾌증상 

이론(Lenz, et al. 1997)에 근거하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질병관련 특성과 

자가간호로 구성된 연구의 기틀을 설정하고 심부전 환자가 경험하는 신체적 

증상경험을 빈도와 강도 측면에서 평가하여 각 요인 간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환자가 경험하는 증상에 대하여 이해하고 관련요인을 규명하고자 시행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외래를 방문하거나(87%)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13%) 

심부전 환자로, 평균 연령은 60.82세였고 NYHA 분류 II가 81%, 좌심실 

구출률은 평균 44.77%로 비교적 경한 중증도를 보였다. 본 장에서는 연구의 

주요 결과와 연구의 제한점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1. 심부전 환자의 자가간호와 관련 요인 

 

심부전 환자의 자가간호 정도는 총점 평균 3.49±0.53점으로 이는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일 대학병원의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한 길은하(2013)의 

3.56점과 비슷한 수준이었고, 미국의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한 Hajduk 

등(2013)의 연구에서의 3.39점과 일본에서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EHFScB-

9의 이전 도구(EHScB-12)로 측정한 점수(Kato et al., 2009)인 3.29점과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충청남도에 위치한 일 종합병원의 외래 방문치료를 

받고 있는 심부전 환자의 자가간호 이행 정도를 측정한 손연정 등(2011)의 

연구에서의 2.01점과,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손연정 등(2010)의 

연구에서의 1.94보다 높게 나타났다. 손연정의 두 논문보다 본 연구의 

자가간호가 높게 나타난 것은 본 연구에서 자가간호의 관련 요인으로 나타난 

배우자의 비율이 69.5%였던 반면 손연정 등(2011)의 연구에서는 58.2%로 

낮았고, 월소득이 전혀 없다고 답한 비율이 43.8%로 경제적 상태도 낮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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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이 대졸 이상인 대상자가 10.4%로 본 연구 대상자의 34.4%에 비해 적어, 

이러한 일반적 요인들의 차이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 된다. 또한 손연정 

등(2010)의 연구에서 자가간호 정도가 본 연구 보다 낮게 나타난 것은 

인지기능에 따른 자가간호 차이를 측정하기 위해 치매 의심 군과 초기 치매 

환자를 포함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이행도가 가장 높은 자가간호는 ‘나는 처방된 대로 약을 잘 

복용한다’로 다른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으며(손연정, 김선희와 김기연 2011; 

옥종선 2011; Kato et al. 2009), ‘만약 호흡곤란이 심해지면 나는 의사나 

간호사에게 문의를 할 것이다’의 높은 이행도 역시 타 연구 결과와 

일치하여(옥종선 2011; Kato et al. 2009) 심부전 악화 증상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호흡곤란이나 숨찬 증상이 있을 경우 의료적 도움을 구하는 

자가간호를 잘 이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는 매년 독감 예방 주사를 

맞는다.’의 항목에서 높은 이행도를 나타낸 것은 국내의 타 연구결과(옥종선 

2011)와는 일치하고 서양의 연구결과(Gallagher, Luttik and Jaarsma 

2011)와는 다르게 나타났는데, 이는 심부전 환자들이 지식을 가지고 심부전의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독감 예방 주사를 맞았다기 보다는, 무료 독감 예방 접종 

실시에 따른 접종률 향상과 외래 진료 시 접종 처방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나는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나는 매일 몸무게를 잰다‘, ‘만약 

체중이 증가하면 나는 의사나 간호사에게 문의를 할 것이다’는 각각 2.53점, 

2.89점, 3.19점으로 낮은 이행을 보였는데 국내의 손연정 등(2011)의 연구에서 

각각 1.43점, 1.45점, 1.05점으로 측정 된 것보다는 높았으나, 호주의 Gallagher 

등(2011)의 연구에서는 각각 3.76점, 3.30점, 3.72점으로 국내의 연구 

결과보다 높게 보고되고 있다. 과도한 체액의 축적으로 인한 심장의 순환 

부담이 증가로 심부전의 주요 증상을 야기되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수분 섭취 

조절과 체중 모니터링의 자가간호가 부진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약물 복용이나 

저염식이와 같은 자가간호는 교육이나 여러 매체로부터의 잦은 노출로 비교적 

잘 이행하는 반면, 적절히 수분을 조절함으로써 심장의 부담을 덜어주고 심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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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 악화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자가간호인 수분 섭취 제한과 체중 

모니터링, 체중 증가 보고와 같은 활동은 지식 부족과 중요성의 인지 부족으로 

인해 낮은 이행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심부전의 자가간호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심부전 지식을 

측정한 옥종선(2011)의 연구에서 얼마나 자주 체중 측정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단지 34.6%만이 매일 이라고 답하였으며, 몸무게 측정의 중요성에 대한 

질문에 45%의 정답률을 보였고, 손연정 등(2011)의 연구에서도 저염식이에 

대한 지식을 묻는 질문의 정답률이 73.0%로 비교적 높았던 반면, 일일 수분 

섭취량을 묻는 질문에 대한 정답률이 7.8%로 낮아 이는 심부전 악화 증상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증상 및 징후에 대해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체중 증가는 지나친 수분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상이며, 유럽 심장학회(the European Society of Cardiology)의 심부전 

자가간호 가이드라인을 따라 체중을 매일 측정하고 체중이 3일 이내 2kg 

증가할 때 병원을 방문해야 함을 구체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Lainscak 

et al. 2011). 또한 간호사의 심부전 지식을 측정한 권시내(2012)의 연구에서 

체중 측정 결과의 사정을 묻는 질문에서 정답률이 25.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환자뿐만 아니라 간호사들 또한 이상 체중과 이에 대한 보고와 관련된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환자와 보호자에게 증상 및 대처에 

대한 포괄적인 자가간호 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간호사의 지식수준을 높이기 

위한 중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심부전 환자의 자가간호와 관련된 일반적 특성으로는 연령, 직업 유무, 배우자 

유무, 종교 유무였다. 연령의 경우 70세 이상이 40세 미만보다 자가간호를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나 옥종선(2011)의 연구와 일치하였으나, 연령이 증가할 

수록 자가간호 이행이 낮다는 연구(Kato et al. 2009)와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이는 연령이 낮을수록 자가간호를 잘 할 것이라는 통상적인 관점과는 

달리 노년층에서도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으로써 자가간호 활동을 잘 

수행하게 되어 자가간호를 설명하는 변수로서의 연령에 대한 결과가 연구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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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무직인 경우 현직에 있는 대상자보다 자가간호를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나 Kato 등(2009)과 옥종선(2011)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는데, 고령에서 무직이 많다는 것을 고려하였을 때 연령과 직업 유무 

요인간의 상호작용 자가간호와의 관련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즉, 

고령이 자가간호 수행 점수가 높은 것은 연령에 따른 차이와 무직이 많기 

때문에 나타나는 차이가 함께 존재 할 수 있어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 보다 자가간호 수행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다른 연구결과(Gallagher et al. 2011; Rosland et al. 

2010)와 일치하여 배우자의 지지가 자가간호 이행에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하였다. 특히 Sayers 등(2008)는 증상 악화를 사정하고 이를 보고하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는 심부전 환자에게 있어 보호자는 중요한 지지적 

요소로 강조하였다. 따라서 가족의 지지를 격려하는 것은 스스로 증상을 

관찰하고 증상 발현 시 의사 결정을 통해 적절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가족 지지를 받을 수 

없는 대상자에 대한 개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그 외 관련 변수로는 종교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 보다 자가간호를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는 손연정 

등(2011)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여 종교가 지지체계로서의 역할을 함으로써 

자가간호를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대상자의 질병관련 특성 중에서 자가간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요인으로는 NYHA 분류였다. NYHA 분류에서 NYHA 분류 I군이 III군 

이상보다 자가간호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양인숙 (2013)의 연구와 

옥종선 (2011)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으나 NYHA 분류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손연정 등(2011)과 Gallagher 등(2011)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NYHA 분류는 정상적인 일상 활동을 수행하는데 나타나는 

호흡곤란과 활동 제한 정도를 의미 하므로, 본 연구결과를 호흡곤란과 활동 

제한 정도가 경한 경우 자가간호를 더 잘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오히려 호흡곤란과 활동 제한 정도가 심한 경우 스스로 자가간호를 더 잘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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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하는 경향(Dickson, Deatrick and Riegel 2008)이 있어 일부 연구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2. 심부전 환자의 신체적 증상경험과 관련요인 

 

본 연구 결과, 심부전 환자의 신체적 증상경험 평균 점수는 4점 만점에 

1.15점으로, 이 중 증상의 발생 빈도의 평균점수는 1.22점이고, 증상의 강도의 

평균점수는 0.92점 이었다. 신체적 증상경험은 높지 않은 수준으로, 이는 연구 

대상자 중 비교적 중증도가 경한 NYHA 분류 I과 II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79.5%로 많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증상의 발생 빈도와 증상의 강도는 같은 

순위를 보여 자주 경험하는 증상의 강도를 심하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85.1%가 ‘피곤’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활동 시 숨이 차다’, ‘가슴이 답답하거나 아프다’, ‘입맛이 없다’의 

순으로 경험의 빈도와 강도가 높았다. 반면 빈도와 강도가 낮은 증상으로 

‘자다가 숨이 차서 깬다’, ‘휴식 시에도 숨이 차다’, ‘누워 있을 때 숨쉬기 

힘들다’로 보고되어, 가장 많이 경험하는 심부전의 주요 증상으로 

‘호흡곤란’을 보고한 국내외 연구(송은경 et al. 2006; Herr et al. 2013; 

Kato et al. 2012)와 일치하지 않았다. 송은경 등(2006)과 Kato 등(2012)의 

연구 모두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송은경 등(2006)의 연구에서 NYHA 

분류 III에 해당하는 경우가 50.8%였고, Kato 등(2012)의 연구는 권고된 

치료에도 악화를 보인 심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본 연구의 

대상자보다 중증도가 높아 이와 같은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로의 경우 호흡곤란만큼 심각하다고 인식하지는 않으나, 신체적 증상경험 중 

가장 높은 수준을 호소한다는 Yu 등(200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특히 

피로나 식욕 부진과 같은 증상들은 호흡곤란과 같은 전형적인 증상과 연관이 

있으며(Herr et al. 2013; Jurgens et al. 2009b), 피로가 호흡곤란 보다 입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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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잘 예측한다는 연구결과(Albert et al. 2010)를 고려해 볼 때 피로와 

식욕부진과 같은 비 특이적인 증상을 사정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질병의 중증도가 높을수록 피로와 가슴 답답함, 식욕부진, 메스꺼움과 

구토와 같은 비 특이적인 증상들이 질병의 악화를 시사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런 경우 환자가 노화에 대한 변화로 받아들이거나 다른 동반질환으로 인한 

증상으로 생각하여 보고가 늦어질 수 있어(Jurgens et al. 2009a)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조한 자가간호 교육이 중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신체적 

증상경험만을 측정하였으나 신체적, 심리적 증상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결과적으로 환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므로(Jurgens et al. 2009a), 신체적 

증상뿐만 아니라 함께 동반되는 여러 심리적 증상들을 복합적으로 사정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신체적 증상경험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일반적 특성으로는 직업 유무와 

가족 월수입 이었다. 현직에 있는 경우보다 직업을 가지지 않은 경우 증상 

점수가 더 높았는데 이는 직업의 유무가 증상에 영향을 미쳤다기 보다 증상이 

심한 경우 현직에 있기 힘들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또한 가족 월수입이 200만원 

이하인 대상자가 200만원 초과인 대상자보다 증상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심혈관계 질환을 가진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김조자 외 

2006)의 가족 월수입이 증상경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가족 월수입이 

심부전 환자의 기능상태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송은경 외 2006)와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경제적 지지가 증상 관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며, 빈곤층에 대한 자원 분배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반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심부전 환자의 신체적 증상경험과 관련이 있는 질병관련요인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생리적, 임상적 특성을 다양하게 측정하였다. 그 결과, 

신체적 증상경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질병관련 특성으로는 

심장수술 경험 여부, NYHA 분류, 1년 내 입원 경험 여부, 1년 내 응급실 방문 

여부, 좌심실 구출률과 NT-pro BNP로 나타났다. 이는 NYHA 분류, 좌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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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출률, NT-pro BNP로 질병의 중증도를 측정하여 불쾌증상과의 관계를 살펴본 

양인숙 (2013)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본 연구 결과에서 심부전 환자들 중 

관상동맥 우회술이나 심장 판막 치환술을 한 대상자에서 유의하게 신체적 

증상경험 점수가 높았다. 심장 수술을 경험한 환자들은 다른 심부전 환자들과 

복용하는 약물의 종류도 다르고, 수술 경험으로 인한 환자의 사회심리적 특성도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환자군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없어 특성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개별화된 접근을 통한 중재도 부족하여 

이러한 요인을 측정하는 반복연구와 중재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1년 내 입원을 

경험하거나 응급실을 방문한 대상자가 신체적 증상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위험 요인을 가진 환자군을 포괄적으로 파악하여 효과적으로 

관리한다면, 재입원과 같은 결과를 예방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심부전 환자의 자가간호와 신체적 증상경험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시행한 결과, 자가간호와 신체적 증상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자가간호를 잘 할수록 신체적 증상경험 점수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서로 다른 결과를 보였는데, 

일부 연구(양인숙 2013; 옥종선 2011)에서는 자가간호 이행 점수가 높은 경우 

증상의 중증도가 낮게 나타났으나, 또 다른 연구들(손연정 외 2011; Kato et al. 

2009)에서는 증상의 중증도와 자가간호 사이에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이한 결과는 자가간호를 잘 하는 경우 증상 경감에 미치는 

효과와, 증상이 심할수록 자가간호를 더 잘하는 경향이 함께 나타나, 이 두 

가지가 상충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Dickson 등(2008)의 연구에서 

증상을 많이 경험하는 대상자는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자가간호 활동을 

하는 패턴을 보이게 된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영향에도 본 연구결과에서 

자가간호 이행 점수가 높은 경우 증상을 더 적게 경험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가간호가 증상경험의 관련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심부전 환자들을 대상으로 자가간호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프로그램 전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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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한 증상에 호전을 보였다는 유사실험 연구(Wang et al. 2011)에서 뒷받침 

된다. 그러므로 자가간호가 증상 경감에 미치는 효과를 명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실험 연구 또는 종단 연구를 시행하는 것을 제안한다. 

 

3. 심부전 환자의 신체적 증상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심부전 환자의 신체적 증상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의 독립적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단변량 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를 독립변수로, 

신체적 증상경험을 종속 변수로 하여 3 단계 위계적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심부전 환자의 신체적 증상경험을 설명하는 변수로 2 단계인 질병관련 특성 중 

NYHA 분류가 도출되었으며, 전체 설명력은 56.8%로 나타났다(F=16.500, 

p<.001). 심부전의 중증도 분류인 NYHA 분류가 포함된 질병관련 

특성(49.4%)이 전체 설명력의 약 87%로 환자가 경험하는 신체적 

증상경험에는 환자의 중증도가 가장 관련이 큰 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심부전 환자의 증상을 평가할 때 대상자의 임상적 경중에 따른 차이를 인식하여 

이를 고려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로 도출되지 못하였으나 과거 입원 과거력이 있는 환자들에게는 반복적인 

입원의 직, 간접적인 원인과 자가간호의 장애요인을 파악하여 개별화된 교육과 

모니터링을 통해 효과적으로 재입원을 예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외 단변량 

분석에서 신체적 증상경험의 관련 변수로 나타난 직업유무, 가족 월수입, 

심장수술 경험, 약물 복용 개수, 1 년 내 응급실 방문 여부, 좌심실 구출률, NT-

pro BNP 와 자가간호는 회귀분석에서 예측요인으로 도출되지 못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가간호 측정도구의 신뢰도가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65 로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이 도구가 국내의 심부전 환자들을 대상으로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보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문항의 표현이 다소 일관되지 

못해 설문을 작성하는 대상자가 혼돈스러울 수 있어, 향후 신뢰도와 타당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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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된 도구를 이용한 반복 연구가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증상의 

중증도에 따른 자가간호 행위의 향상 효과를 배제하여 독립적인 자가간호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종단 연구 또는 자가간호 중재를 통한 증상의 향상을 

측정하는 중재 연구와 같이 다양한 연구 설계의 반복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 특성, 질병관련 특성과 자가간호를 중심으로 

신체적 증상경험과 관련이 있는 요인을 검증하였으나 심장 질환자의 심리 

사회적 요인과 증상경험을 알아본 김조자 외(2006)의 연구에서 우울 등의 

심리적 요인이 증상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이론적 

기틀로 사용한 불쾌증상 이론에 따르면 심리적 요인이 증상경험의 선행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심부전 환자의 증상경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일반적, 질병관련 특성과 자가간호뿐만 아니라 이에 

관련된 요인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증상 또한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증상을 함께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한 개의 기관에서 

대상자를 임의 추출하였고 대부분의 대상자가 증상이 경한 외래 환자였으므로 

모든 심부전 환자에게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 다양한 

의료기관과 환경의 환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횡단적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로 신체적 증상경험과 관련이 있는 요인들과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종속 변수로 신체적 

증상경험만을 포함하였으나 심부전 환자의 증상을 이해하는데 있어 신체적 

증상과 우울, 불안과 같은 심리적 증상을 함께 측정하여야 한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증상경험의 선행 요인으로 임상적, 상황적 특성만을 측정하였으므로 

심부전 환자의 심리적 요소를 증상경험의 영향요인으로 포함하여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본 연구의 자가간호 도구의 신뢰도가 낮아 신체적 증상경험을 

설명하는 변수로 도출되지 못하였으므로 국내 심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자가간호 도구를 사용하여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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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심부전 환자의 신체적 증상경험 수준을 알아보고 신체적 

증상경험과 관련이 있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로써, 2013 년 10 월 15 일부터 2013 년 11 월 30 일까지 심부전을 

진단받고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S 종합병원 순환기내과 외래 방문 치료나 

입원 치료를 받는 154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신체적 

증상경험을 Riegel 등(2000)이 개발하고 송은경 등(2006)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이용하여 신체적 증상의 빈도와 강도를 측정하였으며 신체적 증상경험과 

관련된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해 일반적 특성, 질병관련 특성, EHFScB-9 을 

이용한 자가간호가 설문지와 의무기록 분석을 통해 측정되었다. 

자료 분석은 SPSS20.0 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으며, 실수,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와 위계적 

선형회귀분석을 시행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 대상자의 신체적 증상경험은 4 점 만점에 1.15±0.76 점으로 

비교적 낮은 수준 이었고, 활동 시 호흡곤란, 휴식 시 호흡곤란, 부종, 수면 중 

숨이 차서 깸, 식욕부진, 메스꺼움, 피로, 가슴 답답함, 수면 장애 중 피로가 

2.10±1.16 점으로 빈도와 강도가 가장 높은 수준이었으며, 수면 중 숨이 차서 

깨는 증상이 평균 0.59±1.02 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대상자의 

자가간호는 5 점 만점에 3.49±0.53 점으로 중간 정도의 이행을 보였으며 가장 

이행도가 높은 자가간호는 약 복용 이었고(4.65±0.67 점), 수분 섭취 제한이 

가장 이행도가 낮은 자가간호(2.53±1.02 점)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중에는 무직인 경우(t=2.619, p=.010)와 가족 

월수입이 낮을수록(F=3.008, p=.003) 신체적 증상경험 점수가 유의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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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았으며, 연령이 많은 경우(F=4.229, p=.016), 배우자가 있는 경우(t=2.307, 

p=.022), 종교가 있는 경우(t=2.390, p=.018), 무직인 경우(t=2.699, 

p=.008)에 자가간호 이행 점수가 통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질병관련 특성 중에는 심장수술 경험이 있는 경우(t=2.168, p=.032), NYHA 

분류가 높은 경우(F=93.871, p<.001), 약물 복용 개수가 많은 경우(F=5.060, 

p=.007), 1 년 내 입원을 경험한 경우(t=4.221, p<.001), 1 년 내 응급실에 

방문한 경우(t=3.663, p=.001), 좌심실 구출률이 높은 경우(t=2.929, 

p=.004)와 NT-pro BNP 가 높은 경우(F=14.241, p<.001)에 신체적 

증상경험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간호에는 NYHA 분류가 낮은 

경우(F=3.849, p=.023) 이행점수가 높았다. 대상자의 자가간호와 신체적 

증상경험과의 관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r=-.172, 

p=.033)를 보여 자가간호를 잘 할수록 신체적 증상경험 점수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부전 환자의 신체적 증상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본 

연구의 기틀에 따라 일반적 특성을 1 단계로, 질병관련 특성을 2 단계로, 

자가간호를 3 단계로 하여 위계적 선형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신체적 

증상경험을 설명하는 요인으로는 심부전 중증도 분류인 NYHA 분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델에 포함된 변수들은 대상자의 

신체적 증상경험을 56.8% 설명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F=16.500, p<.001).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환자가 경험하는 신체적 증상경험을 평가할 

때 중증도에 따른 임상적 특성의 차이를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며, 과거의 입원 

경험이나 사회적 경제적 상태와 같은 관련요인들을 다양하게 고려하여 체계적인 

사정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였다. 자가간호의 설명력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횡단적 서술관계인 연구의 한계를 고려 할 때 다양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종단적 연구와 심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자가간호 교육 

프로그램의 중재 개발과 그 효과 측정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대상자들의 자가간호 수준은 다른 나라의 연구결과와 비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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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을 때 매우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특히 수분 섭취 제한과 체중 

모니터링과 같은 수분 조절과 관련된 자가간호의 이행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간호실무에서 심부전 환자 교육 시 구체적인 관리와 활동의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환자들이 퇴원 후 일상생활에 복귀하였을 때 자가간호를 잘 

이행하여 스스로 증상을 조절하고, 의사결정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심부전 환자의 신체적 증상경험과 관련요인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심부전 환자의 특성을 고려한 자가간호 교육과 평가의 

과학적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간호교육 

 

 본 연구결과 위험요인으로 나타난 재입원과 응급실 방문 경험이 잦거나 

중증도가 높은 환자들을 파악하여 환자의 특성에 따른 적극적인 맞춤 중재가 

필요하다. 중증도가 높은 경우 자가간호의 이행 정도가 낮고 증상경험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환자들이 반복하여 재입원과 응급실을 방문하게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교육이 필요하다. 

심부전에 대한 증상과 징후, 증상 발현 시 행동요령을 포함한 교육자료를 

제공하여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쉽게 참고하고 증상이 새로 생기거나 심해지는 

경우 바로 의료진에게 알리도록 하여 질병의 악화를 미연에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체중 모니터링과 이상 체중의 보고, 과도한 수분 섭취 제한, 

증상 악화 시 대처와 같은 자가간호의 이행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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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간호의 중요성과 가이드라인에 따른 정확한 정보를 제시하는 교육이 

필요하겠다. 

환자와 보호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간호사의 심부전 

자가간호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간호사의 심부전에 대한 지식은 

경력이나 근무부서와 같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요구도를 

조사한 후 의료기관 내 보수교육과 실무교육을 통해 간호사의 심부전에 대한 

지식을 높이기 위한 의료진 개인의 꾸준한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시간과 

교육자원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적,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하다. 

 

2) 간호연구 

 

본 연구의 대상자는 일개 종합병원의 외래 환자들이 대부분이었으므로 그 

결과를 모든 심부전 환자에게 일반화하기에 한계가 있다. 추후 다기관에서 

입원환자를 포함한 대상자를 확보하여 반복 연구할 것을 제언한다. 또한 본 

연구는 횡단적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로서 심부전 환자의 자가간호와 신체적 

증상경험을 동시에 측정하였으므로, 중증도가 높은 환자가 자가간호를 잘 

수행하게 되는 경향으로 인해 환자의 증상경험에 미치는 자가간호의 효과를 

정확하게 측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종단 연구나 자가간호 교육을 제공하고 

환자의 증상이 완화되는지 확인하는 중재 연구를 통해 그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불쾌증상이론을 이론적 기틀로 하여 신체적 증상경험의 빈도와 

강도를 측정하고 이와 관련된 변수로 일반적 특성과 생리적 요인으로서 환자의 

중증도를 반영한 질병관련 특성, 상황적 요인으로서 자가간호 정도를 포함하여 

개념적 기틀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불쾌증상 이론의 세가지 주요 개념인 증상과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증상의 경험으로 인한 결과 중 증상의 경험으로 

인한 결과에 대한 측정을 포함하지 않았다. 따라서 추후 환자의 삶의 질이나 

기능적 상태, 의료비와 같은 경제적 지표와 환자의 임상결과와 같은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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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들로 증상경험의 결과를 측정하여 불쾌 증상 이론에서 제시한 주요 

개념들을 근거로 심부전 환자의 증상경험의 설명력을 높이고 모델을 확장 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심부전 환자가 경험하는 증상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신체적인 

부분만을 측정하였으므로 심부전 환자의 증상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추후 신체적 증상경험뿐만 아니라 심리적 증상을 포함한 반복 연구를 제언한다. 

또한 신체적 증상경험에 미치는 자가간호의 영향을 확인 하였으므로 자가간호의 

효과로 신체적 증상경험뿐만 아니라 삶의 질, 재입원율, 응급실 방문, 의료비용 

등 다양한 변수를 측정하여 자가간호가 환자의 삶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적인 

측면을 포함한 확대 연구를 제언한다. 

 

3) 간호실무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환자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인적, 물적 자원의 

지원이 필요하며, 질병의 중증도에 따른 차별화된 교육을 통해 자가간호를 

향상시켜, 보다 효율적으로 환자의 증상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 배우자와 종교와 같은 지지체계와 경제적 상태가 자가간호와 

관련이 있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므로 간호 중재 시 이와 같은 지지체계를 적극 

활용하고 혼자 생활하는 독거노인과 같이 지지체계의 기반이 약한 대상자에는 

특별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심부전 악화 증상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증상 및 징후에 대한 

모니터링과 보고에 대한 자가간호 행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간호실무에서 심부전 환자 교육 시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관리와 활동의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자가간호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자료의 마련, 상담과 같은 

중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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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설명핚 이 문서를 인으면서 어떤 질문이라도 핛 수 있습니다. 충분핚 시갂을 가

지고 결정해 주십시오. 귀하가 본 연구 참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얼마듞지 

맋은 질문을 해 주십시오. 귀하께서 궁금해 하시는 모듞 질문에 대핚 답을 받고, 귀하가 

이 연구에 참여하고 싶다고 결정을 내렸을 때, 이 문서에 서명해 주십시오. 귀하와 이 문

서에 대하여 설명핚 연구책임자(또는 연구책임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본 서식에 서명하

고 자필로 해당 날짜를 기재해야 합니다. 귀하의 서명은 귀하가 본 연구에 대해 그리고, 

위험성에 대해 설명을 들었음을 의미합니다. 또핚 이 문서에 대핚 귀하의 서명은 귀하께

서 자싞이 본 연구 참여를 원핚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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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목적  

본 임상시험은 연구를 목적으로 수행됩니다. 본 연구는 심부젂 홖자의 증상경험, 자가갂

호와 바이오 마커와의 관계에 대핚 연구입니다. 심부젂의 유병률이 증가하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심부젂 홖자들이 스스로 자싞의 질병을 관리하는 자기갂호를 향상 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읶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는 읷상 짂료 하에 실시하는 조

사로서 귀하의 짂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설문 조사와 의무기록 상의 혈액 검사 

수치를 통하여 심부젂 홖자의 증상경험, 자가갂호 정도와 생화학적읶 생리지수와의 관계

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2. 연구 참여 기간, 절차 및 방법 

본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하시면 설문지를 이용하여 읷반적 특성(성별, 연령, 배우자 유

무, 교육, 직업, 종교, 경제력, 거주 형태, 입원 횟수)과 질병관렦 특성, 증상경험 및 자가

갂호 정도에 대핚 조사를 시행핛 예정입니다. 설문 조사는 모두 5페이지로 구성되어 있

고 설문 작성에는 약 10분에서 15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핚 귀하의 참여 

동의 후 젂자 의무기록에서 검사 수치를 포함하여 귀하의 건강 관렦 정보를 수집하게 됩

니다. 귀하는 이젂처럼 통상적읶 짂료를 받게 되므로 연구 참여로 읶하여 추가적으로 시

행되는 검사나 의학적 젃차는 없습니다.  

 

3. 예상되는 위험 및 이득 

본 연구는 설문 조사 연구이므로 연구로 읶해 부가적으로 수행되는 검사나 젃차가 없으

므로 연구참여로 읶핚 직접적읶 위험도, 참여로 읶핚 이득도 없습니다. 다맊, 본 연구를 

통하여 향후 더 맋은 홖자들에게 유익핚 정보를 제공하고 학술 논문으로 출판되어 갂호

학 발젂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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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참여에 따른 손실에 대핚 보상 

본 연구는 설문 조사 연구이므로 연구로 읶해 부가적으로 수행되는 젃차가 없으며 본 연

구 참여에 따른 금젂적 보상도 없습니다.  

 

5. 개인 정보의 제공에 대핚 동의 

본 연구는 귀하의 자료를 향후의 다른 연구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6. 자유의사에 의핚 연구 참여 및 동의 철회  

본 연구에 참여핛지 여부는 젂적으로 귀하의 선택에 의핚 것이며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도 젂혀 불이익은 없습니다. 또핚 참여에 동의핚 이후에도 동의 철회를 원핛 경우 

조사된 자료를 폐기하도록 요청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연구에 사용된 정보와 

자원을 제외하고 모듞 자료는 적법핚 젃차에 따라 폐기됩니다. 

 

7. 개인정보 보호 

맊약 귀하가 본 연구에 참여하싞다면 본 연구에서는 귀하의 개읶정보(건강에 관핚 정보 

등)를 수집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집된 개읶정보는 관렦 법규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며 

연구에 관렦된 담당자맊이 수집된 자료에 접근핛 수 있습니다. 수집된 개읶정보 중 개읶

식별정보는 연구에 직접 이용되거나 필요핚 정보가 아니며 연구로 읶해 획득되는 임상 

자료와 귀하를 연결하기 위핚 목적으로맊 사용됩니다. 귀하의 개읶정보는 연구 목적을 

달성핛 때까지 사용하게 되며 수집된 정보는 개읶정보보호법에 따라 적젃히 관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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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자 성명:                                   

 

서명:                                              

 

 

날짜:                                  

법정대리읶:                                 

(필요핚 경우) 

서명:                                               

대상자와의 관계:                        

 

날짜:                                  

연구책임자/공동연구자 성명:                    

 

서명:                                          

 

 

날짜:                                  

 

 

 

 

 

  

본 동의서는 삼성서울병원 기관윤리심의위원회(IRB)에서 심의하여  

사용을 승인한 동의서로. SMC철인이 된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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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바쁘싞 중에 이 연구에 참여해 주셔서 짂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저는 삼성서울병원 갂호사로 근무하면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 

중읶 학생 입니다. 저는 심부젂으로 읶핚 증상 경험과 홖자 분들이 스스로를 돌

보는 자가갂호 행위에 깊은 관심이 맋아 이에 대핚 연구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본 설문지는 석사 학위 논문을 위해 심부젂으로 읶핚 홖자분들의 증상 경험과 

자가갂호 행위에 관핚 연구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시도되었습니다. 귀하께서 설

문에 참여 하시는 경우 설문 및 짂료 기록으로 확읶 된 짂료정보를 이용핛 것입

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시는 모듞 내용은 앞으로 증상관리와 자가갂호를 통핚 

심부젂 홖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귀핚 자료로 쓰여질 것입니다. 설문지를 작성하

시는데 소요될 시갂은 약 10~15분 정도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응답하싞 개읶의 

정보나 내용은 완젂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다소 힘드시더라도 솔직하고 빠짐 없

이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심부젂 홖자들의 갂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핛 것을 약속 드리

며, 귀하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귀하의 협조에 짂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2013년 

연세대학교 대학원 갂호학과 

연구자 이 형 숙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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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께서 최근 핚달 간 경험핚 증상의 발생 빈도, 증상의 심핚 정도에 해당하는 곳에 □V  표시를 해 주십시오. 

 

 

증상 

 
증상의 발생 빈도 증상의 심핚 정도 

증상 없음 거의없음   가끔     자주   항상있음    약함    중간    심함   아주심함 

1. 활동 시 숨이 차다. □  □1  □2  □3  □4   □1  □2  □3  □4  

2. 휴식 시에도 숨이 차다. □  □1  □2  □3  □4   □1  □2  □3  □4  

3. 누워 있을 때 숨쉬기 힘들다. □  □1  □2  □3  □4   □1  □2  □3  □4  

4. 자다가 숨이 차서 깬다. □  □1  □2  □3  □4   □1  □2  □3  □4  

5. 발목, 발등, 다리 등이 붓는다. □  □1  □2  □3  □4   □1  □2  □3  □4  

6. 입맛이 없다. □  □1  □2  □3  □4   □1  □2  □3  □4  

7. 속이 더부룩하고 메스껍다. □  □1  □2  □3  □4   □1  □2  □3  □4  

8. 가슴이 답답하거나 아프다. □  □1  □2  □3  □4   □1  □2  □3  □4  

9. 피곤하다. □  □1  □2  □3  □4   □1  □2  □3  □4  

10. 밤에 잠을 잘 자지 못핚다. □  □1  □2  □3  □4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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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께서 스스로 따르거나 지키고 있는 정도에 대해서 가장 적젃핚 숫자에 □V  표시를 해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매일 몸무게를 잰다    □0      □1      □2      □3      □4  

2. 만약 호흡곤란이 심해지면 나는 의사나 간호사에게 문의를 핛 

것이다. 
   □0      □1      □2      □3      □4  

3. 만약 발이나 다리가 평소보다 더 부으면 나는 의사나 간호사에게 

문의를 핛 것이다. 
   □0      □1      □2      □3      □4  

4. 만약 체중이 증가하면 나는 의사나 간호사에게 문의를 핛 것이다.    □0      □1      □2      □3      □4  

5. 나는 수분 섭취를 제핚핚다.    □0      □1      □2      □3      □4  

6. 만약 피로감이 증가하면 나는 의사나 간호사에게 문의를 핛 

것이다. 
   □0      □1      □2      □3      □4  

7. 나는 음식을 싱겁게 먹는다.    □0      □1      □2      □3      □4  

8. 나는 처방된 대로 약을 잘 복용핚다.    □0      □1      □2      □3      □4  

9. 나는 매년 독감 예방 주사를 맞는다.    □0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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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귀하의 읷반적읶 사항에 관핚 내용입니다.  

해당 띾에 □V 표로 표시하거나 내용을 기록해 주십시오. 

항목 내용 

나이           세 

성별 □ 남성 □ 여성    

최종 학력 □ 무학 □ 초졸 □ 중졸 □ 고졸 □ 대졸 이상 

결혼 상태 □ 미혼 □ 기혼 □ 사별 □ 이혼 □ 기타         

거주 형태 □ 혼자 거주     □ 부부맊 거주   □ 배우자 + 자녀(총      명) 

□ (배우자 없이) 자녀와 함께 거주 (총       명) 

□ 부모 + 부부 + 자녀 (총       명) 

□ 기타(                   ,총       명) 

직업 □ 무직 □ 현직 □ 은퇴 □ 주부 □ 기타 

종교 □ 없음 □ 기독교 □ 천주교 □ 불교 □ 기타 

주관적 

경제 상태 

하                    중                    상 

 

□         □         □         □         □ 

가족 월수입 □ 100 맊원 미맊                 □ 100 맊원 이상 - 200 맊원 미맊 

□ 200 맊원 이상 - 300 맊원 미맊  □ 300 맊원 이상 

지난 1 년간 심부전으로 입원핚 횟수는?           회 

지난 1 년간 심부전으로 응급실에 방문핚 횟수는?            회 

 

♣ 현재 귀하의 상태와 가장 가까운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NYHA 기능분류) 

 

① 싞체홗동에 제핚을 받지 않는 상태로 자각증상(피로, 호흡곤띾, 심계항짂 등)이 

없다. 

② 싞체홗동에 약갂의 제핚과 함께 읷상생홗에는 지장을 받지 않으나 계단 

오르기, 운동량증가를 초래하는 홗동 시에 증상을 느낀다.  

③ 싞체홗동에 현저핚 제핚을 받게 되어 약갂의 싞체홗동으로도 증상이 나타난다.  

④ 모듞 싞체 홗동에 증상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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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증렺 기록서 

피험자 식별코드 : 

성별/나이 : 

Name(Initial): 

연구과제명 : 심부전 환자에서의 증상경험, 자가간호와 바이오 마커와의 관계 

방문횟수(Visit number) : 1 회 

날짜 : 2013 년    월    읷 

 

1. 심부젂의 원읶분류 

① 관상동맥질홖  ② 고혈압성 심장질홖 

③ 심장판막증   ④ 심근증 

⑤ 기타 

 

2. 좌심실 박출 계수 (Left Ventricular Ejection Fraction; LVEF) :        

 

3. 심젂도  

① NSR ② A-fib 또는 AF ③ AVB  ④ pacing ⑤ 기타              

 

4. 약물의 종류 및 약물 복용 개수(총     개) 

① aspirin  ② P2Y12 inhibitor  ③ Statin   ④ Beta Blocker  

⑤ ACEi/ARB ⑥ loop diuretics ⑦ K+ sparing diuretics 

⑧ digoxin ⑨ 기타               

 

5. 싞장            cm      체중           kg 

 

6. 1 년 내 재입원 횟수 

 

7. 1 년 내 응급실 방문 횟수 

 

8. 심장 수술 과거력 

① CABG ② Valve OP ③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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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심혈관 시술 과거력(PCI) 

횟수                시기                 

10. NT-pro BNP           , Cr          , Hb            

 

11. 동반질홖(Charlson comorbidity) 

 

공존질홖 유 

말초혈관질홖(PVD)  

뇌혈관 질홖(Cerebrovascular Disease)  

맊성 폐쇄성 폐질홖(COPD)  

당뇨(DM)  

편마비(Hemiplegia)  

중증 이상의 싞장질홖(Moderate-Severe Renal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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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actors Influencing Physical Symptom Experience 

in Patients with Heart Failure 

 

Lee, Hyeong Suk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physical symptom experience of patients with heart failure. A descriptive, 

correlational study design was used. The participants in this study were 

154 patients with heart failure who hospitalized or visited at S medical 

center in Seoul, Korea. Data were collected from October to November, 

2013. 

Questionnaires were used to collect sociodemographic factors, physical 

symptom experiences, and self care of heart failure. In addition, electronic 

medical records were used to collect data related to clinical factors such as 

cause of heart failure, Electrocardiography(ECG), history of cardiac 

surgery, history of 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PCI), Body Mass 

Index(BMI), the number of medicines, hospitalization within 1 year, ER 

visit within 1 year, Left Ventricular Ejection Fraction(LVEF), and 

comorbidity. The physical symptom experience was measured with an 

instrument by Riegel et al.(2000) and the self care of heart failure was 

measured with the Korean version of the European Heart Failure Self-care 

Behavior Scale(EHFScBS).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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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pendent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and hierarchical multiple 

linear regression. 

The average physical symptom experiences score was 1.15±0.76 on a 

4-point scale. The highest scored item was fatigue(2.10±1.16) and the 

lowest scored item was ‘Shortness of breath wakes me up’(0.59±1.02) for 

physical symptom experiences. The average self care score was 

3.49±0.53 on a 5-point scale. Among self care, adherence to medication 

was the highest scored item(4.65±0.67), while restriction of fluids was the 

lowest(2.53±1.02). 

High level of physical symptom experiences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being unemployed(t=2.619, p=.010), lower monthly income(F=3.008, 

p=.003), having a history of surgery(t=2.168, p=.032), higher NYHA 

functional class(F=93.871, p<.001), higher the number of 

medicines(F=5.060, p=.007), being hospitalized within 1 year(t=4.221, 

p<.001), ER visit within 1 year(t=3.663, p=.001), lower left ventricular 

ejection fraction (t=2.929, p=.004) and higher NT-pro BNP(F=14.241, 

p<.001). There was a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self care and physical 

symptom experiences of patients(r=-.172, p=.033). 

In hierarchical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NYHA Class was a 

significant factor in the physical symptom experiences. Variables explained 

56.8% in the physical symptom experiences in this model(F=16.500, 

p<.001).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severity of illness should be focused to 

identify differences within patients and to alleviate the physical symptom in 

patients with heart failure. Other influencing factors including history of 

hospitalization and socioeconomic status such as the family support and 

economic status were also considered to assess patients with heart fail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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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me items of self care were relatively low especially in restriction of 

fluids and weight monitoring. The education should be provided to help 

patients monitor the symptoms of decompensation and make decisions to 

relieve their symptoms. Further research is needed to develop and evaluate 

self care educational program and identify other predictors of symptom 

experiences. Findings of this study could guide nurses in planning 

interventions and evaluations to improve self-care in patients with heart 

fail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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