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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심부전을 진단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저염식 이행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서울 소재 A병원 심장내과 외래에 내원한 19세 이상 심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2020년 3월부터 2021년 4월까지 120명에게 설문을 시행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ver. 24.0 for Windows 프로그램(IBM Corp., Armonk,

NY, US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Multiple Regression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심부전 환자의 저염식 이행도는 전체 평균 3.56±0.57점(5점 만점) 이었다. 저

염식에 대한 지식 수준은 평균 정답률 5.78±1.90점(10점 만점), 가족의 지지는

전체 평균 3.71±0.76점(5점 만점) 이었고, 최근 한 달 동안 스트레스 정도는

평균 17.68±4.84점 이었다.

2. 저염식에 대한 지식은 직업이 있는 대상자(t=-2.029, p=.045)와 식이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대상자(t=-2.106, p=.037)에서 높게 나타났다.

3. 저염식에 대한 가족지지는 기혼인 대상자(t=-2.144, p=.034), 배우자가 식이 준

비를 하는 대상자(t=4.065, p=.020)에서 높았다. 또한 Charlson Comorbidity

Index가 2점 이상인 대상자(t=-2.138, p=.036)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4. 스트레스는 경제적 상태가 중간 혹은 그 이상이라고 응답한 대상자보다 낮다

고 응답한 대상자에서 높았다(t=-3.129, p=.002).

5. 저염식 이행은 음주보다는 금주하는 대상자(t=2.317, p=.022)에서, B-type

Natriuretic Peptide 100pg/mL 또는 N-terminal pro B-type Natriure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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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ptide 162pmol/L 이상인 대상자(t=-2.892, p=.005)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6. 식이 관련 특성은 스트레스와 연관이 없었고, 저염식에 대한 지식 수준은 저

염식 이행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대상자(t=-2.424, p=.017)에서 유의하게 높

았다. 저염식 이행에 대한 가족지지는 심부전 진단 이전 식습관이 싱겁게 먹

고(t=3.281, p=.041), 저염식 이행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대상자(t=-2.629,

p=.010), 저염식을 지키는 대상자(t=-3.305, p=.001)에서 높게 나타났다. 저염식

이행은 식이 관련 특성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7. 저염식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족지지(ß=.476, p<.001), 저염식 이행

도를 자가 평가 시 저염식을 지키는 편이라고 응답한 대상자(ß=.221, p=.002),

심부전 진단 이전 식습관 중 싱겁게 먹었다고 응답한 대상자(ß=.178, p=.007)

순으로 나타났으며 모델의 설명력은 53.0%이다.

결론적으로 저염식 이행에는 가족지지가 가장 큰 변인으로 가족지지를 높일 수

있는 환경 개선 및 스트레스 관리, 저염식에 대한 지식이 높을수록 저염식 이행

수준이 높음을 고려한 간호 중재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주요어: 심부전, 지식, 가족지지, 스트레스, 저염식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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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심부전은 심장의 구조적, 기능적 이상으로 심실의 혈액 충만, 박출에 이상이

발생함으로써 말초 기관에 필요한 만큼의 충분한 혈액 공급을 하지 못하는 임상

증후군이다. 급속한 고령화 사회와 더불어 현대 과학 기술의 발달로 평균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만성질환 역시 증가하며 심부전의 유병률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심부전의 유병률은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

이는데 특히 65세 이상 노인 인구에서 입원과 사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Krumholz et al., 2000). 미국의 경우,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연간 91만 5천명

이 새롭게 심부전을 진단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Mozaffarian, 2016),

2030년에는 약 46%가 증가하여 18세 이상에서 약 8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

상하고 있다(Heidenreich et al., 2013). 우리나라의 경우, 심부전 유병률은 2002년

0.75%에서 2013년에는 1.53%로 약 2배가 상승하였고, 연령별로는 40∼59세

1.0%, 60∼79세 5.5%, 80세 이상에서 12.6%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며 향후

2040년까지 17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Lee et al., 2016).

심부전은 다양한 약물 치료와 더불어 이식형 제세동기와 같은 여러 기계적 치

료 방법들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나 여전히 전반적인 예후는 좋지 않은 만

성 질환으로 스스로 증상의 악화 요인을 인지하고 치료 이행을 증가시켜야 재입

원을 감소시킬 수 있는 질환이다. 국내 심부전 환자의 9.8%가 30일 이내 재입원

또는 사망한 것으로 보고되었는데(Lim et al., 2019), 특히 심부전은 폐암을 제외

한 대부분의 다른 암이나 심근경색 보다 낮은 생존율을 보였다(Stewart et al.,

2001). 심부전 환자의 재입원 주요 원인은 처방된 지시나 질병 관리를 위해 요구

되는 자가 간호를 잘 이행하지 않아 증상이 악화되는 것으로(Au et al., 2012) 퇴

원 이후 자가 간호 행위가 중요하다(Lainscak et al., 2011).

Evangelista와 Dracup (2001)이 심부전 외래 클리닉에서 선정된 8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자가 간호 행위 이행도를 조사한 결과 전반적인 이행도는 평균 85.13%

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인 자가 간호 이행도를 보면, 외래 방문일정 따

르기, 금연, 약물 복용, 금주에 대한 행위 이행도는 비교적 높았으나, 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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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와 운동(53.4%)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국내 심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8주간의 심장일지를 작성하도록 하여 이행 정도를 분석한 결과 실행도

가 높은 항목은 부종 확인, 약물 복용, 체중 측정 순이었으나 낮은 이행도를 보

인 항목은 규칙적인 운동, 저염 식이로 나타났다. 더욱이 운동관련 자기 효능감

은 유의하게 향상되는 효과를 나타냈으나 식이관련 자기 효능감을 향상시키지는

못하였다(Shim, 2016). 입원 치료를 받은 급성 심부전 환자의 1년 내 사망률은

17.8%이었고 사망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은 고령, 높은 N-terminal pro B-type

natriuretic peptide (NT-pro BNP), 신기능 저하, 영양 상태로 유일한 조절 가능

한 변인인 영양 상태 관리가 중요하다고 보고되었다(Park, 2018).

15개국 5,964명의 심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Self-care of Heart Failure Index

(SCHFI) 또는 European Heart Failure Self-care Behaviour Scale (EHFScB)로

자가 간호 이행도를 조사한 연구에서 약물 복용, 운동은 국가 간 대부분 비슷한

결과를 보였으나 저염식과 체중 관리,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은 나라 별로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Jaarsma et al., 2013). 그러므로 국내 심부전 환자

특성과 의료 환경 등을 반영한 다양한 연구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국내 간호학

분야 심부전 환자 대상의 학회 논문을 살펴보면 질병 관련 개념과 자가 간호 행

위를 다룬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주요 측정 도구는 자가 간호, 기능 상태, 삶의

질과 지식, 우울과 지지 순이었다(Song & Lim, 2018). 자가 간호 행위 중 낮은

이행도를 보였던 운동과 저염식 이행(Shim, 2016)에 대한 연구는 운동 이행에

대한 영향 요인을 주제로 한 연구만 2019년 1편 수행 되었을 뿐(Jin et al., 2019)

저염식 이행 영향 요인에 대한 국내 연구는 찾기 어려웠다.

2013년 미국 심부전 진료지침에서는 울혈 증상을 줄이기 위해 증상이 있는 환

자에서 염분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권고하고 있으며 한국 심부전학회에서

는 보상 부전 상태인 심부전 환자에게 하루 2g 미만의 염분 섭취를 제한하고 있

다. 국내 연구 결과에 의하면 232명의 New York Heart Association (NYHA)

class 3∼4, 좌심실 박출률 30% 이하인 심부전 환자에서 하루 소변 나트륨 배출

량이 3g 이상인 경우 증상도 심하고 심혈관 사건도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Son et al., 2011). 또한 삶의 질과 나트륨 섭취량의 상관관계에 있어

하루 4g 이상 섭취하는 심부전 환자의 경우 하루 2g 미만 섭취하는 환자보다 1

년 후 삶의 질이 낮아질 가능성은 5.2배 증가하였다(Song, 2013). 환자의 객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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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염분섭취량과 주관적인 염분섭취에 대한 인식 수준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으며, 주관적인 염분 섭취에 대한 인식 수준에 따라 재입원 및 사망률이 결정

된다고 보고되었다(Song, 2014).

대학생 및 노인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수행한 선행 연구에 따르면 저염식에

대한 지식이 높을수록 저염식 이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Kim et al., 2015;

Lee, 2014). 또한 간경변증 환자의 복수 관리를 위해 적용한 저염식이 교육 프로

그램 수행한 뒤 시간 경과에 따라 저염식 지식과 저염식 이행은 유의하게 높아

졌다(Kim, 2013). 중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가족 지지가 높을수록 저염식 이행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Shin, 2018), 관상동맥질환자의 건강행위 중 저염식

이행에서 가족의 참여가 환자를 고무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이었다(Oh, 2001). 스

트레스 수준이 높은 고집단의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해 짠맛의 기호도가 유의하게

증가하였고(Lee, 2009) 스트레스 시 비만율이 높고 나트륨 섭취량은 증가하여 저

염식 이행은 떨어졌다(Hwang et al., 2011). 심부전 환자의 예후 개선 및 사망률

감소를 위해 저염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이행 수준은 매우 낮다

(Ok et al., 2013).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심부전 환자의 사망 위험을 낮추기 위하여 조절

가능한 변인인 저염식 이행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간호 전략이 필요하다. 국내

심부전 환자의 저염식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식습관 개선을 위

한 동기 부여 및 효과적인 간호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마

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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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심부전 환자의 자가 간호 행위 중 저염식 이행도를 평가하고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둘째, 심부전 환자의 저염식 이행 실태를 파악한다.

셋째, 심부전 환자의 저염식 이행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3. 용어의 정의

1) 심부전 환자

(1) 이론적 정의

심부전은 심근, 판막, 대 혈관, 리듬과 전도장애 등에서 발생하나 일반적으로 좌

심실 심근의 기능 이상이 대표적인 장애의 원인이다. 좌심실 박출률은 수학적으

로 일회 박출량을 확장기말 용적으로 나눈 값으로 미국이나 유럽 심부전 진료지

침에서 좌심실 박출률에 따라 40% 이하는 박출률 감소 심부전, 41∼49%는 경계

형 심부전, 50% 이상은 박출률 보존 심부전으로 정의하고 있다(The Korean

Society of Heart Failure, 2016).

(2) 조작적 정의

심부전을 진단받고 추적 관찰 중인 환자로 내원일 기준 1년 이내 시행한 심장

초음파상 측정된 좌심실 박출률이 50% 미만으로 감소된 환자를 말한다.

2) 저염식에 대한 지식

(1) 이론적 정의

어떤 대상에 대하여 교육, 학습, 훈련을 통하여 알게 된 명확한 인식이나 이해

를 말한다(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Standard Dictionary).

(2) 조작적 정의

저염식에 대한 지식 정도 측정을 위한 식사 요법에 관한 문헌을 참고로 Lee

(1999)이 개발한 도구를 Lee (2014)가 수정 보완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된 점수

로 총 점수가 높을수록 저염식에 대한 지식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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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족지지

(1) 이론적 정의

가족구성원이 자신을 돌보아주고 사랑하고, 존중하며 가치감을 갖게 해 주며

대상자 자신이 의사소통과 상호 책임의 조직망에 속한다는 것을 믿도록 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Kim, 1997)

(2) 조작적 정의

저염식 이행에 대한 가족지지를 Lee (1999)이 개발한 도구를 Lee (2014)가 수정

보완한 평가도구를 이용하여 측정된 점수로 점수가 높을수록 저염식에 대한 가

족지지가 높은 것으로 정의한다.

4) 스트레스

(1) 이론적 정의

생리적, 사회 심리적, 환경적 스트레스 요인으로 오는 반응으로 정의한다

(Guzzetta et al., 1979).

(2) 조작적 정의

한국판 Perceived Stress scale 이용하여 최근 한 달 동안의 느낌을 측정한 점

수로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5) 저염식이 이행

(1) 이론적 정의

임상적 처방과 일치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Sackett & Haynes,

1976).

(2) 조작적 정의

대상자들이 저염식을 수행하고 있는 정도를 말하며 본 연구에서 시행하는 저

염식 이행 측정 도구는 Lee (1999)이 개발한 도구를 Lee (2014)가 수정 보완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이행 점수가 높을수록 저염식 이행을 잘하고 있

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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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문헌고찰

1. 저염식과 심부전

나트륨 과다섭취가 고혈압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이자 관상동맥질환과 뇌졸

중 발생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으나 나트륨 과다 섭취

가 심부전 발생에 미치는 역할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규명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

다. 생리학적으로 1일 2∼3g 정도의 나트륨이 체내에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

으며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의 경우 1일 최대 5g의

나트륨을 섭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Jousilahti et al., 2017).

과다한 나트륨 섭취 시 체액의 삼투압 증가로 세포 외액량이 증가하게 되어

세동맥벽의 흥분성과 저항이 높아짐으로써 수분을 끌어들여 체액량이 증가하게

된다. 또한, 레닌-안지오텐신계 기능 항진으로 나트륨 배설이 억제 되고, 혈관 수

축을 관여하는 Norepinephrine이 활성화되어 혈압을 올린다(Sheu & Blaustein,

1983). 나트륨 섭취를 제한할 경우 이뇨제 사용으로 인한 저칼륨혈증을 예방할

수 있고, 이뇨제를 통한 혈압 강하가 보다 수월해지며, 소변 내 칼륨의 배설을

줄여 골다공증과 그로 인한 골절을 예방할 수 있고 좌심실 비대에 좋은 영향을

준다(Franco et al., 2004).

핀란드 헬싱키에 소재한 국립보건복지 연구팀이 1979년부터 2002년까지 나트

륨 섭취와 심부전 발생의 상관관계를 평가하기 위해 25∼64세 사이 성인 남녀

총 4,630명을 대상으로 장기 추적조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1일 13.7g 이상의

나트륨을 섭취한 이들은 6.8g 이하를 섭취한 그룹과 비교했을 때 심부전 발생률

이 2배 높게 나타났다. 나트륨을 다량 섭취하면 심부전이 발생할 위험성이 2배

정도 높아질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Jousilahti et al., 2017). 국내 선행 연구 결과,

232명의 심부전 환자 대상 하루 소변 나트륨 배출량이 3g 이상인 경우 증상도

심하고 심혈관 사건 역시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Son, 2011). 또한,

삶의 질에 있어 하루 4g 이상 섭취하는 심부전 환자의 경우 하루 2g 미만 섭취

하는 환자보다 1년 후 삶의 질이 낮아질 가능성은 5.2배 증가하였다(Song,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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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염식 이행 영향 요인

1998∼2010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한국인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4,500 mg 이상으로 한국인의 나트륨 목표 섭취량 2,000 mg보다 2배를 초과하는

수준이었다. 나트륨의 주요 급원 음식군은 김치, 면, 국, 찌개 및 전골, 밥, 볶음

및 구이, 장 순으로 조사되었다(Song et al., 2013). 경기도 일부 지역 주민 1,004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저염식을 시도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44.8%로 과도

한 나트륨 섭취가 나쁜 인식을 미친다고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전체 56%였다.

대상자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저염식에 대해 신경을 쓰고, 저염식을 신경 쓰는

사람일수록 과도한 나트륨 섭취가 나쁘다고 인식하며 저염식 실천 방법으로 우

동이나 라면의 국물을 마시는 정도와 식사 시 소금, 간장, 소스를 추가하는 빈도

의 감소를 보였다. 또한 이용 빈도가 낮은 음식에는 저염식에 대해 신경을 쓰는

정도에 차이가 있었으나 즐겨 먹는 김치, 패스트푸드, 과자류, 인스턴트면류 등은

저염식에 신경 쓰는 정도 차이는 없었다(Nam, 2003).

저염식 이행에 있어 영향 요인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짜게 먹는 습

관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Kim et al., 2009) 그 외 선호 부족, 신체적 장애, 의지

부족, 가족지지 부족, 지식 부족, 유익성 인식 부족, 경제 능력 부족, 시간 부족,

환경적 요인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심부전 환자의 자가 간호 행위에 대하여 연

구한 Ok 등(2013)의 연구에서는 심부전 환자의 43%가 저염식을 시행하고 있었

고, 37.1%의 환자들만이 저염식의 필요성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 또한, 자가 간

호 행위 이행에 관련된 요인들로 성별, 연령, 직업유무, 결혼 상태, 증상 및 중증

도에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고 자가 간호 행위 이행에 관련을 미치는 요인으

로는 심부전에 대한 지식, 사회적 지지, 기능적 상태로 나타났다.

병원에 입원해있는 환자들의 병원 급식에 대한 인식과 급식섭취 실태 분석에

따르면, 환자들이 인식하는 본인의 평소 섭취율은 일반식 및 치료식(당뇨, 저염

식) 환자 모두 제공량의 60∼70%였고, 남기는 대부분의 이유는 ‘아프거나 기운이

없어서’라고 대답하였다. 일반식의 경우 ‘맛이 없어서’가 가장 큰 이유였던 반면,

치료식의 경우‘아프거나 기운이 없어서’가 가장 큰 이유였다. 섭취량 조사의 경우

일반식은 78.5%, 당뇨식 81.6%로, 저염식은 77.1%로 가장 낮은 섭취결과를 나타

냈다. 저염식의 섭취율이 낮은 이유는 염분이 미각을 자극하여 식욕을 돋우는 역

할을 하는 데 적은 양의 염분이 들어간 식사에 적응하지 못하는 환자들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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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섭취량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저염식 환자들의 섭취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저염에 대한 미각의 적응을 유도하는 단계적 식이 진행법과

저염식 섭취 이유와 저염식 식사 요령에 대한 영양 교육을 구체적으로 자주 시

행하여 환자들이 저염식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섭취량 증가를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권유하였다(Kim et al., 2008).

1) 저염식에 대한 지식

대학생 및 노인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 결과 저염식에 대한 지식

이 높을수록 저염식 이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Kim et al., 2015; Lee, 2014).

또한 간경변증 환자의 복수 관리를 위해 적용한 저염식이 교육 프로그램 수행한

뒤 시간 경과에 따라 저염식 지식과 저염식 이행은 유의하게 높았다(Kim, 2013).

2) 가족지지

가족은 서로 친밀하게 상호작용하며 독특한 규범과 가치를 주고받는 기본적인

일차적 사회집단이다. 가족 구성원 내 질병 발생 시 치료 이행 및 간호는 구성원

들이 감당하게 되어 가족생활의 변화를 초래한다(Litman, 1974). 가족지지는 가

족구성원이 자신을 돌보아주고 사랑하고, 존중하며 가치감을 갖게 해 주며 대상

자 자신이 의사소통과 상호 책임의 조직망에 속한다는 것을 믿도록 해 주는 것

을 의미한다(Kim, 1997). 선행 연구에 따르면 고혈압 환자의 저염식 이행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족의 지지로 나타났으며(Lee, 1999) 중소규모 사업장의 근

로자들에게서도 가족의 지지가 저염식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Shin, 2018). 또한 혈액 투석 환자의 가족지지는 식이요법(저염식, 지방식 및 당

질이 많은 음식 섭취 제한)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Lee, 2011).

3)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식습관이 바람직하지 못하였고, 선호하는 짠맛 농도

가 높아졌으며, 특히 여자의 경우 나트륨 섭취량이 많았다. 짠맛 선호도는 나트

륨 섭취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스트레스와 식습관은 짠맛 선호도에 영

향을 미침으로써 나트륨 섭취량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에 영양 교육 시 스

트레스 관리 교육을 포함시킬 것을 권장하였다(Kim,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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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부전과 자가 간호

심부전은 ‘환자가 심부전의 특징적인 증상 및 징후를 가지고 있으면서 심장 기

능 장애의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는 임상 증후군’으로 유럽심장학회는 정의하고

있다(McMurray et al., 2012). 심부전 환자의 관리는 복잡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나 지금까지의 심부전 환자관리는 주로 의학적 치료에 초점을 두고 퇴원

후 일상으로의 복귀와 재입원 예방을 위한 자가 간호 등의 추후관리에는 많은

관심을 두지 못하였다(Lainscak et al., 2011). 더욱이 심부전 환자의 대부분 다양

한 질병을 가진 고연령층으로 자가 간호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대

부분 사회적지지 체계에 의존하고 있다.

심부전 환자의 자가 간호행위에는 운동(신체활동), 식이, 증상 관찰, 수분 제한,

투약, 금연, 금주, 체중조절 등이 포함되며(Sochalski et al., 2009), 심부전 증상

모니터 및 증상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포함된다(McMurray et al., 2012). 선행연

구에 따르면, 심부전 환자들의 실제 자가 간호 이행수준은 매우 낮은 수준에서부

터 비교적 높은 수준까지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다(Artinian et al., 2002;

Evangelista et al., 2001). 국내 심부전 환자의 자가 간호 이행 수준은 중간 이하

의 낮은 점수를 보이며 자가 간호는 심부전 환자의 건강한 결과에 중요한 요소

임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은 완치가 되지 않는다는 질병의 한계에 치중하여 생활

습관의 변화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나이가 많은 심부전 환자들은 나이

가 많다는 이유로 생활 습관 변화를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Riegel et al., 2009).

심부전 환자의 자가 간호 이행 영향 요인에 대한 30개의 연구 결과를 메타 분

석한 결과 연령, 성별, 교육 수준, 건강 관련 삶의 질, NYHA class, 우울감, 좌심

실 박출률 등이 자가 간호 이행에 영향을 미쳤으며 자가 간호 이행과 우울이 유

의한 변인이었고, NYHA Class는 건강 관련 삶의 질과 연관성을 보였다(Sedlar

et al., 2017). 이전의 입원경험과는 상관없이 당뇨 및 직업 유무 등 다양한 변인

들이 알려져 있다(Kato et al., 2009). 이러한 변인들로 인하여 발생한 자가 간호

불이행은 환자의 기능 상태 및 증상 악화를 초래하여 신체적 활동을 제한할 뿐

만 아니라 심리적 안녕감에도 영향을 미침으로써 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을 저

하시키게 되고, 재입원 및 심각한 합병증을 발생하며 나아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한다(Riegel et al., 2009). 따라서 이들의 자가 간호에

이행을 저해하는 고령 환자들의 고집으로 인한 식이 요법 불이행과 같이 다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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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으로 효율적인 중재 전략이 필요하다(Van der Wal & Jarsma, 2008).

심부전 입원 환자 2,63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환자 스스로 약

물 및 식이요법 등의 치료 지침을 잘 이행한다면 약 50% 정도의 재입원을 예방

할 수 있으며, 심부전 증상 악화로 인한 반복적인 입원의 경우에는 약 5%의 예

방이 가능하다고 보고되었다(Braunstein et al., 2003).

국외 선행연구에서 심부전 환자의 자가 간호 증진을 위한 중재로 심부전 환자

대상 간호사 주도의 교육 프로그램 제공 후 자가 간호 이행율을 확인하였다. 교

육 결과 교육 전 보다 중재 그룹의 66%, 대조 그룹 26.6%에서 자가 간호 이행

이 20%이상 향상되었으며, 효율적인 교육의 횟수는 2.5회로 나타났다. 자가 간호

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같은 간호 중재가 효과적임을 증명하였다

(Rodríguez-Gázquez et al., 2012).

국내 심부전 환자 대상 자가간호 증진을 위한 중재연구를 살펴보면, 의사결정

틀을 이용한 자가 관리 프로그램이 수록된 책자 제공 및 교육 4주 후 높은 자기

효능감과 자가간호 이행도를 보였다(Son et al., 2011). 심부전 환자 대상 간호사

의 동기면담 제공 후 질병 관련 지식과 자가 간호 이행, 특히 규칙적인 운동 영

역에서 유의하게 향상되었다(Kim & Lee,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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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심부전 환자의 자가 간호 행위 중 저염식 이행도를 파악하고 저염

식 이행 영향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대상자는 서울 소재 상급 종합병원 심장내과에 입원 및 외래를 방문하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심부전을 진단받고 정신과적, 인지적 문제가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외래 내원일 기준 1년 이내 시행한 심장 초음파상

측정된 좌심실 박출량 기준(Ejection fraction [EF])으로 40% 이하인 박출률 감

소 심부전(Heart failure with reduced EF [HFrEF])과 EF 41~49%인 경계형 심

부전(Heart failure with mid-range ejection fraction [HFmrEF]) 환자를 대상으

로 하였다. 대상자의 수는 G*Power 3.1.7 프로그램을 이용하여(Faul et al., 2009)

저염식 이행 영향 요인 확인을 위한 다중 회귀분석에 필요한 표본크기는 유의수

준 α는 .05, 검정력(power)는 .80, medium effect size .15, 예상되는 독립변수 수

8을 기준하여 설정하였을 때 최소 표본 수 109명이 산출되었다. 탈락률 10%를

고려하여 목표 표본 수인 총 12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수행하였다.

3. 연구도구

본 연구 도구는 구조화된 자가 보고식 설문지로 수집되었고 일반적 특성, 임상

적 특성, 저염식에 대한 지식, 저염식 이행에 대한 가족지지, 스트레스, 저염식

이행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크게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질병관련 특성으로 구분하

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는 연령, 성별, 교육 정도, 직업, 결혼 상태, 동거인

수, 경제 상태, 흡연력, 음주력 등을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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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상적 특성

질병관련 특성으로 심부전 질환은 원인 질환별 분류에 따라 확장성 심근병증

(Dilated cardiomyopathy [DCMP]), 허혈성 심근병증(Ischemic cardiomyopathy

[ICMP]), 울혈성 심부전(Congestive heart failure [CHF]) 등으로 분류하였으며,

진단 기간 및 입원 경험 여부, 체질량 지수, 약물 복용상태 등을 포함하였다.

심부전으로 느끼는 증상은 흉부 불편감, 누우면 숨찬, 말초 부종, 호흡 곤란,

체중 증가 여부를 조사하였다. 체중 증가는 하루 2∼3kg이상의 증가를 의미한다.

호흡 곤란의 정도는 NYHA Class로 구분하여 기능 등급을 확인하였다. Class 1

은 신체 활동에 제한이 없고 일상 활동에서 증상이 없음을 의미하고, Class 2 는

신체 활동에 약간의 제한이 있으며 안정 시에는 증상이 없으나 일상 활동에는

증상이 있음을 의미한다. Class 3 는 신체 활동 시 심한 제한이 있고 안정 시에

는 증상이 없으나 일상 활동보다 낮은 활동 시에도 증상이 있음을 의미하며,

Class 4 는 안정 시에도 증상이 있고 신체 활동으로 증상이 심해짐을 의미한다.

심부전 진단 및 중증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유용한 Biomarker로 나트륨이뇨

펩타이드 지수인 BNP 및 NT-proBNP 결과 값을 확인하였다. 외래에 내원한 만

성 안정형 심부전 환자의 21%가 BNP 값이 정상 수치를 보였다. 그래서 BNP

값 100pg/mL 혹은 NT-proBNP 162 pmol/L을 기준으로 BNP 값이 낮은 환자를

배제했을 때 민감도 90%, 특히 음의 예측도(negative predictive value)는 약

90% 로 높아(Bayés‐Genís et al., 2004; Dao et al., 2001) 대상자를 두 군으로

구분하였다.

동반 질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Charlson Comorbidity Index (CCI)를 조사

하였다. CCI는 동반 질환 보정 방법 중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으로 의무기록

조사를 통하여 정의된 19개의 질환에 대하여 1∼6점까지 일정한 가중치를 부여

한 뒤 이 가중치의 합을 보정하는 방법이다. CCI 자체가 사망률을 예측하는 용

도로 개발되어 한계점은 있으나 본 연구에서 조사하고 하는 심부전 환자 기저질

환이 있을 경우 기본 score 1점을 바탕으로 동반 질환 여부를 조사하는데 충분

하다고 판단되어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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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염식에 대한 지식측정 도구

저염식에 대한 지식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Lee (1999)이 개발하고 Lee

(2014)가 수정 보완한 도구를 허락받아 사용하였다.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각 문항은 ‘그렇다, 아니다, 모르겠다’ 로 대답하게 하였고 정답일 시 1점,

오답과 모른다고 답한 경우 0점으로 계산하였다. 총 점수가 높을수록 저염식에

대한 지식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Lee (2014)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

KR-20 .6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596로 측정되었다.

4) 저염식 이행에 대한 가족지지 측정도구

저염식에 대한 가족지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Lee (1999)이 개발한 도구를 수정

보완한 Lee (2014)의 도구를 허락받아 사용하였다. 총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 ‘매우 그렇다’ 5점, ‘그런 편이다’ 4점, ‘보통이

다’ 3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저염식 이행에 대한 가족지지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Lee (2014)의 연구에서 도

구의 신뢰도 계수 Cronboch's α는 .92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947로 측정되었다.

5) 스트레스 측정 도구

지각된 스트레스 측정도구는 Cohen등(1983)이 14문항으로 개발하고 Park과

Seo (2010)가 10문항으로 번안하여 타당화를 수행한 한국판 지각된 스트레스 척

도(Perceived Stress Scale, PSS)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최근 한 달 동안 스트

레스 받는 정도를 총 1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

다. ‘매우 자주 있었다’ 4점, ‘자주 있었다’ 3점, ‘때때로 있었다’ 2점, ‘거의 없었다’

1점, ‘전혀 없었다’ 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된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

다. 합산한 총 점수 0∼40점까지로 합계가 13점 이하인 경우 정상적인 스트레스

상태, 14점 이상 16점 이하인 경우 스트레스의 영향을 받기 시작한 상태, 17점

이상 18점 이하인 경우 중간정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적극적인 해소 노력이

필요한 상태, 19점 이상인 경우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태로 전문가의 도

움이 필요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 계수 Cronboch's α

는 .7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792로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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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저염식 이행 측정 도구

저염식 이행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Lee (1999)이 개발한 도구를 수정 보완한

Lee (2014)의 도구를 허락을 받아 사용하였다. 총 11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5

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매우 그렇다’ 5점, ‘그런 편이다’ 4점, ‘보통이다’

3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저

염식 이행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Lee (2014)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계수

Cronboch's α는 .86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32로 측정되었다.

4. 자료수집 방법

자료 수집은 연구자가 속한 서울 소재 A병원 심장내과 외래에서 진행하였으며

연구대상 선정기준에 맞는 환자가 내원 시 연구자가 본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을

설명한 후 참여에 동의한 사람을 대상으로 서면 동의서와 함께 구조화된 설문지

를 이용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이후의 의무기록 자료를 열람할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였다. 혼자서 설문작성이 가능한 대상자는 자가 기입하도록

하고, 시력 등의 문제로 혼자서 설문작성이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는 문항을 읽어

주고 대답한 내용을 대신 기입하는 방식으로 자료 수집을 진행하였다. 자료 수집

기간은 2020년 3월 10일부터 2021년 4월 22일까지 수행하였으며 설문에 응한 대

상자에게는 소정의 답례품을 지급하였다.

5. 윤리적 고려

기존 연구자의 설문 도구의 허락을 득한 후 서울 소재 A병원 심장내과와 간호

부, 임상시험심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승인(승인번호 :

2019-1430)을 받고 수행하였다.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설문 및 의무

기록지를 통해 얻은 내용은 익명화하며 수집된 자료는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

하지 않는다. 연구가 끝난 후에는 향후 점검을 위해 연구 종료 후 3년 동안 보관

할 예정이며 보관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종이 문서는 파쇄하고 전자 문서는 영구

적으로 삭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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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ver. 24.0 for Windows 프로그램(IBM

Corp., Armonk, NY, US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식이관련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실수와 백분율, 평균

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2) 대상자의 저염식에 대한 지식, 저염식에 대한 가족지지, 저염식 이행, 스트레

스 수준을 측정한 연구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를 산출하고 빈도 및 백분

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3) 대상자의 저염식에 대한 지식 및 저염식에 대한 가족지지, 저염식 이행, 스트

레스 정도는 t-test, One-way ANOVA로 분석 후 Scheffé test를 실시하였다.

4) 저염식에 대한 지식, 저염식에 대한 가족지지, 저염식 이행, 스트레스와의 관

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시행하였다.

5) 저염식 이행 영향 요인은 다중 회귀분석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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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임상적 특성과 식이 관련 특성

1) 일반적 특성

전체 대상자는 120명으로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1).

성별은 남성이 94명(78.3%), 여성이 26명(21.7%) 이었으며, 연령은 평균

57.59±12.77세로 50∼60대가 72명(60.0%)로 가장 많았다. 교육 정도는 고졸이

53명(44.2%)로 가장 많았다. 직업은 유직이 78명(65.0%) 이었고, 경제적 상태는

중간 정도 수준이라고 답한 대상자가 77명(64.2%)으로 가장 많았다. 흡연 상태

는 금연이 58명(48.3%)로 가장 많았으며 음주 여부는 금주를 포함하여 마시지

않는 대상자가 74명(61.7%)으로 가장 많았다.

결혼 여부는 기혼이 98명(81.7%) 이었고, 동거인 여부는 배우자와 자녀가 함

께 거주하는 대상자가 92명(76.7%)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식사 준비는 배우

자가 준비한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60명(50.0%)으로 가장 많았고 본인 스스로

준비하는 대상자가 49명(40.8%) 순으로 조사 되었다.

심부전 진단 후 유병기간은 1∼3년 미만이 41명(34.2%), 5년 이상이 32명

(26.7%), 3∼5년 미만이 31명(25.8%) 순으로 많았다. 심부전으로 인한 입원 경

험 유무에 있어 한 번도 입원한 적 없는 대상자가 49명(40.8%)으로 가장 많았

고, 1회 입원력 있는 대상자가 46명(38.4%) 이었다. 심부전 식이 교육여부는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대상자가 74명(61.6%)으로 가장 많았고, 그 중 원내 교

육을 받은 대상자가 59명(79.7%)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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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Heart Failure Patients (N=120)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or M±SD
Gender Male 94 (78.3)

Female 26 (21.7)

Age (yr) 57.59±12.77

19∼29 4 (3.3)

30∼49 27 (22.5)

50∼69 72 (60.0)

≥70 17 (14.2)

Education level ≤Elementary school 10 (8.3)

Middle school graduate 11 (9.2)

High school graduate 53 (44.2)

≥College graduate 46 (38.3)

Job status Not employed 42 (35.0)

Employed 78 (65.0)

Economic status High 6 (5.0)

Middle 77 (64.2)

Low 37 (30.8)

Smoking Smoking 21 (17.5)

Never smoked 41 (34.2)

No smoking 58 (48.3)

Drinking Drinking 15 (12.5)

Social drinking 31 (25.8)

Don’t or quit drinking 74 (61.7)

Marital status Single 22 (18.3)

Married 98 (81.7)

Living status Alone 13 (10.8)

Spouse and children 92 (76.7)

Parents, sibling, or others 15 (12.5)

Preparing a meal Myself 49 (40.8)

Spouse 60 (50.0)

Children 3 (2.5)

Others(Parents, Housekeeper) 8 (6.7)

Diagnostic period (yr) 4.01±3.52

< 1 16 (13.3)

1∼3 41 (34.2)

3∼5 31 (25.8)

≥5 32 (26.7)

Number of hospitalization 0.80±0.76

None 49 (40.8)

1 46 (38.4)

≥ 2 25 (20.8)

Dietary education No 46 (38.4)

Yes 74 (61.6)

Dietary education (n=74) In hospital 59 (79.7)

External education 4 (5.4)

Internet 4 (5.4)

Others(Media) 7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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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상적 특성

대상자의 임상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2).

설문에 응답한 대상자 중 65명(54.2%)이 확장성 심근병증(DCMP)이 가장 많

았고, 허혈성 심근병증(ICMP)이 32명(26.6%), 울혈성 심부전(CHF)은 21명

(17.5%) 순으로 많았다. NYHA Class 2인 대상자가 67명(55.8%)으로 가장 많

았고 NYHA Class 1인 대상자가 39명(32.5%) 이었다. 좌심실 수축기 기능인

LVEF 평균은 31.93±8.57%로 가장 낮은 대상자가 12% 이었다. EF 40% 이하

인 대상자가 97명(80.8%), EF 41∼49%인 대상자가 23명(19.2%)으로 조사되었

다. 심부전 환자의 중증도 및 예후를 예측하기 위해 검사하는 BNP의 평균값은

599.67±972.40pg/mL이었다. BNP 100pg/mL 혹은 NT-proBNP 162pmol/L을

기준점으로 구분해보았을 때 미만인 대상자가 33명(27.5%), 이상인 대상자가

87명(72.5%)이었다. 심부전으로 느끼는 증상 유무에 대한 질문에 101명(84.2%)

의 대상자가 증상을 느낀다고 답하였다. 증상은 호흡 곤란이 60명(59.4%)으로

가장 많았고 누우면 숨찬 증상이 있다고 답한 대상자가 37명(36.6%), 흉부 불

편감이 28명(27.7%) 이었다. 심부전 약물은 모든 환자가 복용하고 있었다.

BMI는 평균 24.98±4.12로 BMI가 25 이상의 비만인 대상자가 57명(47.5%)으로

가장 많았다. CCI 점수는 평균 2.23±1.39점으로 기저질환 동반으로 2점 이상인

대상자가 74명(61.7%)으로 가장 많았고, 심부전만 진단 받은 대상자는 46명

(38.3%)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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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linical Characteristics of Heart Failure Patients (N=120)

*Multiple response, BNP=B-type natriuretic peptide; BMI=body mass index;
CCI=Charlson Comorbidity Index; CHF=Congestive heart failure; CMP=
Cardiomyopathy; DCMP=Dilated cardiomyopathy; EF=Ejection fraction; HF=Heart
failure; ICMP=Ischemic cardiomyopathy; NYHA Class=New York Heart Association.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or M±SD

HF categorize CHF 21 (17.5)

ICMP 32 (26.6)

DCMP 65 (54.2)

Chemo induced CMP 2 (1.7)

NYHA Class 1 39 (32.5)

Class 2 67 (55.8)

Class 3 11 (9.2)

Class 4 3 (2.5)

EF 31.93±8.57
≤40% 97 (80.8)

41%≤ <50% 23 (19.2)

BNP or NT-proBNP

(pg/mL or pmol/L)

599.67±972.40

<BNP 100 or NT-proBNP 162 33 (27.5)

≥BNP 100 or NT-proBNP 162 87 (72.5)

HF symptoms* Yes 101 (84.2)

Chest discomfort 28 (27.7)

Orthopnea 37 (36.6)

Peripheral edema 21 (20.8)

Dyspnea 60 (59.4)

Weight gain 17 (16.8)

Other(Dizziness) 4 (4.0)

No 19 (15.8)

Medications* Angiotensin receptor blocker 108 (90.0)

Beta-blocker 111 (92.5)

Ca-channel blocker 4 (3.3)

Anticoagulation 34 (28.3)

Antiplatelet 38 (31.7)

One Diuretic 48 (40.0)

Two Diuretics 48 (40.0)

Three Diuretics 2 (1.7)

Antiarrhythmics 6 (5.0)

Nitrates 19 (15.8)

Digitalis 33 (27.5)

BMI 24.98±4.12

<18.5 1 (0.8)

18.5≤BMI≤22.9 40 (33.4)

23.0≤BMI≤24.9 22 (18.3)

≥25.0 57 (47.5)

CCI 2.23±1.39

1 (Only HF) 46 (38.3)

≥2 74 (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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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식이 관련 특성

대상자의 식이 관련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3).

심부전을 진단받기 전 평상시 식습관은 약간 짜게 먹었다는 대상자가 47명

(39.2%), 보통으로 먹었다는 대상자가 45명(37.5%)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심

부전 치료를 위하여 저염식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문항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대상자가 67명(55.8%), 약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대상자가 29명

(24.2%)이었고,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없었다. 심부전 약물의

복용과 저염식 이행의 관계에 대한 문항에서 심부전 약물을 복용하더라도 저염

식은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76명(63.3%)로 가장 많았고 심부전 약물

을 복용하더라도 저염식 이행은 조금 필요하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38명(31.7%)

이었다. 저염식 이행 정도를 묻는 문항에서는 약간 지킨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71명(59.2%)로 가장 많았고, 조금 지키지 못한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26명(21.7%)

이었다.

저염식이를 잘 지키도록 돕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저염식을 지키고자 하는 본인의 의지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93명

(77.5%)로 가장 많았고, 저염식을 지키도록 하는 가족이나 주위의 도움이 50명

(41.7%), 저염식의 중요성 및 실시방법에 대한 교육이 29명(24.2%) 순으로 응답

하였다.

저염식을 잘 지키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한 질문에서 입맛을 바꾸는 것

이 어렵다는 답변이 62명(51.7%)으로 가장 많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식사할 때

불편하다는 답변이 뒤이어 46명(38.3%)으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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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haracteristics Related to Diet in Heart Failure Patients (N=120)

*Multiple response

Categories n (%)

Eating habits before heart
failure diagnosis

Very salty 10 (8.3)

Slightly salty 47 (39.2)

Normal 45 (37.5)

Slightly bland 14 (11.7)

Very bland 4 (3.3)

The importance of
low-salt diet
compliance

Doesn't matter at all 0 (0)

Doesn't really matter 3 (2.5)

Normal 21 (17.5)

A little important 29 (24.2)

Very important 67 (55.8)

Relationship between heart
failure medication and
low-salt diet
compliance

Medication does not require any
low-salt diet compliance

2 (1.7)

Medication does not require much
low-salt diet compliance.

4 (3.3)

Even with medication, a little low-
salt diet compliance is needed

38 (31.7)

Low-salt diet compliance
necessary even with medication

76 (63.3)

Self-evaluation of low-salt
diet compliance

I can't keep it at all 7 (5.8)

I can't keep it 26 (21.7)

Keep it a little 71 (59.2)

Very good at keeping 16 (13.3)

Important factors for
low-salt diet
compliance*

Will of oneself 93 (77.5)

Help from your family or around 50 (41.7)

Low-salt diet compliance and
method education

29 (24.2)

Ingredients & cooking methods 20 (16.7)

Previous eating habits 17 (14.2)

Low-salt diet period 3 (2.5)

Factors that inhibit
low-salt diet
compliance*

Difficult to change tastes 62 (51.7)

Inconvenience when eating together 46 (38.3)

Hassle of cooking 19 (15.8)

Lack of need awareness 3 (2.5)

Other
(living environment, keeping well)

4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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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염식에 대한 지식수준, 가족지지, 스트레스, 이행

1) 저염식에 대한 지식수준

대상자의 저염식에 대한 지식수준은 다음과 같다(Table 4).

대상자들의 평균 정답률은 10점 만점에 5.78±1.90점이었다. ‘가공식품에는 염

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문항의 정답률이 111명(92.5%)로 가장 높았으며

‘마요네즈, 케찹 등의 소스에는 염분이 없다’라는 문항의 정답률이 95명(79.2%),

‘음식 조리 시 소금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면 나의 식염 섭취량은 ‘0’이다’라는

문항의 정답률 91명(75.8%), ‘식초, 레몬, 생강, 마늘 양파 등의 향신료를 사용

하여 음식을 조리하면 싱겁게 음식을 먹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문항이 90명

(75.0%), ‘설탕을 많이 사용하여 달게 먹는 것이 싱거운 맛에 익숙해지는데 도

움이 된다’라는 문항이 85명(70.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소금 1g은 1/2 작

은 술(티스푼)에 해당 한다’라는 문항이 16명(13.3%)로 가장 정답률이 낮았고,

‘저염식을 잘 지키기 위해 허용된 양의 소금을 여러 음식에 나누어 넣어 먹는

것보다는 한 두 가지 음식에 넣어 먹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는 문항이 32명

(26.7%)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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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Knowledge of Low-Salt Diet (N=120)

Questionnaire

Correct
answer
n (%) or
M±SD

1. One gram of salt is equivalent to one-half teaspoon.(T) 16 (13.3)

2. My salt intake is '0' if I don't use any salt when cooking.(F) 91 (75.8)

3. Processed foods(ham, sausage, canned food, etc.) contain a lot
of salt.(T)

111 (92.5)

4. You have to do is avoid salty foods in low-salt foods.(F) 44 (36.7)

5. Sources such as mayonnaise and ketchup are free of salt.(F) 95 (79.2)

6. Eating low-salt foods(low-salt soy sauce, low-salt salted
seafood, etc.) helps.(T)

56 (46.7)

7. Low-salt foods taste salty but can be used as a salt
substitute, not salt.(T)

74 (61.7)

8. Eating sweet using a lot of sugar helps you get used to the
bland taste.(F)

85 (70.8)

9. Cooking food using spices such as vinegar, lemon, ginger,
garlic, and onions helps to eat bland food.(T)

90 (75.0)

10. To protect low-salt foods, it is more effective to put in one or
two foods than to share the allowed amount of salt in
several foods.(T)

32 (26.7)

Total 5.78±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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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염식 이행에 대한 가족지지

심부전 환자의 저염식 이행에 대한 가족지지는 다음과 같다(Table 5).

가족지지는 5점 만점 중 전체 평균 3.71±0.76점이었다.

‘가족들은 내가 짠 음식을 먹거나 염분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으면 이를 지

적하고 피하게 해준다’라는 문항이 3.82±0.88점으로 가장 높았고 ‘가족들은 내가

저염식을 잘 지키도록 격려해준다’라는 문항이 3.80±0.91점, ‘가족들도 음식을 가

능한 싱겁게 먹으려고 한다’라는 문항이 3.79±0.81점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들은 나를 위해 저염식에서 허용되는, 염분이 적게 포함된 식품을 구입해

준다’라는 문항이 3.59±0.92점으로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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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Family Support for Compliance of Low-Salt Diet (N=120)

Questionnaire M±SD

1. My family encourages me to keep a low-salt diet. 3.80±0.91

2. My family worries and encourages me when I‘m having a hard
time with low-salt diet.

3.74±0.88

3. Family members provide me with information about the need for
low-salt diet.

3.63±0.97

4. Family members provide me with information on what to avoid
in low-salt diet.

3.67±0.94

5. My family points out and avoids when I try or eat salty foods. 3.82±0.88

6. My family compliments and encourages me when I try to avoid
salty foods and eat as bland as possible.

3.64±0.97

7. My family cooks the food blandly or considers it when cooking
so that I can fulfill the low-salt diet.

3.72±0.90

8. My family buys me low-salt foods that are allowed on low-salt
diet.

3.59±0.92

9. The family also tries to eat the food as bland as possible. 3.79±0.81

Total 3.71±0.76

Min-Max 1.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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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트레스

심부전 환자 대상 120명의 스트레스 측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6).

0점부터 40점 만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를 의미하며 평균

17.68±4.84점으로, 최소 5점에서 최대 28점 이었다. 53명(44.2%)의 대상자가 19점

이상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태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수준이었

고, 17∼18점의 중간 수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대상자가 25명(20.8%)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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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Perceived Stress Scale (N=120)
Categories n (%) or M±SD

≤13 (Normal stress condition) 25 (20.8)

14∼16 (Stress starting) 17 (14.2)

17∼18 (Middle stress) 25 (20.8)

≥19 (Very stressful, needs professional help) 53 (44.2)

Total 17.68±4.84

Min-Max 5 -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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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저염식 이행도

대상자의 저염식 이행도는 다음과 같다(Table 7).

저염식 이행도는 5점 만점 중 전체 평균 3.56±0.57점 이었다. ‘염분이 많이 포함

된 식이는 적게 먹으려 한다’는 문항의 이행도가 3.98±0.7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젓갈류나 조림 음식은 먹는 것을 피한다’는 문항이 3.85±0.91점, ‘가공식품이나

화학조미료의 섭취는 가능한 피한다’는 문항이 3.82±0.97점 순이었다. 가장 이행

도가 낮은 문항은 ‘제한된 양의 소금을 한두 가지 음식에 중점적으로 넣어 먹는

다’는 문항이 2.54±0.97점으로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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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Compliance of Low-Salt Diet (N=120)

Questionnaire M±SD

1. I eat less salty than before after being diagnosed with heart
failure.

3.77±0.78

2. I avoid eating salted fish or boiled food. 3.85±0.91

3. Even if the food is bland, do not add more salt or soy sauce. 3.73±1.03

4. I try to eat less foods that contain a lot of salt. 3.98±0.79

5. When cooking, use other spices (vinegar, garlic, onion, etc.)
instead of salt to enhance taste.

3.51±0.94

6. Avoid eating processed foods (such as ham, canned ramen, etc.)
or chemical condiments as much as possible.

3.82±0.97

7. Try to eat as little soup as possible with soup, stew, soup, and
noodles.

3.70±0.94

8. I try to eat raw vegetables more than kimchi. 3.53±0.96

9. When you eat out, you order something that's not salty or ask
for something bland.

3.19±1.02

10. Even when the person next to me eats salty food, I eat blandly. 3.53±0.96

11. Limited amounts of salt are consumed preponderantly on one or
two foods.

2.54±0.97

Total 3.56±0.57

Min-Max 1.91-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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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반적, 임상적, 식이관련 특성에 따른 저염식에 대한

지식, 가족지지 및 스트레스, 이행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저염식에 대한 지식, 가족지지 및 스트레스, 이행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저염식에 대한 지식수준, 가족지지, 스트레스,

저염식에 대한 이행도는 다음과 같다(Table 8). 성별, 연령, 교육 정도, 흡연 상

태, 동거인, 진단 기간, 입원 횟수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저염식에 대한 지식은 직업 유무(t=-2.029, p=.045), 식이 교육 유무(t=-2.106,

p=.037)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이 있고 식이 교육을 받은 경우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저염식에 대한 가족지지는 결혼 여부(t=-2.144, p=.034), 식이 준비(F=4.065,

p=.020)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의 대상자가 미혼보다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높았다. 사후 분석 결과 식이 준비를 본인보다는 배우자가 하는 대상자에서

가족지지가 높게 나타났다.

스트레스 분석 결과 경제적 상태인 수입 정도(t=-3.129, p=.002)에 따라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상태가 중간 정도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대상자가 수입

이 낮다고 생각하는 대상자보다 통계적으로 스트레스가 낮았다.

저염식 이행은 음주 상태(t=2.317, p=.022)에서 금주를 포함하여 술을 안 마시

는 대상자가 음주를 하는 대상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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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Knowledge, Family Support and Compliance of Low-Salt Diet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20)

Characteristics n (%)
Knowledge Family Support

Perceived Stress

Scale

Low-Salt Diet

Compliance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Gender Male 94 (78.3) 5.88±1.89 1.092
(.277)

3.76±0.69 1.202
(.238)

17.71±4.85 0.162
(.872)

3.54±0.55 -0.361
(.719)Female 26 (21.7) 5.42±1.92 3.51±0.98 17.54±4.89 3.59±0.63

Age(yr) <50 31 (25.8) 6.00±1.41 0.461
(.632)

3.47±0.93 1.985
(.142)

18.35±4.30 1.021
(.363)

3.41±0.55 1.603
(.206)50∼64 53 (44.2) 5.81±2.12 3.79±0.69 17.91±4.51 3.57±0.57

≥65 36 (30.0) 5.56±1.94 3.79±0.68 16.75±5.67 3.66±0.57

Education

level

≤Middle school 21 (17.5) 5.14±2.33 2.566
(.081)

3.83±0.91 1.394
(.252)

16.62±4.74 0.762
(.469)

3.70±0.67 1.561
(.214)High school 53 (44.2) 5.66±1.85 3.58±0.77 17.64±5.02 3.46±0.52

≥College 46 (38.3) 6.22±1.67 3.80±0.66 18.20±4.70 3.60±0.57

Job

status

Not have 42 (35.0) 5.31±2.05 -2.029
(.045)

3.67±0.79 -0.354
(.724)

18.50±5.23 1.374
(.172)

3.54±0.59 -0.210
(.834)Have 78 (65.0) 6.04±1.77 3.72±0.75 17.23±4.59 3.56±0.56

Economic

status

≥Middle 83 (69.2) 5.89±1.87 0.933
(.353)

3.73±0.69 0.408
(.685)

16.78±4.91 -3.129
(.002)

3.55±0.56 -0.086
(.932)Low 37 (30.8) 5.54±1.96 3.66±0.91 19.68±4.06 3.56±0.60

Smoking Current 21 (17.5) 5.95±2.33 0.109
(.896)

3.88±0.78 0.801
(.452)

16.90±5.73 1.790
(.172)

3.47±0.55 1.081
(.343)Never 41 (34.2) 5.78±1.86 3.72±0.78 16.85±4.91 3.66±0.60

Quit 58 (48.3) 5.72±1.78 3.63±0.75 18.53±4.36 3.51±0.56

Alcohol

use

No 74 (61.7) 5.84±1.96 0.397
(.692)

3.78±0.71 1.265
(.208)

17.51±4.64 -0.461
(.645)

3.65±0.50 2.317
(.022)Yes 46 (38.3) 5.70±1.81 3.59±0.83 17.93±5.20 3.40±0.64

Marital

status

Single 22 (18.3) 6.27±1.38 1.340
(.183)

3.39±0.91 -2.144
(.034)

18.64±5.55 1.030
(.305)

3.41±0.57 -1.316
(.191)Married 98 (81.7) 5.67±1.98 3.78±0.71 17.46±4.67 3.59±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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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Continued (N=120)

Characteristics n (%)
Knowledge Family Support

Perceived Stress

Scale

Low-Salt Diet

Compliance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Living

status

Alone 13 (10.8) 5.38±2.43 0.774
(.464)

3.60±0.90 2.104
(.127)

17.62±5.09 1.280
(.282)

3.48±0.59 0.764
(.468)Spouse,

Children

92 (76.7) 5.76±1.90 3.78±0.70 17.38±4.68 3.59±0.58

Other(Parents,

Sibling)

15 (12.5) 6.27±1.28 3.36±0.93 19.53±5.51 3.41±0.47

Preparing

a meal

Myselfa 49 (40.8) 5.69±2.03 0.292
(.747)

3.49±0.82 4.065
(.020)
b>a

17.78±5.19 0.018
(.982)

3.45±0.58 2.386
(.096)Spouseb 60 (50.0) 5.78±1.80 3.90±0.66 17.60±4.64 3.67±0.52

Other(Parents,

children,

housekeeper)c

11 (9.2) 6.18±1.94 3.63±0.84 17.64±4.71 3.42±0.71

Diagnostic

period (yr)

< 3 57 (47.5) 5.81±1.96 0.057
(.944)

3.61±0.83 1.437
(.242)

18.23±4.63 0.719
(.489)

3.57±0.61 2.251
(.110)3≤ < 5 31 (25.8) 5.84±2.00 3.68±0.70 17.06±4.91 3.39±0.55

≥5 32 (26.7) 5.69±1.73 3.90±0.67 17.28±5.18 3.69±0.49

Number of

admission

None 49 (40.8) 5.96±1.79 1.311
(.274)

3.63±0.81 0.468
(.628)

17.37±5.04 0.414
(.662)

3.44±0.58 1.655
(.195)1 46 (38.3) 5.89±2.15 3.75±0.76 17.59±4.94 3.61±0.53

≥2 25 (20.9) 5.24±1.56 3.78±0.67 18.44±4.34 3.67±0.59

Dietary

education

No 46 (38.3) 5.33±2.00 -2.106
(.037)

3.61±0.78 -1.045
(.298)

17.48±5.29 -0.349
(.727)

3.48±0.61 -1.147
(.254)Yes 74 (61.7) 6.07±1.79 3.76±0.75 17.80±4.57 3.6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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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상적 특성에 따른 저염식에 대한 지식, 가족지지 및 스트레스, 이행

임상적 특성에 따른 저염식에 대한 지식, 가족지지, 스트레스, 저염식 이행은

다음과 같다(Table 9). 심부전 질환별 분류 및 NYHA Class, EF의 분류, 심부전

증상 유무, BMI에서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저염식에 대한

지식 및 스트레스에서 유의한 임상적 특성은 없었다.

저염식에 대한 가족지지는 CCI (t=-2.138, p=.036)가 2점 이상인 대상자에서 유

의하게 높았다. 저염식 이행은 BNP (t=-2.892, p=.005)가 100pg/ml 이상 또는

NT-proBNP가 162pmol/L 이상인 대상자가 미만인 대상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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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Knowledge, Family Support and Compliance of Low-Salt Diet According to Clinical Characteristics (N=120)

†Chemo induced CMP, Hypertrophic cardiomyopathy, BNP=B-type natriuretic peptide; BMI=body mass index; CCI=Charlson Comorbidity Index;
CHF=Congestive heart failure; DCMP=Dilated cardiomyopathy; EF=Ejection fraction; HF=Heart failure; ICMP=Ischemic cardiomyopathy;
NYHA=New York Heart Association.

Characteristics n (%)
Knowledge Family Support

Perceived Stress
Scale

Low-Salt Diet
Compliance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HF
categorize

CHF 21 (17.5) 5.90±2.18 0.074
(.974)

3.77±0.80 1.444
(.234)

18.05±4.71 0.781
(.507)

3.69±0.53 0.989
(.401)ICMP 32 (26.7) 5.84±1.81 3.88±0.55 17.00±4.44 3.63±0.43

DCMP 65 (54.2) 5.72±1.90 3.62±0.82 17.75±5.12 3.48±0.64

Others† 2 (1.6) 5.50±0.70 3.00±1.09 22.00±1.41 3.40±0.06

NYHA Class 1 39 (32.5) 6.03±1.47 0.453
(.716)

3.76±0.61 0.676
(.569)

17.44±3.95 0.069
(.976)

3.64±0.55 1.356
(.260)Class 2 67 (55.8) 5.67±2.07 3.67±0.87 17.76±5.41 3.51±0.60

Class 3 11 (9.2) 5.82±1.88 3.87±0.42 18.09±4.30 3.67±0.47

Class 4 3 (2.5) 5.00±3.46 3.22±0.86 17.33±6.02 3.06±0.36

EF ≤40% 97 (80.8) 5.72±1.96 -0.728
(.468)

3.70±0.78 -0.194
(.846)

17.59±4.89 -0.404
(.687)

3.58±0.58 0.964
(.337)41%≤ <50% 23 (19.2) 6.04±1.63 3.73±0.69 18.04±4.72 3.45±0.51

BNP (pg/mL)

or
NT-proBNP
(pmol/L)

<BNP 100 or
NT-proBNP 162

33 (27.5) 5.94±2.06 0.552

(.582)

3.50±0.78 -1.831

(.070)

16.94±5.13 -1.024

(.308)

3.31±0.55 -2.892

(.005)≥BNP 100 or
NT-proBNP 162

87 (72.5) 5.72±1.84 3.78±0.75 17.95±4.73 3.64±0.55

HF
symptoms

No 19 (15.8) 5.84±1.46 0.146
(.884)

3.66±0.68 -0.274
(.784)

16.68±5.27 -0.971
(.333)

3.57±0.58 0.130
(.896)Yes 101 (84.2) 5.77±1.97 3.71±0.78 17.86±4.76 3.55±0.57

BMI 18.5≤ ≤22.9 40 (33.6) 5.53±1.98 0.804
(.450)

3.71±0.88 0.826
(.440)

17.00±5.08 0.688
(.504)

3.68±0.55 1.446
(.240)23.0≤ ≤24.9 22 (18.5) 5.73±2.31 3.87±0.53 18.14±4.68 3.45±0.66

≥25 57 (47.9) 6.02±1.66 3.63±0.75 18.09±4.72 3.51±0.54

CCI 1(Only HF) 46 (38.3) 5.83±1.85 0.193
(.847)

3.50±0.95 -2.138
(.036)

18.72±4.81 1.877
(.063)

3.44±0.68 -1.646
(.104)≥2 74 (61.7) 5.76±1.94 3.83±0.59 17.03±4.78 3.6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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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식이관련 특성에 따른 저염식에 대한 지식, 가족지지 및 스트레스, 이행

심부전 환자의 식이 관련 특성에 따른 저염식에 대한 지식, 가족지지, 스트레

스, 저염식 이행은 다음과 같다(Table 10). 스트레스는 식이 관련 특성에 있어 모

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저염식에 대한 지식은 저염식 이행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t=-2.424, p=.017)

를 묻는 문항에서 저염식 이행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대상자가 그렇지 않은 대

상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저염식에 대한 가족지지는 심부전 진단 이전 식습관(F=3.281, p=.041), 저염식

이행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t=-2.629, p=.010), 자가 평가한 저염식 이행도

(t=-3.305, p=.001)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사후 분석 결과 저염식 이행의 중요성

에 대한 인식도는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대상자가 그렇지 않은 대상자보다 가족

지지가 유의하게 높았고, 저염식 이행도에 대한 자가 평가 시 지키는 대상이 그

렇지 않은 대상자보다 가족지지가 유의하게 높았다. 저염식 진단 이전 식습관이

싱겁게 먹었던 대상자가 그렇지 않은 대상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저염식 이행은 식이 관련 특성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부전 진단 이

전 식습관(F=5.029, p=.008), 저염식 이행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t=-4.225,

p<.001), 심부전 약물 복용 및 저염식 간의 관계(t=-2.932, p=.004), 자가 평가한

저염식 이행도(t=-5.035,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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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Knowledge, Family Support and Compliance of Low-Salt Diet According to Characters Related to Diet (N=120)

HF=heart failure.

Categories n (%)
Knowledge Family Support

Perceived Stress
Scale

Low-Salt Diet
Compliance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Eating habits
before HF
diagnosis

Salty 57 (47.5) 5.81±1.88 0.155
(.857)

3.77±0.65 3.281
(.041)

17.91±4.57 0.437
(.647)

3.45±0.58 5.029
(.008)Normal 45 (37.5) 5.84±2.18 3.50±0.90 17.16±5.09 3.54±0.55

Bland 18 (15.0) 5.56±1.09 4.01±0.62 18.22±5.19 3.92±0.45

The
importance
of low-salt
diet
compliance

Doesn't matter or
normal

24 (20.0) 4.96±1.57 -2.424

(.017)

3.35±0.75 -2.629

(.010)

18.21±4.62 0.601

(.549)

3.14±0.56 -4.225

(<.001)Important 96 (80.0) 5.99±1.92 3.80±0.74 17.54±4.91 3.66±0.53

Relationship
between HF
medication
and
low-salt
diet
compliance

Medication does not
require low-salt diet
compliance

6 (5.0) 5.17±2.22 -0.814

(.417)

3.50±0.90 -0.690

(.491)

18.17±4.16 0.254

(.800)

2.90±0.71 -2.932

(.004)Even with medication,
low-salt diet
compliance is
needed

114 (95.0) 5.82±1.88 3.72±0.76 17.65±4.89 3.59±0.54

Self-evaluation
of low-salt
diet
compliance

I can't keep it 33 (27.5) 5.55±1.75 -0.843
(.401)

3.35±0.81 -3.305
(.001)

17.18±5.56 -0.627
(.534)

3.16±0.56 -5.035
(<.001)Keep 87 (72.5) 5.87±1.95 3.84±0.70 17.86±4.56 3.7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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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저염식에 대한 지식, 가족지지, 스트레스, 저염식 이행 간의 상관관계

심부전 환자의 저염식에 대한 지식, 가족지지, 스트레스, 저염식 이행 간의 상

관관계는 다음과 같다(Table 11).

저염식에 대한 지식은 저염식 이행에 대한 가족지지(r=.215, p=.018)와 통계적

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저염식 이행에 대한 가족지지와 스트레스

(r=-.269, p=.003)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저염식 이행은 저염식에 대한 지식(r=.218, p=.017), 가족지지(r=.636, p<.001)에

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스트레스(r=-.206, p=.024)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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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Correlation among Knowledge, Family Support, Perceived Stress
Scale and Compliance of Low-Salt Diet (N=120)

PSS= Perceived Stress Scale.

Variables

Knowledge of
Low-Salt Diet

Family Support
for Compliance
of Low-Salt

Diet

PSS
Compliance of

Low-Salt
Diet

r
(p)

r
(p)

r
(p)

r
(p)

Knowledge of
Low-Salt
Diet

1

Family Support for
Compliance
of Low-Salt
Diet

.215
(.018)

1

PSS -.134
(.146)

-.269
(.003)

1

Compliance of
Low-Salt
Diet

.218
(.017)

.636
(<.001)

-.206
(.02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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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저염식 이행에 미치는 요인

심부전 환자의 저염식 이행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 회귀분석

을 시행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12).

저염식 이행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변수들을 다중 회귀분석을 시행하

였다. Durbin-Watson 통계량은 2에 가까울수록 오차항의 독립성을 의미하는데,

Durbin-Watson 통계량은 1.872으로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산팽창

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 값이 1.039∼1.131로 10 이상이 아니므로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정한 결과 모두 충족

하였고, 저염식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통계적으로 적합하였다(F=17.780,

p<.001).

심부전 환자의 저염식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족지지(ß=.476, p<.001),

저염식 이행도를 자가 평가 시 저염식을 지키는 편이라고 응답한 대상자(ß=.221,

p=.002), 심부전 진단 이전 식습관 중 싱겁게 먹었다고 응답한 대상자(ß=.178,

p=.007)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모델의 설명력은 53.0% 이었다.



- 40 -

Table 12. Factors Affecting Compliance of Low-Salt Diet (N=120)

Variables B SE ß t ρ

Constant 1.116 .314 3.553 .001

Alcohol use (ref=drinking)

(Don’t or quit drinking) -.140 .075 -.119 -1.864 .065

BNP (≥BNP 100 or
NT-proBNP 162)

.122 .085 .095 1.436 .154

Eating habits before HF diagnosis (ref=Salt or Normal)

(Bland) .141 .051 .178 2.748 .007

The importance of low-salt diet compliance (ref=Doesn’t matter or Normal)

(Important) .156 .100 .109 1.567 .120

Self-evaluation of low-salt diet compliance (ref=can’t keep it)

(Keep) .283 .088 .221 3.206 .002

Knowledge of low salt diet .021 .020 .071 1.068 .288

Family support for compliance
of low-salt diet

.356 .054 .476 6.638 <.001

Perceived Stress Scale -.009 .008 -.079 -1.180 .241

R2=.562, Adj R2=.530, F (p)=17.780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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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본 연구는 심부전 환자의 저염식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심부전 환자의 저염식 간호 중재 시 효과적인 중재 방안을 개발하기

위한 근거 자료를 마련하기 위하여 시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심부전 환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성별, 흡연 유무, 동거인, 입원 횟

수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는데 선행 연구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이행

도가 높았던 결과와 상반된 결과였다(Ok et al., 2013).

저염식에 대한 지식은 5.78점(10점 만점)으로 이는 Ok 등(2013)의 연구에서 심

부전 환자의 저염식 관련 지식 점수 3.71점과 고혈압 환자 대상 저염식 관련 지

식 점수 Lee (2014)의 연구의 4.95점보다 높은 점수이다. Lee (1999)의 연구에서

는 저염식 지식은 저염식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Lee

(2014) 연구에서는 본 연구와 같이 저염식 지식이 저염식 이행에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염식 지식에 대한 세부 문항에서 높은 정답률을 보였던

항목인 ‘가공식품에는 염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와 ‘마요네즈, 케찹 등의 소스

에는 염분이 없다’, ‘음식 조리 시 소금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면 나의 식염 섭취

량은 ‘0’이다’로 식이 교육을 받지 않아도 여러 경로를 통해 일반적으로 알 수 있

는 정보들이었다. ‘소금 1g은 1/2 작은 술(티스푼)에 해당 한다’, ‘저염식을 잘 지

키기 위해 허용된 양의 소금을 여러 음식에 나누어 넣어 먹는 것보다는 한 두

가지 음식에 넣어 먹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라는 문항과 같이 교육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지식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선행 연구

(Lee, 2014)와 비슷한 결과로 저염식 이행을 위한 지식 전달을 위해서 섭취하는

나트륨 양을 인식하고 저염식을 실천하는 구체적, 현실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지된다. 교육 정도가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던 고혈압 환자 연구(Lee,

2014) 결과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교육 정도와 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았다. 또한 선행 연구의 직업이 있는 대상에서 저염식에 대한 지식이 낮았다

(Kato, 2009; Ok et al., 2013)는 결과와 달리 직업이 없는 대상에서 저염식에 대

한 지식이 높게 나타나 고용 상태의 환자가 일상생활에 대한 제한이 적거나 중

증도가 낮은 것과 관련될 것이라는 결과와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직업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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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 교육 정도가 높은 대졸 이상의 군으로 건강 문해력이 높아 자가 간호 이

행도가 높았다는 다른 선행 연구(Shin, 2015)와 비슷한 맥락을 보이는 것으로 생

각된다. 또한 식이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대상자에게서 저염식에 대한 지식 수

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고혈압 대상 저염식 이행도를 살펴 본 Lee

(2014) 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저염식에 이행에 대한 가족지지는 5점 만점 중 전체 평균 3.71점으로 백분율로

환산 시 74.2%로 선행 연구인 고혈압 환자 대상 저염식 이행에 대한 가족지지

58.6%보다 높게 나타났다. 기혼이며, 식이 준비를 본인보다는 배우자가 식이 준

비를 해주는 대상자에서 가족지지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고혈압 환자의 저염식

이행에 대한 가족지지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고(Lee, 2014), 심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한 가족 및 사회적 지지가 심부전 환자들의 자가 간호 이행을 향상시

키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던 선행 연구(Ok et al., 2013; Sayers et al., 2008)와 일

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가족지지에서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가족들은 내가 짠

음식을 먹거나 염분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으면 이를 지적하고 피하게 해준

다’, ‘가족들은 내가 저염식을 잘 지키도록 격려해준다’, ‘가족들도 음식을 가능한

싱겁게 먹으려고 한다’ 문항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가족들은 나를 위해 저염식

에서 허용되는, 염분이 적게 포함된 식품을 구입해준다’라는 문항이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선행 연구와 같은 결과로 가족들은 짠 음식을 먹으면 지적해주거나

격려, 가능한 함께 저염식을 실천하는 것과 같이 소극적인 지지는 해주지만 저염

식에서 허용되는, 염분이 적게 포함된 식품을 구입해주는 것과 같은 적극적인 지

지는 하고 있지 않았다는 선행 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여 주었다. 가족들은 구체

적인 지지 방안에 대해 알지 못하여 교육 없이 누구나 알 수 있는 수준에 머무

르며 심부전 환자의 저염식 이행을 지지해왔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환자

교육 시 반드시 교육 대상에 가족까지 포함하여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고

려해야한다.

본 연구에서 심부전 환자들의 최근 한 달 동안 받은 스트레스 정도는 평균

17.68점으로 17∼18점인 중간 정도의 스트레스 상태 및 19점 이상의 심한 스트레

스 상태의 대상자가 65% 이었다. 경제적 상태가 낮은 환자가 중간 이상인 환자

보다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 스트레스는 식습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남

자보다 여자의 경우,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짠맛 선호도가 높아지며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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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못한 식 습관이 나타났다는 Kim (2013)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금주를 포함하여 술을 마시지 않는 대상에서 저염식 이행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농촌지역 중, 노년의 맛 감지능과 건강 위험인자와의 관계에 대해 연구한

결과 음주가 짠맛의 예민도를 낮추고 최적염미도를 높여 더 짜게 먹을 수 있다

는 선행 연구 결과(Lee et al., 2011)와 일맥상통하였다. 스트레스는 저염식 이행

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선행 연구(Endrighi et al., 2016)에서의 심한

스트레스가 심부전 환자의 건강 상태에 유의한 영향이 있었다는 결과에 따라 스

트레스를 조정해 줄 수 있는 간호 중재를 고려해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저염식 이행도는 71.2%로 선행 연구 결과 고혈압 환자의 저염식 이행도의

55.4%(Lee, 2014)보다 높았다. 음주를 하는 대상자에 비해 필요시 혹은 금주하는

대상자에서 이행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저염식에 대한 태도 및 나트륨 섭취

식행동에 대해 연구한 Moon 등(2017)의 연구에서와 같은 결과이다. 이는 음주를

하는 대상에서 짜게 먹는 경향을 보이는 식습관과 연관이 있다는 선행 연구 결

과와 일치한다(Lee et al., 2011). 세부 문항인 ‘염분이 많이 포함된 식이는 적게

먹으려한다’, ‘젓갈류나 조림 음식은 먹는 것을 피한다’, ‘가공식품이나 화학조미

료의 섭취는 가능한 피한다’ 순으로 이행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가장 이행도가 낮

은 문항은 ‘제한된 양의 소금을 한두 가지 음식에 중점적으로 넣어먹는다’ 이었

다. 이는 선행 연구 결과와 동일하게 염분이 많다고 알려진 식품을 피하는 소극

적인 행위는 수행하나 적극적으로 식염 섭취량을 측정하여 조절하는 적극적인

행위나 식이 교육을 통해 알 수 있는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이행도는 떨어짐을

알 수 있다. 식이관련 특성에서 심부전을 진단받기 전 싱겁게 먹은 환자가 저염

식 이행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저염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행도가 높았던 대

상자에서 이행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Lee (1999)와 Lee (2014)의 연구 결과

와 일치하였다. 저염식을 잘 지키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해 ‘입맛을 바꾸는

것이 어렵다’와 ‘다른 사람과 함께 식사할 때 불편하다’는 답변이 많았다. 이는

식습관이 사회, 문화, 경제, 환경뿐만 아니라 유전적 요인들까지 복합적으로 형성

되며 사춘기 이전 식습관 변화는 쉽게 이루어지는 반면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더욱 어려워(Nieman et al., 1992) 노인들의 식이 교육은 다른 연령층에 비교하

여 어려워진다는 선행 연구(Lim et al., 2004)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하

지만 4회 이상 저염식 교육 시 나트륨 섭취에 관한 영양 지식이 증가하고 식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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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되었다(Jung et al., 2009)는 선행 논문에 의하면 고

령일수록 식습관 변경이 어려워도 식이 교육을 통해 개선될 수 있기에 지속적인

식이 교육을 시행하며 가급적 사춘기 이전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교

육이 필요하다.

심부전 환자의 저염식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족지지와 식이 관련 특

성 중 저염식 이행도를 자가 평가 시 저염식을 지키는 편인 경우, 심부전 진단

이전 식습관 중 싱겁게 먹는 경우로 나타났다. 저염식을 잘 지키도록 돕는 요인

이 본인의 의지, 저염식을 지키도록 하는 가족이나 주위의 도움이 가장 큰 요소

라고 생각함에 따라 저염식을 잘 지키도록 동기 부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

해야할 것이다. 또한 저염식 이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가족의 지지처럼 저염

식을 지키도록 돕는 주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대상에 가족을 포함시

키며 사회적 지지 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도 필요하다.

본 연구는 서울 소재 한 A병원에서 응답에 동의한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되었

다. 일일 나트륨 섭취량을 측정할 수 있는 24시간 소변 수집 검사를 모든 환자에

게 시행할 수 없는 한계점으로 저염식 이행에 대한 심부전 환자들의 주관적인

설문 응답에 국한되어 객관적인 지표가 뒷받침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그러나 환

자의 객관적인 염분섭취량과 주관적인 염분섭취에 대한 인식 사이에 높은 상관

관계(Song, 2014)가 있었던 선행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 결과를 통해 국

내 심부전 환자의 저염식 이행 영향 요인이 가족지지 및 식이관련 특성임을 알

수 있었다. 주관적인 염분 섭취에 대한 인식 수준에 따라 재입원 및 사망률이 결

정된다(Song, 2014)는 선행 논문에 따라 심부전 환자의 예후 관리를 위해 국내

환자 특성과 의료 환경을 반영한 다양한 간호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연구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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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심부전을 진단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저염식 이행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분석 결과 저염식에 대한 지식수준은 정답률 5.78±1.90점(10점 만점), 가족지지

는 3.71±0.76점(5점 만점)이었으며 심부전 환자들의 최근 한 달 동안 스트레스는

17.68±4.84점(40점 만점), 저염식 이행도는 3.56±0.57점(5점 만점) 이었다.

저염식에 대한 지식은 직업이 있고, 식이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대상자에서 높

았다. 가족지지는 미혼보다 기혼이, 식이 준비를 본인보다 배우자가 하는 경우,

CCI 지수가 2점 이상인 환자가 높았다. 스트레스는 경제적 상태가 낮다고 응답

한 대상자에서 중간 혹은 이상이라고 응답한 대상자보다 스트레스가 높았다. 저

염식 이행은 금주하는 대상자에서, BNP 100pg/ml 또는 NT-proBNP 162pmol/L

이상인 대상자에서 미만인 대상자보다 높았다.

심부전 환자의 저염식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족지지와 식이 관련 특

성 중 저염식 이행도를 자가 평가 시 저염식을 지키는 편이라고 응답한 대상자,

심부전 진단 이전 식습관 중 싱겁게 먹었다고 응답한 대상자 순 이었다.

2.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각 나라별로 상이한 저염식 및 체중 관리 등의 변인에 대해 국내 심부전 환

자의 간호 중재 연구가 더욱 다양하게 이루어지길 제언한다.

2) 24시간 소변 검사를 통한 Na 섭취량 측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지표를 포함한

심부전 환자 대상 저염식 이행에 대한 간호 중재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측정으

로 확대되어 수행되기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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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actors Affecting the Compliance

of Low-Salt Diet in Heart Failure Patients

Park, Yeon Joo

Department of Clinical Nursing

The Graduate School of Industry

Directed by Professor

Choi, Hye-Ran, RN, MPH.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factors affecting the

compliance of low-salt diet in heart failure patients.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d basic data for development a nursing intervention programs for heart

failure patients.

A survey was conducted on 120 patients aged 19 or older who visited

cardiology clinics at A Hospital in Seoul from March 2020 to April 2021.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for descriptive statistics, Cronbach's alpha,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the IBM SPSS Statistics ver. 24.0 for Windows

program (IBM Corp., Armonk, NY, USA).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he compliance of low-salt diet in heart failure patients was 3.56±0.57.

Knowledge levels for low-salt diets averaged 5.78±1.90, family support

averaged 3.71±0.76, and stress averaged 17.68±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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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nowledge of low-salt diet was high among those who had jobs (t=-2.029,

p=.045) and those who had received dietary education (t=-2.106, p=.037).

3. Family support for low-salt diet was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married people rather than single (t=-2.144, p=.034), the spouse who

prepared the diet (t=4.065, p=.020), and Charlson Comorbidity Index of 2 or

more points (t=-2.138, p=.036).

4. Stress was higher in those who responded that their economic conditions

were lower than middle or higher (t=-3.129, p=.002).

5. Compliance of low-salt diet was high in those who abstained from

drinking (t=2.317, p=.022), and those with B-type Natriuretic Peptide

100pg/mL or N-terminal pro B-type Natriuretic Peptide 162pmol/L higher

(t=-2.892, p=.005).

6. Diet-related characteristics were not related with stress, and the level of

knowledge about low-salt diet was significantly higher among those who

recognized that compliance of low-salt diet was important (t=-2.424,

p=.017). Family support for low-salt diet compliance was high among those

who ate blandly before heart failure diagnosis (t=3.281, p=.041), those who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low-salt diet compliance (t=-2.629, p=.010),

and those who kept low-salt diet compliance (t=-3.305, p=.001). Compliance

of low-salt diet was significant for all diet-related characteristics.

7. Factors affecting the compliance of low-salt diet was family support

(ß=.476, p<.001), those who responded that they tended to keep the low-salt

diet when self-assessing (ß=.221, p=.002), those who answered that they ate

blandly before heart failure diagnosis (ß=.178, p=.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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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onclusion, family support was the most influential factor in low-salt diet

complianc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improvement of the environment to

increase family support, stress management, the higher knowledge of low-salt

diet, and the higher the level of low-salt diet compliance, and an appropriate

nursing intervention program strategy need to be prepared.

Key words: Heart Failure, Knowledge, Family Support, Stress, Compliance of

Low-Salt Di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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