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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2017년도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일반인들의 심근경색증 증상의 인지
도를 확인하고 심근경색증의 증상 인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METHODS: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활용한 단면적 조사연구이다. 심근경색증 증상 5문항을 바
탕으로 인지군(awareness group) (5가지 증상 모두 ‘예’로 응답한 경우), 비인지군(unawareness group)
(5가지 중 1가지라도 ‘아니오’ 또는 ‘모름’으로 응답한 경우)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RESULTS: 총 228,281명의 대상자 중에서 한국의 심근경색증 증상 인지율은 42.4%이다. 흉통 및
호흡곤란 증상은 높은 인지율을, 팔, 어깨, 턱, 목, 등의 통증 및 위장관계 증상은 낮은 인지율을
보였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전반적인 인지도가 높았으나, 흉통 및 흉부 불편감은 더 낮은 인지도
을 보였다. 심근경색증 증상 인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 연령, 교육수준, 직업, 흡연, 음
주, 신체비활동, 심혈관질환 위험 요인이 확인되었다.
CONCLUSIONS: 일반인들의 심근경색증 증상의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 성별, 연령, 교육수준,
직업을 고려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전형적인 심근경색증 증상뿐만 아니라
비전형적인 심근경색증 증상에 대한 인식에 대한 정부,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금연, 금주, 신체활동 증진에 대한 보건정책과 심혈관질환 위험요인을 가진 대상
자들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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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국내 심장질환(heart diseases)의 사망률은 2018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62.4명으로 2008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43.4명에 비해 지속적인 증가 추세이며, 특히 심근경색증 및 협심증 등 허혈성 심
장질환(ischemic heart disease, IHD)의 사망률이 30.9명으로 심장질환 사망률의 약 50%를 차지한다
[1]. 뇌혈관질환(cerebrovascular diseases)으로 인한 사망률은 감소하는 추세이나,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1] 사회경제적 질병부담이 크다. 심근경색증은 심장의 관상동
맥이 혈전에 의해 완전히 막혀 심장 근육이 괴사되는 질환으로 심부전, 부정맥 등의 합병증, 장애,
사망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심근경색증 발생 직후 빠른 대처와 치료는 환자 예후를 결정하는 가
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2].
2017년 일반인의 급성심근경색 증상 인지율은 45.5%이며[3], 심뇌혈관질환의 증상발현 후 골
든 타임이라고 정의되는 3시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하는 환자는 47.7%에 불과하여[4] 심장질환의
인지도와 초기 대응이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심장질환의 조기 대처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심장질환 및 선행질환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내에서 살고 있는 일반인들이
심장질환 발생 시 골든타임 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평상시 증상과 대처방법에 대한 사
전 인지가 중요하다[3].
심근경색증 환자가 처음 증상을 느끼고 병원에 찾기까지 소요된 치료추구시간의 경우 남성은
평균 13시간, 여성은 20시간이며, 여성은 남성보다 증상에 대한 소극적인 행동 및 태도를 보였다
[5]. 또한 급성심근경색의 증상에서 남성은 흉통, 발한 등의 전형적인 증상을 호소하는 반면에 여
성은 등, 턱, 목에 오는 통증, 상복부 불편감, 호흡곤란, 피로, 식욕부진 등의 비전형적인 증상을
호소하였다[5-7]. 특히, 한국 심근경색증 환자들은 자신의 통증의 원인을 심장이 아닌 ‘소화불량
또는 위장관 문제’로 잘못 인지하고 있었다[5]. 일반인의 낮은 인지율, 심근경색증 환자의 성별에
따른 다른 인식과 태도는 환자들의 치료추구시간의 지연을 발생시켜 골든타임 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심근경색증 환자 발생 시 빠른 대처를 할 수 있도
록 지역사회 내의 일반인들의 인지율을 파악하고 올바른 치료추구행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
사를 할 필요가 있다.
심근경색증 증상의 인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성별, 연령, 인종, 교육수준, 수입, 직업,
만성질환, 흡연, 음주, 신체활동, 이웃의 심근경색증 경험, 심근경색증 지식, 홍보물 접촉 등이 보
고되고 있다[8-19]. 한국인의 인식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제한된 지역에서 적은 대상
자로 연구가 진행되었거나, 주로 사회경제적 요인만을 확인하여 심혈관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행
동적 위험 요인, 대사 위험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계성이 있다.
따라서 대규모 지역사회 기반으로 조사된 자료를 이용하여 심근경색증 증상 5문항을 바탕으
로 일반인들의 심근경색증 증상의 인지도를 확인하고 심근경색증의 증상 인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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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S AND METHODS
Research design
이 연구는 성별에 따라 일반인의 심근경색증 증상 인지도와 인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2017년도 지역사회건강조사(Community Health Survey, CHS) 자료를 이용한 단면적
조사연구이다.
Study population
연구대상자는 2017년도 지역사회건강조사 원시자료를 활용하였다. 원시자료 228,381명의 대상
자 중 심근경색증 증상 문항에서 ‘응답거부’로 표기한 100명은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였다. 따라
서, 최종 228,281명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Ethics statement
연구자료는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활용한 연구이므로 윤리적인 승인이 필요하지 않고, 지
역사회건강조사 웹 사이트를 통해 신청을 하여 승인받은 후 지역사회건강조사로부터 대상자의 개
인 정보가 삭제된 원시자료를 받았다.
Measurements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성별,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결혼상태, 직업, 월 가구 소
득, 거주지이다. 직업은 전문행정관리 및 사무직(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사무종사자), 판매
서비스직 및 기능단순노무직(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농림어업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
자,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군인), 무직 및 주부(무직, 주부, 학생)로 범주
화하였다. 심혈관질환 관련 선행질환 중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은 ‘의사의 진단 여부’ 또는
‘현재 치료 여부’에 ‘예’로 응답한 경우 질환이 있는 것으로 구분하였다.
심근경색증 증상의 인식은 “심근경색증의 증상이라고 생각하는 문항은?” : 1) 턱, 목, 등에 통
증이나 답답함, 2) 힘이 없으며, 어지럽고, 울렁거리거나 식은땀, 3) 가슴에 통증이나 압박감 또는
짓누르는 느낌, 4) 갑자기 팔, 어깨에 통증이나 불편감, 5) 갑자기 숨이 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 또는 ‘아니오’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심근경색증 증상 문항에서 ‘모름’으로 응답한 경우는 심
근경색증에 대한 지식을 모른다고 판단하여 ‘아니오’로 재코딩하였다. ‘응답거부’로 응답한 경우는
결측 처리하여 대상자선정에서 제외하였다. 심근경색증 5가지 증상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에서 제시하는 심근경색증의 주요 증상 5가지
로[20], 모두 ‘예’로 응답한 대상자는 ‘인지군(awareness group)’으로, 5가지 중 1가지라도 ‘아니오’로
응답한 대상자는 ‘비인지군(unawareness group)’으로 배정하였다[9-10, 14].
Data analysis
자료분석은 SPSS program version 20을 이용하였다. 명목변수는 사례수와 백분율로, 연속변수는 평
균 및 표준 편차로 제시하였다. 심근경색증 증상의 인지도를 확인하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을 실
시하였고, 비인지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variate
3

Volume: 42, Article ID: e2020032
https://doi.org/10.4178/epih.e2020032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통계적 유의성은 p <.05으로 정하였다.
RESULTS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 44.9%, 여성 55.1%이며, 연령은 60세 이상이 39.2%로 높
았다. 현재흡연자가 17.5%, 현재음주자가 67.2%였다. 신체활동이 나쁜 대상자는 66.2%이며, 고혈
압 27.4%, 당뇨 11.0%, 이상지혈증 17.4%, BMI 25 ㎏/㎡이상인 대상자 27.4%였다(Table 1).
5가지 심근경색증 증상 중 1개도 인지하지 못한 대상자는 11.8%, 5개 모두 인지하는 대상자는
42.4%였다. 5개 증상의 인지율에 따라 분류된 인지군과 비인지군을 비교한 결과, 비인지군에서 5
개 증상 중 1개도 인지하지 못한 대상자는 20.5%, 5개 증상 중 4개를 인지한 경우는 28.2%였다
(Table 2).
심근경색증 대표적인 5가지 증상을 비교한 결과, ‘가슴에 통증이나 압박감 또는 짓누르는 느
낌’ 83.0%, ‘갑자기 숨이 참’ 78.2%, ‘힘이 없으며, 어지럽고, 울렁거리거나 식은땀’ 69.2%, ‘턱, 목, 등
에 통증이나 답답함’ 63.3%, ‘갑자기 팔, 어깨에 통증이나 불편감’ 53.8% 순으로 인지율을 보였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4개 증상에서 높은 인지율을 보였으나, ‘가슴에 통증이나 압박감 또는 짓누르
는 느낌’ 증상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인지율이 높았다. 연령은 5가지 증상 모두 40-59세 인지율이
높았으며, 60세 이상 인지율이 가장 낮았다. 교육 수준은 5가지 증상 모두 대졸자가 고졸자에 비
해 더 높았다. 기혼자는 미혼자에 비해 5가지 증상 모두 인지율이 높았으며, 직업에서 전문행정관
리 및 사무직이 가장 높은 인지율을, 무직 및 주부가 가장 낮은 인지율을 보였다. 월평균 가구소
득 수준이 높을수록 각 증상의 인지율은 높았다. 흡연과 음주를 하는 대상자는 인지율이 낮았으
며, 비흡연자 및 비음주자는 인지율이 높았다. 신체활동을 잘하는 대상자는 인지율이 높았다. 심
혈관질환 위험 요인(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비만)을 모두 가지고 있는 대상자는 5가지 증상
의 인지율이 가장 높았다(Table 3).
심근경색증 발생 시 예상되는 치료추구행동을 비교한 결과, ‘119 전화’가 인지군과 비인지군
각각 85.6%, 81.3%로 높은 치료추구행동을 보였다(Table 4).
심근경색증 증상의 인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및 건강 관련 요인을 확인하기 위
해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한 결과, 여성(odds ratio[OR] 1.03, 95% confidence interval [CI] 1.011.06, p=0.010), 40-59세(OR 1.32, CI 1.29-1.35, p<.001), 대졸자(OR 1.31, CI 1.28-1.33, p<.001), 무직 및
주부(OR 0.81, CI 0.79-0.84, p<.001), 현재흡연자(OR 0.84, CI 0.82-0.86, p<.001), 현재음주자(OR 0.98, CI
0.95-1.00, p=0.049), 주(week)에 중등도 신체활동 150분 또는 고강도 신체활동 75분 이상하는 대상
자(OR 1.03, CI 1.01-1.04, p=0.006), 심혈관질환 위험요인 4개 모두 가진 대상자(OR 1.20, CI 1.11-1.29,
p<.001)는 급성심근경색증 증상 인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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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심근경색증 증상 발생 시 골든타임 내 적절한 응급대처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는 심근경색증
의 증상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이다[3]. 연구결과, 심근경색증 증상 5가지 중 1개도 인지하지 못
하는 대상자가 11.8%, 증상 5가지 모두 인지하고 있는 고인지군의 대상자는 42.4%였다. 2010년 국
내 연구의 심근경색증 인지율(7.1%[9], 10.9%[10])과 비교하면, 현재의 심근경색증 인지율은 42.4%
로 매우 상승하였다. 이는 2008년부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하여 조기증상교육 및 홍보
활동을[4] 지속적으로 해온 결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의 인지율 53.0%에 비해[13] 한국의
인지율은 상대적으로 낮아 인지율을 제고할 수 있는 관리방안이 필요하겠다. 한국인들의 심근경
색증 증상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정착된다면 심근경색증 발생 시 골든타임 내 적절한 대처를 받
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질병부담 감소에도 큰 이득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대상자들은 심근경색증의 대표적인 5가지 증상 중 ‘팔, 어깨에 통증이나 불편감’, ‘턱,
목, 등에 통증이나 답답함’ 증상을 심근경색증의 증상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많았으며
‘가슴에 통증이나 압박감 또는 짓누르는 느낌’ 증상은 심근경색증의 증상으로 잘 인지하고 있었다.
2010년 한국 연구결과에 비해[9-10] 전체적인 인지율은 상승하였으나, 각 증상에 대한 인지율은
여전히 낮은 상태이다. 즉, 흉통은 심근경색증의 전형적인 증상으로 인지하고 있으나 팔, 어깨, 턱,
목, 등으로 퍼지는 방사통의 형태의 증상은 53.8%로 인지율이 낮았다. 국외의 경우[13] ‘팔, 어깨에
통증이나 불편감’의 인지율이 85.7%로 한국과 상당한 인식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국외의 심근경
색증 증상 5가지가 대체적으로 고루 높은 인지를 보이는 반면[13], 한국은 흉통과 호흡곤란을 제
외한 나머지 증상에 대한 인지는 낮았다. 따라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심근경색증 증상 외에 잘
인지하지 못하는 증상에 포커스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시행해야 하겠다.
심근경색증 증상 인지도에 예측 요인으로 성별이 확인되었다. 심근경색증 증상의 전체적인
인지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반면, ‘가슴에 통증이나 압박감 또는 짓누르는 느낌’의 증상은 여
성보다 남성에서 인지율이 더 높았다. 국외의 경우[14] 심근경색증의 주요 5가지 증상 모두 여성
의 인지율이 높음을 고려하면 한국에서 일반인 남성에게 심근경색증의 증상으로 가슴통증 및 불
편감이 대표적인 증상으로 인식된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이 결과는 오히려 다른 심근경색증
증상이 발생했을 때, 특히 자신의 여성 가족에게 비전형적인 심근경색증 증상이 발생하였을 때,
심혈관질환의 예방과 치료를 놓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일반인
남성을 대상으로 전형적인 심근경색증의 증상 외에 다양한 심근경색증 증상을 교육할 필요가 있
다.
심근경색증 증상 인지도의 주요 예측 요인으로, 다른 연령군에 비해 40-59세 중년의 인지도가
높음을 확인하였다. 40-59세 중년의 경우 심근경색증 발생률이 높아[17] 질환에 따른 정보 노출이
많아 증상에 대한 인지율이 높다. 그러나 19-39세 젊은 성인의 경우 활발한 경제활동 시기로 시간
의 부족과 심근경색증 관리에 대한 필요성의 부족으로[21] 실질적인 증상 인식이 어려웠다. 또한,
60세 이상은 노화로 인하여 심근경색증 증상을 이해하는 측면이 부족하여[5] 연령군에 따라 다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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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도를 보인다고 판단된다.
교육수준, 직업 등의 사회 경제적 지위(socio-economic status, SES)가 높은 대상자는 심근경색증
증상 인지도가 높았다. 선행 연구에서도 교육수준, 직업이 심근경색증 인지도와 연관성이 있었다
[8-19].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정보를 수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있다. 반면에 사회 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은 정보의 제약이 있거나 불리한 조건들이
있어[22] 인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사회 경제적 지위에 따른 건강불평등
을 줄이기 위해 교육수준이 낮고, 판매서비스직 및 기능단순노무직, 무직 및 주부를 중심으로 그
들의 수준에 맞는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젊은 집단 및 노년 집단을 중심으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심근경색증 증상 인지율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20-30대는 인터
넷 활용도가 높으며, 60대 이상은 보건기관 이용 시 인지도를 향상시킬 수 있으므로[11] 다양한 방
법을 통해 효율적인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해야 하겠다.
심혈관질환의 위험요인인 흡연, 음주, 신체비활동은 심근경색증 증상 인지도에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다. 흡연 또는 음주를 한 사람은 심근경색증 증상 인지도가 낮았다. 선행 연구에서 흡연
과 폭음은 심혈관질환 지식과 연관성이 높았다[11-12, 19]. 건강을 해치는 행위인 흡연, 음주는 건
강문제에 대한 전반적 인식 부족에서 기인하며, 건강문제에 대한 전체적 인식 부족으로 심근경색
증 증상 인지도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주(week)에 중등도 신체활동 150분 또는 고강도 신체활동
75분 이상하는 대상자의 심근경색증 증상 인지도가 높았다. 신체활동과 심근경색증 인지도의 연
관성 연구가 드물지만, 최근에 규칙적인 운동과 심근경색증 인지도와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결과
[12]가 있었다. 흡연, 음주, 신체비활동은 심혈관질환을 일으키는 행동적 위험요인이면서[23] 심혈
관질환의 증상 인지에도 연관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건강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건강행위를 변
화시키는 주요 요인이므로[24] 심근경색증 증상 인지도 및 흡연, 음주, 신체비활동 등의 건강행태
도 함께 증진시킬 수 있는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비만 중 3개 이상 심혈관질환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는 경우 심
근경색증 증상 인지도는 높았다. 위험요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위험요인들이 심혈관질
환의 대표적 위험질환임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심근경색증 증상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된
다. 이에 반해 위험요인을 0-2개 가지고 있는 대상자는 오히려 인지도가 낮거나 유의하지 않았다.
이것은 고혈압, 이상지질혈증이 있는 대상자는 인지도가 높고, 당뇨, 비만이 있는 대상자는 유의
하지 않거나 인지도가 낮은 선행연구[11-12]를 통해 해석이 가능하다. 당뇨와 비만이 있는 대상자
는 심근경색증 증상 인지도가 낮아 위험요인의 개수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유추된다. 하지만,
정확한 검증을 위해 추후 심혈관질환의 대표 위험요인과 심근경색증 증상 인지도의 연관성 연구
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심근경색증 환자가 아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심근경색증의 대표적인 5가지 증상
에 따른 차이를 확인, 인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함으로써 심근경색증 조기 증상 인
지 및 대처방법 향상을 위한 교육적 중재자료로 제공될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 또한, 대표성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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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는 자료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전 국민에게 일반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일 시점의 자기보고식 설문에 의한 단면적 조사연구이므로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고,
결측 자료를 제외하였기 때문에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한국에서 일반인들의 심근경색증 증상의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 성별, 연령, 교육수준, 직업
을 고려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전형적인 심근경색증 증상뿐만 아니라 비전
형적인 심근경색증 증상에 대한 인식에 대한 정부,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
요하다. 또한, 금연, 금주, 신체활동 증진에 대한 보건정책적 관리방안과 심혈관질환 위험요인이
많은 대상자들의 지속적인 추적관찰 및 관리도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심근경색증 증상
인지율이 향상되고 심근경색증 환자의 치료추구시간이 단축되어, 환자의 삶의 질 향상, 사회경제
적 질병부담 감소 및 공공 보건정책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CONFLICT OF 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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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ocio-demographic and health related characteristics (n=228,281)
Characteristics

Category

Gender

Male
Female
19-39
40-59
≥60
High school
≥College
Married
Unmarried/divorced/widowed
Professional/manager/clerk
Sales/service/manual
Unemployed/housewives

102,431 (44.9)
125,850 (55.1)
54,203 (23.7)
84,600 (37.1)
89,478 (39.2)
158,978 (69.6)
69,303 (30.4)
192,864 (84.6)
35,167 (15.4)
44,952 (19.7)
99,390 (43.6)
83,674 (36.7)

<200

81,663 (36.1)

200-399
≥400
Urban
Rural
Current smoker
Ex-smoker
Never
Current drinker
Ex-drinker
Never

74,647 (33.0)
69,898 (30.9)
109,362 (47.9)
118,919 (52.1)
39,965 (17.5)
42,041 (18.4)
146,268 (64.1)
153,441 (67.2)
32,887 (14.4)
41,940 (18.4)

Bad

150,977 (66.2)

Good¹

77,191 (33.8)

Hypertension

62,500 (27.4)

Diabetes mellitus

25,200 (11.0)

Dyslipidemia

39,775 (17.4)

Age (years)

Education
Marital status
Occupation

Monthly household income
(10,000 Won)

Residential area
Smoking

Drinking

Physical activity
CVD risk factors

N (%)

60,037 (27.4)
BMI≥25 ㎏/㎡
CVD, cardiovascular disease; BMI, body mass index
¹Do at least 150 minutes of moderate-intensity physical activity or 75 minutes of vigorous-intensity physical
activity throughout the w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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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wareness of myocardial infarction symptom

Category
None
1
2
3
4
5
p <.001

Total (n=228,281)
N(%)
26,985 (11.8)
9,822 (4.3)
21,592 (9.5)
35,975 (15.8)
37,124 (16.3)
96,783 (42.4)

Awareness (n=96,783)
N(%)
0 (0.0)
0 (0.0)
0 (0.0)
0 (0.0)
0 (0.0)
96,78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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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awareness (n=131,498)
N(%)
26,985 (20.5)
9,822 (7.5)
21,592 (16.4)
35,975 (27.4)
37,124 (28.2)
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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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wareness of each symptom of myocardial infarction (n=228,281)

Characteristics

Total
Gender

Category

Male
Female

Age (years)

19-39
40-59
≥60

Education

High school
≥College

Marital status

Married
Unmarried/divorced/widowed

Occupation

Professional/manager/clerk
Sales/service/manual
Unemployed/housewives

Monthly
household income
(10,000 Won)

<200
200-399
≥400

Residential area

Urban
Rural

Smoking

Current smoker
Ex-smoker
Never

Drinking

Current drinker
Ex-drinker
Never

Physical activity

Bad
Good¹

CVD risk factors2

0
1
2

% (p)

Feeling
weak,
lightheaded,
or faint,
cold
sweat
% (p)

63.3
62.3
64.1
(<0.001)
62.8
67.7
59.4
(<0.001)
60.8
68.9
(<0.001)
64.0
59.4
(<0.001)
69.7
63.2
60.0
(<0.001)
58.7
65.0
67.0
(<0.001)
62.9
63.7
(<0.001)
60.4
63.1
64.1
(<0.001)
64.5
61.6
60.2
(<0.001)
62.4
65.0
(<0.001)
64.0
62.2
62.5

69.2
68.6
69.7
(<0.001)
67.4
73.6
66.2
(<0.001)
67.5
73.2
(<0.001)
70.0
65.3
(<0.001)
73.7
69.6
66.4
(<0.001)
65.3
71.0
72.1
(<0.001)
68.5
69.9
(<0.001)
67.1
69.4
69.8
(<0.001)
70.2
67.9
66.8
(<0.001)
68.3
71.0
(<0.001)
69.6
68.2
69.1

Pain or
discomfort
in the jaw,
neck, or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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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st
pain or
pressure,
squeezing

Pain or
discomfort
in one or
both arms
or
shoulders

Shortness
of breath

% (p)

% (p)

% (p)

83.0
83.2
82.8
(0.013)
84.4
88.3
77.1
(<0.001)
80.5
88.8
(<0.001)
83.1
82.3
(<0.001)
89.2
83.3
79.3
(<0.001)
76.8
85.5
87.7
(<0.001)
83.8
82.2
(<0.001)
82.4
83.4
83.0
(<0.001)
85.2
80.5
77.0
(<0.001)
82.0
85.0
(<0.001)
83.9
82.0
81.8

53.8
53.2
54.3
(<0.001)
52.7
57.8
50.7
(<0.001)
51.9
58.2
(<0.001)
54.5
50.0
(<0.001)
58.8
54.0
51.0
(<0.001)
49.9
55.7
56.6
(<0.001)
53.5
54.1
0.006
51.4
53.8
54.5
(<0.001)
54.5
52.8
52.3
(<0.001)
53.4
54.6
(<0.001)
54.4
52.7
53.7

78.2
77.5
78.8
(<0.001)
78.5
82.9
73.5
(<0.001)
76.2
82.8
(<0.001)
78.6
76.0
(<0.001)
83.1
78.7
75.0
(<0.001)
73.1
80.3
82.0
(<0.001)
78.6
77.8
(<0.001)
76.6
77.9
78.7
(<0.001)
79.9
76.3
73.5
(<0.001)
77.3
79.9
(<0.001)
79.1
77.0
77.4

Volume: 42, Article ID: e2020032
https://doi.org/10.4178/epih.e2020032

3
4

64.1
65.3
(0.003)

70.9
72.2
(0.118)

82.7
83.9
(<0.001)

54.2
56.8
(0.167)

78.4
79.3
(<0.001)

CVD, cardiovascular disease; BMI, body mass index
¹Do at least 150 minutes of moderate-intensity physical activity or 75 minutes of vigorous-intensity physical
activity throughout the week.
2

CVD risk factors were included Hypertension, Diabetes mellitus, Dyslipidemia, BMI≥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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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Expected treatment seeking behavior at myocardial infarction onset
Total (n=227,740)

Awareness (n=96,764)

Unawareness(n=130,976)

N(%)

N(%)

N(%)

28,387 (12.5)

10,820 (11.2)

17,567 (13.4)

440 (0.2)

162 (0.2)

278 (0.2)

189,385 (83.2)

82,849 (85.6)

106,536 (81.3)

Call family

7,979 (3.5)

2,397 (2.5)

5,582 (4.3)

Others

1,549 (0.7)

536 (0.6)

1,013 (0.8)

Behaviors
Hospital
Oriental hospital
Call 119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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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Predictors of awareness of myocardial infarction symptoms
Characteristics

Category

Gender

Male

Age (year)

Education

aOR (95% CI)¹
ref

Female

1.03 (1.01-1.06)

19-39

ref

40-59

1.32 (1.29-1.35)

<.001

≥60

1.06 (1.04-1.09)

<.001

High school

1.31 (1.28-1.33)

Professional/manager/clerk

Smoking

Sales/service/manual

0.90 (0.88-0.93)

<.001

Unemployed/housewives

0.81 (0.79-0.84)

<.001

ref

Ex-smoker

0.96 (0.93-0.99)

0.006

Current smoker

0.84 (0.82-0.86)

<.001

Never

Physical activity

<.001

ref

Never

Drinking

0.010

ref

≥College
Occupation

p

ref

Ex-drinker

0.97 (0.94-1.00)

0.048

Current drinker

0.98 (0.95-1.00)

0.049

Bad
Good

ref
2

1.03 (1.01-1.04)

0.006

0

ref

1

0.97 (0.95-0.99)

0.002

2

1.02 (1.00-1.05)

0.087

3

1.08 (1.04-1.12)

<.001

4
1.20 (1.11-1.29)
aOR, adjusted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CVD, cardiovascular disease.

<.001

CVD risk factors

3

¹Adjusted for age, gender, Education, Smoking, Drinking, physical activity, CVD risk factors.
2
Do at least 150 minutes of moderate-intensity physical activity or 75 minutes of vigorous-intensity physical
activity throughout the week.
3

CVD risk factors were included Hypertension, Diabetes mellitus, Dyslipidemia, BMI≥25 ㎏/㎡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