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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

심혈관질환의 이환율은 범세계적인 증가추세로 특히 동맥

경화증과 관련된 관상동맥 질환 등이 큰 문제로 두되고 있

는 가운데, 지난 10년간 관상동맥질환으로 인한 국내 사망률

은 1996년 인구 10만 명당 13.0명에서 2006년 29.2명으로 2

배 이상 크게 증가하 고 유병률 또한 최근 8년 동안 1.4배

증가하 다(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7). 흔히

관상동맥 질환은 중년 이후의 남성에게서 발생 빈도가 높아

남성에게 흔한 질병으로 알려져 왔으나, 미국심장협회에 따

르면 심혈관질환으로 인해 사망한 환자의 과반수 이상이 여

성이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American Heart Association,

2008), 국내 또한 남성 관상동맥 질환 발생률은 감소하고 있

는 반면 오히려 여성 관상동맥 질환 발생률은 증가하는 경향

을 보이고 있다(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5).

이러한 변화는 여성 관상동맥 질환자를 상으로 한 광범위

한연구가수행되어야함을시사하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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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cardiac knowledge and symptoms recognition between men
and women with acute coronary syndrome (ACS). Methods: Cross-sectional survey research design and convenience
sampling were used in this study. 64 men and 42 women from a university medical center were participated in this study.
Data collection were used with self reported questionnaires and medical records. Results: There was no difference in
cardiac knowledge by gender. Women marked the higher score in symptoms recognition than men. Significant gender
differences were observed in the reports of several symptoms (headache, nausea, palpitation, hand paresthesia, and
leg numbness) and with ACS. There was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cardiac knowledge and symptom recognition
on both men and women. Conclusion: These findings suggest that health care professionals should pay attention to
the differences in clinical symptoms between women and men. Furthermore, tailored information about possible symp-
toms of coronary artery disease according to the patient’s gender is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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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관상동맥 증후군(Acute Coronary Syndrome, ACS)

은 관상동맥의 혈류장애로 초래되는 급성 심근경색증(Acute

Myocardial Infarction, AMI)과 불안정형 협심증(Unstable

Angina, UA)을통칭하는내과적응급질환으로(Overbaugh,

2009), 상태가 매우 불안정하여 증상 발현 후 경피적 관상동

맥 중재술과 같은 재관류요법을 치료 초기에 받는 것이 환자

의 사망률 및 예후를 결정짓는 데 중요시되고 있다(Ottesen,

Dixen, Torp-Pedersen, & Kober, 2004). 현재 혈전용해제

와 같은 약물개발 및 의학적 치료기술 분야의 놀라운 발전에

힘입어 내∙외과적 재관류요법을 시행받은 관상동맥 질환자

의 경우 심근경색의 범위가 줄어들고 심근경색으로 인한 사

망률이 상당 부분 호전되었으나(Overbaugh, 2009), 여전히

재협착으로인한심질환재발률은20-30% 정도로높아임상

적 제한점으로 남아 있다(Holmvang & Mickley, 2008). 따

라서질병의진행및악화를최소화하기위해서는조기진단,

신속한 치료 및 간호계획이 선행되어야 하며, 질병회복기 과

정에서도관상동맥질환의위험요인에 한환자개인의생활

양식개선과지속적인약물복용이행등이필수적이다(Otte-

sen et al., 2004; Overbaugh, 2009).

특히, 폐경기 이후엔 에스트로겐 분비 감소로 여성이 남성

에 비해 심혈관질환의 발생률이 증가하므로(Shaw, Bugiar-

dini, & Merz, 2009), 여성들의 심장질환에 한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되나,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여성 환자들이 우울

과 같은 심리적 요인, 심장질환은 남성에서 흔한 질환이라는

선입견, 비전형적인 증상경험 등으로 인해 남성 환자들에 비

해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않는 경향이 보고되고 있다(East-

wood & Doering, 2005; King & McGuire, 2007; Miller,

2002; Nau et al., 2005). 기존에는남성과여성은급성심근

경색증에서 동일한 증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인식해왔으나,

성별에 따라 경험하는 증상과 임상적 경과 과정에 차이를 보

인다는 연구결과들이 최근 증가되면서(King & McGuire,

2007; Nau et al., 2005), 관상동맥질환에있어임상적특성

및질병경과, 치료결정시기등과관련한성별차이를살펴보

고자 하는 연구들이 국외를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Shaw et al., 2009; Stephen, Darney, & Rosenfeld, 2008). 

선행 연구결과들에 의하면(Alm-Roijer, Stagmo, & Er-

hardt,2004; Kayaniyil et al., 2009; Ottesen et al., 2004),

환자 자신의 질병에 한 병태생리, 위험요인, 증상, 예방 및

치료와관련한전반적인지식은증상인지에민감하게반응함

으로써 의학적 접근을 용이하게 만들며, 치료과정, 자가관리

에 임하는 태도 및 생활습관 개선에도 중요한 향을 끼친다

고 한다. 반면 질병과 관련한 지식 부족은 응급상황 시 부적

절한 응으로 이어지기 쉬워 결국 치료시간의 지연을 초래

해 사망률을 증가시키게 된다(Nau et al., 2005; Oh, Jang,

& Jeong, 2008). 

한편, 성별에 따라 관상동맥 질환자들이 인지하는 증상과

증상에 한 반응에 차이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은 주로 국외

를 중심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Chen, Woods, Wilkie, &

Puntillo, 2005; Devon & Zerwic, 2002; Miller, 2002; Ste-

phen et al., 2008), 여성이 남성에 비해 흉통보다는 호흡곤

란, 오심, 식욕저하, 흉부 불편감 등의 비전형적인 증상을 경

험하며, 남성은전형적인흉통, 좌측팔통증, 또는발한등을

많이 호소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Choi & Hong, 2008;

Wenger, 2003). 과거 관상동맥 질환자를 상으로 한 연구

들의 다수는(Moon, & Jeong, 2001; Ottesen et al., 2004;

Stephen et al., 2008) 전형적인 협심증의 증상 부분을 남

성 상자 위주로 실시한 연구 결과들이므로 비전형적인 협

심증 증상을 동반할 수 있는 여성에게 그 로 적용하면 초기

증상을 간과하게 되어 조기 진단 및 치료에 장애가 될 수 있

다(Rosenfeld, 2006). 

최근관상동맥질환자들을 상으로성별에따른특성을비

교하고자 하는 국내 연구들이 시도되고는 있으나(Choi &

Hong, 2008; Oh et al., 2008), 아직까지급성관상동맥증후

군 환자를 상으로 성별에 따른 질병지식 및 증상인지 차이

를살펴본연구는찾기힘들었다. 따라서본연구는경피적관

상동맥중재술후급성관상동맥증후군진단을받은남녀입

원환자를 상으로 성별에 따른 질병지식과 증상인지 차이를

비교해봄으로써향후남성과여성의특성에맞는맞춤식교육

제공 및 효율적 증상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

공하고, 이를통해급성기이후부적절한관리를통한심질환

재발, 급사와같은부정적건강결과를줄이고, 상자의삶의

질을향상시키는데기여하고자본연구를시도하게되었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급성 관상동맥증후군 환자의 성별에 따른 질병

지식 및 증상 인지를 비교하기 위함이며, 이를 위한 구체적

목적은다음과같다.

1) 급성관상동맥증후군환자의성별에따른인구사회학적

특성및질병관련특성을비교한다.

2)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 환자의 성별에 따른 질병지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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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있는지를파악한다.

3)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 환자의 성별에 따른 증상인지에

차이가있는지를파악한다.

4)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 환자의 성별에 따른 질병지식 및

증상인지간의관계를파악한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 환자를 상으로 성별에

따른 질병지식과 증상인지를 비교하고 나아가 두 변수 간의

관계를알아보고자실시된탐색적조사연구이다. 

2. 연구 상

상자는 C시에 소재한 3차 의료기관인 S 학 병원에서

급성관상동맥증후군이의심되어순환기내과병동에입원한

142명의환자들로,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시행결과불안정

형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이 진단된 총 135명의 환자를 임

의표출하 다. 상자 선정기준은 18세 이상의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연구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참여에 동의를 한 남자

64명, 여자 42명의 환자를 최종 분석 상으로 하 다. 단 증

상경험에 향을 줄 수 있는 빈혈, 심방세동 및 심부전 등의

타 심질환 및 만성질환(만성 폐색성 폐질환, 천식, 암, 뇌졸

중, 신장질환등)을동반한자는제외하 다. 

3. 연구 도구

1) 질병지식

질병지식은 Kim, Hur와 Lee (1999)가 심근경색증 환자를

상으로개발한도구를바탕으로Kim (2003)이수정보완한

관상동맥질환지식29문항의설문지를사용하 다. 질병지식

은 크게 질병의 원인 7문항, 예방법 8문항, 증상 9문항, 통증

5문항의 하위 역으로 구성되었으며, 점수체계의 경우 오답

은 0점, 정답은 1점으로 처리하 다. 점수범위는 0점에서 29

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질병에 한 지식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 상자에 한 신뢰도 Kuder-Richard-

son 20=.80이었다.

2) 증상인지

증상인지는 Woo, Eom과 Oh (2006)가 협심증 환자를

상으로 개발한 증상목록을 가지고 10년 이상의 진료경력을

가진 순환기 내과의 2인과 본 연구자들이 급성 관상동맥 증

후군환자에맞게수정보완한총52문항으로측정하 다. 증

상인지의세부 역은크게빈도14문항, 강도14문항, 고통감

14문항의3가지차원으로각차원별로4점척도(0-3점)로구

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증상인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Woo 등(2006)의연구에서도구의신뢰도Cronbach’s a=.93

이었으며, 본연구에서는Cronbach’s a=.91이었다.

4.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08년 9월 1일부터 2009년 1월

30일까지 충남 C시 소재 3차 의료기관인 S 학 부속병원 순

환기 내과 병동에서 시행하 다. 자료 수집을 위하여 순환기

내과와 간호부의 승인을 받은 후 담당 순환기 내과의의 협조

를얻어 상자에게연구목적을설명하고동의를구한뒤, 연

구에 참여할 의사를 나타낸 환자에 하여 구조화된 설문지

를이용하여직접면담법을통한방식으로진행하 다. 총소

요시간은 약 10-15분이었으며, 환자의 질병 관련 특성에 관

한내용은전산화된의무기록을조회하여분석하 다.

5.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구 상자의 윤리적 보호를 위하여 자료 수집

전해당부서의과장과담당의료인의동의를받았다. 그리고

상자에게연구의목적및필요성, 과정에 해설명하고질

문지를작성하는동안원하지않으면언제든지철회할수있

으며,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임과 개인정보의

비 보장을 포함하는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은 후 설문조사

를실시하 다. 

6.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7.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 는데, 상자의 성별 인구 사회학적 특성과 질병 관

련특성의비교는 c2-test를이용하 고, 성별에따른질병지

식과증상인지비교는independent t-test로두변수간의관

계는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이용해분석하 다. 

연구 결과

1. 상자의 성별에 따른 인구 사회학적 특성 및 질병 관련

특성 비교

본 연구에 참여한 전체 106명의 상자 중 남성은 6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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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 여성은 42명(39.7%)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62.86

세(±10.83)로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 중 불안정형 협심증과

급성 심근경색은 각각 53명(50.0%)으로 동일한 분포를 나

타내었다.

상자의 성별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질병 관련 특

성을비교한결과(Table 1), 유의수준p<.05 수준에서배우자

유무(c2=9.465, p=.002), 교육수준(c2=27.862, p<.001), 직

업(c2=15.909, p<.001), 월소득(c2=20.450, p=<.001), 동거

형태(c2=14.086, p=.007), 흡연(c2=17.363, p<.001), 진단명

(c2=3.977, p=.046), 고혈압유무(c2=7.530, p=.006)에서통

계적으로유의한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즉남성은배

우자가‘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57명(89.1%)으로 과반수 이

상을 차지하 고 교육수준은‘고졸 이상’이 35명(54.7%), 직

업은‘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43명(67.2%), 월소득은‘100만

원 이상’이 34명(53.1%), 동거형태는‘자녀와 함께 산다’가

29명(45.3%)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여성은 배우자가‘있다’

고 답한 사람이 27명(64.3%), 교육수준은 초등졸 이하’가 31

명(73.8%), 직업은‘없다’고 한 경우가 32명(76.2%), 월소득

은‘100만원미만’이37명(88.1%), 동거형태는‘혼자산다’와

‘부부만 산다’가 각각 17명(40.5%)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성

은 흡연에서‘피우지 않는다’로 응답한 경우가 33명(51.6%),

진단명은‘급성 심근경색증’이 37명(57.9%), 고혈압은‘없

다’고 응답한 경우가 34명(53.1%)으로 응답한 데 반해, 여성

은 흡연에서‘피우지 않는다’로 답한 경우가 38명(90.5%)으

로 절 다수를 차지하 고, 진단명은‘불안정형 협심증’이

26명(61.9%), 고혈압은‘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31명(73.8%)

으로과반수를차지하 다. 

그러나 연령, 체질량지수, 당뇨, 이상지질혈증, 관상동맥

Characteristics Category c2 p

Age (yr) <65 52 (49.1) 36 (56.3) 16 (38.1) 3.344 .067
≥65 54 (50.9) 28 (43.9) 26 (61.9)

Mean±SD 62.86±10.83 60.36±11.52 66.67±8.47
Spouse Yes 84 (79.2) 57 (89.1) 27 (64.3) 9.465 .002

No 22 (20.8) 7 (10.9) 15 (35.7)
Education Below elementary school 47 (44.3) 16 (25.0) 31 (73.8) 27.862 <.001

Middle school 20 (18.9) 13 (20.3) 7 (16.7)
Above high school 39 (36.8) 35 (54.7) 4 (9.5)

Job Yes 51 (48.1) 43 (67.2) 10 (23.8) 15.909 <.001
No 55 (51.9) 21 (32.8) 32 (76.2)

Monthly income <100 67 (63.2) 30 (46.9) 37 (88.1) 20.450 <.001
(10,000 won) ≥100 39 (36.8) 34 (53.1) 5 (11.9)

Living with Alone 26 (24.5) 9 (14.1) 17 (40.5) 14.086 .007
Spouse 43 (40.6) 26 (40.6) 17 (40.5)
Offspring 37 (34.9) 29 (45.3) 8 (19.0)

Smoking Yes 35 (33.0) 31 (48.4) 4 (9.5) 17.363 <.001
No 71 (67.0) 33 (51.6) 38 (90.5)

Body mass index (kg/m2) <18.5 7 (6.6) 3 (4.7) 4 (9.5) 0.279 .964
18.5-22.9 31 (29.2) 19 (29.7) 12 (28.6)
23-24.9 30 (28.4) 18 (28.1) 12 (28.6)
≥25 38 (35.8) 24 (37.5) 14 (34.1)

Mean±SD 29.59±6.88 38.21±11.15 24.12±4.21
Diagnosis Unstable angina 53 (50.0) 27 (42.1) 26 (61.9) 3.977 .046

AMI 53 (50.0) 37 (57.9) 16 (38.1)
Hypertension Yes 61 (57.5) 30 (46.9) 31 (73.8) 7.530 .006

No 45 (42.5) 34 (53.1) 11 (26.2)
Diabetes mellitus Yes 30 (28.3) 15 (23.4) 15 (35.7) 1.884 .170

No 76 (71.7) 49 (76.6) 27 (64.3)
Dyslipidemia Yes 7 (6.6) 4 (6.2) 3 (7.1) 0.265 .681

No 99 (93.4) 60 (93.8) 39 (92.9)
PCI Yes 85 (80.2) 53 (82.8) 32 (76.2) 0.546 .460

No 21 (19.8) 11 (17.2) 10 (23.8)

Table 1. Demographics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by Gender

All (n=106) Men (n=64) Women (n=42)

Frequency (%) Frequency (%) Frequency (%)

AMI=Acute Myocardial Infarction; PCI=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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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술 시행 여부 등에서는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보이지않았다. 

2. 상자의 성별에 따른 관상동맥 질환관련 질병지식

항목별 차이

전체 상자의 질병지식 정답률은 69.60% 으며, 남성과

여성각각67.51%, 72.69%로나타났는데세부 역별정답률

은Table 2와같다.

원인에 한 지식의 경우 정답률이 가장 높았던 항목은 남

녀 모두‘고지방 식이’항목으로 조사되었으며, 정답률이 가

장 낮았던 항목은 남성은‘고혈당’항목, 여성은‘흡연’항목

으로 나타났다. 예방에 한 지식의 경우 남성은‘운동’항목

이, 여성은‘힘든 일을 적게 한다’라는 항목에서 정답률이 가

장높았고, 반면남녀모두‘단음식을적게먹는다’라는항목

에서의 정답률은 가장 낮았다. 증상 역에 한 지식은 남녀

모두‘흉통’항목의 정답률이 가장 높았던 반면, ‘무증상’과

‘실신’항목의 정답률은 남녀 모두 가장 낮게 응답하 다. 통

증 역에 한 지식에서는 남녀 모두‘흉부 중앙’항목에서

의정답률이가장높았고, ‘턱밑’항목이남녀모두에서가장

낮은정답률을보 다.

3. 상자의 성별에 따른 관상동맥 질환 관련 증상 항목별

차이

전체 상자의 증상항목별 평균 점수를 살펴 본 결과‘흉

통’, ‘피로’, ‘호흡곤란’, ‘심계항진’의순으로높게나타났고,

‘오심/구토’와‘하지경련/무감각’순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

으며, 성별에따른관상동맥질환관련증상별점수차이또한

남녀 모두‘흉통’, ‘피로’의 증상이 가장 높은 점수를, ‘오심/

구토’가가장낮은점수를나타내었다. 14가지증상중성별에

따라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를나타낸것은‘두통(t=-3.423,

p=.001)’, ‘오심/구토’(t=-2.174, p=.034)’, ‘심계항진(t=

-2.695, p=.008)’, ‘손저림(t=-2.218, p=.030)’, ‘하지경련/

무감각(t=-2.427, p=.018)’으로서 다섯 가지 증상 모두 여성

이남성에비해높게인지하 다(Table 3). 

4. 상자의 성별에 따른 질병지식 및 증상인지 비교

상자의 성별에 따른 질병지식 및 증상인지 차이를 살펴

본 결과(Table 4), 질병지식의 경우 전체 상자의 평균점수

는20.19점(±5.43)으로나타났으며, 남성의경우평균19.58

점(±5.35), 여성은 21.08점(±5.51)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없었다(t=-1.281, p=.204). 하부 역중남녀모두관

상동맥질환의원인에 한지식점수가가장높았던반면, 증

상 역의지식점수는남녀모두가장낮게나타났다. 단성별

에 따른 통계적 유의성은 하부 역 중 증상 역에서만 차이

가 나타나 남성은 평균 4.90점으로 여성의 6.02점에 비해 낮

았다(t=-2.273, p=.025).

증상인지수준은전체 상자의평균점수가25.27점으로나

타났으며, 남성의 경우 평균 20.06점인데 반해, 여성은 평균

32.95점으로통계적으로유의하게높게나타났으며(t=-3.222,

p=.002), 하부 역 모두에서 여성의 증상빈도(t=-3.102, p=

.003), 증상강도(t=-3.055, p=.003), 증상 고통감(t=-3.144,

p=.003)의평균점수가남성에비해통계적으로유의하게높

았다. 

All Men Women 
(n=106) (n=64) (n=42)

% Correct % Correct % Correct

Subscale Item area

Etiology 1. Smoking 76.2 82.8 65.9 
2. Hypertension 74.3 79.0 66.7 
3. Hyperlipidemia 78.4 81.0 74.4 
4. Obesity 77.5 81.0 71.8 
5. High blood glucose 67.3 66.1 69.2 
6. Fat 87.3 90.5 82.1 
7. Lack of exercise 84.3 87.3 79.5 
Total (Mean±SD) 6.44±197 6.66±1.75 6.11±2.25

Preven- 1. Less fatty foods 88.3 90.5 85.0
tion 2. Less sweet foods 71.6 73.0 69.2 

3. No smoking 92.2 98.4 81.6 
4. Exercise 96.1 98.9 89.7 
5. Stress control 93.2 95.3 89.7 
6. Weight control 86.5 89.1 82.5 
7. Low level of lipids 87.5 89.1 85.0 
8. Less hard work 87.4 82.8 94.9 
Total (Mean±SD) 6.04±1.63 6.18±1.45 5.82±1.88

Symp- 1. Chest pain 86.7 87.5 85.4 
toms 2. Dyspnea 76.9 71.4 85.4 

3. Palpitation 72.1 66.7 80.5 
4. Fatigue 66.0 62.9 70.7 
5. Diaphoresis 56.2 56.3 56.1 
6. Sleep pattern change 60.6 54.0 70.7 
7. Syncope 41.3 39.7 43.9 
8. Nausea, vomiting, 54.8 46.0 68.3 

indigestion
9. No chest pain 36.0 36.7 35.0 
Total (Mean±SD) 5.35±2.47 4.90±2.59 6.02±2.13

Pain 1. Abdomen 50.0 52.5 46.3
area 2. Left side of chest 55.0 50.0 62.5 

3. Center of chest 64.1 61.9 67.5 
4. Left arm and shoulder 38.6 35.0 43.9 
5. Lower jaw 26.3 20.7 34.1 
Total (Mean±SD) 2.27±1.55 2.11±1.39 2.50±1.73

Table 2. Cardiac Knowledge Subscale Results by I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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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자의 성별에 따른 질병지식과 증상인지 간의 관계

상자의성별에따른질병지식과증상인지간의관계를살

펴본 결과(Table 5), 남성(r=-.438, p<.001), 여성(r=-.345,

p=.034) 모두질병지식정도가높을수록증상인지또한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

타내었다.

논 의

본 연구는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 환자를 상으로 성별에

따른 질병지식과 증상인지에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고, 질

병지식과증상인지간에상관관계가있는지를조사하고자수

행되었다.

질병지식 29문항에 한 전체 상자의 정답률은 약 69%

로Moon과Jeong (2001)이심근경색증환자를 상으로조

사한질병지식정답률77.5%에비해낮은수치 으며, Jeong

(2001)의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58%보다는 높았고 Kayaniyil

등(2009)에서 보고한 약 72%와는 유사하 다. 이는 자료 수

집 기간 중 상자가 질병에 한 정보를 접할 기회 및 연구

상자의 연령 등이 선행연구들마다 차이가 있었던 것과 관

련 있을 것으로 본다. 질병지식의 하위 역별 문항의 정답률

에서는 원인 역의 지식에서 남성의 경우‘고혈당’과‘고혈

압’항목이, 여성은‘흡연’과‘고혈압’항목의 정답률이 낮았

고, 예방 역의 지식에서는 남녀 모두‘단 음식을 적게 먹는

다’라는 항목의 정답률이 가장 낮았다. 이는 Kim (2003)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당뇨병과 관상동맥 질환 발병 간

의연관성에 한 상자들의이해가부족한것임을알수있

Symptoms t p

Chest pain 3.22±3.47 2.86±3.46 3.76±3.46 -1.313 .192
Dizziness 1.75±2.39 1.39±2.02 2.29±2.82 -1.778 .080
Headache 1.42±2.40 0.75±1.71 2.29±2.82 -3.423 .001
Nausea/vomiting 0.78±1.73 0.45±1.13 1.29±2.31 -2.174 .034
Indigestion 1.86±2.89 1.53±2.49 2.64±3.12 -1.359 .179
Palpitation 2.12±2.64 1.58±2.28 2.95±2.94 -2.695 .008
Dyspnea 2.34±3.13 2.14±3.14 2.64±3.12 -0.805 .422
Hand paresthesia 1.79±2.43 1.34±1.96 2.48±2.89 -2.218 .030
Leg numbness 0.96±2.05 0.53±1.57 1.59±2.51 -2.427 .018
Sleep disturbance 2.01±2.95 1.69±2.97 2.50±2.89 -1.391 .167
Tension 1.04±1.89 0.79±1.52 1.41±2.31 -1.500 .138
Fatigue 2.79±2.69 2.59±2.63 3.10±2.81 -0.922 .359
Pain in other parts except chest 1.35±2.60 0.98±2.23 1.91±3.02 -1.692 .095
Diaphoresis 1.89±2.95 1.67±2.91 2.24±3.02 -0.963 .338

Table 3. Symptoms Recognition by Items

All (n=106) Men (n=64) Women (n=42)

Mean±SD Mean±SD Mean±SD

Variables t p

Cardiac knowledge 20.19±5.43 19.58±5.35 21.08±5.51 -1.281 .204
Etiology 6.44±1.97 6.66±1.75 6.11±2.25 1.375 .172
Prevention 6.04±1.63 6.18±1.45 5.82±1.88 1.072 .286
Symptoms 5.35±2.47 4.90±2.59 6.02±2.13 -2.273 .025
Pain area 2.27±1.55 2.11±1.39 2.50±1.73 -1.199 .215

Symptoms recognition 25.27±19.21 20.06±13.77 32.95±13.31 -3.222 .002
Frequency 9.11±6.55 7.47±5.21 11.62±7.58 -3.102 .003
Severity 8.33±6.39 6.68±4.41 10.81±7.97 -3.055 .003
Distress 7.82±6.78 6.02±4.58 10.52±8.51 -3.144 .003

Table 4. Gender Differences in Cardiac Knowledge and Symptoms Recognition

All (n=106) Men (n=64) Women (n=42)

Mean±SD Mean±SD Mean±SD

Cardiac knowledge

All Men Women

r (p) r (p) r (p)

Variable

Symptoms recognition .401 (<.001) .438 (<.001) .345 (.034)

Table 5. Correlation between Cardiac Knowledge and Symp-
toms Recognition by G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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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국내∙외를 중심으로 관상동맥 질환의 전통적 위험요

인이라 널리 알려져 있는 고혈압, 당뇨, 흡연에 한 반복적

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환자는 물론 일반 국민들을 상으로

지속적으로 요구됨을 유추할 수 있다. 한편 증상 역과 통증

역에 한 지식의 정답률에서는 남녀 모두‘흉통’을 전형

적인증상으로높게인지하고있었으나, 상 적으로‘무증상’

과‘실신’의 증상은 정답률이 가장 낮았고, 흉부 이외의 통증

부위는 관상동맥 질환과 관련성이 낮다고 인지하고 있었다.

이는 흉통 이외의 무증상 및 비전형적인 증상들이 쉽게 간과

되어즉각적인치료행위가취해지지않고응급의료체계를이

용하는 시간이 지연될 수 있음을 암시하므로(Choi & Hong,

2008), 의료진들의적극적인관심이요구되는부분이다. 

성별에 따른 증상인지를 문항별로 분석한 결과, 남성의 경

우 흉통, 피로, 호흡곤란의 순으로 여성의 경우 흉통, 피로,

심계항진의 순으로 증상을 많이 인지하고 있어, Devon과

Zerwic (2002) 및 Choi와 Hong (2008)의 연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가장 많이 보고된 증상은 흉통이었다는 결과와 일

치하 다. 그러나 증상항목별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를 보인 증상은 두통, 오심/구토, 심계항진, 손저림,

하지경련의 다섯 가지 증상으로서, 이들 모두 여성 환자들이

남성 환자들에 비해 증상을 더 많이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 여성 515명을 상

으로 전구 증상을 조사한 Arslanian-Entoren 등(2006)의

연구결과, 피로(70.7%), 수면장애(47.8%), 호흡곤란(42.1%),

가슴통증(29.7%) 순으로 증상빈도를 보 다고 한 것과도 차

이가 있으며 Patel, Rosengren과 Ekman (2004)의 연구 결

과 여성의 경우 오심이 가장 흔하 다는 보고와는 부분적으

로 일치하 다. 본 연구에서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나타낸두통, 오심및구토, 심계항진, 손저림, 하지경

련과같은비전형적인증상은기존선행연구들(Funk, Naum,

Milner, & Chyun, 2001; Lockyer, 2005)에서도 여성 환자

들이 남성 환자들에 비해 흉통 이외의 비전형적인 증상을 상

적으로 더 많이 경험한다는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하 다.

이는 흉통이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의 전형적이고도 흔한 증

상이기는 하나, 여성의 경우 비전형적인 증상발현으로 인해

질병발생 초기에 응급실 방문과 같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

하거나, 병원내원 이후에도 성별에 따른 증상발현 및 증상표

현에차이가있을수있음을간과하는의료진들을만날경우,

치료시기가 지연될 위험에 직면할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

다(Rosenfeld, 2006). 따라서건강관리제공자는증상경험에

한 성별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하며 상자들로

하여금초기증상을정확하게표현할수있도록치료및간호

계획을세워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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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중평균20.19점으로, 중상정도의수준으로선행연구들과

의직접비교는어려우나, 여전히심뇌혈관질환예방을위한

내외적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성별에 따른 질병지식의 통계적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Moon과Jeong (2001)의연구및Cho (2009)의연구결

과와는 일치하 으나, Kayaniyil 등(2009)의 연구에서 질병

지식총점22점중남성이16.82점, 여성이16.27점으로남성

이 여성에 비해 지식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는

결과와는다소상이한차이가있었다. 이는본연구의 상자

수가 적었고, 일 학병원에 국한된 표본이므로 일반화하는

데제한점이있다. 따라서향후 규모환자들을 상으로성

별에 따른 질병지식 수준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국가

나인종간에차이가없는지등광범위한연구가진행될필요

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질병지식의 하부 역 중 증상 및

통증 부위의 지식에서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으나 원인 및

예방 역지식에비해남녀모두지식점수가매우낮았는데,

이는 실제적인 증상인지와도 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

상되므로 상자 교육 시 예방적 차원의 교육과 더불어 심장

질환관련다양한증상및통증 역에 한강조가요구된다. 

마지막으로성별에따른질병지식과증상인지간의관계에

서남성과여성모두통계적으로유의한정적상관관계를나타

내었다. 이는동일한도구를사용하지는않았으나Kyayaniyil

등(2009)이심장질환자를 상으로한연구에서심장질환관

련지식수준이높을수록질병인식정도가증가하 다는결과

와 Alm-Roijer 등(2004)이 관상동맥 질환자를 상으로 한

연구에서 질병지식이 증가할수록 금연을 제외한 생활습관개

선 및 약물복용 이행이 증가하 다는 보고와 유사하 다. 질

병지식은 환자 자신으로 하여금 자기효능감을 강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서(Alm-Roijer et al., 2004), 관상동

맥질환자들에있어서질병지식은증상발현이후신속한초기

응여부에 향을줄뿐아니라회복기과정전반에걸쳐자

기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도 향을 미친다(Shaw et

al., 2009). 따라서급성관상동맥증후군의증상이흉통이외

에도 여러 증상이 발현될 수 있음에도 흉통이 주된 심장질환

관련 증상이라는 편견은 치료결정 시기를 지연시킬 수 있다

는점과, 성별에따른증상경험이다르므로임상을비롯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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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회에서 활동하는 의료전문인력들은 상자들이 관상동

맥질환과 관련한 올바른 질병 관련 지식 습득을 통해 증상인

지를 정확히 하여 빠른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성별에 따른

특성을고려한맞춤형환자교육개발에노력해야겠다. 

본 연구는 횡단적 조사연구로서 주요 변수 간의 인과관계

를설명하는데제한점이있으며, 표본수가상 적으로적고,

질병특성상남성환자의비율이높아연구 상자인남녀환자

의 비율에 차이가 생겨 전체 관상동맥 질환자에게 본 연구결

과를그 로적용하는데는제한이있다. 그러나이런제한점

에도불구하고, 본연구는성별에따른급성관상동맥증후군

환자의 질병지식 및 증상인지를 비교함으로써, 신속한 치료

가 요구되는 급성기에 의료진으로 하여금 성별에 따른 특성

을 고려하여 초기 사정 및 환자교육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 다는데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향후 표본수 확 를

통한전향적연구및성별에따른다차원적측면의포괄적변

수를고려한탐색적연구도필요하겠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이 의심되어 일 학병원

에내원한환자중최종진단을받은남자64명, 여자42명의

환자를 상으로성별에따른질병지식과증상인지를비교하

고, 나아가 두 변수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실시된 탐색적

조사연구이다. 자료 수집은 충남 소재 3차 의료기관인 학

부속병원 1곳에서 이루어졌으며, 직접 면담을 통한 질문지법

과의무기록지를통해자료를수집하 다. 

본연구결과, 급성관상동맥증후군환자의질병지식항목

에서의 전체 정답률은 69.06% 으며, 성별에 따른 질병지식

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반면, 증상인지의

경우 여성 환자가 남성 환자에 비해 증상인지 수준이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14가지 증상항목별 성별 차이에서는,

‘두통’, ‘오심/구토’, ‘심계항진’, ‘손저림’, ‘하지경련’과 같

은 비전형적 증상항목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 다. 질병지식과 증상인지 간의 관

계는 남성과 여성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 질병지식이 많을수록 증상인지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본연구를통해여성이남성에비해비전형적증상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지식에서는 성별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남녀 모두 질병지식 수준은 높지 않

았다. 

향후 질병지식 중 증상 역에 한 교육강화는 물론, 급성

기 환자들이 자신의 질병을 정확히 이해하여 지속적으로 질

병관리를 이행할 수 있도록 소책자를 비롯한 다양한 교육프

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겠다. 특히 환자의 초기 사정에 있어

간호사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간호사들은 성별에 따른 증상

인지 및 증상표현의 차이를 충분히 고려함으로써, 치료시간

지연으로인해야기될수있는사망률등을줄이는데기여할

수있을것이다. 본연구는횡단적조사연구의한계가있으므

로, 추후연구에서는표본수확 를통한전향적연구를실시

해 볼 것과, 생리학적 지표 및 우울과 같은 심리학적 요인을

포함한다차원적측면의변수를이용한후속연구가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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