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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파린은 약물 및 음식 상호작용이 크고 좁은 치료범위를 가지기 때문에 다른
약에 비해 Medication Adherence가 더욱 중요하다. 와파린의 Medication
Adherence를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MedicationAdherence의 실태를 분석하고 그
영향요인을 파악해야한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와파린 복용환자의 Medication
Adherence(이하 M.A로 표현한다.)실태 및 영향요인을 규명하고 INR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시도 되었다.
연구대상은 서울시 소재 Y대학 부속병원 심장혈관센터 외래를 방문한 와파린

복용환자로 2007년 4월 9일에서 2007년 4월30일까지 설문지에 응답 가능한 230명
을 임의 표출하여 1년 이내에 입원경험이 있거나 복용기간이 6개월 미만인 대상
자는 제외하여 최종 204명을 선정하였다.
MedicationAdherence실태 및 영향요인은 설문지를 사용하였고,INR결과와

영향요인 중 일부는 의무기록을 통해 조사하였다.수집된 자료는 SAS8.2Version
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대상자의 와파린 관련 약물지식은 10점 만점에 평균 6.73(±1.81)점이었고,그
중 INR과 관련된 2가지 항목에서는 25.98%와 15.69%의 정답률로 다른 항목에 비
해 상대적으로 낮았다.자기효능감은 30점 만점에 평균 25.92(±3.14)로 측정되었다.
그 중 비타민 K가 함유된 음식을 일정하게 복용할 자신이 있느냐는 질문은 3점
만점에 평균 1.91(±0.86)로 10개 항목 중에서 제일 낮았다.
2.INR분석 결과 1년간 총 측정건수는 961건이었고,그 중 치료범위에 속한 비

율은 324건으로 33.71%,치료범위 아래로 벗어난 비율은 504건으로 52.45%,치료
범위 위로 벗어난 비율은 133건으로 13.84%였다.또한 개개인의 적정INR비율의
평균을 구하였을 때,1년간 측정한 INR이 모두 치료범위에 들었을 경우 10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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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다면,적정INR비율의 평균은 43.80%(±20.43)였다.같은 방법으로 벗어난 INR비
율의 평균을 구하였을 때,치료범위 아래로 벗어난 비율의 평균은 59.80%(±25.70)
였고,치료범위 위로 벗어난 비율의 평균은 30.80%(±16.41)로 치료범위 아래로 벗
어난 비율이 높았다.
3.와파린의 M.A를 횟수,용량,시간,주의사항 준수로 보았을 때 M.A의 비율

은 204명중 56명으로 27.45%였고,nonMedicationAdherence(이하 nonM.A로 표
현한다)는 148명으로 72.55%였다.그 중 주의사항을 제외한 횟수,용량,시간준수
를 M.A로 보았을 때는 M.A가 46.57%였고,nonM.A는 53.43%였다.
4.M.A의 영향요인을 살펴보면 대상자의 성별,연령,결혼,취업,경제상태,교

육수준,가족과 동거유무 등 일반적 특성과 질환의 종류,복용기간,약의 용량,동
반질환의 수,평균방문횟수,부작용,정보유무 등 질환 및 약물관련 특성은 M.A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반면 약물관련 지식은 M.A에 영향을 주었으며,nonM.A군
과 비교 시 M.A군에서 약물관련 지식점수가 높았다(P=0.023).또한 판막수술대상
자에서 집단교육이 지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을 때 집단교육을 받은 군이
받지 않은 군보다 지식점수가 높게 나타났다(P=0.000).대상자의 자기효능감은
M.A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으며,nonM.A군과 비교 시 M.A군에서 자기효능감이
높게 나타났다(P=0.000).
5.M.A와 INR의 연관성을 살펴보면 심방세동환자 군에서는 M.A가 INR에 영

향을 주지 않았으며,판막수술환자 경우 INR이 치료범위보다 높은 군에서 M.A가
INR에 영향을 주었다(P=0.037).

본 연구는 와파린 복용환자의 M.A의 영향요인을 일반적 특성,질환 및 약물관
련요인,약물지식,자기효능감의 다각도 측면에서 분석을 시도하였다.그 결과 약
물지식과 자기효능감이 M.A그룹에서 높게 나타났다.이 연구를 바탕으로 와파린
의 M.A의 영향요인인 약물지식과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제
언한다.다.

핵핵핵심심심되되되는는는 말말말 :::MedicationAdherence,와파린,자기효능감,IN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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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서서서 론론론

AAA...연연연구구구의의의 필필필요요요성성성

최근 심방세동,심장판막 질환,심부정맥 혈전증,심근경색 등 심혈관계 질환이
증가하면서 혈전생성예방에 사용되는 와파린 복용도 늘고 있다(Ekblom,2005).특
히 혈전예방을 위해 와파린을 사용하는 심방세동은 70세 이상의 고령군에서 발생
률이 9%에 이르고 있으며(Brian,2001)노인인구의 증가로 와파린 복용환자는 더
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와파린 복용을 필요로 하는 심장판막 수술환자
역시 우리나라에서 2000년 1,438건에서 2005년 2,055건으로 증가 하고 있다(대한흉
부외과학회 통계,2007).
와파린은 경구용 항응고제로 1940년대에 처음으로 소개된 후 심방세동,인공판

막 치환술 후,심부정맥 혈전증,뇌경색,심부전 등에서 유발되는 혈전의 치료와
예방에 사용되고 있다.특히 와파린은 정맥혈전증,인공판막 수술환자에서는 필수
치료제이며 심방세동 환자에서도 혈전증 예방에 아스피린보다 와파린이 더 효과
적이라고 증명되었다(Ederhy,2006).
와파린은 vitamink길항제로서 응고인자 II,VII,IX,X의 활성화를 억제하여

항응고 효과를 나타낸다.와파린의 항응고 효과는 InternationalNormalizedRatio
(INR)로 평가되는데 INR이 높아지면 와파린에 의한 응고인자들의 결핍이 많다는
것으로 혈전생성의 위험은 감소하고 출혈의 경향은 증가한다.이와 반대로 INR이
낮아지면 출혈의 위험성은 감소하지만 혈전생성의 위험성은 증가한다.따라서 적
정 INR의 유지는 혈전 생성과 출혈의 부작용을 예방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보
통 INR은 인공판막 수술 경우 2.5~3.5로 그 외의 경우는 2.0~3.0을 목표로 하고
있다(DuBreuil,2007).와파린은 혈관 내에서 99%이상이 혈장단백과 결합하며,간
효소에 의해 대사된 후 신장을 통해 배설된다.이러한 와파린의 약동학적 특성 때
문에 병용약물,음식,기존질환,환자나이,육체적 운동,여행,컨디션 등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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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농도가 영향을 받는다(Harsh,1995).
혈중 와파린 농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살펴보면 먼저 생리적 요인으로 약물

상호작용,음식 상호작용,최근에 앓은 질병,와파린 대사의 유전적 차이를 들 수
있으며 환자 관련요인으로 Nonadherence와 지식부족을,사회적 요인으로 직업,
약물구입 및 병원방문의 어려움 등이 있다(DavisNJ,2005).그 중 생리적요인은
그 원인이 뚜렷하지 않고 수정이 어려우며,사회적 요인은 빠른 시간 내에 변경이
불가능하고 사회,경제적요인과 함께 수정해야하므로 실현가능성이 떨어진다.그
러나 환자 관련요인은 측정가능하고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변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Medication Adherence(이하M.A라고 표현한다.)와 지식을 높이는 방법이
적정 INR유지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M.A의 공통된 정의를 살펴보면 의료진의 약물에 대한 권고와 환자의 약물복용

사이의 일치 정도를 말하며(Sabate,2003,Eraker,1984),부적절한 M.A는 약을 복
용하지 않은 경우,약을 처방보다 너무 많이 먹은 경우,약을 처방보다 너무 적게
먹은 경우,정해진 일정 시간에 복용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처방하지 않은 약을
복용하는 것이라고 하였다(Bosworth,2006).이렇게 볼 때 M.A는 단순히 의료진이
환자에게 지시하고 이를 환자가 복종하는 상하관계가 아니라 의료진과 환자가 함
께 치료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유지하는 환자의 치료 참여와 책임감이 강조되
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Kousel-Wood,2004).
부적절한 M.A는 병의 진행을 가속화 시키고,합병증을 유발하며,재입원율을

증가 시키고,치료비용을 높이며,심지어 환자를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다(Roda,
2006).이런 M.A의 중요성 때문에 여러 분야에서 M.A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
하여 M.A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와파린의 M.A는 약물의 특성상 그 중요성이 다른 약들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다.첫째,와파린은 심방세동,판막수술,심근경색 등 만성질환에서 평생 복용해
야하는 경우가 많으며 둘째,좁은 치료 범위를 가지기 때문에 적절한 혈중농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출혈 및 혈전이라는 치명적인 합병증을 가지게 된다.셋째,
와파린은 복용 후 최대효과 까지 약효가 늦게 발현되는 약리학적 특성,약물상호
작용 및 음식 상호작용이 크다는 점에서 세심한 관리가 요구된다.그러나 이런 와



- 3 -

파린의 M.A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와파린의 M.A는 50%였으며(Davis,2005),국
내 경우에서는 단독으로 와파린의 M.A에 관한 연구는 없으며,단지 벗어난 INR
의 원인분석에서 복약유무로 순응도를 조사한 경우가 있을 뿐이다.또한 이렇게
조사된 순응도에서도 그 비율이 30%로(이소현 외,1999)매우 낮았다.
와파린의 M.A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M.A의 영향요

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Vlasnik(2005)는 M.A의 다양한 영향요인을 이해해
야 M.A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연령,성별,종
교,결혼,사회,경제적 수준,병원과의 접근성,부작용 경험,약의 용량,환자만족
도,약물지식 등 일반적 특성과 약물특성이 M.A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M.A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성취하기 위해 필요

한 특정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으로 지식과 행위사이
의 관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정의된 자기효능감을 들 수 있다
(Bandura1986).환자의 치료 참여와 책임감이 강조되는 M.A와 자기효능감의 관
계는 HIV양성 환자,항우울제 복용환자,고혈압 환자 등에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arclay,2007,Burra,2007,Gbenga,2003).이렇게 자기효능감은 M.A에
중요 영향인자 임에도 불구하고 와파린 복용환자에서는 연구된 바가 아직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와파린의 M.A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일반적 특성,약물 및 질
환관련요인,약물지식 뿐만 아니라 자기효능감과의 관계를 파악하여 다각도에서
M.A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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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연연연구구구 목목목적적적

본 연구의 목적은 와파린을 복용하는 심혈관질환자의 MedicationAdherence
실태 및 이의 영향요인을 규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1.와파린 복용환자의 MedicationAdherence실태를 조사한다.
2.와파린 복용환자의 MedicationAdherence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한다.
3.와파린 복용환자의 MedicationAdherence와 INR의 관계를 확인한다.

CCC...용용용어어어의의의 정정정의의의

111...MMMeeedddiiicccaaatttiiiooonnnAAAdddhhheeerrreeennnccceee(((MMM...AAA)))

111)))이이이론론론적적적 정정정의의의
의료진의 약물에 대한 권고와 환자의 약물복용 사이의 일치 정도를 말하며

(Sabate,2003),부적절한 Medication Adherence는 처방을 받지 않는 경우(약을
먹지 않는 경우),약을 너무 많이 먹는 경우,약을 너무 적게 먹는 경우,일
정한 복용 간격을 지키지 않는 경우,정해진 일정 기간 동안 약을 복용 하지
않는 경우,그리고 처방하지 않는 약을 복용하는 것이라 하였다(Bosworth.2006).

222)))조조조작작작적적적 정정정의의의
DavisNJ가 2005년 MedicationAdherence를 측정한 도구를 바탕으로 연구자

가 수정 보완한 횟수,용량,시간,주의사항에 대한 5개 항목의 설문지에 대해 모
두 만족 시 MedicationAdherence라고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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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자자자기기기효효효능능능감감감

111)))이이이론론론적적적 정정정의의의
자기효능감은 원하는 결과를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특정업무를 수행 할 수 있

는 능력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자신감이며 지식과 행위사이의 관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Bandura,1977,1986).

222)))조조조작작작적적적 정정정의의의
Bandura(1977)의 정의를 바탕으로 Ogedegbe(2003)가 개발한 고혈압에 대한 자

기효능감 측정도구를 연구자가 수정 보완한 설문지로 M.A,주의사항,음식상호작
용,약물상호작용에 대한 10개 항목의 설문지에 측정된 점수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333...와와와파파파린린린 관관관련련련 약약약물물물지지지식식식

111)))이이이론론론적적적 정정정의의의
지식은 어떤 대상에 대해 배우거나 실천을 통하여 알게 된 명확한 인식이나

이해로(새국어대 사전,2006)와파린 관련지식은 와파린 약의 작용,약의 부작용,
출혈의 합병증 증상,음식 상호작용,약물 상호작용,INR의 관계를 아는 것이다
(Davis,2005).

222)))조조조작작작적적적 정정정의의의
와파린 관련지식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Davis(2005)가 정의한 와파린 관련 지

식 개념과 Nadar(2003)가 개발한 와파린 관련 지식측정 도구를 연구자가 수정 보
완한 설문지로 복용목적,부작용,INR의 관계,주의사항,약물상호작용,음식상호
작용으로 구성된 10개 항목의 설문지로 측정된 점수로 점수가 높을수록 와파린
관련약물지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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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문문문 헌헌헌 고고고 찰찰찰

AAA...MMMeeedddiiicccaaatttiiiooonnnaaadddhhheeerrreeennnccceee

Adherence란 한 개인의 행동,즉 약물복용,생활습관,병원방문 등의 행위가
얼마나 의사 또는 의료진의 권고와 일치 하는가 하는 정도를 말하며 환자가 치료
과정에 동의하고 나서 이를 실현하고 유지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Vlasnik,
2005).MedicationAdherence(M.A)는 의료진의 약물에 대한 권고와 환자의 약물
복용 사이의 일치 정도를 말하며(Sabate,2003),MedicationCompliance와 서로 호
환하여 사용하여 왔다.그러나 2003년 WorldhealthOragnization에서 두 단어를
구별하여 MedicationAdherence는 대상자를 중심으로 보고,환자를 치료에 적극
적으로 참여시키고 의료진과 수평적 관계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보았고,
MedicationCompliance는 의료진과 환자의 관계를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복종하는
상하 관계를 내포하는 것으로 구분하였다.고혈압관리를 위한 Adherence에 관한
연구에서는 Adherence를 환자가 일방적으로 의료진의 지시에 따르는 것으로 정의
하지 않고 환자와 의료진이 함께 생활습관 변경,약물복용에 등에 관한 치료계획
을 세우고 이를 조절하고 발전하는 것으로 정의 하였다(Chockalingam,1998).고
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한 M.A조사에서 Kousel-Wood(2004)는 Medication
Compliance는 단순히 환자의 행동과 의료진의 조언이 일치하는 정도를 말하며
MedicationAdherence는 환자의 치료 참여와 책임감이 강조되는 개념으로 환자의
능력과 의지를 포함시켰다.이런 정의로 볼 때 본 연구에서는 환자의 동의,책임,
능력,의지,의료진과의 대화가 다른 약에 비해 더욱 필요한 와파린을 Compliance
라는 용어 대신 Adherence를 사용하였다.
MedicationAdherence는 약의 효과를 결정하며,질병을 치료하고,병의 진행을

지연시키며,합병증을 예방하고,치료비 절감에 매우 중요하다(Rhoda,2006).그러
나 이런 중요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M.A로 인해 합병증 발생,질병의 진행,
재입원율 증가,사망,의료비 과다 지출을 야기 시키고 있다(Hughes,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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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nthia,2006).미국의 한 연구에서 관상동맥질환의 재발률을 막는 statin에 대한
M.A를 조사한 결과 71~80%였으며(Kopjar,2003),심근경색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statin에 대한 M.A가 80%미만이었을 때 심근경색 재발률이 4배,사망
률이 2배 높았다(Wei,2002).에이즈환자들의 치료에 사용되는 antiretrovial
therapy의 M.A에 관해 systemic review한 결과 33%~88%가 non Medication
Adherence라고 조사되었다(Mills,2006).또한 만성질환을 가지 환자들을 대상으로
M.A를 조사했을 때 부적절한 M.A가 20~30%였다(Claxton,2001).비용 면에 있어
서 미국의 nonMedicationAdherence(이하 nonM.A라고 표현한다.)는 연간 3천
억 달러의 추가 지출과 10%의 입원비용의 증가 시킨다고 하였다(Vlasnik,2005).
우리나라의 경우 고혈압 약에 대한 M.A를 조사한 연구에서는 M.A가 57.4%였고
(박재용, 2006), 정신분열증 환자의 경우 부적절한 M.A가 60%이상이었다
(Sung-WanKIM,2006).
이렇게 문헌고찰을 했을 때 부적절한 M.A은 대부분 약을 평생 복용해야 하는

만성질환자의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또한 이런 환자그룹에서 M.A는 환자 치료
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부적절한 MedicationAdherence의 정의를 살펴보면 처방을 받지 않는 경우(약

을 먹지 않는 경우),약을 너무 많이 먹는 경우,약을 너무 적게 먹는 경우,일정
한 복용 간격을 지키지 않는 경우,정해진 일정 기간 동안 약을 복용하지 않는 경
우,그리고 처방하지 않는 약을 복용하는 것이 라고 하였다(Bosworth,2006).이런
정의로 볼 때 M.A는 의료진의 권고대로 처방된 약을 빠짐없이,용량을 준수하며,
정확한 시간과 간격으로 복용해야 할 뿐만 아니라,처방하지 않은 다른 약을 복용
하지 않으며,약의 작용 및 부작용을 알고 치료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M.A를 약 복용의 중단경험이 없으며,처방된
용량을 지키며,복용시간을 준수하고,의료진이나 약사와 상의 없이 임의로 약을
복용하지 않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MedicationAdherence측정방법은 크게 4가지로 요약된다.가장 직접적인 방
법은 환자가 약을 먹었는지 여부를 직접 관찰 하는 방법,두 번째는 환자의 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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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약물 또는 약물의 대사물질을 측정하는 방법,세 번째는 환자의 혈액에서 투
약의 효과를 나타내는 생의학적 지표를 측정하는 것이다.네 번째는 간접적인 방
법으로 자가보고법,설문조사,환자가 투약하고 남은 알약의 수를 세는 방법,그리
고 환자가 약을 꺼낼 때 이를 자동적으로 체크하는 기계를 이용하는 방법
(Electronicmedicationmonitors),환자가 투약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근거로 평가
하는 방법,투약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효과를 환자에게 측정하는 방법,약국 재조
율을 조사하는 방법 등이 있다.각 측정법의 장단점이 있으나 설문지를 이용하여
측정하는 방법은 단순하고,비용 효과적이며,임상현장에서 가장 유용한 방법이라
고 할 수 있다.그러나 환자의 편견이 쉽게 반영된다는 단점이 있다.환자가 약을
꺼낼 때 자동적으로 체크하는 기계를 이용하는 방법은 쉽게 사용가능하고 객관적
이어서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약국 재조율로 M.A를 측정하는 방법은 객관적이고,
자료 수집에 용이하다(Kousel-Wood,2004).환자의 편견이 쉽게 반영되는 자가보
고법은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으나,Choo(1999)등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자기보고법은 약국조제율과 자동적으로 체크하는 기계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비교
시 nonM.A를 비교적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와파린의
경우에서도 지난 일주일 동안 약을 복용한 것에 대한 5개 항목의 질문지로 M.A를
측정한 결과 약국조제율의 M.A와 비교 시 유의한 상관성이 있었다(Orensky,
2005).
MedicationAdherence분류를 살펴보면 고혈압 약의 경우 처방의 80%이상을

따를 때 Compliance로 보았고,80%이하로 복용 시 Noncompliers,처방한 대로
복용하지 않을 때 Partialnoncompliers로 정의하였고(Krousel-Wood,2004),신장
이식환자를 대상로한 M.A에서는 시간 준수와,복용유무를 점수로 등급화 하여
M.A를 분류하였다(Russell,2006).와파린에 대한 M.A경우 의사와의 면담을 통해
약을 한번이라도 복용하지 않은 경우를 nonM.A로 보았다(DeSchryver,2005).
또 다른 연구에서는 자동적으로 체크하는 기계를 이용한 방법으로 정해진 시간에
서 벗어난 경우,처방된 용량을 복용하지 않는 경우,약을 빠뜨린 경우를 non
M.A로 정의 하였다.그리고 이 정의를 바탕으로 용량을 잘못 먹은 경우 incorrect
adherence로,약을 너무 많이 복용한 경우 overadherence,너무 적게 먹거나 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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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경우를 underadherence로 분류하였다(Orensky,2005).국내의 경우 와파린에
대한 순응도 조사에서는 약 복용을 한번이라도 빠뜨린 적이 없는 경우를 순응도
로 정의하였다(김소현외,1999).

BBB...WWWaaarrrfffaaarrriiinnn의의의 특특특성성성

와파린은 경구용 항응고제로 1940년에 처음으로 소개된 후 심방세동,인공판막
치환술 후,뇌경색,심부정맥 혈전증,판막질환 등에서 유발되는 혈전의 치료와 예
방에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보통 평생 복용하게 된다.그 중 인공판막치환술과
정맥혈전증에서 와파린은 필수 치료제이며,심방세동에서는 혈전생성 예방에 와파
린과 아스피린이 사용되나,그 효과가 와파린이 더 크다고 평가 받고 있다
(Ederhy,2006).또한 일부 심근경색,말초혈관질환,심부전 등에서도 와파린은 혈
전생성예방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WAVEInvestigators,2006).
와파린은 혈액 내에 존재하는 여러 응고인자 중 비타민 K를 필요로 하는 응고

인자 II,VII,IX,X의 간 합성을 억제하여 항응고 효과를 나타낸다.와파린은 복용
시 거의 흡수 되며,흡수된 약물은 99%이상이 알부민과 같은 혈장 단백질과 결합
하여 1%정도의 유리형으로 존재하는 약물만이 항응고 효과를 나타낸다.단백질과
결합된 와파린은 간 효소인 CYP450에 의해 대사된 후 신장을 통해 배설되며,반
감기는 36시간 정도로 길다(Ekblom,2005,Laporte,2003,Hirsh,1995,김경환,
2003).이러한 약동학적 특성 때문에 와파린은 비타민 K를 함유한 음식에 의해,
간에서 대사되는 음식 및 다른 약에 의해,간이나 신장질환 등에 의해 많은 영향
을 받게 된다.와파린에 영향을 주는 이러한 인자들은 와파린의 혈중농도 유지에
매우 중요하다.와파린의 혈중농도 즉,warfarin의 항응고 효과는 International
NormalizedRatio(INR)로 평가되는데 INR이 높아지면 warfarin에 의한 응고 인자
들의 결핍이 많다는 것으로 혈전생성의 위험은 감소하고 출혈의 경향은 증가한다.
이와 반대로 INR이 낮아지면 출혈의 위험성은 감소하지만 혈전의 생성은 증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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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심방세동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INR이 적정범위보다 낮게 유지 될 때,
와파린의 항응고 효과는 감소하여 뇌졸중,심근경색 등의 위험성이 증가하였고,
INR이 높게 유지 될 때는 출혈의 합병증이 증가하였다(White,2007).인공판막치
환술 환자 군에서도 INR이 적정 치료범위를 벗어난 경우 혈전 및 출혈의 위험성
이 증가하였다(Konagai,2006).따라서 이런 합병증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
적의 INR유지가 필요한데 보통 기계판막의 경우 2.5~3.5로,심방세동 등 그 외의
경우는 2.0~3.0을 유지하도록 권고 하고 있다(DuBreuil,2007).
INR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살펴보면 약물상호작용,음식상호작용,환자가 앓

는 질병,나이,컨디션,운동,여행 등이 있다.그 중 대표적인 것이 약물과 음식이
며,특히 약물은 INR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인자이다(DuBreuil,2007).INR에 영
향을 미치는 보고 된 약물은 다양하며 일부 약물은 INR을 증가시키기도,감소시
키기도 하며,영향이 입증 되지 않는 것들도 있다.따라서 적정 INR유지를 위해서
는 어떤 약이든 의료진이나 약사의 조언 없이 환자가 함부로 약을 복용해서는 안
된다.특히 민간요법이 성행한 우리나라의 경우 건강보조식품이나 한약을 복용하
는 경우가 많은데(이병구외,2005)이것은 와파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할 수
없으며 명확히 보고 된 연구도 없어 가능한 한약이나 건강보조식품들은 피해야
한다(최수임,1998).
와파린에 영향을 미치는 음식의 경우 비타민 K를 함유한 식품이 가장 큰 영향

을 주며 갑자기 비타민 K를 함유한 음식을 많이 먹은 경우 INR이 낮아지며,갑자
기 적게 먹은 경우는 INR을 높일 수 있다(DuBreuil,2007).따라서 효과적인 약
물 치료를 위해 브로콜리,시금치,녹차 등 비타민 K함유 식품은 일정하게 먹도록
해야 한다.그 밖의 음식 중 술은 단기간에 마실 경우 와파린의 효과를 증가시키
고,만성적으로 마실 경우 감소시키므로 가능한 먹지 않도록 해야 한다(최수임,
1998).
이렇게 와파린은 좁은 치료범위를 가지며 적절한 치료범위를 벗어난 경우 혈

전 및 출혈이라는 치명적인 부작용을 가진다.따라서 적절한 치료범위를 유지하기
위서 규칙적인 혈액검사(INR)의 모니터링 및 M.A의 준수와 와파린에 영향을 미치
는 약물,음식 등 에 관한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Wilson,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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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MMMeeedddiiicccaaatttiiiooonnnAAAdddhhheeerrreeennnccceee영영영향향향요요요인인인

M.A는 질병의 치료,합병증예방,의료비용의 감소에 매우 중요하며(RhodaA,
2006),M.A를 높이기 위해서는 M.A의 영향요인을 분석해야 한다(Vlasnik,2005).
Blackwell(1973)은 약물의 순응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5가지로 분류하고 있

다.첫째,질환관련요인으로 질병이 만성적이거나,약물을 예방적 목적으로 사용하
는 경우,증상이 경미하거나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때,약물을 복용하지 않고도
그 효과가 즉시 나타나지 않을 때 순응도가 낮다고 하였다.둘째,환자관련요인으
로 연령을 들 수 있는데 어린이의 경우 약의 맛이나 복용의 편리함,보호자의 약
에 대한 인식도가 영향을 주며,고령의 경우 기억력,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언어
소통문제가 영향을 주다고 하였다.셋째,의료진과 환자의 관계,환자에 대한 설
명,환자가 공격성을 갖거나 미숙하고 충동적인 경우 순응도가 낮다고 하였다.넷
째,약물관련요인으로 복약방법의 복잡성.다섯째,환경관련요인으로 환자가 약을
잘 먹는지 확인 가능 유무 이다.또한 Vlasnik(2005)는 M.A의 영향요인을 환자요
인,약물요인,처방자 요인으로 구분 하였고 환자요인에서는 나이,성별,인종,사
회 경제적 상태,결혼,문맹,약물지식,의료진이나 약물에 대한 믿음,심리적 문
제,동기가,약물요인으로는 투약방법의 복잡성,부작용,비용,약에 대한 부담이,
처방자 요인으로는 적절한 의사소통을 들었다.우리나라에서는 박재현(2006)이 고
혈압 약에 대한 M.A의 영향요인을 소인적요인,변경요인,가능요인으로 분류하였
다.소인적 요인으로는 성,연령,장애여부,동반질환,치료기간을,변경요인으로는
지식,태도,믿음,투약의 용이성,부작용,조제일수,의료기관의 종류 등을,가능요
인으로 소득,교육수준,취업,지역사회 의료자원의 분포 등을 포함시켰다.
M.A에 미치는 이런 다양한 영향요인을 요약해 보면 크게 4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첫째,환자의 성,연령,결혼유무,경제상태,직업유무,교육수준,가족의
동거 유무 등 환자의 일반적 특성과 둘째,약물 및 질환관련요인으로 질환의 종
류,동반질환 수,약의 부작용 경험 유무,복용기간,동반 복용 약의 수,교육유무,
복용방법의 복잡성,셋째,약에 대한 지식.넷째,자기효능감이라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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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 M.A의 가장 큰 영향요인을 Vlasnik(2005)는 환자의 지식이라고 보았고,
고혈압,관상동맥질환자의 약물복용 등 일부 만성질환에서 M.A의 영향요인을 분
석한 결과 환자의 지식이 M.A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Kressin, 2007,
Alm-Roijer,2007).와파린의 경우에서도 복용목적에 대한 낮은 지식은 M.A를 낮
추었으며(Orensky,2005)Hu(2006)는 성공적인 항응고치료 여부는 약에 대한 환자
의 지식에 달려있다고 하였다.이렇게 지식은 와파린의 M.A와 INR조절에 중요변
수로 작용하고 있다.
와파린의 M.A와 INR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면 선행연구에서 M.A는 INR조절

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Waterman,2004,Davis,2005).Kimmel(2007)
의 연구에서는 약복용을 빠뜨리는 underadherence는 낮은 INR과,약을 처방보다
많이 먹는 overadherence는 높은 INR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M.A가
INR조절에 중요 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M.A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다른 요인 중 하나는 자기효능감이다.자기효능
감은 원하는 결과를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특정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이며,지식과 행위사이의 관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
다(Bandura,1986).또한 자기효능감은 자신이 특정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과 자신의 행위로 인해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신념이 행동
의 변화와 그 행동을 지속 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Bandura,1986,1977)고
하였다.
자기효능감은 여러 연구에서 건강행위의 변화와 유지에 강한 예측인자로 인정

되고 있다. 노인환자에서 규칙적인 운동은 자기효능감과 연관성이 있었고
(Umstattd,2007),20대 여성에서는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건강증진행위를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당뇨병 환자 군에서도 높은 자기효능감은 건강증진행위를 증가
시켰다(하안례,2002,이남희,2005).
자기효능감을 건강행위의 변화와 유지의 예측인자로 볼 때,약복용 시간과 용

량,횟수,주의사항을 준수하고 지속적으로 약을 복용해야 하는 경우 자기효능감
은 M.A에 중요 영향인자라고 할 수 있겠다.또한 자기효능감은 지식과 행위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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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Baundra,1977,1987),이것은 M.A에 있어서 약의
중요성과 주의사항에 대한 지식은 있으나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
그 원인을 낮은 자기효능감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선행연구에서 M.A와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HIV 양성환자들의 M.A와 자기효능감
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낮은 자기효능감은 M.A를 낮추었고(Barclay,2007),항우울
제 복용환자에서 nonM.A는 낮은 자기효능감과 깊은 관련이 있었다(Burra,2007).
또한 고혈압 환자에서 자기효능감 측정은 M.A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로 평가 되
었다(Gbenga,2003).



- 14 -

ⅢⅢⅢ...연연연구구구의의의 기기기틀틀틀

M.A의 영향요인을 요약해 보면 크게 4가지 분류된다.첫째,일반적 특성으로
성,연령,결혼,취업,경제상태,교육수준,가족동거이며 둘째,질환 및 약물관련
특성으로 평균방문횟수,약의 용량,질환의 종류,동반 질환 수,부작용,정보유무,
집단교육 유무,복용기간,동반 약의 수이다(Vlasnik,2005,Machtinger,2006).셋
째,약물관련 지식은 와파린의 M.A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인자이다(Waterman,
2004).넷째,자기효능감은 M.A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연구를 보았을 때(Barclay
,2007,Burra,2007,Gbenga,2003)와파린의 M.A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수로
작용 할 것이다.이런 와파린의 M.A는 결국 INR수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Waterman,2004,Davis,2005)INR과의 연관성을 파악하여 M.A가 와파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다.
심혈관 질환으로 와파린 복용환자의 M.A를 조사하고 이의 영향요인을 파악하

여 INR과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본 연구의 기틀을 도식화 해보면 <그림1>과
같다.

그림 1.연구의 개념적 기틀

약약약물물물관관관련련련지지지식식식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
§ 성성성///연연연령령령///결결결혼혼혼///취취취업업업
§ 경경경제제제상상상태태태///교교교육육육수수수준준준
§ 가가가족족족동동동거거거

질질질환환환 및및및 약약약물물물 특특특성성성
§ 평평평균균균방방방문문문횟횟횟수수수
§ 약약약의의의 용용용량량량
§ 질질질환환환의의의 종종종류류류
§ 동동동반반반질질질환환환수수수
§ 부부부작작작용용용///정정정보보보유유유무무무
§ 집집집단단단교교교육육육///복복복용용용기기기간간간
§ 동동동반반반약약약의의의 수수수

와와와파파파린린린의의의
mmmeeedddiiicccaaatttiiiooonnn
aaadddhhheeerrreeennnccceee

IIINNNRRR

자자자기기기효효효능능능감감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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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연연연구구구 방방방법법법

AAA...연연연구구구설설설계계계

본 연구는 와파린을 복용하는 심혈관질환자의 MedicationAdherence실태 및
영향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횡단적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BBB...연연연구구구대대대상상상

본 연구는 심혈관 질환으로 와파린을 복용하는 대상자를 표적모집단으로 하였
으며,2007년 4월9일에서 4월 30일까지 서울시 소재 Y대학 부속병원 심장혈관센터
외래를 방문한 와파린 복용환자를 근접모집단으로 선정하였다.다음의 연구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230명을 임의 표출하였으며,최종 204명을 선정하였다.
1)만 18세 이상의 성인 남녀
2)의식상태가 명료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
3)와파린을 복용한 기간이 6개월 이상 경과한 자
4)설문지 응답이 가능하며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
5)최근 1년 이내에 본원 입원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제외

CCC...연연연구구구도도도구구구
MedicationAdherence및 영향요인은 설문지를 사용하였고,INR결과와 영향요

인 중 일부는 의무기록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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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MMMeeedddiiicccaaatttiiiooonnnAAAdddhhheeerrreeennnccceee
M.A를 측정하기 위해 Davis(2005)가 M.A를 측정한 도구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수정 보완한 M.A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도구의 내용은 7개로 횟수준수 2문항,용
량준수 2문항,시간준수 1문항,주의사항 준수 2문항으로 구성되었다.각 문항에
대한 측정은 횟수 1문항,용량 2문항,시간 1문항,주의사항 1문항에 대해 모두 만
족 시 MedicationAdherence라고 하였고 1문항이라도 불만족 시 nonMedication
Adherence라고 정의하였다.도구의 전문가 타당도는 심장내과 교수 1인,항응고치
료의 환자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약사 1인 및 간호사 2인,간호대학 교수 2인의 검
증을 받았으며 평균 20점 만점에 19점이었다.

222...와와와파파파린린린 관관관련련련지지지식식식
Davis(2005)가 와파린 관련 지식을 약의 작용,부작용,합병증,음식 상호작용,

약물상호작용,INR의 관계에 대해 아는 것이라고 한 와파린 관련지식 개념과
Nadar(2003)가 개발한 와파린 관련 지식 측정 도구를 연구자가 수정 보완하여 만
든 설문지로,도구 내용은 10문항으로 복용목적 1문항,부작용 1문항,INR의 관계
2문항,주의사항 4문항,약물상호작용 1문항,음식상호작용 1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정답은 ‘예’5문항,‘아니오’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답을 맞히면 1점,오답
이거나 ‘모르겠다’는 0점으로 최저 0점에서 최고 1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와파
린 관련 지식이 높음을 나타낸다.도구의 전문가 타당도는 심장내과 교수 1인,항
응고치료의 환자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약사 1인 및 간호사 2인,간호대학 교수 2
인의 검증을 받았으며 평균 40점 만점에 37점이었다.본 연구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αααα=0.69이었다.

333...자자자기기기효효효능능능감감감
Bandura(1977)의 정의를 바탕으로 Ogedegbe(2003)가 개발한 고혈압에 대한 자

기효능감 측정도구를 연구자가 와파린 관련개념을 바탕으로 수정 보완한 측정도
구를 사용하였다.도구의 내용은 adherence3문항,주의사항 4문항,음식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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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문항,약물상호작용 1문항으로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다.각 문항의 측정은 4점
척도로 ‘확실히 자신 있다’는 3점,‘약간 자신 있다’는 2점,‘약간 자신 없다’는 1점,
‘전혀 자신 없다’는 0점으로 최저 0점에서 최고 3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
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도구의 전문가 타당도는 심장내과 교수 1인,항응고치
료의 환자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약사 1인 및 간호사 2인,간호대학 교수 2인의 검
증을 받았으며 평균 40점 만점에 38점 이었다.본 연구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αααα=0.71이었다.

444...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약약약물물물 및및및 질질질병병병관관관련련련 특특특성성성
본 연구자가 문헌고찰을 통해 개발한 설문지 사용과 의무기록 조회를 하였다.

일반적 특성 중 결혼상태,취업유무,월 평균 수입,교육수준,가족 동거 여부는
설문지를 통해 조사하였고,성별,나이는 의무기록 조회를 통해 조사하였다.약물
및 질병관련 특성은 정보를 접한 유무,집단교육 유무,부작용 유무는 설문지를
통해 조사하였고,평균 방문 횟수,동반 질환 수,부작용유무,복용기간,동반복용
약의 수,약의 용량,질환의 종류는 의무기록을 분석 하였다.

555...IIINNNRRR분분분석석석
와파린의 혈중농도 측정에 필요한 INR는 의무기록을 통해 조회하였다.분류는

심장판막수술환자와 심방세동환자 군으로 나누었고 심장판막을 수술하였고 동시
에 심방세동이 있는 환자는 판막수술환자 군으로 분류하였다.판막수술 환자는 적
정범위를 2.5~3.5로 보고 이 범위에서 벗어난 경우 ‘벗어난 INR'로 보았고 심방세
동 및 기타 질환자는 적정범위를 2~3으로 보았으며 이를 벗어난 경우 '벗어난
INR'로 보았다(DuBreuil,2007).
INR분석은 첫째,모든 환자들이 측정한 총 INR을 적정,적정미만,적정초과로

분류하여 비율을 구하였고 다시 심방세동과 판막수술환자 군으로 나누어 그 비율
을 구하였다.둘째,각 환자들이 실시한 INR의 적정,적정미만,적정초과 비율의
평균을 구하였다.적정INR 비율의 평균은 각 대상자들이 실시한 최근 1년간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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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R측정 횟수 중 치료범위에 속한 횟수를 1년간 측정한 총 INR측정횟수로 나누
어 비율을 구하고 204명을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여 평균을 구하였다.벗어난INR
은 같은 방법으로 치료범위에서 벗어난 비율의 평균을 구했으며,벗어난 INR중
적정초과는 적정INR에서 위로 벗어난 비율의 평균을 구한 값이며,적정미만는 치
료범위보다 아래로 벗어난 비율의 평균을 구한 값이다.
INR비율의 평균 계산방법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적정INR비율의 평균 산출방법의 예
판막수술대상자 ①번 :1년간 5회의 INR을 측정함:2.6,2.7,2.0,1.9,3.8

⇒ 2(치료범위에 속한 횟수)/5(총 측정 횟수)X100=40%
심방세동대상자② :1년간 3회의 INR을 측정함:1.5,2.2,2.5

⇒ 2(치료범위에 속한 횟수)/3(총 측정 횟수)X100=66%
대상자 1~204명까지 같은 방법으로 비율을 계산하여 평균을 구함.

*적정미만INR비율의 평균
판막수술대상자 ① :1년간 5회의 INR을 측정함:2.6,2.7,2.0,1.9,3.8

⇒2(적정미만으로 벗어난 횟수)/5(총 측정 횟수)X100=40%
심방세동대상자 ② :1년간 3회의 INR을 측정함:1.5,2.2,2.5

⇒ 1(적정미만으로 벗어난 횟수)/3(총 측정 횟수)X100=33%
대상자 1~204명까지 같은 방법으로 비율을 계산하여 평균을 구함.

*적정초과INR비율의 평균
판막수술대상자 ① :1년간 5회의 INR을 측정함:2.6,2.7,2.0,1.9,3.8

⇒ 1(적정초과로 벗어난 횟수)/5(총 측정 횟수)X100=20%
심방세동대상자 ② :1년간 3회의 INR을 측정함:1.5,2.2,2.5

⇒ 0(적정초과로 벗어난 횟수)/3(총 측정 횟수)X100=0%
대상자 1~204명까지 같은 방법으로 비율을 계산하여 평균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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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D...자자자료료료수수수집집집 방방방법법법 및및및 절절절차차차

2007년 4월 9일에서 4월 30일까지 실시되었다.먼저 Y대학 임상연구심의위원회
의 승인을 받은 후,측정도구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 6인의 전문가 타당도를 실시
하였고,30명의 와파린 복용환자에게 예비 조사를 실시하였다.이를 수정 보완하
고 문헌고찰과 의무기록 분석을 통해 주요 변수를 선정하여 설문지 작성과 의무
기록 조회 항목을 완성하였다.자료 수집 방법은 연구목적,연구대상자,조사할 설
문지 내용을 교육을 통해 훈련받은 심장혈관센터 외래 직원과 연구자가 실시하였
다.설문지 수거 후 해당 환자의 의무기록 조회를 통해 INR,일반적 특성,약물
및 질병 관련 특성을 조사 하였고 최근 1년 내 입원 경험이 있는 환자,설문지가
미완성된 대상자,같은 번호에만 답한 경우는 제외시켜 230명의 임의표출 대상자
중 204명을 선정하였다.

EEE...자자자료료료 분분분석석석방방방법법법

수집된 자료는 SAS8.2VERSION 을 이용하여 전산통계 처리하였다.

1.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약물 및 질병관련특성,약물지식,자기효능감,INR분석,
medicationadherence는 실수,백분율,평균과 표준편차 등의 서술적 통계를 사용
하였다.
2.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M.A의 차이 여부는 chi-square test,Independent
two-samplesttest로 분석하였다.
3.집단교육과 지식과의 관계,M.A와 INR의 관계는 Independenttwo-samples
t-test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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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연연연구구구결결결과과과

AAA...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특특특성성성

111...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

본 연구의 대상자는 총 204명으로 평균 연령은 59.14(±11.64)세이며 연령분포는
32세에서 87세의 범위에 있으며 49세 미만이 23.04%,50~59세가 25.98%,60~69세
가 31.37%,70세 이상이 19.61%를 차지하였다.성별은 남자가 51.96% 여자가
48.04%,결혼 상태는 기혼이 82.35%로 대부분 이었고,취업상태는 42.16%가 직업
이 있었고 57.84%는 무직이었다.월평균 수입은 100만원 이하가 42.65%,100만원
이상이 57.35%였다.교육수준은 중졸이하가 41.18%,고졸이 30.88%,대졸이상이
27.94%였다.가족의 동거는 배우자와 함께 사는 경우가 77.45%로 대부분이었으며,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는 12.26%,혼자 사는 경우는 7.84%,기타 2.45%였다.구체
적 사항은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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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111>>>...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
N=204

특 성 구 분 실 수 (％) 평균(범위)
연 령 49세미만

50~59
60~69
70이상

47(23.04)
53(25.98)
64(31.37)
40(19.61)

59.14±11.64
(32~87)

성 별 남
여

106(51.96)
98(48.04)

결혼상태 기혼
미혼
기타

168(82.35)
5(2.45)
31(15.20)

취업상태 유
무

86(42.16)
118(57.84)

월평균수입 100만원 이하
100만원 이상

87(42.65)
117(57.35)

교육수준 중졸이하
고졸

대졸이상

84(41.18)
63(30.88)
57(27.94)

가족동거여부 독거
배우자와 동거
자녀와 동거
기타

16(7.84)
158(77.45)
25(12.26)
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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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약약약물물물 및및및 질질질병병병관관관련련련 특특특성성성
대상자의 약물 및 질병관련특성을 살펴보면,먼저 대상자의 1년간 평균 외래

방문 횟수는 5.33(±3.11)번이었고,동반질환의 수는 평균 2.44(±1.27)개였다.한번이
라도 약물관련 정보를 접한 적이 있느냐의 질문에 대부분이(91.67%)그렇다고 응
답했다.판막수술환자의 경우(n=102)병원에서 시행되는 집단교육에 한번이라도
참여한 적이 있는 경우는 38명으로 37.62%만이 참여한 적이 있었다.약에 대한 부
작용은 77(37.93%)명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와파린 평균 복용기간은
81.46(±66.09)개월 이었으며,동반 복용 약의 수는 평균3.87(±2.69)개였다.와파린
용량은 매일 같은 용량이 51.23%였고,격일간격이 18.72%,3일 간격이 21.67%,기
타 8.37%였다<표2>.

<<<표표표 222>>>...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약약약물물물 및및및 질질질병병병 관관관련련련 특특특성성성
                                                                N=204

변 수 실수(%)or
평균±표준편차 비고

1년간 평균 외래 방문 횟수 5.33±3.11
동반 질환 수 2.44±1.27
정보 접한 유무 유

무
187(91.67%)
17(8.33%)

집단교육유무 유
무

38(37.62%)
63(62.38%)

판막수술
대상자 102명

부작용 유무 유
무

77(37.93%)
126(62.07%)

복용 기간(개월) 81.46±66.09
동반 복용 약의 수 3.87±2.69
약의 용량 매일 같은 용량

격일 간격
3일 간격
기타

104(51.23%)
38(18.72%)
44(21.67%)
17(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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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와와와파파파린린린 관관관련련련 약약약물물물지지지식식식

대상자의 약물지식점수 분포는 <표3>과 같다.와파린 관련지식은 10점 만점에
전체 평균 6.73(±1.81)점이었다.항목 별로 살펴보면 와파린 복용 목적에 대한 지
식은 180명이 정답을 맞히어 88.24%의 정답률을 보였고,약의 부작용에 대한 지식
은 165명이 정답을 맞히어 80.88%의 정답률로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
다.INR과 관련된 항목에 있어서는 본인의 INR의 목표수치를 알고 있느냐의 질문
에 대해서 53명만이 알고 있다고 대답하여 25.98%의 정답률로 낮게 측정되었고,
INR의 지식에 관한 항목 에서도 32명이 정답을 맞히어 15.69%의 정답률로 매우
낮았다.와파린의 약물 상호 작용에 대한 질문에서는 189명이 정답을 맞히어
92.65%의 정답률로 지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와파린 복용 시 주의사항에 대
한 항목에서 ‘평소 상처 및 상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에 대해 정답을 맞
히는 경우는 85.78%로 지식이 높았고,‘약 먹는 것을 잊어 버렸을 경우 다음날 두
배를 복용해야한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56.37%로 다른 항목에 비해 정답률이 낮았
다.부작용 발생 시 본인의 판단 하에 약을 중단하거나 용량을 조절하는 것에 대
한 질문에서는 95.69%로 대부분 정답을 맞히었다.주의해야하는 음식에 대한 질문
에서는 88.24%가 정답을 맞히었고,타 의료기관이나 약국 방문 시 와파린 복용사
실을 알려야 한다는 질문에서는 43.63%가 정답을 맞히어 다른 항목에 비해 정답
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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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333>>>...항항항목목목별별별 약약약물물물지지지식식식 정정정답답답 분분분포포포
                                   N=204 

항 목 정 답 분 포(%)

§ 이 약의 복용 목적은 피떡(혈전)생성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YES 180(88.24)

§ 왈파(혹은 쿠마딘)의 가장 큰 부작용은 출혈이다. YES 165(80.88)

§ 본인의 왈파(혹은 쿠마딘)목표수치(INR)를 알고 있다. YES 53(25.98)

§ 쿠마딘 수치(INR)는 너무 높으면 출혈의 위험이 있으므로 가
능한 한 낮게 유지하는 것이 좋다.

NO 32(15.69)

§ 이 약은 주치의와 상의 없이 한약 및 건강보조식품을 복용해
도 된다.

NO 189(92.65)

§ 이 약의 복용 시 평소 상처 및 상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YES 175(85.78)

§ 왈파(혹은 쿠다딘)먹는 것을 잊어버렸을 경우 다음 날 두
배를 복용해야 한다.

NO 115(56.37)

§ 잇몸출혈이나 코피 등 출혈의 부작용이 나타나면 본인의 판
단 하에 약을 중단하거나 용량을 반으로 줄이는 것이 좋다.

NO 195(95.69)

§ 왈파(혹은 쿠마딘)복용 시 주의해야 하는 음식은 특별히 없
다.

NO 180(88.24)

§ 감기나 치과치료 등으로 개인병원이나 약국 방문 시 반드시
왈파(혹은 쿠마딘)복용 사실을 알려야 한다.

YES 89(43.63)

평균 6.73±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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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 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자자자기기기효효효능능능감감감

대상자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점수 분포는 아래와 같다<표 4>.
자기효능감 점수는 30점 만점에 평균 25.92(±3.14)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 항목 별로 살펴보면 M.A 관한 영역에서 매일 빠뜨리지 않고 약을 복용할
수 있다는 3점 만점에 평균 2.76(±0.49)점,일정한 시간에 복용할 수 있다는 평균
2.47(±0.70)점,처방된 용량을 정확히 복용 할 수 있다는 평균 2.87(±0.36)점으로 일
정한 시간에 복용할 수 있다는 항목이 상대적으로 낮게 측정 되었다.주의사항에
관한 영역에서는 출혈의 부작용이 있을 때 빨리 병원을 방문할 수 있다는 평균
2.61(±0.60)점,주기적인 혈액 검사를 할 수 있다는 평균 2.88(±0.33)점,평소 상처
를 입지 않도록 조심 할 수 있다는 평균 2.50(±0.65)점,타 병원 방문 시 와파린
복용사실을 알릴 수 있다는 평균 2.87(±0.41)점으로 평소상처를 입지 않도록 조심
할 수 있다는 자기효능감이 상대적으로 낮았다.음식 상호작용에 관한 영역에서는
지나친 음주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평균 2.56(±0.73)점,비타민 K가 함유된 음식
을 일정하게 복용 할 수 있다는 평균 1.91(±0.86)점으로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
으로 낮았으며 특히 비타민 K함유 식품을 일정하게 복용할 수 있다는 질문에 대
해서는 모든 항목 중 가장 낮은 자기효능감을 보였다.약물상호작용에 관한 영역
에서 주치의와 상의 없이 함부로 건강보조 식품을 복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평균
2.50(±0.72)점으로 다른 항목의 평균보다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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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444>>>...항항항목목목별별별 자자자기기기효효효능능능감감감 점점점수수수
                                                                     N=204 

영 역 항 목 평 균

M.A
§ 나는 약을 빠뜨리지 않고 매일 복용할 수 있다.
§ 나는 정해진 일정한 시간에 약을 복용할 수 있다.
§ 나는 처방된 용량을 정확히 복용할 수 있다.

2.76±0.49
2.47±0.70
2.87±0.36

주의사항

§ 나는 약의 부작용이 무엇인지 알고(출혈)부작용 발
생시 빨리 병원으로 문의하거나 방문 할 수 있다.

§ 나는 약속된 날짜에 병원에 방문 하여 주기적인 혈액
검사를 할 수 있다.

§ 나는 평소 상처를 입지 않도록 조심할 수 있다
§ 나는 다른 건강상의 이유로(감기,치과치료 등)병원
방문 시 꼭 쿠마딘 복용을 알릴 수 있다

2.61±0.60

2.88±0.33

2.50±0.65

2.87±0.41

음식상호작용
§ 나는 지나친 음주를 하지 않을 수 있다.
§ 나는 비타민 k가 함유된 음식(녹황색채소:시금치,양
파,깻잎 등)을 일정하게 복용할 수 있다.

2.56±0.73

1.91±0.86

약물상호작용 § 나는 주치의와 상의 없이 함부로 건강보조식품(한약,
영양제,각종 즙)을 복용하지 않을 수 있다. 2.50±0.72

합계(총평균) 25.9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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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IIINNNRRR분분분석석석

111)))전전전체체체측측측정정정 IIINNNRRR건건건수수수의의의 분분분석석석
204명 대상자의 총 측정 INR건수는 961건이었으며 그 중 심방세동환자 군이

481건,판막수술환자 군이 480건이었다.적정INR건수는 324건으로 33.71%였으며,
적정미만INR은 504건으로 52.45%,적정초과INR은 133건으로 13.84%였다.총 측정
INR건수 중 절반이상이 치료적 범위보다 아래에 있었다.질환별로 분류 해 보면
심방세동환자 군에서는 적정INR이 169건으로 35.14%,적정미만INR이 234건으로
48.65%,적정초과 INR이 78건으로 16.22%였다.판막수술환자 군에서는 적정INR이
155건으로 32.29%,적정미만INR이 270건으로 56.25%,적정초과INR이 55건으로
11.46%였다<표 5>.

<<<표표표 555>>>...전전전체체체측측측정정정 IIINNNRRR건건건수수수의의의 분분분류류류
N=204

항목  전체INR(%) 심방세동(%) 판막수술(%)

적정 INR 324(33.71%) 169(35.14%) 155(32.29%)

벗어난 INR

적정미만 504(52.45%) 234(48.65%) 270(56.25%)

적정초과 133(13.84%) 78(16.22%) 55(11.46%)

합계 961건 481건 480건



- 28 -

222)))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IIINNNRRR비비비율율율의의의 평평평균균균
대상자의 INR비율의 평균을 분석해 보면,적정INR비율의 평균은 각 대상자들

이 최근 1년간 측정한 INR 중 치료범위에 속한 INR 횟수를 1년간 측정한 총
INR 측정횟수로 나누어 비율을 구하고 204명을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여 평균을
구하였다.평균 1인이 측정한 INR이 모두 치료범위에 들었을 경우를 100%로 본다
면 치료범위에 속한 INR의 비율의 평균은 43.80%로 1년 동안 측정한 총 INR중
절반이상이 치료범위에서 벗어나 있었다.그 중 심방세동과 판막수술 환자 군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을 때 심방세동이 42.53%,판막수술이 45.14%로 심방세동 환자
군이 치료범위에 속한 INR비율의 평균값이 낮았다.또한 각 대상자들이 실시한
INR의 총 측정 횟수를 치료범위에서 벗어난 비율을 측정하여 204명의 평균을 구
하였다.평균 1인이 측정한 INR이 모두 치료범위에서 벗어난 경우를 100%로 보았
을 때 치료범위 아래로 벗어난 비율의 평균이 59.80%였고,치료범위 위로 벗어난
비율의 평균은 30.80%로 적정INR보다 아래로 벗어난 비율이 높았다<표 6>.

<<<표표표 666>>>...IIINNNRRR비비비율율율의의의 평평평균균균
                                                                     N=204 

항 목 전 체(%) a-fib(%) valveop(%)

적정INR비율의 평균 43.80±20.43 42.53±20.03 45.14±20.91

벗어난 INR
비율의 평균

적정미만 59.80±25.70 56.16±26.04 62.92±25.13

적정초과 30.80±16.41 33.48±16.05 28.25±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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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MMMeeedddiiicccaaatttiiiooonnnaaadddhhheeerrreeennnccceee실실실태태태

111...MMMeeedddiiicccaaatttiiiooonnnaaadddhhheeerrreeennnccceee비비비율율율

111)))MMM...AAA의의의 비비비율율율
M.A의 비율을 살펴보면,먼저 대상자 204명중 M.A는 56명으로 27.45%였고,

nonM.A는 148명 72.55%로 nonM.A 비율이 높았다.질환별로 분류 시 심방세동
환자 군이 89명으로 전체대상자중 43.63%였고 그 중 M.A는 21명으로 10.29%였고,
nonM.A 68명으로 33.33%였다.심장판막수술환자 군의 경우 102명으로 전체대상
자중 50%였고,그 중 M.A는 29명으로 14.22%였고,nonM.A는 73명으로 35.78%
였다.기타 질환의 경우 13명으로 6.37%였으며 M.A가 2.94%,nonM.A가 3.43%였
으며 질환별로 분류 시 M.A,nonM.A비율이 크게 차이가 없었다<표 7>.

<<<표표표 777>>>...질질질환환환명명명에에에 따따따른른른 MMM...AAA여여여부부부
             N=204

구 분 m.a nonm.a Total

질환명

a-fib 21(10.29) 68(33.33) 89(43.63)

valveop 29(14.22) 73(35.78) 102(50.00)

기타 6(2.94) 7(3.43) 13(6.37)

합계 56(27.45) 148(72.55) 20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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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횟횟횟수수수,,,용용용량량량,,,시시시간간간의의의 MMM...AAA비비비율율율
M.A를 주의사항을 제외한 횟수,용량 시간의 준수로 보았을 때 그 비율은 다

음과 같다<표 8>.M.A는 95명으로 46.57%를 차지하였고,nonM.A는 109명으로
53.43%였다.

<<<표표표 888>>>...횟횟횟수수수,,,용용용량량량,,,시시시간간간의의의 MMM...AAA비비비율율율
N=204

222...nnnooonnnMMMeeedddiiicccaaatttiiiooonnnAAAdddhhheeerrreeennnccceee내내내용용용
nonM.A 대상자(n=148)중 nonM.A의 내용을 살펴보면 횟수를 준수하지 않았

다고(한번이라도 빠뜨린 적이 있는)응답한 경우는 37명이었고 그 중 32명이 1주일
에 1회 빠뜨렸다고 했으며,1주에 2회 이상 빠뜨렸다고 응답한 경우도 3명 있었
다.용량에 대한 nonM.A는 제일 낮았으며 드셔야할 용량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
우도 6명이었고,의사의 지시대로 용량을 복용하지 않는 경우도 21명 이었다.시
간준수에 관한 nonM.A는 96명으로 두 번째로 높았다.주의사항에 대한 즉,의사
와 상의 없이 다른 약을 복용한 경우가 nonM.A 항목 중 99명으로 가장 높았으
며 그 내용은 한약제,녹용,인삼,진통소염,소화제 등 다양 하였고 그 중 인삼
및 홍삼을 복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구 분 실수 비율

M.A 95 46.57%

nonM.A 109 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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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999>>>...nnnooonnnMMM...AAA의의의 분분분류류류
              N=148

항 목 내 용 실수(%)

횟 수
약을 한번이라도 빠뜨린 경우 37(18.23)

1주에 1회 32(91.43)
1주에 2회 이상 3(8.57)

용 량 복용용량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 6(2.96)

의사의 지시대로 정확한 용량을 복용하지 않은 경우 21(10.34)

시 간 일정한 시간에 복용하지 않은 경우 96(47.29)

주의사항

주치의와 상의 없이 다른 약을 복용한 경우 99(48.77)

인삼,홍삼 17(17.35)
소화제 16(16.33)
진통소염 14(14.29)
감기약 13(13.27)
한약제 10(10.20)
각종영양제 8(8.16)
기타 8(8.16)
각종야채즙 6(6.12)
골 관절염 4(4.08)
녹용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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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MMMeeedddiiicccaaatttiiiooonnnAAAdddhhheeerrreeennnccceee영영영향향향요요요인인인

111...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과과과 MMMeeedddiiicccaaatttiiiooonnnAAAdddhhheeerrreeennnccceee와와와의의의 관관관계계계
M.A에 미치는 영향요인 중 성별,나이,결혼상태,취업유무,월평균수입,교육

수준,가족동거여부 등 일반적 특성은 M.A그룹과 nonM.A그룹 간에 차이가 없었
다<표 10>.구체적 항목별로 살펴보면 여자와 49세이하,월평균 수입이 높은 경우
M.A가 높았으나 통계학적으로 차이는 없었다.교육수준은 중졸이하보다 고졸,대
졸 경우 M.A가 높았으나 통계학적으로 차이가 없었다.

<<<표표표 111000>>>...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에에에 따따따른른른 MMM...AAA의의의 연연연관관관성성성
                                                                     N=204 

변 수 ma군
(n=56)

nonm.a군
(n=148) χ2 p

성 별 남
여

27(48.21)
29(51.79)

79(53.38)
69(46.62) 0.434 0.510

나 이

49세미만
50~59
60~69
70이상

17(30.36)
12(21.43)
13(23.21)
14(25.00)

30(20.27)
41(27.7)
51(34.46)
26(17.57)

5.192 0.158

결혼상태
기혼
미혼
기타

46(82.14)
1(1.79)
7(16.07)

122(82.43)
4(2.70)
22(14.86)

0.179 0.935

취업유무 유
무

22(39.29)
34(60.71)

64(43.24)
84(56.76) 0.261 0.670

월평균수입 100만원이하
100만원이상

22(39.29)
34(60.71)

65(43.92)
83(56.08) 0.357 0.550

교육수준
중졸이하
고졸

대졸이상

17(30.36%)
21(37.5%)
18(32.14%)

67(45.27%)
42(28.38%)
39(26.35%)

3.78 0.151

가족동거여부

독거
배우자와 동거
자녀와 동거
기타

5(8.93%)
44(78.57%)
4(7.14%)
3(5.36%)

11(7.43%)
114(77.03%)
21(14.19%)
21(14.19%)

4.43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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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질질질환환환 및및및 약약약물물물특특특성성성과과과 MMMeeedddiiicccaaatttiiiooonnnAAAdddhhheeerrreeennnccceee와와와의의의 관관관계계계
질환 및 약물특성과 M.A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평균 방문횟수,질환의 종류,

동반 질환 수,정보를 접한 유무,집단교육 유무,부작용 유무,복용기간 유무,동
반복용 약의 수,약의 용량은 M.A그룹과 nonM.A그룹 간에 차이가 없었다.
구체적 항목별로 살펴보면 평균외래방문 횟수가 많을수록,판막수술환자 군에

서,집단교육을 받은 그룹에서,복용기간이 길고,동반약의 수가 많은 경우 M.A가
높았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표 11>.

<<<표표표 111111>>>...질질질환환환 및및및 약약약물물물특특특성성성에에에 따따따른른른 MMM...AAA의의의 연연연관관관성성성    

                                                                     N=204 

변 수 ma
(n=56)

nonm.a
(n=148) tor χ2 p-value

평균 외래 방문 횟수 5.84±3.12 5.14±3.01 -1.41 0.159
질환의 종류 a-fib

valveop
기타

21(37.5)
29(51.79)
6(10.71)

68(45.95)
73(49.32)
7(4.73)

3.00 0.224

동반 질환 수 2.40±1.40 2.46±1.23 0.27 0.785
정보 접한 유무 유

무
52(92.86)
4(7.14)

135(91.22)
13(8.78) 0.143 0.999

집단교육유무
(valveop102명)

유
무

12(42.86)
16(57.14)

26(35.62)
47(64.38) 0.452 0.501

부작용 유무 유
무

34(61.82)
92(62.16)

21(38.18)
56(37.84) 0.002 0.964

복용 기간(개월) 88.5±70.25 78.72±64.44 -0.94 0.348
동반 복용 약의 수 4.13±3.01 3.78±2.56 -0.83 0.409
약의 용량 매일같은용량

격일간격
3일간격
기타

34(60.71)
9(16.07)
9(16.07)
4(7.14)

70(47.62)
29(19.73)
35(23.81)
13(8.84)

2.907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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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약약약물물물지지지식식식과과과 MMMeeedddiiicccaaatttiiiooonnnAAAdddhhheeerrreeennnccceee와와와의의의 관관관계계계
대상자의 약물지식과 M.A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표12>와 같다.총 약물지식

점수는 M.A에 영향을 주었으며(p=0.023),M.A그룹에서는 약물관련 지식 점수가
평균 7.20(±1.69)점 이었고,nonM.A그룹에서는 평균 6.55(±1.83)점으로 낮았다.구
체적 약물지식 항목을 살펴보면 7번인,약 먹는 것을 잊어버렸을 경우 다음날 두
배를 복용해야한다 에서는 p=0.042로 M.A에 영향을 주었으며,9번인,약 복용 시
주의해야 하는 음식은 특별히 없다 에서는 p=0.006으로 M.A와 관련성이 높았다.

<<<표표표 111222>>>...항항항목목목별별별 약약약물물물지지지식식식 정정정답답답 분분분포포포와와와 MMM...AAA의의의 관관관계계계
                                                                    N=204 

항 목 ma
(n=56)

nonm.a
(n=148) χ2 p-value

문제1 50(89.29) 130(87.84) 0.08 0.775

문제2 46(82.14) 119(80.41) 0.79 0.778

문제3 19(33.93) 34(22.97) 2.54 0.113

문제4 11(19.64) 21(14.19) 0.91 0.339

문제5 54(96.43) 135(91.22) 1.62 0.246

문제6 51(91.07) 124(83.78) 1.77 0.184

문제7 38(67.86) 77(52.03) 4.14 *0.042

문제8 55(98.21) 140(94.59) 1.26 0.449

문제9 55(98.21) 125(84.46) 7.40 *0.006

문제10 24(42.86) 65(43.92) 0.02 0.892

계 7.20±1.69 6.55±1.83 -2.28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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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자자자기기기효효효능능능감감감과과과 MMMeeedddiiicccaaatttiiiooonnnAAAdddhhheeerrreeennnccceee와와와의의의 관관관계계계
대상자의 자기효능감과 M.A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표13>과 같다.총 자기효능

감은 M.A에 영향을 주었으며(p=.000),M.A그룹에서 자기효능감 점수는 평균
27.46(±2.54)점이었고,non M.A그룹에서는 평균 25.33(±3.16)점으로 M.A그룹에서
자기효능감 점수가 높았다.구체적 항목이 M.A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항목 5
번과,항목9번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M.A그룹이 nonM.A그룹보다 자기효능감
점수가 높았다.

<<<표표표 111333>>>...항항항목목목별별별 자자자기기기효효효능능능감감감 점점점수수수와와와 MMM...AAA의의의 관관관계계계
                                                                   N=204 

영 역 항목 ma
(n=56)

nonm.a
(n=148) t p-value

adherence
항목1
항목2
항목3

2.88±0.33
2.82±0.39
2.95±0.23

2.72±0.53
2.33±0.75
2.84±0.40

-2.46
-6.10
-2.28

*0.015
<.000
*0.024

주의사항

항목4
항목5
항목6
항목7

2.79±0.46
2.93±0.26
2.64±0.55
2.96±0.27

2.54±0.64
2.86±0.35
2.45±0.67
2.83±0.44

-3.04
-1.56
-1.95
-2.61

*0.003
0.121
0.052
*0.010

음식상호작용 항목8
항목9

2.75±0.58
2.07±0.93

2.49±0.77
1.85±0.83

-2.63
-1.64

*0.009
0.103

약물상호작용 항목10 2.68±0.58 2.44±0.76 -2.42 *0.017

계 27.46±2.54 25.33±3.16 -4.53 <.000



- 36 -

555...심심심장장장판판판막막막 수수수술술술대대대상상상자자자에에에서서서 집집집단단단교교교육육육과과과 약약약물물물지지지식식식과과과의의의 관관관계계계
심장판막 수술대상자에게만 시행되는 집단교육과 약물지식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표14>.집단교육을 받은 그룹은 38명으로 37.62%였고,받지 않은 그룹은 63
명으로 62.38%,무응답이 1명이었다.집단교육을 받은 그룹의 지식점수는 평균
7.33점이었고 집단교육을 받지 않은 그룹의 지식점수는 평균 6.13점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

<<<표표표 111444>>>...집집집단단단교교교육육육 유유유무무무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약약약물물물지지지식식식점점점수수수
                                                                    N=102 

구 분 분 포 지식점수 t p-value

받은 그룹 38(37.62) 7.33±1.81
-5.03 <<<...000000000

않은 그룹 63(62.38) 6.13±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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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D...MMMeeedddiiicccaaatttiiiooonnnAAAdddhhheeerrreeennnccceee와와와 IIINNNRRR의의의 관관관계계계

M.A와 INR의 관계는 아래와 같다<표15>.M.A는 적정 INR비율의 평균,치료
범위에서 벗어난 INR비율의 평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그러나 통계학적 차이
는 없었으나 M.A그룹에서 적정INR비율의 평균이 높았고,벗어난 INR비율의 평균
은 낮았다.질환별로 분류 시 심방세동 환자 군에서 M.A는 INR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판막수술환자 경우 M.A그룹에서 INR의 적정초과 비율의 평균이 낮았
고,nonM.A그룹에서 적정초과 비율의 평균이 높아 M.A가 INR에 영향을 주었다
(p=0.037).

<<<표표표 111555>>>...질질질환환환별별별 MMMeeedddiiicccaaatttiiiooonnnAAAdddhhheeerrreeennnccceee와와와 IIINNNRRR
                                                                     N=204 

분 류 INR비율의 평균 m.a(%) nonm.a(%) p-value

전 체 적정INR비율의 평균 44.90±21.06 43.37±20.28 0.690

벗어난
INR비율의
평균

적정미만 58.45±25.17 60.28±25.97 0.686

적정초과 26.36±13.31 32.58±17.28 0.117

심방세동 적정INR비율의 평균 36.13±16.13 44.44±20.80 0.135

벗어난
INR비율
평균

적정미만 59.21±24.36 55.10±26.72 0.547

적정초과 33.51±14.81 33.47±16.61 0.995

판막수술 적정INR비율의 평균 51.38±22.22 42.09±19.76 0.081

벗어난
INR비율의
평균

적정미만 57.81±26.32 64.75±24.63 0.248

적정초과 22.06±10.64 31.56±18.26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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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ⅥⅥ...논논논 의의의

와파린은 약물 및 음식 상호작용이 크고 좁은 치료범위를 가지기 때문에
MedicationAdherence가 다른 약에 비해 더욱 중요하다.이런 M.A의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기존연구에서는 일반적 특성과 약물 및 질환 관련특성에 초점을
두고 조사되었다.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 특성과 약물 및 질환 관련특성에
외에 자기효능감을 포함한 요인을 포괄적으로 분석하여 M.A의 영향요인을 파악하
고자 하였으며,M.A가 INR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본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와파린의 M.A의 실태와 영향요인,그리고 INR과의 관계에 대해
논의 하고자 한다.

AAA...와와와파파파린린린의의의 MMMeeedddiiicccaaatttiiiooonnnAAAdddhhheeerrreeennnccceee

본 연구 대상자 204명 중 M.A는 56명으로 27.45%였고,nonM.A는 148명으로
72.55%였다.Davis(2005)가 와파린에 대한 M.A을 조사한 결과 M.A는 50%였다는
결과와 비교 시 낮게 측정 되었다.이러한 차이를 보인 이유는 Davis는 M.A의 측
정항목을 약복용을 잊었는지,시간을 제대로 지켰는지,임의로 중단했는지,부작용
발생 시 중단했는지에 대한 복용 유무와 시간에 대한 준수를 M.A로 보았고,본
연구에서는 복용유무,시간,용량,주의사항에 대한 준수를 M.A로 보았기 때문에
M.A의 결과가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본 연구에서 주의사항을 제외한
복용유무와 시간,용량에 대한 M.A의 측정결과 M.A는 46.57%였고 이는 Davis가
조사한 M.A와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와파린의 M.A가 다른 약의 M.A와 비교 시 Adherence비율이 낮게 측정되었

다.미국에서 statin에 대한 M.A는 71~80%였으며(Kopjar2003),만성질환을 가진
환자들의 M.A는 70~80%였고(Mills,2006),고혈압 약의 M.A를 systemicreview한
결과 외국은 60~100%로,한국은 연구마다 다양한 결과를 내고 있다고 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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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현,2006),박재현(2006)의 연구에서 우리나라 고혈압 약의 M.A는 57.4%였다.
이렇게 다른 약과 비교 시 M.A가 낮은 이유는 M.A 정의를 다르게 보고 있기 때
문인 것으로 추측된다.예를 들어 고혈압 약은 약의 80%이상 복용 시 M.A라고
정의하였으나(Kousel-wood,2004),와파린의 경우 일정한 혈중농도 유지가 다른
약에 비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이라도 약을 빠뜨린 경우 nonM.A로 보는
경우가 많았다(Machtinger,2006).본 연구에서도 횟수,용량,시간,주의사항을 한
번이라도 빠뜨린 경우를 nonM.A로 보아 그 비율이 다른 약의 M.A 보다 낮게
측정된 것으로 추측된다.
nonM.A의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진과 상의 없이 다른 약을 복용한 경우가 가

장 많았으며,국내 INR변동의 원인을 분석한 연구에서도 INR변동의 명확한 원인
중 약물에 의한 비율이 31%로 높았다(김호숙,2003).이는 민간요법이 성행한 우
리나라의 경우 건강보조식품이나 한약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추
측된다(최수임,1999).따라서 적정 INR유지와 M.A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경우 임의로 약을 복용하거나 건강보조식품을 먹는 것을 삼가도록 해야 할 것이
다.nonM.A내용 중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일정한 시간에 약을
복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148중 96명이 응답하였고,전체 환자를 대상으로 보았을
경우 204명중 96명으로 21.25%를 차지했다.이것은 신장이식 환자를 대상으로 자
동적으로 시간과 용량을 체크하는 기계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M.A를 분류하였을
때 제시간에 제 용량을 빠뜨리지 않고 복용한 M.A가 46.74%였으며 시간과 관련
된 nonM.A는 26.52%로 본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Russell,2006).
이렇게 시간준수에 관한 M.A가 낮으므로 일정한 시간에 약을 복용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재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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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와와와파파파린린린의의의 MMMeeedddiiicccaaatttooonnnAAAdddhhheeerrreeennnccceee영영영향향향요요요인인인

본 연구에서 일반적 특성,질환 및 약물관련특성은 와파린의 M.A에 영향을 주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M.A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일반적 특성은 다양
하게 보고 되고 있다.M.A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특성으로는 연령,성별,인종,
결혼유무,문맹,사회경제적 지위 등이 알려져 있다(Vlasnik,2005).일부 연구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M.A가 떨어지며(Barat,2001),거주지가 없는 경우 만성질환에서
M.A를 낮추게 하는 요인이라고(Pampallona,2002)하였다.와파린의 경우 일반적
특성 중 수입,결혼유무,거주 공간 유무가 와파린의 M.A에 영향을 미친다
(Orensky,2005)고 하였다.이렇게 기존 연구들은 일반적 특성이 M.A에 영향을 미
친다고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국내에서도
M.A의 영향요인으로 일반적 특성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일부 고혈압
에 대한 연구에서는 연령이 영향요인으로 밝혀졌고(지주옥,2002),천식환자의 흡
입제 사용에 대해서는 일반적 특성 중 성,연령,결혼유무,교육수준,소득 모두
연관성이 없는 것(김은아,2004)으로 조사되어 본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약물 및 질환 관련 요인에서도 일반적 특성과 비슷한 결과를 보인다고 할 수

있겠다.아스피린 사용의 경우 약의 용량이 M.A에 영향을 주며(DeSchryver,
2004),고혈압의 M.A의 영향요인을 조사한 결과 투약기간이 영향을 미치며(박재
현,2006),천식환자의 흡입제 사용에서는 투약기간은 영향이 없었으며 천식의 증
상,치료만족도가 영향을 주었다(김은아,2004).대학병원 정신과 외래환자에서는
유병기간,입원횟수,약물의 효과를 믿는 것이 영향을 주며 질환의 종류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권준수 외,1997).이렇게 연구마다 M.A의 영향요인이 다
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또한 본 연구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M.A의 영향요인을 살
펴보면 가정간호 대상자의 경우 간호사와의 치료적 관계형성이 M.A에 영향을 미
친다고 하였고(Rhoda,2006),와파린 복용환자 경우 건강신념이 M.A에 영향을 미
친다(Orensky,2005)고하였다.따라서 M.A의 영향요인으로 환자 만족도,치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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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형성,건강신념 등 좀 더 다양한 요인을 조사 할 필요가 있겠다.

와파린의 M.A의 영향요인으로 약물에 대한 지식은 M.A와 연관성이 있었다.
약물지식은 10점 만점에 평균 6.73±1.81점이었고,장소라(2006)가 항응고요법 환자
의 약물지식 점수를 측정한 연구 결과를 보면 13점 만점에 평균 8.13으로 본 연구
와 지식점수가 비슷하였다.이는 와파린을 복용하는 한국인은 와파린에 대한 지식
이 평균적으로 비슷하다는 것으로 정보제공이나 교육이 비슷하게 이루어진다고
추측할 수 있겠다.외국의 경우,와파린의 지식을 9개의 질문지로 측정하였을 때
약물지식은 1점 만점에 평균 0.48(±0.18)점 이었고,환자의 40~45%가 와파린의 작용,
복용목적,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특히 지식항목 중 INR의 관계,약
물상호작용,복용을 잊었을 때 대처법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지식점수가 낮았다
(Tang,2003).이는 본 연구에서 INR의 관계에 대해 낮은 지식점수 보인 것과 비슷한 결
과를 보여주고 있으며,그 원인은 INR이 다른 항목에 비해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
는부분이어서상대적으로낮은점수를보인것으로사료된다.
M.A의 영향요인으로 지식은 여러 연구에서 중요 영향인자로 평가되었다.

Vlasnik(2005)는 지식이 M.A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고 하였고,와파린의 경우에서
도 지식은 M.A의 중요 영향 인자였다(Waterman,2004).이런 연구결과와 비교 시
본 연구에서도 지식은 M.A의 중요 영향인자로 확인 되었다.이는 와파린에 대한
지식이 높으면 약복용 목적,준수의 중요성을 알고 약에 대한 인지도가 올라가기
때문 M.A가 높을 것이라고 판단된다.또한 높은 지식은 와파린에 대한 교육 여부
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본 연구에서는 지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심
장판막수술 환자의 경우에서 환자 집단교육과 지식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그 결
과 집단교육을 받은 군은 받지 않는 군보다 지식 점수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와파린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환자의 지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따
라서 환자의 지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집단교육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하며,심방세동환자 등 나머지 질환으로 와파린을 복용하는 대상자에게도
집단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 할 것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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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효능감은 선행연구에서 건강행위의 변화와 유지의 예측인자로 중요하게
평가 되고 있다.M.A와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HIV양성 환자들에 있
어 낮은 자기효능감은 M.A를 낮추었고(Barclay,2007),항우울제 복용환자에서
nonM.A는 낮은 자기효능감과 관련이 있었다(Burra,2007).본 연구에서도 자기효
능감은 와파린의 M.A의 가장 큰 영향요인으로 분석되어,자기효능감은 기존 연구
에서 밝혀진 고혈압,AIDS,관상동맥질환 등에서의 M.A의 중요 영향인자 뿐만 아
니라 와파린 복용 대상자에서도 M.A의 중요영향인자로 확인 되었다고 할 수 있겠
다.본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이 지식보다 M.A에 더 큰 영향요인으로 밝혀진 이유
는 약복용 시간,용량,횟수,주의사항 준수에 대한 지식은 있으나 이를 실천으로
옮기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자기효능감은 낮게 측정되므로 M.A
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예를 들면 ‘나는 주치의와 상의 없이 한약 및
건강보조식품을 복용해도 된다’는 항목에서 ‘아니오'라고 정답을 맞힌 경우는
189(92.65%)명으로 높았으나,nonM.A의 항목에서 주치의와 상의 없이 다른 약
혹은 건강보조식품을 복용한 적이 있다는 경우가 99(48.77%)명으로 높았다.자기
효능감에서는 주치의와 상의 없이 함부로 건강보조식품을 복용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는 3점 만점에 평균 2.5점으로 다른 항목보다 낮게 측정되었다.이것은 약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서도 이를 실천하지 못하는 것으로 낮은 자기효능감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구체적인 항목별 자기효능감을 살펴보면 비타민 K를 함유한 음식을 일정하게

복용 할 수 있다는 문항이 제일 낮게 측정 되었다.선행연구에서 와파린 복용시
주의해야 하는 음식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는 26.9%였으나 음식의 종류를 정확히
알고 있는 환자는 2%에 불과였다(임영선,1998).이런 연구결과를 볼 때 구체적인
비타민 K함유 식품 대한 지식이 낮은 경우 자기효능감이 낮다고 추측된다.또한
한국인의 식습관에 대한 조사에서 55%가 불규칙하고 과식하는 편이라고 하였으며
(김건희,1996),연령별 식습관에 대한 조사에서는 50대 이상이 콩,채소,김치,김,
미역 등을 상대적으로 많이 섭취한다고 하였다(박주원,2000).고혈압에 대한 자기
효능감에 대한 연구에서는 싱겁게 식사를 할 수 있다는 음식에 대한 항목이 10개
문항 중 가장 낮았다(이현정,2003).이런 연구들을 볼 때 자기효능감은 비타민K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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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비타민K 함유 음식을 일정하게 복용해야하는 규칙적인 식
습관의 어려움 때문에 자기효능감이 낮다고 추측된다.따라서 비타민K함유식품을
일정하게 복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뿐만 아니라 일정한 식습관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CCC...와와와파파파린린린의의의 MMM...AAA와와와 IIINNNRRR의의의 관관관계계계

본 연구에서 INR을 분석한 결과 적정INR비율의 평균이 43.80%로 1인이 1년
간 측정한 INR이 치료범위에 속한 횟수가 절반도 안 되었다.또한 전체 INR측정
건수 중 33.71%만이 적정치료범위에 있었고 52.45%가 치료범위 보다 아래에,
13.84%가 치료범위 보다 위에 있었다.이소현(1999)이 3차 대학병원에서 와파린
복용대상자 50명을 선정 하여 INR을 분석한 결과 와파린복용 동안 INR이 치료범
위에 속한 환자는 8%,INR이 치료범위에 미치지 못하는 환자 중 INR이 치료범위
보다 낮게 측정된 경우가 90%이상인 것으로 조사되었고,Davis(2005)의 연구에서
도 14%만이 INR이 잘 조절 되었고,Orenky(2005)의 연구에서는 44.8%가 치료적
범위에 있었다.Laporte(2003)는 INR에 대한 문헌고찰결과 65%~75%만이 치료적
범위에 있다고 하였다.이런 연구 결과를 분석해 볼 때 INR이 치료적 범위에 있
는 경우가 본 연구를 포함하여 여러 연구에서도 낮았다.이것은 첫째,와파린이
약물,음식,환자컨디션,질병 등에 영향을 많이 받는 약리학적 특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둘째,와파린의 좁은 치료 범위로 INR이 높아지면 출혈의 위
험성이 있으므로 이로 인해 치료범위보다 INR이 조금 낮은 경우 무리하게 맞추려
고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겠다.본 연구에서도 치료범위이상으로 벗어
난 비율보다 치료범위 이하로 벗어난 비율이 많았고,기존 연구에서도 INR이 치
료범위보다 낮게 유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Matchar, 2002,
Machtinger,2006).우리나라의 경우 치료범위를 벗어난 INR을 조사했을 때 치료
범위보다 낮은 경우가 63.1%였고,높은 경우가 36.9%로(이병구외,2005)적정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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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더 많은 비율을 보였다.
M.A와 INR의 관계를 살펴보면 기존 연구에서 M.A가 INR과 연관성이 있었고

(Davis,2005,Waterman,2004,Tang,2003),이와 반대로 M.A가 INR에 영향을 주
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Machtinger,2006,DeSchrvyer,2004).본 연구에
서는 심방세동환자 군에서 M.A와 INR이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 되어 일부
연구와 비교 시 비슷한 혹은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본 연구에서 M.A와
INR이 연관성이 없는 것은 M.A는 지난 1주일간을 기준으로 측정하였고,INR은 1
년 동안의 수치를 조사한 것이어서 둘의 연관성이 떨어진 것으로 보여 진다.그러
나 판막수술 환자 군의 경우 nonM.A군에서 적정범위 초과 INR비율의 평균이
유의하게 증가하여 있었다(P=0.05).또한 통계학적으로 차이는 없었으나 전체 환자
를 대상으로 보았을 때 M.A그룹에서 적정INR비율의 평균이 높았고,벗어난 INR
비율의 평균은 낮았다.이런 결과를 볼 때 통계학적인 차이는 없었으나 M.A는
INR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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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ⅦⅦ...결결결론론론 및및및 제제제언언언

AAA...결결결 론론론

본 연구는 와파린 복용환자의 MedicationAdherence실태 및 영향요인을 규명
하고 M.A와 INR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횡단적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는 서울시 소재 Y대학 부속 병원 심장혈관센터 외래를 방문한 와파린

복용환자를 대상으로 2007년 4월 9일에서 2007년 4월 30일까지 설문지에 응답 가
능한 230명을 임의 표출하여 1년 이내에 입원경험이 있거나 복용기간이 6개월 미
만인 대상자는 제외하여 최종 204명을 선정하였다.
MedicationAdherence분석 및 영향요인은 설문지를 사용하였고,INR결과와

영향요인 중 일부는 의무기록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AS8.2VERSION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대상자의 와파린 관련 약물 지식은 10점 만점에 평균 6.73(±1.81)점이었고,
지식평가 항목 중 INR관련 지식을 묻는 2가지에서는 25.98%와 15.69%의 정답률
로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2.자기효능감은 평균 30점 만점에 평균25.92(±3.14)로 측정되었다.그 중 비타

민 K가 함유된 음식을 일정하게 복용할 자신이 있느냐는 질문은 3점 만점에 평균
1.91(±0.86)로 10개 항목 중에서 제일 낮았다.
3.INR분석 결과 1년간 총 측정건수는 961건이었고 그 중 치료범위에 속한 비

율은 324건으로 33.71%,치료범위 아래로 벗어난 비율은 504건으로 52.45%,치료
범위 위로 벗어난 비율은 133건으로 13.84%였다.또한 개개인의 적정INR비율의
평균을 구하였을 때,1년간 측정한 INR이 모두 치료범위에 들었을 경우 100%로
본다면 적정INR비율의 평균은 43.80%(±20.43)였다.같은 방법으로 벗어난 INR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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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의 평균을 구하였을 때,치료범위 아래로 벗어난 비율의 평균은 59.80%(±25.70)
였고,치료범위 위로 벗어난 비율의 평균은 30.80%(±16.41)로 치료범위 아래로 벗
어난 비율이 높았다.
4.와파린의 MedicationAdherence를 횟수,용량,시간,주의사항 준수로 보았

을 때 M.A의 비율은 204명중 56명으로 27.45%였고,nonMedicationAdherence는
148명으로 72.55%였다.그 중 주의사항을 제외한 횟수,용량,시간준수를 M.A로
보았을 때는 M.A가 46.57%였고,nonM.A는 53.43%였다.
5.대상자의 성별,연령,결혼,취업,경제상태,교육수준,가족과 동거유무 등

일반적 특성과,질환의 종류,복용기간,약의 용량,동반질환의 수,평균방문횟수,
부작용,정보유무 등 질환 및 약물관련 특성은 M.A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6.대상자의 약물관련 지식은 M.A에 영향을 주었으며,nonM.A군과 비교 시

M.A군에서 약물관련 지식점수가 높았다.(P=0.023)판막수술대상자에서 집단교육이
지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을 때 집단교육을 받은 군이 받지 않은 군보다 지
식점수가 높았다.(P=.000)
7.대상자의 자기효능감은 M.A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으며,nonM.A군과 비

교 시 M.A군에서 자기효능감이 높게 나타났다.(P=.000)
8.M.A는 적정INR비율의 평균,치료범위에서 벗어난 INR비율의 평균에 영향

을 미치지 않았다.그러나 통계학적 차이는 없었으나 M.A그룹에서 적정INR비율
의 평균이 높았고,벗어난 INR비율의 평균은 낮았다.질환별로 분류 시 심방세동
환자 군에서 M.A는 INR에 영향을 주지 않았고,판막수술환자 경우 M.A그룹에서
INR의 적정초과 비율의 평균이 낮았고,nonM.A그룹에서 적정초과 비율의 평균
이 높아 M.A가 INR에 영향을 주었다(p=0.037).

본 연구결과 와파린의 M.A는 27.45%로 낮았고,M.A의 영향요인은 약물관련
지식과 자기효능감 이었다.M.A여부에 따른 적정 INR비율의 평균은 전체적으로
는 차이가 없으나,심장판막수술 환자의 경우 치료범위보다 높은 군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따라서 낮은 M.A를 높이기 위해서는 약물관련 지식과 자기효능감
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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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제제제언언언

본 연구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1.와파린 복용대상자의 M.A를 높이기 위해 간호중재에서 지식과 자기효능감
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을 제언한다.

2.판막수술환자 중 집단교육을 받은 군이 받지 않는 군보다 와파린관련 지식
이 높았으므로(P<.000)집단교육을 받지 않는 대상자들의 교육 참여를 제언하며,
판막수술환자의 집단교육 뿐만 아니라 심방세동 등 다른 질환으로 와파린을 복용
하는 대상자에게도 집단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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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향후 후속 연구에서 와파린의 M.A의 영향요인 중,본 연구에서 시도하지 못
했던 치료에 대한 환자 만족도,의료진과의 치료적 관계형성,약에 대한 환자의
믿음에 대해 분석해 볼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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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록록록 111>>>연연연구구구참참참여여여동동동의의의서서서

피피피험험험자자자 서서서면면면동동동의의의설설설명명명문문문

*연구제목:와파린복용환자의약물복용이행실태및영향요인

*연구배경및목적:왈파(혹은쿠마딘)을복용하는환자분에게약의부작용을최소화
하고안정된치료수치(INR)를조절하는데도움을제공하고자설문지를작성하였습니
다.이연구는환자분의약물복용이행에미치는영향요인을파악하여보다더약을잘
복용할수있는방법을제안하고자합니다.
*실시기관,연구책임자,참여대상환자수및예상되는시험기간
실시기관:연세대학교간호대학원
연구책임자:간호대학원추상희
참여대상환자수:200명
예상되는시험기간:5월1일~5월15일

*연구방법:환자분의설문지로약물복용실태를분석하고의무기록조회로약물복용
영향요인을파악하고와파린치료수치(INR)와의연관성을조사합니다.
*새로운정보제공여부:와파린에대한설문조사후문의사항에대해와파린교육담당
간호사가답변해드립니다.
*보상:설문에응해주시는분께소정의상품(만보기)을드립니다.
*피험자의신원에대한비밀보장:귀하가제공하여주신자료는학문적목적으로만사
용할것이며개인적인일체의상항은비밀로유지할것을약속드립니다.
*자유로운참여동의와동의철회가능성:연구의참여는환자분이연구목적과방법에
대해설명듣고이해하신후자발적인참여로원하시는분만연구에참여하시면됩니
다.설문지작성도중에철회의사가있으시면언제든지중단하셔도됩니다.
*귀하는연구에관한피험자설명문및동의서1부를받게되시며연구진행에참여의사
가있으신분은피험자동의서를작성하시게됩니다.

*설문지작성도중문의사항이나추가정보를얻고자하시는분은연구자김재희에게연
락주십시오(연락처:011-9725-4082)

시험책임자:추상희 (인)
2007년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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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피피험험험자자자동동동의의의서서서

본인은 와파린 복용에 관한 연구를 본 임상연구의 목적,방법,기대효
과,가능한 위험성 등 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으며,모
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을 들었습니다.충분한 시간을 갖
고 생각한 이후에 본인은 상기 연구에 참여하기를 자유로운 의사에 따
라 동의합니다.본 연구에 동의한 경우라도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과
이에따른다른적절한 치료를 계속받을 수있음을확인하였으며,피험
자설명문및동의서사본1부를받을것임을이해하고있습니다.

년 월 일

피험자
성명 (서명)
주소
연락처 TEL:

H.P:

연구자 성명 (서명)
연락처

(이하해당되는 경우)

법정
대리인

성명 (서명)
관계
주소

연락처
TEL:
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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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록록록 222>>>대대대상상상자자자 설설설문문문지지지

설설설 문문문 지지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원에 재학 중이며 연세의료원 심장
혈관병원 외래에 근무하는 간호사입니다.

왈파(혹은 쿠마딘)을 복용하는 환자분에게 약의 부작용을 최소
화 하고 안정된 치료수치(INR)를 조절하는데 도움을 제공하고자
설문지를 작성하였습니다.바쁘신 중에라도 끝까지 답변해 주시
기를 부탁드리며,귀하가 제공하여 주신 자료는 학문적 목적으로
만 사용 할 것이며,개인적인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유지됩니다.
각 질문사항에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4월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원 석사과정 김재희 드림

연락처:02)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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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병병원원원등등등록록록 번번번호호호를를를 꼭꼭꼭 기기기입입입해해해 주주주십십십시시시오오오...
***병병병원원원등등등록록록번번번호호호(((혹혹혹은은은 진진진찰찰찰권권권번번번호호호))):::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병원등록번호를 모르시는 분은 성함과 생년월일을 적어주십시오:_______________
다다다음음음 사사사항항항의의의 해해해당당당란란란에에에 VVV하하하여여여 주주주십십십시시시오오오...

111...지지지난난난 일일일주주주일일일 동동동안안안 약약약을을을 한한한 번번번이이이라라라도도도 빠빠빠뜨뜨뜨린린린 적적적이이이 있있있습습습니니니까까까???
단)수술,치과치료 등으로 의료진의 지시 하에 중단한 경우는 제외
①①① 예예예 ②②② 아아아니니니오오오

111---111“““예예예”””라라라고고고 하하하신신신 경경경우우우만만만 답답답변변변해해해 주주주십십십시시시오오오...
얼얼얼마마마나나나 자자자주주주 약약약을을을 빠빠빠뜨뜨뜨리리리 신신신 것것것 같같같습습습니니니까까까???
①①① 111주주주에에에 111회회회 ②②② 111주주주에에에 222회회회 ③③③ 111주주주에에에 333회회회 ④④④ 111주주주에에에 444회회회 이이이상상상

222...현현현재재재 귀귀귀하하하가가가 드드드셔셔셔야야야할할할 용용용량량량에에에 대대대해해해 정정정확확확히히히 알알알고고고 계계계십십십니니니까까까???
예)1알/다음날 반알/그 다음날 반알
①①①예예예 ②②②아아아니니니요요요

333...지지지난난난 111주주주일일일 동동동안안안 의의의사사사의의의 지지지시시시대대대로로로 용용용량량량을을을 정정정확확확히히히 복복복용용용 하하하였였였습습습니니니까까까???
예)반알 드시는 날에 한 알 드시는 경우

①①①처처처방방방용용용량량량대대대로로로 정정정확확확히히히 복복복용용용했했했다다다 ②②②처처처방방방대대대로로로 정정정확확확히히히 복복복용용용하하하지지지 않않않은은은 적적적이이이있있있다다다

444...지지지난난난 111주주주일일일 동동동안안안 일일일정정정한한한 시시시간간간에에에 약약약을을을 복복복용용용 하하하셨셨셨습습습니니니까까까???
①①① 매매매일일일 일일일정정정한한한 시시시간간간에에에 복복복용용용 ②②② 일일일정정정한한한 시시시간간간에에에 복복복용용용하하하지지지 않않않은은은 적적적이이이 있있있다다다...

555...의의의료료료진진진 또또또는는는 약약약사사사와와와 상상상의의의 없없없이이이 다다다른른른 약약약을을을 또또또는는는 건건건강강강보보보조조조식식식품품품을을을 복복복용용용하하하신신신
적적적이이이 있있있습습습니니니까까까??? ①①①예예예 ②②②아아아니니니요요요

555---111...“““예예예”””의의의 경경경우우우 어어어떤떤떤 종종종류류류입입입니니니까까까???...모모모두두두 표표표시시시해해해 주주주십십십시시시오오오...
①①① 한한한약약약제제제 ②②② 녹녹녹용용용 ③③③ 인인인삼삼삼,,,홍홍홍삼삼삼 종종종류류류 ④④④ 진진진통통통제제제 및및및 소소소염염염제제제
⑤⑤⑤ 소소소화화화제제제종종종류류류 ⑥⑥⑥ 골골골 관관관절절절염염염 약약약 ⑦⑦⑦ 감감감기기기약약약
⑧⑧⑧ 각각각종종종영영영양양양제제제(((비비비타타타민민민포포포함함함))) ⑨⑨⑨각각각종종종 야야야채채채츱츱츱 ⑩⑩⑩기기기타타타____________

666...이이이제제제까까까지지지 왈왈왈파파파(((혹혹혹은은은 쿠쿠쿠마마마딘딘딘)))의의의 부부부작작작용용용을을을 한한한번번번이이이라라라도도도 경경경험험험 하하하신신신 적적적이이이 있있있습습습
니니니까까까???
①①① 부부부작작작용용용 경경경험험험이이이 한한한번번번 도도도 없없없었었었다다다...②②② 부부부작작작용용용 경경경험험험이이이 한한한번번번이이이라라라도도도 있있있었었었다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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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111“““②②②번번번(((부부부작작작용용용 경경경험험험이이이 있있있으으으신신신분분분만만만)))”””이이이라라라고고고 답답답하하하신신신 분분분만만만 체체체크크크해해해 주주주십십십시시시오오오...
①부작용이 있으면 몇 회입니까?:____
②어떤 종류의 부작용입니까?ⓐ피멍 ⓑ혈뇨 ⓒ혈변 ⓓ잇몸출혈 ⓔ코피 ⓕ기타__
③와파린의 부작용으로 한번이라도 입원 하신 적이 있습니까?① 예 ②아니오

777...왈왈왈파파파(((혹혹혹은은은 쿠쿠쿠마마마딘딘딘)))에에에 대대대해해해 설설설명명명을을을 듣듣듣거거거나나나 정정정보보보를를를 접접접한한한 적적적이이이 있있있습습습니니니까까까???
①①①예예예 ②②②아아아니니니요요요

777---111“““예예예”””라라라고고고 하하하신신신 분분분은은은 어어어떤떤떤 종종종류류류의의의 설설설명명명이이이나나나 정정정보보보를를를 접접접하하하셨셨셨습습습니니니까까까???
①①①약약약의의의 복복복용용용목목목적적적 ②②②약약약의의의 부부부작작작용용용 ③③③약약약의의의 복복복용용용 시시시 주주주의의의사사사항항항 ④④④기기기타타타_________

888...왈왈왈파파파(((혹혹혹은은은 쿠쿠쿠마마마딘딘딘)))에에에 대대대해해해 누누누구구구로로로부부부터터터 설설설명명명을을을 듣듣듣거거거나나나 정정정보보보를를를 접접접하하하셨셨셨습습습니니니까까까???
①①①의의의료료료진진진(((의의의사사사,,,간간간호호호사사사))) ②②②약약약사사사 ③③③ 교교교육육육책책책자자자
④④④병병병원원원의의의 집집집단단단교교교육육육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 ⑤⑤⑤텔텔텔레레레비비비전전전이이이나나나 라라라디디디오오오 ⑥⑥⑥인인인터터터넷넷넷

판판판막막막수수수술술술로로로 왈왈왈파파파(((혹혹혹은은은 쿠쿠쿠마마마딘딘딘)))를를를 복복복용용용하하하고고고 계계계시시시는는는 분분분만만만 답답답변변변해해해 주주주십십십시시시오오오...
와와와파파파린린린에에에 대대대해해해 병병병원원원에에에서서서 운운운영영영하하하는는는 교교교육육육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에에에 한한한 번번번이이이라라라도도도 참참참여여여하하하신신신적적적이이이
있있있습습습니니니까까까???(((매매매달달달 첫첫첫째째째 주주주 수수수요요요일일일 오오오전전전)))
①①①예예예
②②②아아아니니니요요요 :::교교교육육육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이이이 있있있는는는지지지 알알알고고고 있있있고고고 있있있다다다 __________________,,,모모모른른른다다다__________________

***해해해당당당사사사항항항에에에 VVV해해해 주주주십십십시시시오오오...
---결결결혼혼혼상상상태태태:::①①①기기기혼혼혼 ②②②미미미혼혼혼 ③③③이이이혼혼혼 ④④④사사사별별별 ⑤⑤⑤별별별거거거

---교교교육육육정정정도도도:::①①①무무무학학학 ②②②초초초졸졸졸 ③③③중중중졸졸졸 ④④④고고고졸졸졸 ⑤⑤⑤대대대졸졸졸 ⑥⑥⑥대대대학학학원원원 이이이상상상

---직직직 업업업:::①①①없없없다다다...②②②있있있다다다 있있있다다다면면면__________________

---월월월 평평평균균균 수수수입입입:::①①①111000000만만만원원원 이이이하하하 ②②②111000111~~~222999999만만만원원원
③③③333000000~~~333999999만만만원원원 ④④④444000000만만만원원원 이이이상상상

---가가가족족족과과과 동동동거거거여여여부부부:::①①①독독독거거거 ②②②배배배우우우자자자와와와 동동동거거거 ③③③자자자녀녀녀와와와 동동동거거거
④④④배배배우우우자자자,,,자자자녀녀녀와와와 동동동거거거 ⑤⑤⑤기기기타타타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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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왈왈왈파파파(((혹혹혹은은은 쿠쿠쿠마마마딘딘딘)))에에에 대대대해해해 알알알고고고 계계계신신신 내내내용용용을을을 파파파악악악하하하기기기 위위위한한한것것것입입입니니니다다다...
귀귀귀하하하가가가 맞맞맞다다다고고고 생생생각각각하하하시시시는는는 칸칸칸에에에 VVV해해해 주주주십십십시시시오오오...

문문문 항항항 예예예
아아아
니니니
오오오

모모모르르르
겠겠겠다다다...

111...이이이약약약의의의 복복복용용용 목목목적적적은은은 피피피떡떡떡(((혈혈혈전전전)))생생생성성성을을을 예예예방방방하하하기기기 위위위
함함함이이이다다다
222...왈왈왈파파파(((혹혹혹은은은 쿠쿠쿠마마마딘딘딘)))의의의 가가가장장장 큰큰큰 부부부작작작용용용은은은 출출출혈혈혈이이이다다다...

333...본본본인인인의의의 왈왈왈파파파(((혹혹혹은은은 쿠쿠쿠마마마딘딘딘)))목목목표표표수수수치치치(((IIINNNRRR)))를를를 알알알고고고 있있있다다다...

444...쿠쿠쿠마마마딘딘딘 수수수치치치(((IIINNNRRR)))는는는 너너너무무무 높높높으으으면면면 출출출혈혈혈의의의 위위위험험험이이이 있있있
으으으므므므로로로 가가가능능능한한한 한한한 낮낮낮게게게 유유유지지지하하하는는는 것것것이이이 좋좋좋다다다...

555...이이이 약약약은은은 주주주치치치의의의와와와 상상상의의의 없없없이이이 한한한약약약 및및및 건건건강강강보보보조조조식식식품품품
을을을 복복복용용용해해해도도도 된된된다다다...

666...이이이 약약약의의의 복복복용용용 시시시 평평평소소소 상상상처처처 및및및 상상상해해해를를를 입입입지지지 않않않도도도록록록
주주주의의의해해해야야야 한한한다다다...

777...왈왈왈파파파(((혹혹혹은은은 쿠쿠쿠다다다딘딘딘)))먹먹먹는는는 것것것을을을 잊잊잊어어어버버버렸렸렸을을을 경경경우우우 다다다음음음
날날날 두두두 배배배를를를 복복복용용용해해해야야야 한한한다다다...
888...잇잇잇몸몸몸출출출혈혈혈이이이나나나 코코코피피피 등등등 출출출혈혈혈의의의 부부부작작작용용용이이이 나나나타타타나나나면면면
본본본인인인의의의 판판판단단단 하하하에에에 약약약을을을 중중중단단단하하하거거거나나나 용용용량량량을을을 반반반으으으로로로 줄줄줄
이이이는는는 것것것이이이좋좋좋다다다
999...왈왈왈파파파(((혹혹혹은은은 쿠쿠쿠마마마딘딘딘)))복복복용용용 시시시 주주주의의의해해해야야야 하하하는는는 음음음식식식은은은
특특특별별별히히히 없없없다다다...
111000...감감감기기기나나나 치치치과과과치치치료료료 등등등으으으로로로 개개개인인인병병병원원원이이이나나나 약약약국국국 방방방문문문
시시시 반반반드드드시시시 왈왈왈파파파(((혹혹혹은은은 쿠쿠쿠마마마딘딘딘)))복복복용용용 사사사실실실을을을 알알알려려려야야야한한한다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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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다음음음을을을 귀귀귀하하하가가가 얼얼얼마마마나나나 성성성공공공적적적으으으로로로 수수수행행행 할할할 수수수 있있있다다다고고고 자자자신신신하하하십십십니니니까까까???
귀귀귀하하하의의의 마마마음음음가가가짐짐짐이이이나나나 느느느낌낌낌을을을 표표표시시시해해해 주주주십십십시시시오오오...

내내내용용용
확확확실실실히히히
자자자신신신
있있있다다다

약약약간간간
자자자신신신
있있있다다다

약약약간간간
자자자신신신
없없없다다다

전전전혀혀혀
자자자신신신
없없없다다다

111...나나나는는는 약약약을을을 빠빠빠뜨뜨뜨리리리지지지 않않않고고고 매매매일일일 복복복용용용 할할할 수수수
있있있다다다...
222...나나나는는는 정정정해해해진진진 일일일정정정한한한 시시시간간간에에에 약약약을을을 복복복용용용할할할 수수수
있있있다다다...
333...나나나는는는 처처처방방방된된된 용용용량량량을을을 정정정확확확히히히 복복복용용용할할할 수수수 있있있
다다다...
444...나나나는는는 약약약의의의 부부부작작작용용용이이이 무무무엇엇엇인인인지지지 알알알고고고(((출출출혈혈혈)))
부부부작작작용용용 발발발생생생 시시시 빨빨빨리리리 병병병원원원으으으로로로 문문문의의의하하하거거거나나나 방방방
문문문 할할할 수수수 있있있다다다...
555...나나나는는는 약약약속속속된된된 날날날짜짜짜에에에 병병병원원원에에에 방방방문문문 하하하여여여 주주주기기기
적적적인인인 혈혈혈액액액 검검검사사사를를를 할할할 수수수 있있있다다다...
666...나나나는는는 평평평소소소 상상상처처처를를를 입입입지지지 않않않도도도록록록 조조조심심심 할할할수수수있있있
다다다
777...나나나는는는 다다다른른른 건건건강강강상상상의의의 이이이유유유로로로(((감감감기기기,,,치치치과과과치치치료료료
등등등)))병병병원원원 방방방문문문 시시시 꼭꼭꼭 쿠쿠쿠마마마딘딘딘 복복복용용용을을을 알알알릴릴릴수수수 있있있다다다

888...나나나는는는 지지지나나나친친친 음음음주주주를를를 하하하지지지 않않않을을을 수수수 있있있다다다...
999...나나나는는는 비비비타타타민민민 kkk가가가 함함함유유유된된된 음음음식식식(((녹녹녹황황황색색색채채채소소소:::
시시시금금금치치치,,,양양양파파파,,,깻깻깻잎잎잎 등등등)))을을을 일일일정정정하하하게게게 복복복용용용할할할 수수수
있있있다다다...
111000...나나나는는는 주주주치치치의의의와와와 상상상의의의 없없없이이이 함함함부부부로로로 건건건강강강보보보조조조
식식식품품품(((한한한약약약,,,영영영양양양제제제,,,각각각종종종 즙즙즙)))을을을 복복복용용용하하하지지지 않않않을을을
수수수 있있있다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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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록록록 333>>>ccchhhaaarrrtttrrreeevvviiieeewww양양양식식식

ccchhhaaarrrtttrrreeevvviiieeewww 양양양식식식
ch_sex ①여자 ② 남자
ch_age 연령:___세
ch_2.환자분류 ① a-fib ② valveop ③ 기타 ________

3.동반질환의 종
류 및 수

1)동반질환 수 :총______개
① a-fib ② valveop ③ 고혈압 ④ 당뇨 ⑤ 고지혈증
⑥ MI ⑦ HF ⑧ PAOD ⑨renalfailure⑩ hepaticfailureorhepatic
problem ⑪ 관절염(os문제포함)⑫ 전립선 비대(남.생식기문제포함)⑬자궁근
종(여자생색기문제포함,유방포함) ⑭뇌경색(ns문제포함)⑮식도염(GI문제포
함)⑯갑상선질환 ⑰기타 _____

4.약물복용기간 시작 년.월: 총_______개월

5.동반복용 약물
및 수

1)심장 및 순환기약제 :총 ___개
①이뇨제 :()개
②알파,베타블럭 :()개
③칼슘블럭 :()개
④ACEI:()개
⑤ARB:()개
⑥혈관확장 :()개 *총 동반복용 약물 수
:_____개
⑦강심제 :()개
⑧부정맥치료제 :()개
⑨항혈소판제： （ 개
⑩고지혈증약 :()개
⑪당뇨약:()개

2)기타 약 :총()개

6.평균방문횟수 1년간 총____회

7.지난 1년간
INR

월.
일

INR

8.약의 용량 ① 매일 같은 용량 ② 격일 간격 ③ 3일 간격 ④ 기타
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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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FFaaaccctttooorrrsssAAAffffffeeeccctttiiinnngggMMMeeedddiiicccaaatttiiiooonnnAAAdddhhheeerrreeennnccceeeiiinnnPPPaaatttiiieeennntttsssTTTaaakkkiiinnngggWWWaaarrrfffaaarrriiinnn

Kim,JaeHee
Departmentofnursing
TheGraduateSchool
YonseiUniversity

Becausewarfarininteractssensitivelywithothermedicationandfood,andhasa
narrowtreatmentrange,medicationadherence(hereinafterreferredtoasMA)for
warfarinismoreimportantthanformanyotherdrugs.Inordertoimprove
warfarin'sMA,theactualconditionsofMAneedtobeanalyzedandthefactorsthat
affectMAdiscovered.Accordingly,thispaperaimstodescribetheactualconditions
ofMAforthepatientstakingwarfarinanditsfactors,anddiscoveritsrelationship
withINR.
Patients taking warfarin who had visited the outpatientward ofthe

CardiovascularCenter,affiliatedwithYUniversitylocatedinSeoul,fromApril9to
30,2007,wereselectedasresearchsubjects,andaselectivesamplingof230patients
whocouldrespondtothesurveywascarriedout.Ofthose,subjectswhohadbeen
hospitalizedwithinoneyearperiodortakenthedrugforlessthansixmonthswere
excluded,andatotalof204responseswereultimatelyused.
ForexaminingtheactualconditionsofMAanditsfactors,asurveywasused,and

INRresultsandfactorsinfluencingMAwerepartiallyexaminedthroughmedical
records.ThecollecteddatawerestatisticallyanalyzedusingSAS8.2Version,andthe
resultsareas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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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thesubjects'medicinalknowledgeregardingwarfarinaveraged6.73(1.81)out
ofaperfectscoreof10,andintwooftheitemsregardingINR,thepercentageof
correctanswerswere25.98% and15.69%,whichwerelowincomparisontoother
items.Self-efficacymeasuredanaverageof25.92(3.14)outofaperfectscoreof30.
Amongthoseitems,thequestion,"Areyouconfidentaboutregularlyconsuming
foodthatcontainsvitaminK?"hadanaverageresponseof1.91(0.86)outofaperfect
scoreof3,whichwasthelowestscoreamongthetenitems
Second,theresultsofINRanalysisshowedthatthenumberoftotalmeasurements

inoneyearwas961,andamongthem,measurementsthatstayedwithintreatment
rangenumbered324,or33.71% ofthetotal,whilethosethatmeasuredbelowthe
treatmentrangenumbered504,or52.45%,andthosethatmeasuredwentoverthe
treatmentrangenumbered133,or13.84%.Inaddition,whentheaverageofthe
appropriateINRforeachindividualwasobtained,ifallthemeasuredINRforone
yearwasassumedtobewithinthetreatmentrangeandviewedas100%,thenthe
averageoftheappropriateINRwas43.80% (20.43).Whentheout-of-rangeINR
averagewasobtainedusingthesamemethod,theaverageoftheratiothatmeasured
below thetreatmentrangewas59.80% (25.70),andtheaverageoftheratiothat
measuredabovethetreatmentrangewas30.80% (16.41),thusmarkingthebelow
treatmentrangeratiohigherthantheaboveratio.
Third,whenMAwasviewedintermsofobservingfrequency,dosage,time,and

instructions,the ratio ofMA was56 people among 204,or27.45%,and
non-medicationadherence(hereinafterreferredtoasnon-MA)was148,or72.55%.
Amongthesefactors,whenMAwasviewedonlyintermsofobservingfrequency,
dosage,andtime,excludinginstructions,theratioofMAwas46.57%andnon-MA
was53.43%.
Fourth,whenfactorsthataffectedMAwereexamined,generalcharacteristicssuch

assubject'sgender,age,maritalstatus,occupation,economicstatus,educational
level,andwhetherornotthesubjectlivedwithhisorherfamily,aswellas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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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drugrelatedcharacteristicssuchasdiseasetype,medicationperiod,drug
dosage,number ofaccompanying diseases,average number ofvisitations,
side-effects,andwhetherornottherewasinformationnoneofthesefactorsaffected
MA.Ontheotherhand,knowledgepertainingtomedicationinfluencedMA,and
whencomparedtothenon-MAgroup,theMAgroup'sknowledgepertainingto
medicationwashigher(P=0.023).Inaddition,whentheeffectofgroupeducationon
knowledgewasexaminedinvalvesurgerysubjects,thegroupthatreceivedgroup
educationshowedahigherknowledgescorethanthegroupthatdidnot(P=0.000).
Thesubject'sself-efficacyexertedthebiggestinfluenceonMA,andwhencompared
tothenon-MAgroup,theMAgroup'sself-efficacywasshowntobehigher(P=0.000).
Fifth,whenMA andINRwereexaminedforconnections,inatrialfibrillation

patients,MAdidnotaffectINR,andincaseofvalvesurgerypatients,MAaffected
INRinthegroupthathadahigherINRthanthetreatmentrange(P=0.037).

ThispaperaimedtoanalyzefactorsthataffectMAinpatientswhotakewarfarinin
termsofgeneralcharacteristics,factorspertainingtodiseaseand medication,
knowledgeofmedication,andself-efficacy.Theresultsshow thatknowledgeof
medicationandself-efficacyexertsignificantinfluenceintheMAgroup.Basedonits
research,thispaperpurposesthedevelopmentofaprogramforraisingknowledgeof
medicationandself-efficacyasfactorsthataffectMAtowarfarin.

KKKeeeyyywwwooorrrdddsss:::MedicationAdherence,Warfarin,Self-efficacy,IN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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