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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levels of self-care behavior according to levels of depression 
among patients with heart failure (HF). Methods: Participants in this descriptive research were 169 outpatients with 
HF who being seen in three university hospitals and one general hospital located in B, Y, and D cities. Data were 
collected using the Korean version of the Center for Epidemiologic Depression Scale and European Heart Failure 
Self-care Behavior Scale. Data collection period was from April 25, 2012 to September 26, 2013. Data were 
analyzed using Chi-square tests and ANOVAs with SPSS WIN 21.0. Results: A higher proportion of patients who 
were female, without a spouse, with lower household income, not employed, and having lower functional status 
with serious symptoms of HF tended to be clinically depressed. HF patients with depression tended not to report 
symptom changes to their health care providers. Conclus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indicate the need to screen 
for depression in patients with HF and to develop strategies to improve self-care behaviors in these patients in 
order to promote reporting of symptom changes to health care provi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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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심부전은 피로, 허약감, 호흡곤란, 전신부종과 같은 신체적 

증상뿐만 아니라 우울, 불안, 자존감 저하와 같은 정신적 증

상을 동반하며[1], 심부전 환자의 우울 유병률은 평가방법에 

따라 9∼60%로 보고된다[2]. 심부전 환자들은 심부전 병력이 

없는 환자들보다 우울에 취약하며, 심부전 병력이 없는 지역

사회 거주 노인들과 비교하였을 때 심부전 환자는 동년배나 

같은 성별 내에서 더 높은 수준의 우울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 우울은 심부전 환자의 자각 증상, 스트레스, 예

후와 관련되며, 심부전 환자의 우울 증상이 심할수록 호흡곤

란, 에너지 소모, 통증, 기면, 입마름의 증상 경험이 더 심하

고, 증상에 대한 스트레스도 증가하며[4], 심부전 환자의 재원

기간을 늘리고 재입원률과 사망률을 높인다[5,6]. 

심부전 환자의 자가 간호행위에는 운동(신체활동), 식이, 증

상 관찰, 수분 제한, 투약, 금연, 금주, 체중조절 등이 포함되

며, 심부전 환자의 10.3%만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자가간호행

위를 이행하고 있다[7]. 심부전 환자들의 자가간호행위에 대한 

영역별 이행수준을 보면, 투약과 금주 및 식이조절에 대한 이

행도는 높고, 운동, 체중 증가 및 하지부종 시 의료진 접촉, 

피로 시 의료진과의 접촉, 맥박 및 혈압, 몸무게 측정에 대한 

이행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8,9], 선행 연구에서도 약물

복용과 관련한 자가간호행위 문항에서는 높은 점수를 보였고, 

오심이나 몸무게 변동 시 의사를 접촉하는 문항에서는 낮은 

점수를 보여 심부전 환자들의 자가간호행위 수준은 영역별 

이행도에 차이가 있었다[10]. 우울은 심부전 환자의 자가간호

행위와 높은 관련성이 있으며[11], 경한 우울증을 경험하는 

심부전 환자는 우울증이 없는 심부전 환자보다 낮은 자가간

호행위 수준을 나타내며[12], 심부전 환자에게서 우울과 자가

간호행위는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8]. 이는 다른 다양한 

질병을 앓고 있는 대상자에게도 유사하게 나타나며, 우울을 

경험하는 환자들은 우울을 경험하지 않는 환자들에 비해 권

고되는 의학적 치료를 준수하지 않을 확률이 3.03배 높고[13], 

우울을 경험하는 외래 관상동맥 심장 질환 환자들은 우울을 

경험하지 않는 환자보다 처방된 약물을 복용하지 않을 확률

이 2.80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14], 우울 수준과 자가간호행위

는 높은 상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울은 절단점을 기준으로 우울군과 비우울군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15], 위험군을 선별하는 차원에서 고려한다면 절단

점의 활용이 더욱 임상적 적용가치가 있을 수 있다.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은 국제적

으로 지역사회의 일반인구 및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우울 측정도구로[16], 우울수준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가능하다. CES-D의 최초 개발자인 Radloff [16]는 16

점을 절단점으로 제시하였고, 한국에서는 한국인의 정서를 고

려하여 24점을 절단점으로 제시하였다[17]. 국내 우울과 관련

된 연구에서도 CES-D를 16점을 기준으로 우울군을 분류하고 

있지만[18], Lee 등[19]은 16점-24점 미만을 우울경향군, 24점 

이상을 임상적 우울군으로 분류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심부전환자의 자가간호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울수준

을 파악하기 위해 Lee 등[19]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세 군으

로 대상자를 분류하여 자가간호행위의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임상현장에서 좀 더 민감하게 고려하여야 할 우울수준에 대

한 기초지식을 제공하고자 한다. 

우울과 자가간호행위와의 관련성을 고려할 때, 심부전 환자

의 경우에서도 우울은 자가간호행위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

용할 것으로 보이며, 심부전 환자의 자가간호행위 증진을 위

해 우울수준에 대한 관심과 스크리닝을 위한 임상적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우울을 경험하는 심부전 환자에게서 결핍될 

수 있는 특정 자가간호행위를 확인하는 것은 임상실무에 포

함되어야 할 간호활동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고, 추후 우울을 

경험하는 심부전 환자의 자가간호행위를 증진시킬 수 있는 

중재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심부전 환자의 우울 수준에 따른 자가간

호행위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우울한 심부전환자에게서 결핍

될 수 있는 특정 자가간호행위를 파악하여 추후 임상실무현

장에 포함되어야 할 간호활동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고, 우울

한 심부전환자를 위한 간호중재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특성과 우울수준, 자가간호행위 수준을 확인

한다. 

둘째, 대상자의 우울 정도에 따른 특성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대상자의 우울 수준에 따른 자가간호행위의 차이를 파

악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심부전 환자의 우울 수준에 따른 자가간호행위

의 차이를 파악하고자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로서 심부전 

환자에게 제공된 중재연구(과제번호: 2012R1A1A2041893)의 

사전조사 자료를 이차 자료분석 한 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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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에 포함된 대상자는 경상도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병원 3곳과 종합병원 1곳에서 심장내과 전문의로부터 심부전

을 진단받고 외래를 방문하는 40∼80세 사이의 심부전 환자

로, 임상적으로 안정되고, 의식수준이 명료하며,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이다. 제외기준은 타 연구에 대상자로 포함되어 있

거나, 선천성 심기형으로 인한 심부전인 대상자, 최근 3개월 

이내 심근경색이나 비 안정성 협심증으로 진단받은 대상자이

다. 대상자 수는 G power 3.1.2 program을 이용하여 3그룹 

ANOVA를 기준으로, 유의수준=.05, 양측검정, 중정도 효과크

기=0.25, 검정력=0.80으로 계산한 결과 총 159명이었으며, 본 

연구에 포함된 대상자 수는 169명이다. 원시연구에서 3개의 

대학병원에서 IRB 승인(IRB nos. 05-2012-014, D-1205-003-001, 

2013-04-018-001)을 받은 후 자료수집이 진행되었고, IRB가 

없는 1개의 종합병원은 대학병원의 IRB 승인을 인정하여 연

구진행을 허락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12년 4월 25일부터 

2013년 9월 26일까지 였으며, 훈련받은 연구원들에 의해 설문

지로 조사되었다. 모든 참여자는 연구참여에 대한 자발성, 연

구 참여 철회의 자유성,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설명을 듣고, 

서면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환자식별정보가 

없는 일련번호로 정리된 자료가 제공되었다. 

연구 도구

●인구학적 특성

심부전 환자의 인구학적 특성에는 연령, 성별, 배우자 유무, 

교육 수준, 직업, 가계 총수입이 포함되었으며 설문지를 통해 

조사되었다.

●질병관련 특성

질병관련 특성은 심부전 진단기간, 좌심실 박출률(Left 

Ventricle Ejection Fraction), New York Heart Association 

(NYHA) class, 운동 역량 및 기능수행 정도로 구성되었다. 

NYHA class는 심부전 환자의 기능 상태를 나타내는 기준으

로 심장질환 환자의 신체 활동의 정도를 뉴욕 심장협회

(NYHA)에서 제시한 4단계로 분류하였다. 단계가 높을수록 신

체활동에 제약이 있음을 의미하며,Ⅰ단계는 일상적 활동 시 

증상이 없으며, Ⅱ단계는 일상적인 활동 시 약간의 제한이 있

으나 휴식 시에는 증상이 없어지는 단계이다. Ⅲ단계는 안정

시 증상이 없으나 일상적인 활동 시 증상이 있으며, Ⅳ단계는 

안정시에도 증상이 있는 단계이다. 신체적 활동을 제한하는 

주 증상은 호흡곤란이나 협심증 증상이다.

운동역량은 ‘6분 동안 걸은 총 보행거리’로 측정되었다. ‘6

분 걷기’는 심부전 환자의 객관적인 운동능력을 평가하기 위

한 방법으로[20], 자료수집이 이루어지는 병원에 30미터의 지

정된 장소를 정하여 왕복하여 걷은 회전수를 계산하여, 총 보

행거리를 측정하였다.  

기능 수행 정도는 일상생활의 육체적 활동의 제한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Sung 등[21]이 개발한 Korean Activity Scale 

Index (KASI)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총 15문항으로 구성되

며, 점수의 범위는 0점에서 77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기능상

태가 좋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83 이 

었다.

●우울 

우울은 CES-D[15]를 한국어로 번역한 한국판 CES-D로 측

정하였다[16]. CES-D는 20문항으로 이루어진 자가보고 형식

의 질문지로, ‘1일 미만’ 0점에서 ‘거의 대부분(5∼7일)’ 3점까

지의 반응범위를 가지는 4점 Likert 척도로, 점수범위는 최저 

0점부터 최고 6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임상적 의미있는 기준점을 확인하기 

위해 Lee 등[19]의 분류에 따라, 16점 이하는 ‘정상군’, 16-24

점은 ‘우울한 경향이 있는 군’, 24점 이상은 ‘우울군’으로 세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본 도구의 개발당시 Cronbach’s α=.85

이었고[15],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80 이었다.

●자가간호행위

자가간호행위는 Jaarsma 등[22]이 개발한 EHFScBS (European 

Heart Failure Self-care Behaviour Scale)를 이용하여 측정하였

다. 이 도구는 심부전 환자들의 자가간호행위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며, 총 12개의 문항으로 구성된다. 본 도구는 자가 설

문형식으로 환자 자신의 자가간호행위를 1점 ‘전적으로 동의

한다’에서 5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의 5점 Likert 척도로 

총점은 12점에서 60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가간호행위의 

이행도가 낮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α=.81이었고[22],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64 이었다.

자료 분석 방법

자료는 SPSS 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인구학적 및 질병 특성, 우울 및 자가간호행위 수준

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로 제시하였다. 대상자의 우

울정도에 따른 인구학적 및 질병 특성, 자가간호행위의 차이

는 Chi-square test와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사후

검증은 Scheffe test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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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racteristics, Depression, and Self-Care Behaviors of Participants                                    (N=169)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M±SD Range 

Age (yr) <60 58 (34.3) 62.87±8.68 40-79
60 ~ 69 66 (39.1)
≥70 45 (26.6)

Gender Male 136 (80.5)
Female 33 (19.5)

Living with a spouse Yes 143(84.6)
No 26(15.4)

Education level <High school 74 (43.8)
>High school 95 (56.2)

Occupation Yes 71 (42.0)
No 98 (58.0)

Monthly household income (1,000 Won) <1,000 69 (40.8)
≥1,000 100 (59.2)

Length of period of having HF* (yr) <5 111 (65.7) 4.42±5.63 0.08-45.33
≤5 ~ <10 35 (20.7)

23 (13.6) ≥10
Left ventricle Ejection Fraction (%) 33.85± 8.96 10.00-45.00
NYHA† class Ⅰ 103(60.9) 1.49±0.68 1-4

Ⅱ 50(29.6)
Ⅲ/Ⅳ 16(9.5)

Exercise capacity (meter) 367.96±90.80 60.00-540.0
Functional Status 47.78±18.64 7.30-77.00
Depression <16 96(56.8) 15.80±9.96 0-51.00

16-<24 40(23.7)
≥24 33(19.5)

Self-care behaviors 26.49±7.33 13.00-48.00
*Heart Failure; †New York Heart Association

연구 결과

대상자 특성, 우울 및 자가간호행위 수준

전체 대상자 169명의 평균연령은 62.87세(SD=8.68, range= 

40-79세)로 60세 이상에서 70세 미만이 66명(39.1%)이었고, 

남자가 136명(80.5%)이었다. 대상자의 84.6%(143명)는 배우자

가 있었으며 학력은 약 절반가량이 고등학교졸업 이상(56.2%)

이었고, 직업은 무직(58.0%)이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가계

총수입이 100만원 이상인 대상자가 59.2%이었고, 심부전 진

단 기간은 평균 4.42년(SD=5.63, range=0.08-45.33년)으로, 심

부전 진단 기간이 5년 미만인 대상자가 전체 환자의 65.7%이

었다. 좌심실 박출률 평균은 33.85%(SD=8.96)이었으며, NYHA 

class는 평균 1.49등급(SD=0.68)이었다. 6분 걷기 평균은 

368.96미터(SD=35.46)이었고, 기능수행 정도는 평균 47.78점

(SD=18.64)이었다. 연구 대상자들의 우울 점수는 평균 15.80 

±9.96점이었고, 전체 대상자의 23.7%가 우울한 경향이 있었

고, 19.5%가 임상적으로 우울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대상자의 우울 수준에 따른 인구학적 및 질병 특성 

차이

대상자의 우울 수준에 따른  인구학적 및 질병 특성의 차

이를 분석한 결과, 우울 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인 특

성으로는 성별(F=7.55, p=.023), 배우자 유무(F=14.15, p=.028), 

직업유무(F=9.56, p=.008), 가계총수입(F=14.18, p=.001)이었으

며, 임상적 우울군에 포함된 대상자는 남성(15.4%)보다 여성

(36.4%)의 비율이 높았으며, 배우자가 없는 대상자의 42.3%가 

임상적 우울군에 포함되었다. 또한 무직인 대상자의 27.6%와, 

100만원 미만의 수입이 있는 경우의 33.3%가 임상적 우울군

에 포함되었다. 

질병관련 특성 중 운동 역량(F=12.67 p<.001), NYHA class 

(F=24.49 p<.001) 및 기능 상태(F=25.82, p<.001)가 우울 수준

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운동 역량을 나타

내는 6분 걷기거리는 임상적으로 우울한 군(309.32±125.10미

터)이 임상적으로 우울하지 않은 군(393.58±66.60미터)보다 유

의하게 짧았으며, NYHA class 수준에서는 임상적으로 우울하

지 않는 군(1.32±0.59)과 우울한 경향이 있는 군(1.38±0.54)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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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ifferences in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according to Levels of Depression                        (N=169)

Variables Categories

<16

(n=96)

16-<24

(n=40)

≥24

(n=33) F/χ2 p
M±SD or n(%). M±SD or n(%). M±SD or n(%).

Age (yr) 62.20±8.57 62.15±8.82 65.70±8.52 2.20 .113
Gender Male 82 (60.3) 33 (23.4) 21 (15.4) 7.55 .023

Female 14 (42.4) 7 (21.2) 12 (36.4)
Living with a spouse Yes 87(60.8) 34(23.8) 22(15.4) 14.15 .028

No 9(34.6) 6(23.1) 11(42.3)
Education level >High school 57 (60.0) 23 (24.2) 15 (15.8) 1.97 .374

<High school 39 (52.7) 17 (23.0) 18 (24.3)
Employment status Employed 46 (64.8) 19 (26.8) 6 (8.5) 9.56 .008

Unemployed 50 (51.0) 21 (21.4) 27 (27.6)
Monthly household income
(1,000 Won)

>1,000 64 (64.0) 26 (26.0) 10 (10.0) 14.18 .001
<1,000 32 (46.4) 14 (20.3) 23 (33.3)

Length of period of having HF* (yr) 4.86±6.50 3.57±3.46 4.20±4.96 0.77 .464
Exercise capacity (meter) 393.58±66.60 354.84±84.64 309.32±125.10 12.67 <.001
Left ventricle Ejection Fraction (%) 34.87±8.23 32.74±10.55 32.16±8.80 1.50 .226
NYHA† class 1.32±0.59 1.38±0.54 2.15±0.71 24.49 <.001
Functional status 54.00±16.48 47.16±17.34 29.71±14.42 25.82 <.001

*Heart Failure; †New York Heart Association    

Table 3. Differences in Self-Care Behaviors according to Levels of Depression                                  (N=169)

Items

Depression level

F p Scheffe
<16

(n=96)a
16-<24

(n=40)b
≥24

(n=33)c

M±SD M±SD M±SD

I weigh my self daily 3.23±1.41 3.65±1.19 3.39±1.27 1.40 .248
If I am short of breath, I take it easy. 1.29±0.85 1.48±0.88 1.27±0.67 0.81 .449
If my shortness of breath increases, I contact 
my doctor or nurse

1.30±0.76 1.55±1.09 1.91±1.33 4.92 .008 a>c

If my feet/legs become more swollen than 
usual, I contact my doctor or nurse

1.29±0.77 1.70±1.18 2.15±1.65 8.13 <.001 a>c

If I gain 2 kg in 1 week, I contact my 
doctor or nurse

1.83±1.38 2.40±1.44 2.70±1.67 5.18 .007 a>c

I limit the amount of fluids I drink 3.54±1.59 2.93±1.58 3.18±1.61 2.27 .107
I rest during the day 1.89±1.39 2.20±1.30 1.42±0.90 3.31 .039 c>b
If I experience increased fatigue, I contact 
my doctor or nurse

1.66±1.20 2.15±1.33 2.12±1.52 2.86 .060

I eat a low-salt diet 2.83±1.70 2.60±1.48 2.70±1.65 0.31 .735
I take my medication as prescribed 1.19±0.59 1.15±0.53 1.00±0.00 1.65 .196
I get a flu shot every year 2.86±1.84 2.70±1.83 2.61±1.92 0.28 .754
I exercise regularly 2.78±1.66 3.03±1.85 3.33±1.67 1.34 .264
Total score 25.60±6.60 27.53±7.63 27.79±8.73 1.63 .199

거의 차이가 없었지만, 임상적 우울군은 2.15±0.71등급으로 통

계적으로 유의한 등급 차이를 보였다. 또한 기능 수행정도는 

임상적으로 우울하지 않는 군이 54.00±16.48점이었으나, 임상

적으로 우울한 군은 29.71±14.42점으로 우울수준에 따라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able 3).

대상자의 우울수준에 따른 자가간호행위 

우울수준에 따른 자가간호의 점수차이는 Table 4와 같다. 

자가간호행위는 임상적으로 우울하지 않는 군이 25.60±6.60점, 

임상적으로 우울군이 27.79±8.73점으로 전체 자가간호행위는 

우울수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199). 자가간호행위는 다양한 하부행위로 이루어지며, 각

각의 하부행위가 질병관리에 중요한 점을 고려하여, 대상자의 

우울 수준에 따른 자가간호행위의 문항별 점수차이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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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였다. 자가간호행위 문항 중 ‘만약 호흡곤란이 심해지

면, 나는 의사나 간호사에게 문의할 것이다.’(F=4.92, p=.008), 

‘만약 나의 발이나 다리가 평소보다 더 부으면, 나는 의사나 

간호사에게 문의할 것이다.’(F=8.13, p<.001), ‘만약 몸무게가 

일주일에 2kg이상 증가하면, 나는 의사나 간호사에게 문의할 

것이다.'(F=5.18, p=.007), ‘나는 낮 동안에 휴식을 취한다.’ 

(F=3.31, p=.039)의 문항이 우울수준에 따라 통계적 유의한 차

이를 보였다. Scheffe 사후검정 결과, 임상적 우울군과 우울하

지 않는 군 간의 이행도 차이를 보인 문항은 ‘만약 호흡곤란

이 심해지면, 나는 의사나 간호사에게 문의할 것이다.’(p=.010), 

‘만약 나의 발이나 다리가 평소보다 더 부으면, 나는 의사나 

간호사에게 문의할 것이다.’(p<.001), ‘만약 몸무게가 일주일에 

2kg이상 증가하면, 나는 의사나 간호사에게 문의할 것이

다.’(p=.010)이었고, 우울하지 않는 군보다 임상적 우울군에서 

호흡곤란, 부종, 체중변화에 대해 의사나 간호사에게 문의하

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나는 낮 동안에 휴식을 취한다.’ 

(p=.030) 문항은 우울한 경향이 있는 군과 임상적 우울군에서 

이행도 차이를 보였으며, 우울한 경향이 있는 심부전 환자가 

임상적으로 우울한 대상자보다 낮 동안 휴식을 적게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심부전 환자의 우울 수준에 따른 자가간

호행위 이행의 차이를 규명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 포함된 심

부전 환자의 우울 평균 점수는 15.80±9.96점이었고, 우울한 

경향이 있는 대상자는 23.7%이었고, 임상적 우울군은 19.5%

로, 연구에 참여한 심부전 환자의 43.2%가 경증의 우울을 경

험하거나 임상적으로 우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

와 동일한 우울측정도구(CES-D)를 이용하여 일본 심부전 환

자들의 우울정도를 측정한 연구[23]에서 보고한 평균 우울점

수(13.5±8.2점)와 우울 유병률(CES-D≥16 : 25.9%)보다 높은 

경향이 있었고, 입원한 네덜란드 노인 심부전 환자 중 39.0%

가 우울(CES-D≥16)한 것으로 보고한 선행연구 결과[3]와 비

교해보아도 본 연구에 포함된 대상자들이 높은 우울성향이 

있었다.

심부전의 치료는 약물요법과 함께 자가간호행위를 통해 증

상 및 질병의 경과를 조절하는 것이 포함되며, 자가간호행위

는 심부전 환자의 증상관리에 중요하다[24]. 선행연구[2,9,10]

에서 우울은 심부전환자의 자가간호행위와 높은 음의 상관성

이 있고[2,10], 우울을 경험하는 심부전 환자는 낮은 자가간호

행위 수준을 나타내었다[9]. 하지만 Lee와 Ahn [13]의 연구에

서는 심부전 환자의 우울과 자가간호행위는 유의한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도 임상적으로 우울군

에 속하는 대상자들은 우울하지 않는 대상자들보다 더 낮은 

수준의 자가간호행위를 나타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았다. 그러나, 자가간호의 문항별 분석에서는 대상자의 우울 

수준에 따라 통계적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주로 의료진에

게 문의해야 하는 자가간호행위에 대해 임상적 우울군들이 

유의하게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심부전 환자들은 피로와 

체중 증가 및 하지부종 시에 의료진 접촉과 증상관리(맥박, 

혈압, 몸무게 측정)에 대한 자가간호행위는 낮은 것으로 보고

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유사하며[10,13,23], 자가간호행위의 다

양한 측면에 대한 개별화된 고려와 특히 이행도가 낮은 문항

에 대한 집중적 중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우울한 대상자들이 증상변화에 대해 의료진을 접촉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으므로, 시공간을 초월한 의료진과의 접촉가능성 

확대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의료진과의 접촉이 인터넷이나 전

화, 문자를 통해 시공간의 제약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환

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증상변화에 대해 의료진

에게 보고할 수도 있다. 또한 심부전 환자들이 심부전 악화와 

관련된 증상을 인식하고,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는 자가간호

역량의 향상은 증상악화로 인한 심각한 문제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추후 원격상담과 심부전환자의 자가간호역량 

향상을 위한 다양한 중재개발과 효과검증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인의 우울증과 우울증상경험은 성별과 혼인상태, 교육

수준 및 직업,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며[25,26], 한국 성인 여

성들은 남성보다 높은 우울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

다[23]. 본 연구에서 일반적인 특성에 따라 남성보다 여성

(15.4% vs 36.4%)이 우울군에 포함되는 비율이 높았으며, 배

우자가 없는 대상자들(42.3%)이 배우자가 있는 대상자들

(15.4%)보다 상대적으로 우울군에 속하는 비율이 높았다. 또

한 직장이 없거나 100만원 미만의 수입을 가진 대상자들이 

임상적 우울군에 포함되는 비율이 높았으며, 낮은 운동능력과 

낮은 기능상태(KASI), 높은 NYHA class에 속하는 대상자의 

높은 비율이 임상적 우울군에 포함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선행연구결과[25,26]와 유사한 맥락으로, 여성이고 배우자가 

없으며, 직장생활을 하지 않고 소득수준이 낮고, 질병의 중증

도가 심한 심부전 환자에 대한 주의 깊은 관찰과 잦은 모니

터링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심부전 환자의 우울은 우울로 인한 신체적 증상과 심부전

으로 인한 신체적 증상이 혼돈되어 진단이 어렵고, 우울과 심

부전의 관계에서 어느 것이 우선하는지에 대한 인과관계 또

한 명확하지 않다[27]. 또한 심부전 환자의 우울은 발견되지 

않은 채 방치되는 경우가 많으며[28], 주요 우울증이 있는 심

부전 환자들의 25%미만이 우울증으로 진단되어지고, 그 중 

약 절반만이 우울증에 대한 치료를 받는 것으로 추정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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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그러므로, 임상에서 심부전 환자의 취약 계층을 중심으

로 우울증상에 대한 주의 깊은 모니터링이 요구되며, 우울을 

경험하는 환자들의 증상변화에 대한 좀 더 면밀한 관찰이 필

요하다. 우울을 경험하는 심부전 환자를 위한 우울중재프로그

램 개발과 임상적 적용과 심부전환자의 자가간호역량향상, 원

격상담의 활성화는 심부전환자들의 자가간호와 건강결과에 긍

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며, 추후 다양한 프로그램의 

적용과 효과검증이 필요하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심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한 중재연구의 사전자

료를 분석한 이차자료분석 연구로, 우울 수준에 따른 자가간

호행위를 분석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의 대상자들의 우

울정도는 평균 15.80±9.96점 이었고, 전체 대상자의 23.7%가 

우울한 경향이 있었고, 19.5%가 임상적 우울군에 포함되었다. 

운동능력과 기능상태가 낮고, 중증도가 높고, 여자이고, 소득

수준이 낮고, 직장이 없는 대상자들의 높은 비율이 임상적 우

울군에 포함되는 경향이 있었다. 우울수준에 따라 전체 자가

간호행위는 차이가 없었고, 문항별 자가간호행위에서는 우울

을 경험하는 심부전 환자는 우울하지 않는 심부전 환자와 비

교하여 호흡곤란, 발과 다리의 부종, 몸무게 증가 시 의료진

을 접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울한 경향이 있는 심

부전 환자는 임상적으로 우울한 환자들보다 낮동안 휴식을 

덜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심부전 환자의 우울 스크리닝의 필요

성을 제시하며, 특히 우울한 심부전 환자들이 증상변화에 대

해 의료진을 자발적으로 접촉하는 경향이 낮으므로, 잦은 감

시와 의료진과의 접촉이 용이하도록 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심부전 환자의 우울을 예방하고, 조기발견을 위한 정기

적 스크리닝을 위한 임상적 전략개발이 요구된다. 

둘째, 심부전 환자의 우울중재 프로그램 개발 및 그 효과를 

규명하기 위한 연구를 제안한다.

셋째, 우울을 경험하는 심부전 환자의 의료진과의 접촉을 증

진시키기 위한 중재개발 및 그 효과를 규명하는 연구를 

제안한다. 

넷째, 심부전 환자의 자가간호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개발

과 효과검증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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