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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배경 

• 일반 인구 

 

• 심부전 (진단, 위험성, 예후) 에 대한 인지도 
상태 조사  

 

• 효과적인 홍보, 교육 활동을 하기 위함 



조사 방법 

• 2018년 10월 29일 ~ 11월 19일  

 

• 메가리서치 ㈜ 

 

• 전화 설문  



조사 대상자 

성별, 연령별, 지역별  

층화추출 



설문 항목 (23개) 

• 증상  

• 위험성  

• 입원 비용 

• 치료 

• 정보 획득 경로 



심부전에 대해 들어본 적 있습니
까? 



심부전을 잘 표현하는 것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인지도 저하 

전체, N=1,032, 단위 : % 

구 분 사례수 들어본 적 있음 들어본적 없음 통계량 

(X2) 전 체 1,032 80.1 19.9 

성별 
남자 522 84.3 15.7 11.459 

** 여자 510 75.9 24.1 

연령 

30대 157 79.0 21.0 

48.043 

*** 

40대 146 90.4 9.6 

50대 161 85.1 14.9 

60대 341 82.7 17.3 

70대 175 71.4 28.6 

80대 이상 52 51.9 48.1 

쿼터연령 
30~65세 미만 535 84.1 15.9 11.035 

** 65세 이상 497 75.9 24.1 

※n.s=non-significance, *p<0.05, **p<0.01, ***p<0.001 



학력, 소득 수준 낮고  
동반질환이 있는 경우 인지도 낮아 

전체, N=1,032, 단위 : % 

구 분 사례수 들어본 적 있음 들어본적 없음 통계량 

(X2) 전 체 1,032 80.1 19.9 

학력 

중졸 이하 207 64.7 35.3 

43.903 

*** 

고졸 309 80.3 19.7 

대졸 이상 504 86.5 13.5 

거절 12 75.0 25.0 

소득 

100만원 이하 87 59.8 40.2 

34.515 

*** 

101~200만원 대 111 76.6 23.4 

201~300만원 대 248 78.6 21.4 

301~400만원 대 229 83.0 17.0 

401~500만원 대 156 88.5 11.5 

500만원 초과 164 84.8 15.2 

거절 37 75.7 24.3 

질환유무 
본인 질환 있음 356 77.0 23.0 3.429 

n.s 본인 질환 없음 676 81.8 18.2 

※n.s=non-significance, *p<0.05, **p<0.01, ***p<0.001 



정상노화과정으로 잘못 인식  



생애 심부전 위험도: 인지도 매우 낮아 

 



급성심부전 퇴원 후 사망률: 인지도 매우 낮아 



급성심부전 입원 비용: 인지도 매우 낮아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질환 



선호하는 치료 



심부전 약제에 대한 인식 



심부전 환자의 신체활동에 대한 인식 



심부전 지식 획득 경로 



심부전 인지도 조사 결과 요약 

• 80% 정도 심부전을 들어보았으나 

 

•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절반도 안됨 (47.3%) 

 

• 특히 심부전 위험도, 치료비용에 대한 인지
도가 낮은 상태  

 

• 심부전의 고위험군 (고령인구, 저소득층, 저
교육층, 동반질환)에서 심부전 인지도가 낮음  



심부전 주간 행사 (3월 마지막
주) 

1. 심부전 바로알기 
2. 심부전에 좋은 음식은? 
3. 심부전에 좋은 운동은? 
4. …….. 



심부전 주간 행사 (3월 마지막주) 

전국  
총 28 개 병원 
참여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