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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심장질환은 한국에서 두 번째로 흔한 사망원인이다. 이 중 심근경색

증(myocardial infarction, MI)을 포함한 허혈성 심장질환의 사망률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1]. 또한, 국내에서 심근경색증을 포

함한 심뇌혈관질환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2006-2015년간 연평균 6.5% 

증가하여 같은 기간 악성종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의 증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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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awareness level of myocardial infarction (MI) symptoms for the residents in the underserved 

and deserved emergency medical services areas and verify the effect of the existence of residence in the underserved emergency medical services areas 

on the awareness of MI symptoms. Methods: This is a cross sectional study by using the data of the 2017 Korea Community Health Survey. The residence 

in the underserved emergency medical services areas is defined as being targeted to the residents in 101 areas notified in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The awareness of MI symptoms was classified as being aware of all five items of MI symptoms. Adjusted odds ratios (aOR) and 95% confidence 

intervals (CI) are computed by multivariable logistic regression. Results: Of the total 195,246 subjects, 43.6% were aware of MI symptoms (43.7% and 

43.6% of underserved and deserved emergency medical services areas, respectively). The residence in the underserved emergency medical services 

areas was associated with the awareness of MI symptoms (aOR 1.15, 95% CI = 1.11-1.18). In addition, this study has found that gender, age, education 

level, income level, occupation, subjective stress level, drinking frequency, current smoking, and diagnosis of hypertension and diabetes were factors 

influencing the awareness of MI symptoms. Conclusions: Continuous efforts are needed to increase the awareness of MI symptoms for the residents in 

the underserved and deserved emergency medical services areas. Education and promotion should be conducted in consideration of gender, age, edu-

cation level, income level, and occupation to improve the awareness of MI sympt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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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보다 높다[2]. 이처럼 심근경색증은 사회경제적 질병부담이 큰 중

대한 건강문제이다. 한국에서는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법정계획인 제1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2018-

2022)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심근경색증 증상 인지율 향상을 

주요 성과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보건사업을 수

행하도록 하고 있다[3].

심근경색증의 사망률을 감소시키고 예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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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 발생 후 즉각적인 치료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4], 심근경색증 

환자의 증상 발현 후 2시간 이내 의료기관 도착을 생존율 증가의 골든

타임(golden time)으로 정의하고 있다[5]. 그러나 국내 심근경색증 환자

의 골든타임 2시간 이내 응급실 도착 비율은 36.2% [6]에 불과하여 이

를 제고할 필요성이 크다.

국내에는 골든타임 준수를 위해 필요한 일정 수준의 응급실과 이송 

자원이 확보되지 않은 응급의료 취약지가 다수 존재한다.「공공보건의

료에 관한 법률」은 지역응급의료센터로 30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하거

나, 권역응급의료센터로 1시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한 인구가 지역에 

30% 이상인 지역을 응급의료 취약지로 지정하고 있으며, 현재 지정된 

지역은 101개로 상당수의 지역이 응급의료 취약지 임을 알 수 있다[7]. 

선행 연구에 따르면 급성심근경색 환자의 골든타임 내 응급의료센터

에 도착하는 시간은 여성, 고령, 응급의료 취약지, 구급차 대신 개인 차

량을 이용한 경우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8]. 응급의료 취약지 거

주자는 골든타임 이내에 치료를 받지 못할 위험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증상에 대한 인지는 환자의 병원 내원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9,10] 병원 도착 전 지연을 줄이기 위해서는 환자나 주변인들

이 심근경색증 증상에 대해 평상시 인지하고 있어야하며, 증상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가 중요하다. 그러나 국내 심근경색증 증상 인지율은 

2017년 45.5% [11]로 절반에 못 미쳤다. 특히 응급의료 취약지 거주자는 

병원 도착시간이 지연될 위험이 높아 평상시 증상에 대한 사전 인지가 

더욱 중요하다. 심근경색증 증상 인지와 관련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

지만 응급의료 취약지 거주자의 증상 인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

의 없다.

한국에서 심근경색증 증상 인지에 대한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으나 

일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대표성에 제한이 있거나

[12], 대규모 자료를 이용한 연구에도 거주지를 수도권 또는 대도시 지

역과 지방지역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였을 뿐이며, 조사 대상자의 응답

률이 낮아 선택편향에 의한 영향을 배제하지 못하는 제한점이 있다

[13]. 국외의 연구에서는 심근경색증 증상 인식에 대한 농촌의 영향을 

확인한 연구[14]가 있었으나 이러한 연구들에서 실제 응급의료 취약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심근경색증 증상 인지율과 관련 요인을 조사한 

선행 연구들에서 성별, 연령, 교육수준, 동거자, 직업, 소득수준, 거주지, 

만성질환 유무, 비만, 음주, 홍보물 접촉 등이 증상 인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2-15]. 농촌지역은 대부분 응급의료 취약지에 해

당되는데, 도시지역보다 고령인구의 비율이 높고[16] 만성질환 유병률, 

치료율 등에 대한 건강격차[17]와 도시와의 교육수준, 소득수준 등 사

회경제적 격차[18]가 존재한다. 이러한 응급의료 취약지 거주자의 특성

과 증상 인지 관련 요인을 고려하였을 때, 응급의료 취약지 거주자와 

비취약지 거주자의 증상 인지율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 예상되므로 이

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응급의료 취약지 거주자에게 심근경색증 

증상 인지는 증상 발생 후 병원 도착시간 지연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요인이나 선행 연구를 통해 알려진 관련 요인들을 통제하였을 때 실제 

응급의료 취약지 거주 여부, 즉 응급의료 접근성이 증상 인지에 영향

을 미치는 지에 대해 알려진 바 없으므로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대규모 지역사회 기반으로 조사된 대표성 있는 자

료를 사용하여 응급의료 취약지 거주자와 비취약지 거주자의 심근경

색증 증상에 대한 인지율을 파악하고 응급의료 취약지 거주가 심근경

색증 증상 인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연구설계

이 연구는 2017년 지역사회건강조사(Community Health Survey, 

CHS) 자료[19]를 이용한 이차분석 연구이다.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질병관리본부가 지역주민의 건강상태를 파악

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전국표본조사로서 전국 254개 시 ·군 ·구(보

건소)에서 만 19세 이상 성인 평균 900명의 표본을 추출하여 조사된 

자료이다[19]. 자료수집은 가구선정통지서 발송 후 훈련된 조사원이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에 직접 방문하여 대상자에게 지역사회건강조

사에 대한 설명 후 조사 참여 동의서 받고 노트북 컴퓨터에 탑재된 전

자조사표(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 CAPI)를 활용하여 

1:1 면접조사로 진행되었다. 

연구대상자는 2017년 지역사회건강조사에 참여한 228,381명 중 만 

30세 이상의 성인으로 30세 미만인 자(24,328명), 심근경색증 증상 인

지도 문항에 ‘응답거부’로 답한 자(54명), 인구사회학적 특성, 임상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한 문항들에 ‘응답거부’ 또는 ‘모름’으로 답한 대상

자(8,753명)를 제외하였다. 따라서 최종 195,246명을 연구대상자로 선

정하였다.

연구변수의 정의 및 측정

설명변수 및 공변수

응급의료 취약지는「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고시된 

시·군 ·구로 지역응급의료센터로 30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하거나 권역

응급의료센터로 1시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한 인구가 지역에 30% 이상

인 지역을 의미하며[7], 응급의료 취약지와 비취약지는 지역사회건강

조사를 실시한 지역의 시 ·군 ·구 보건소 번호를 이용하여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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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고시된 응급의료 취약지는 전

국 254개 지역 중 101개 지역이며, 나머지 153개 지역은 비취약지로 구

분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성별,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직업이다. 연

령은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으로 범주화하였으

며, 교육수준은 최종학교 졸업을 기준으로 초등학교 졸업 이하, 중학

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 졸업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소득수준은 

최근 1년 동안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월 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 100-

299만 원, 300-499만 원, 500만 원 이상으로 구분하였고, 직업은 전문

행정관리직(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직(사무종사자), 판매

서비스직(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농림어업(농림어업종사자), 기능

단순노무직(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주부 ·무직의 직업군으로 재분류하였다.

임상적 특성은 심혈관질환 위험요인으로[20] 증상 인지와 관련이 있

다고 알려진 변수[13-15]인 주관적 스트레스 수준, 현재 흡연, 음주 빈도, 

비만,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진단을 포함하였다. 주관적 스트레

스 수준은 낮음(조금 느끼는 편이다, 거의 느끼지 않는다), 높음(대단

히 많이 느낀다, 많이 느끼는 편이다)으로 재분류하였고 현재 흡연은 

흡연(매일 피움, 가끔 피움), 비흡연(과거에는 피웠으나 현재 피우지 않

음, 해당 없음)으로 구분하였다. 음주 빈도는 선행 연구[21]에 따라 월  

4회 이하, 주 2회 이상으로 구분하였으며, 비만은 조사 당시 측정한 키

와 몸무게로 체질량 지수(body mass index, BMI, kg/m2)를 계산하였고 

대한비만학회 관리지침[22]을 참고하여 BMI가 25 kg/m2 미만인 경우

는 비만 아님, 25 kg/m2 이상인 경우 비만으로 구분하였다. 고혈압 진

단, 당뇨병 진단, 이상지질혈증 진단은 ‘예’, ‘아니오’로 구분하였다.

결과변수

결과변수는 심근경색증 증상 인지이다. 심근경색증의 증상 인지에 

대한 문항은 (1) ‘갑자기 턱, 목 또는 등 쪽에 통증이나 답답함이 있다’, 

(2) ‘갑자기 힘이 없으며, 어지럽고, 울렁거리거나 식은땀이 난다’, (3) ‘갑

자기 가슴에 통증이나 압박감 또는 짓누르는 느낌이 있다’, (4) ‘팔 또는 

어깨에 통증이나 불편감이 있다’, (5) ‘갑자기 숨이 찬다’의 대표적인  

5가지 증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예’, ‘아니오’로 응답하도록 

조사되었다. 심근경색증 5가지 증상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에서 제시하는 심근경색증의 

주요 증상 5가지로[23], 이 연구에서는 질병관리본부의 증상 인지율 

지표 정의[19] 및 선행 연구의 구분에 따라[12,13] 5가지 증상 모두 ‘예’

라고 응답한 경우 심근경색증 증상을 인지하는 것으로, 5가지 중 1가

지라도 ‘아니오’ 또는 ‘모름’으로 응답한 경우를 비인지로 정의하였다.

윤리적 고려

지역사회건강조사는「지역보건법」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통계청 승

인 일반통계이다[19]. 이 연구에서 사용한 원시자료는 연구대상자의 개

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지역사회건강조사 홈페이지에서 자료요

청 후 질병관리본부의 승인을 받고 사용하였다. 또한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 윤리심의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이차분석연구임을 고려하여 심의

면제(IRB No.: EU2019-17)로 연구 진행의 승인을 받았다.

자료분석

지역사회건강조사의 표본은 복합표본 설계 하에 추출되었으므로 

층화변수, 집락변수, 가중치를 반영하여 산출하였으며, 자료분석은 

SPSS 25.0 (IBM Co., Armonk, NY, USA)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모든 

분석은 복합표본분석을 이용하였으며,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및 임

상적 특성과 심근경색증 증상 인지율을 확인하기 위해 가중되지 않은 

빈도와 가중된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응급의료 취약지 거주에 따른 

심근경색증 증상 인지율의 차이는 교차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응급의

료 취약지 거주가 심근경색증 증상 인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

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인구사회학적 및 임상적 특성 변

수를 통제변수로 투입하였으며, 95% 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 CI)

이 있는 보정된 오즈비(adjusted odds ratio, aOR)를 산출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특성

전체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응급의료 취약지 거

주자는 13.2%, 비취약지 거주자는 86.8%이었다. 전체 대상자 중 남성은 

49.4%, 여성은 50.6%이었으며, 연령은 평균 52.4세로 40-49세가 25.1%로 

가장 많았다. 응급의료 취약지 거주자인 경우 평균 56.6세로 50-59세

가 24.1%로 많았고 비취약지 거주자는 평균 51.8세로 40-49세가 25.9%

로 가장 많았다. 교육수준은 전체 대상자의 43.6%가 대학 졸업 이상이

었으며, 취약지 거주자인 경우 고등학교 졸업이 31.3%로 가장 많은 반

면, 비취약지 거주자는 대학 졸업 이상이 46.1%로 가장 많았다. 소득수

준은 전체 대상자의 32.9%가 월 가구소득 300-400만 원 미만이었으며, 

취약지 거주자인 경우 월 가구소득 100-300만 원 미만이 37.1%로 가장 

많은 반면, 비취약지 거주자는 300-500만 원 미만이 33.8%로 가장 많

았다. 직업은 전체 대상자의 33.4%가 주부 ·무직이었으며, 취약지 거주

자(30.1%), 비취약지 거주자(34.0%) 모두 주부 ·무직이 가장 많았다. 

임상적 특성을 살펴보면 주관적 스트레스 수준은 전체 대상자의 

25.5%가 높다고 응답하였으며, 취약지 거주자의 22.7%, 비취약지 거주

자의 25.9%는 주관적 스트레스 수준이 높았다. 전체 대상자의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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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population (n=195,246)

Variables
Total

Emergency medical services areas

p-valueUnderserved Deserved

n (%) n (%) n (%)

Emergency medical services area
   Underserved 79,034 (13.2)
   Deserved 116,212 (86.8)
Gender <0.001
   Men 88,929 (49.4) 36,200 (50.7) 527,29 (49.2)
   Women 106,317 (50.6) 42,834 (49.3) 63,483 (50.8)
Age (y) <0.001
   30-39 29,268 (21.4) 7,240 (15.2) 22,028 (22.4)
   40-49 38,601 (25.1) 11,500 (20.0) 27,101 (25.9)
   50-59 44,067 (24.3) 17,249 (24.1) 26,818 (24.4)
   60-69 39,517 (15.3) 18,532 (18.3) 20,985 (14.9)
   ≥70 43,793 (13.8) 24,513 (22.3) 19,280 (12.6)
   Mean±SD 52.4±0.05 56.6±0.09 51.8±0.06
Education <0.001
   ≤Elementary school 49,020 (13.8) 30,379 (28.2) 18,641 (11.7)
   Middle school 25,215 (10.1) 12,125 (13.5) 13,090 (9.6)
   High school 59,222 (32.4) 21,423 (31.3) 37,799 (32.6)
   ≥College 61,789 (43.6) 15,107 (27.0) 46,682 (46.1)
Monthly household income (10,000 won) <0.001
   <100 40,505 (11.6) 24,621 (23.2) 15,884 (9.8)
   100-299 66,301 (29.8) 30,339 (37.1) 35,962 (28.6)
   300-499 52,968 (32.9) 16,544 (26.7) 36,424 (33.8)
   ≥500 35,472 (25.8) 7,530 (13.0) 27,942 (27.7)
Occupation <0.001
   Managers and professionals 20,888 (15.3) 4,540 (8.1) 16,348 (16.4)
   Clerks 16,477 (11.8) 4,242 (7.7) 12,235 (12.4)
   Service and sales workers 25,022 (13.9) 8,906 (12.4) 16,116 (14.1)
   Agricultural, Forestry, Fishery workers 25,280 (4.1) 21,582 (20.8) 3,698 (1.6)
   Mechanical and manual laborers 38,387 (21.4) 13,879 (20.9) 24,508 (21.5)
   Housewives and unemployed people 69,192 (33.4) 25,885 (30.1) 43,307 (34.0)
Subjective stress level <0.001
   Low 150,002 (74.5) 62,558 (77.3) 87,444 (74.1)
   High 45,244 (25.5) 16,476 (22.7) 28,768 (25.9)
Alcohol consumption 0.072
   ≤4/mon 150,750 (75.2) 61,400 (74.8) 89,350 (75.3)
   ≥2/wk 44,496 (24.8) 17,634 (25.2) 26,862 (24.7)
Current smoking 0.294
   Yes 34,509 (20.3) 13,227 (20.5) 21,282 (20.2)
   No 160,737 (79.7) 65,807 (79.5) 94,930 (79.8)
Obesity 0.598
   Yes (BMI <25 kg/m2) 54,578 (28.9) 21,750 (29.0) 32,828 (28.9)
   No (BMI ≥25 kg/m2) 140,668 (71.1) 57,284 (71.0) 83,384 (71.1)
Diagnosed with hypertension <0.001
   Yes 58,112 (23.9) 28,243 (30.1) 29,869 (22.9)
   No 137,134 (76.1) 50,791 (69.9) 86,343 (77.1)
Diagnosed with diabetes mellitus <0.001
   Yes 23,667 (9.9) 11,074 (12.0) 12,593 (9.5)
   No 171,579 (90.1) 67,960 (88.0) 103,619 (90.5)
Diagnosed with dyslipidemia 0.012
   Yes 37,957 (18.1) 15,667 (18.6) 22,290 (18.0)
   No 157,289 (81.9) 63,367 (81.4) 93,922 (82.0)

Unweighted number: Weighted percent (%).
SD, standard deviation; BMI, body mass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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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지 거주자의 25.2%, 비취약지 거주자의 24.7%가 주 2회 이상 음주

를 했으며, 현재 흡연자는 전체 대상자의 20.3%, 취약지 거주자의 

20.5%, 비취약지 거주자의 20.2%이었다. 비만인 경우는 전체 대상자의 

28.9%, 취약지 거주자의 29.0%, 비취약지 거주자의 28.9%이었다. 고혈

압을 진단받은 경우는 전체 대상자의 23.9%, 취약지 거주자의 30.1%, 

비취약지 거주자의 22.9%이었다. 당뇨병을 진단받은 경우 전체 대상자

는 9.9%, 취약지 거주자는 12.0%, 비취약지 거주자는 9.5%이었으며, 이

상지질혈증을 진단받은 경우 전체 대상자는 18.1%, 취약지 거주자는 

18.6%, 비취약지 거주자는 18.0%이었다(Table 1).

응급의료 취약지 거주에 따른 심근경색증 증상 인지율 차이

전체 대상자의 심근경색증 증상 인지율은 43.6%이었으며, 응급의료 

취약지 거주자가 43.7%로 비취약지 거주자(43.6%)보다 다소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 0.774). 

그 외에 인구사회학적 특성, 임상적 특성에 따른 심근경색증 증상 

인지율을 살펴보면 성별에 따른 인지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다

(p< 0.001). 연령에 따른 인지율은 50-59세가 가장 높고 70세 이상이 가

장 낮았고(p< 0.001), 교육수준이 높을수록(p< 0.001), 소득수준이 높

을수록(p< 0.001) 인지율이 높았다. 직업에 따른 인지율은 전문행정관

리직이 47.0%로 가장 높았고 기능단순노무직이 39.4%로 가장 낮았다

(p< 0.001). 주관적 스트레스 수준이 낮은 경우(44.1%) 인지율이 높았으

며(p< 0.001), 음주 빈도에 따른 인지율은 월 4회 이하인 경우 44.0%로 

주 2회 이상인 경우(42.4%)보다 높았다(p< 0.001). 현재 흡연에 따른 인

지율은 비흡연자 44.5%로 흡연자(40.0%)보다 높았다(p< 0.001). 비만에 

따른 인지율은 비만이 아닌 경우가 43.7%로 비만인 경우(43.5%)보다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 = 0.543). 만성질환 진단

에 따른 인지율은 고혈압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44.0%, p< 0.001), 당뇨

병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44.1%, p= 0.007)가 진단 받은 경우보다 높았

고, 이상지질혈증 진단에 따른 인지율은 진단받은 경우 43.7%로 진단

받지 않은 경우(43.6%) 보다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

다(Table 2).

응급의료 취약지 거주가 심근경색증 증상 인지에 미치는 영향

응급의료 취약지 거주가 심근경색증 증상 인지에 미치는 영향을 확

인하기 위해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임상적 특성을 공변수로 투입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결과 응급의료 취약지 거주 여

부는 심근경색증 조기증상 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

다. 비취약지를 기준으로 취약지의 교차비가 1.15 (95% CI =1.11-1.18) 높

았다. 

그 외에 인구사회학적 특성, 임상적 특성 중 성별, 연령, 교육수준, 소

득수준, 직업, 주관적 스트레스 수준, 음주 빈도, 현재 흡연, 고혈압 진

단 여부, 당뇨병 진단 여부가 심근경색증 조기증상 인지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성별에서 남성을 기준으로 여성이 1.11 

(95% CI =1.08-1.14) 높았으며, 연령에서 70세 이상을 기준으로 30-39세

가 0.85 (95% CI = 0.81-0.90), 40-49세가 0.95 (95% CI = 0.90-1.01) 낮았으

며, 50-59세가 1.13 (95% CI =1.08-1.19), 60-69세가 1.26 (95% CI =1.20-

1.31) 높았다. 교육수준에서 초등학교 졸업 이하를 기준으로 중학교 졸

업이 1.29 (95% CI =1.23-1.35), 고등학교 졸업이 1.56 (95% CI =1.50-1.63), 

대학 졸업 이상이 1.90 (95% CI =1.81-2.00) 높았다. 소득수준에서 월 가

구 소득 100만 원 미만을 기준으로 100-300만 원 미만이 1.11 (95% 

CI =1.06-1.16), 300-500만 원 미만이 1.13 (95% CI =1.08-1.18), 500만 원 

이상이 1.19 (95% CI =1.13-1.25) 높았다. 직업에서 기능단순노무직을 기

준으로 전문행정관리직이 1.25 (95% CI =1.20-1.31), 사무직이 1.19 (95% 

CI =1.14-1.25), 판매서비스직이 1.20 (95% CI =1.15-1.25), 농림어업이 

1.10 (95% CI =1.05-1.16), 주부 ·무직이 1.08 (95% CI =1.04-1.12) 높았다. 

주관적  스트레스  수준에서  높음을  기준으로  낮음이  1.07 (95% 

CI =1.04-1.10) 높았고, 음주 빈도에서 주 2회 이상을 기준으로 월 4회 

미만이 1.03 (95% CI =1.00-1.06) 높았다. 현재 흡연을 기준으로 비흡연

이 1.14 (95% CI =1.10-1.18) 높았고 고혈압을 진단받은 경우 1.04 (95% 

CI =1.01-1.08), 당뇨병을 진단받은 경우 1.04 (95% CI =1.00-1.08) 높았다

(Table 3).

고 찰

심근경색증 환자의 예후와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초기 치료가 

중요하며, 증상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은 증상 발생 시 적정 시

간 내에 병원에 도착하여 치료가 이루어지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특

히 응급의료 취약지 거주자는 지역응급의료센터나 권역응급의료센터

의 접근성이 떨어져 증상 발생 후 병원 도착시간이 지연될 위험이 높

으므로 증상 발생 시 빠른 인지가 더욱 중요하다. 그러나 심근경색증

의 주요 5가지 증상 모두를 인지하고 있는 경우는 전체 대상자 43.6%

이었으며, 응급의료 취약지 거주자 43.7%, 비취약지 거주자 43.6%로 두 

집단 모두 절반 이상은 심근경색증 증상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

는 것으로 나타났고 인지율의 차이는 미미했다. 연령, 사회경제적 수준

은 심근경색증 증상 인지와 관련이 있는데[12,13,15,24,25], 본 연구에서 

응급의료 취약지 거주자의 경우 비취약지 거주자에 비해 고령 인구 비

율이 높고, 교육수준, 소득수준이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증상 인지율

은 큰 차이가 없었다. 이는 상대적으로 해당 지역의 심뇌혈관질환 교

육홍보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국내의 선행 연구에 따르면 5가지 증상을 모두 알고 있는 경우는 



Awareness of Myocardial Infarction Symptoms

Journal of 
Health Informatics
and Statistics 

http://www.e-jhis.org | 13

Table 2. Differences in awareness of myocardial infarction symptoms according to residence in underserved emergency medical services areas 
(n=195,246)

Variables
Aware Unaware

p-value
n (%) n (%)

Total 85,039 (43.6) 110,207 (56.4)
Emergency medical services area 0.774
   Underserved 34,494 (43.7) 44,540 (56.3)
   Deserved 50,545 (43.6) 65,667 (56.4)
Gender <0.001
   Men 38,069 (42.6) 50,860 (57.4)
   Women 46,970 (44.6) 59,347 (55.4)
Age (y) <0.001
   30-39 13,026 (42.9) 16,242 (57.1)
   40-49 17,792 (44.7) 20,809 (55.3)
   50-59 20,986 (46.4) 23,081 (53.6)
   60-69 17,854 (44.9) 21,663 (55.1)
   ≥70 15,381 (36.3) 28,412 (63.7)
Education <0.001
   ≤Elementary school 17,197 (34.2) 31,823 (65.8)
   Middle school 10,765 (40.4) 14,450 (59.6)
   High school 26,830 (43.3) 32,392 (56.7)
   ≥College 30,247 (47.6) 31,542 (52.4)
Monthly household income (10,000 won) <0.001
   <100 14,767 (36.3) 25,738 (63.7)
   100-299 28,845 (42.2) 37,456 (57.8)
   300-499 24,361 (44.4) 28,607 (55.6)
   ≥500 17,066 (47.5) 18,406 (52.5)
Occupation <0.001
   Managers and professionals 10,596 (47.0) 10,292 (51.0)
   Clerks 7,930 (46.8) 8,547 (53.2)
   Service and sales workers 11,984 (46.1) 13,038 (53.9)
   Agricultural, Forestry, Fishery workers 10,739 (41.0) 14,541 (59.0)
   Mechanical and manual laborers 15,588 (39.4) 27,799 (60.6)
   Housewives and unemployed people 28,202 (42.0) 40,990 (58.0)
Subjective stress level <0.001
   Low 65,858 (44.1) 84,144 (55.9)
   High 17,181 (42.2) 26,063 (57.8)
Alcohol consumption <0.001
   ≤4/mon 66,055 (44.0) 84,685 (56.0)
   ≥2/wk 18,984 (42.4) 25,512 (57.6)
Current smoking <0.001
   Yes 14,050 (40.0) 20,459 (60.0)
   No 70,989 (44.5) 89,748 (55.5)
Obesity 0.543
   Yes (BMI <25 kg/m2) 24,092 (43.5) 30,486 (56.5)
   No (BMI ≥25 kg/m2) 60,947 (43.7) 79,721 (56.3)
Diagnosed with hypertension <0.001
   Yes 24,179 (42.4) 33,933 (57.6)
   No 60,860 (44.0) 76,274 (56.0)
Diagnosed with diabetes mellitus 0.007
   Yes 9,818 (42.4) 13,849 (57.6)
   No 75,221 (43.7) 96,358 (56.3)
Diagnosed with dyslipidemia 0.711
   Yes 16,567 (43.7) 21,390 (56.3)
   No 68,472 (43.6) 88,817 (56.4)

Unweighted number: Weighted percent (%).
BMI, body mass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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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12], 10.9% [13]로 연구결과에 큰 차이가 있었다. 선행 연구는 2012

년, 2013년에 수집된 자료로 약 4-5년 동안 인지율이 크게 상승하였는

데, 이는 2013년부터 전국적인 레드서클(Red Circle) 캠페인을 통해 심

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생활수칙, 심근경색증 증상 및 대처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 조기증상 및 

대처방법에 대한 인지도 개선사업, 교육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26] 성과라고도 생각된다. 그러나 선행 연구의 자료수집방법과 지역사

회건강조사의 자료수집 방법에 차이가 있었으므로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의 경우 구조화된 설

문지를 사용하여 1대1 면접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한 것과 달리 선행 

연구의 경우 전화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전화조사 특성상 

시간적 제약이 있었고 응답률이 약 15.6%-22.0%로 선택편향에 의한 영

향을 배제하지 못해 대표성에 한계가 있었다[12,13]. 또한, 선행 연구는 

응답자가 모든 증상에 대해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가능성을 평가하

기 위해 1개의 함정 질문을 포함하였다는[13] 차이점이 있어 인지율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의 국민건강면접조사(Na-

tional Health Interview Survey, NHIS) 자료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5가

지 심근경색증 증상을 모두 인지한 경우가 53.0% [27]로 나타나 한국인

의 심근경색증 증상 인지율은 비교적 낮은 것을 알 수 있어 인지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본다. 

응급의료 취약지 거주 여부가 증상 인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인구사회학적 및 임상적 요인을 보정하여 분석한 결과 응급의료 

취약지 거주는 증상 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하였으며, 5

가지 증상 모두 인지할 가능성은 비취약지 거주자보다 취약지 거주자

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의료 취약지 거주자의 증상 인지를 

평가한 선행 연구가 없어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어렵다. 그러나 응급의

료 취약지가 대부분 군지역으로 농촌에 해당된다고 볼 때, 심근경색증 

증상인지에 대한 농촌의 영향을 평가한 연구[14]와 비교해 볼 수 있다. 

Tran and Tran [14]의 연구에서도 도시와 농촌 지역의 5가지 증상별 인

지율은 큰 차이가 없었으나 인구사회학적 및 임상적 특성을 보정하였

을 때 농촌 거주자가 도시 거주자에 비해 인지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

타나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 선행 연구에서는 농촌 거

주자의 증상 인지율이 높았던 결과를 농촌 거주자의 경우 교외 및 도

시보다 이웃과 더 강한 대인관계를 맺고 지역사회와 친밀한 관계를 맺

는 경향이 있으며[28] 이러한 공동체 유대로 건강 지식의 공유를 촉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해석한 바 있다[14]. 국내에서 심근경색증을 포함

한 응급의료 대응을 위한 의료자원 분포나 의료이용을 위한 접근성의 

격차는 지속되고 있으며, 응급의료 취약지에 거주하는 심근경색증 환

자의 증상 발현 후 병원 도착시간은 지연되고 있다[8].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20)에서 심근경색증 

Table 3. The effect of residence in underserved emergency medical servic-
es areas on awareness of myocardial infarction symptoms (n=195,246)

Variables Adjusted OR (95% CI) p-value

Emergency medical services area
   Underserved 1.15 (1.11-1.18) <0.001
   Deserved 1
Gender
   Men 1
   Women 1.11 (1.08-1.14) <0.001
Age (y)
   30-39 0.85 (0.81-0.90) <0.001
   40-49 0.95 (0.90-1.01) 0.096
   50-59 1.13 (1.08-1.19) <0.001
   60-69 1.26 (1.20-1.31) <0.001
   ≥70 1
Education
   ≤Elementary school 1
   Middle school 1.29 (1.23-1.35) <0.001
   High school 1.56 (1.50-1.63) <0.001
   ≥College 1.90 (1.81-2.00) <0.001
Monthly household income (10,000 won)
   <100 1
   100-299 1.11 (1.06-1.16) <0.001
   300-499 1.13 (1.08-1.18) <0.001
   ≥500 1.19 (1.13-1.25) <0.001
Occupation
   Managers and professionals 1.25 (1.20-1.31) <0.001
   Clerks 1.19 (1.14-1.25) <0.001
   Service and sales workers 1.20 (1.15-1.25) <0.001
   Agricultural, Forestry, Fishery workers 1.10 (1.05-1.16) <0.001
   Mechanical and manual laborers 1 <0.001
   Housewives and unemployed people 1.08 (1.04-1.12)
Subjective stress level
   Low 1.07 (1.04-1.10) <0.001
   High 1
Alcohol consumption 
   ≤4/mon 1.03 (1.00-1.06) 0.042
   ≥2/wk 1
Current smoking
   Yes 1
   No 1.14 (1.10-1.18) <0.001
Obesity
   Yes (BMI <25 kg/m2) 1
   No (BMI ≥25 kg/m2) 0.99 (0.96-1.01) 0.372
Diagnosed with hypertension
   Yes 1.04 (1.01-1.08) 0.009
   No 1
Diagnosed with diabetes mellitus
   Yes 1.04 (1.00-1.08) 0.050
   No 1
Diagnosed with dyslipidemia
   Yes 1.01 (0.97-1.04) 0.699
   No 1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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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 인지율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대국민 교육 및 홍보의 확대, 올바

른 정보의 제공, 잘못된 대처법 등에 대한 교육의 강화를 제시하였고[29] 

각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에서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에서 증

상 인지율 개선을 위한 교육 홍보사업을 실시하였다. 이에 응급의료 접

근성이 낮은 지역의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는 증상 인지율 개선을 위

한 교육 ·홍보 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했을 것으로 생각되며, 상

대적으로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많은 응급의료 취약지에 거주하는 

자는 이러한 홍보, 교육, 캠페인에 더 많이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 국내의 선행연구[13]에서는 지방 지역 거주자에 비해 수도권 

및 대도시 거주자의 심근경색증 증상 인지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

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이처럼 연구결과에 차이가 

있으며, 증상 인지에 대한 응급의료 취약지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

는 추후 지속적인 반복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응급의료 취약지 거주 외에도 성별,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직업, 

주관적 스트레스 수준, 음주 빈도, 현재 흡연, 고혈압 및 당뇨병 진단이 

증상 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남성에 비해 여성이 심

근경색  증상을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선행  연구

[15,24,25]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뚜렷하게 설

명하기 어렵다. 그러나 급성심근경색은 남성에서 4-5배 발생위험이 높

다는 점에서[30] 남성의 증상 인지는 더욱 중요하다. 한편 연령에서는 

70대에 비해 30대의 증상 인지율이 낮았고, 50-60대의 증상 인지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내의 선행 연구[13]에서는 20-30대에 

비해 60-79세의 고령인 경우 증상 인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고령인 경우 증상을 노화와 관련된 증상으로 

판단하여 즉각적인 치료를 시도하지 않거나 또는 과거 치료에서의 부

정적 경험이 초기 증상에서 의료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

에서[31] 증상에 대한 인지가 낮다는 것은 더욱 심각한 사실이다. 또한 

한국 노인층의 저학력 수준과 인지기능 저하의 문제도 낮은 증상 인지

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응급의료 취약지는 대부분 농어촌

지역으로 상대적으로 노인 가구 및 독거노인이 많아 급성심근경색 발

생 시 응급대처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30대의 젊은 연령층은 상대적

으로 건강 문제에 대한 관심이 낮을 수 있어 인지가 낮은 것으로 보이

나 젊은 연령층이라도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할 위험이 있으며, 가족이

나 주위 사람에게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할 경우 증상을 인지하고 119

에 도움을 요청해야한다는 점에서 증상에 대한 인지가 필요하다. 

교육수준 및 소득수준에 따른 증상 인지 가능성은 교육수준이 높

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선행 연구[12,13,15, 

24,25]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사회경제적 취약집단의 낮은 증상 

인지는 증상 발생 후 병원도착시간 지연과 연결될 수 있으며, 급성심근

경색으로 인한 장애 발생위험은 더욱 높아져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건강격차가 악화될 위험이 크다. 따라서 사회경제적 취약집단에게 보

건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보건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직업에 따른 증상 인지 가능

성은 기능단순노무직에 비해 모든 직업군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

뇌혈관질환 인지도를 조사한 선행 연구에서도 전문행정관리직이나 사

무직에 비해 기능단순노무직은 상대적으로 심뇌혈관질환 인지도가 낮

은 직업군이었다[32,33]. 따라서 기능직 및 단순노무직 근로자가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교육 ·홍보 활동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급성심근경색 발생의 위험인자로 알려진 건강행태[20,34]와 증상 인

지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주관적 스트레스가 높은 군에 비해 낮은 군, 

주 2회 이상 음주 군에 비해 월 4회 이하 음주 군, 현재 흡연군에 비해 

비흡연군의 증상 인지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비만은 유의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으나 비만, 과도한 스트레스, 음주 및 흡연은 급성심근경색 

발생 위험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20,34] 이들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관리와 건강행태 개선을 위한 중재가 필요하며, 심근경색증 증상 인지

를 위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은 급성심근경색의 발생 위험을 높인

다[20,30]. 본 연구결과 고혈압 및 당뇨병을 진단받지 않은 군에 비해 

진단 받은 군의 경우 증상 인지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선행 연구[35]

에도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중 적어도 하나의 진단을 받은 경우 증

상을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만성질

환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의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의료인을 접

하는 횟수가 많으므로 심근경색증과 같은 만성질환의 합병증에 대한 

홍보물 접촉이나 교육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서는 이상지질혈증 진단 여부에 따른 증상 

인지는 유의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는데 이는 이상지질혈증 환자 교육 

시 심근경색증 예방 및 관리에 대한 교육이 미흡했음을 알 수 있다. 따

라서 증상 인지율 향상을 위해서는 지역보건의료기관과 지역사회 내

의 민간의료기관의 협력이 필요하다. 민간의료기관에서는 심근경색증 

고위험군에게 심근경색증의 위험성 및 증상 인지에 대한 중요성을 교

육할 필요가 있으며,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홍보사업은 

보건소에 내소하는 주민만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 등 

생활터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를 활용한 이차분석 

연구이므로 원 조사 자료수집에서 포함된 변수에 국한하여 분석되었

으며, 결측 자료가 제외된 제한점이 있다. 또한, 연구결과 응급의료 취

약지 거주는 증상 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나 큰 표본 

수로 인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대표성 있는 자료를 이용하였다는 장점이 있으며, 응급의료 취약지 거

주자의 증상 인지율을 확인하고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임상적 요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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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영향을 광범위하게 보정하여 응급의료 취약지 거주가 증상 인지

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첫번째 연구임에 의의가 있다. 또한 이 연구

는 증상 인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비교한 기존 단면 연구들

과는 달리 응급의료 취약지 거주자의 증상 인지에 대한 심층적 연구

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2017년 이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통해 심근경

색증 증상 인지 및 대처방법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추

후 응급의료 취약지 거주자의 증상 인지 영향요인에 대한 반복 연구와 

심근경색증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증상 인지와 대처방법에 관련된 연

구를 제언한다.

결 론

본 연구는 응급의료기관과의 접근성이 낮은 응급의료 취약지 거주

자와 비취약지 거주자의 심근경색증 증상에 대한 인지율을 파악하고 

응급의료 취약지 거주 여부가 증상 인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응급의료 취약지 거주 여부는 증상 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임을 확인하였으며, 응급의료 취약지 거주자가 비취약지 거주자보

다 5가지 주요 증상을 모두 인지할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두 집단의 

인지율 수준은 비슷하였으며, 두 집단 모두 절반 이상의 대상자가 심

근경색증 증상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증상 인지율 

제고를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심근경색증 증상 인지

율 향상을 위해 성별,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직업을 고려하여 홍보 

및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심근경색증 증상 인지율 향상을 통해 

환자의 병원 도착시간을 단축시키고 예후를 향상시켜 사회경제적 질

병부담 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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