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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관상동맥중재술은 관상동맥질환 치료로 가장 많이 시행되고 있으며, 시술 

후 재발 예방을 위해 증상을 관리하고 건강 행위를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러나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허혈성 심장 질환

자의 삶의 질 모형들은 건강 행위 및 환자의 생리적 요인과 증상을 함께 고려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본 연구는 Wilson과 Cleary의 건강관련 삶의 

질 모형을 기반으로 관상동맥중재술 환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이 포함된 가설적 모형을 구축한 후 변수들 간의 경로를 검증하였다.

    삶의 질 관련 변수들은 문헌고찰을 근거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잠재변

수는 7개로 외생변수는 개인적 요인, 생리적 요인, 환경적 요인이며, 내생변수

는 증상, 기능 상태, 건강 행위, 삶의 질이다. 개인적 요인, 생리적 요인, 환경

적 요인이 증상, 기능 상태, 건강 행위를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삶의 질에 영향

을 미친다는 가설적 모형을 구축하고 검증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2014년 2월 7일부터 2월 27일까지 서울 소재 일개 대학병

원 순환기내과 외래 또는 입원을 통해 추후관리를 받고 있는 관상동맥중재술 

시행 환자 210명이었다. 자료 수집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SPSS 

21.0과 AMOS 21.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가설적 모형의 적합도는 GFI=.96, AGFI=.91, CFI=.92, RMSEA=.06, PGFI=.46, 

PNFI=.49로 권장수준을 만족하여 가설적 모형이 자료에 잘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적 모형에서 설정한 13개 경로에 대한 가설 중 11개가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지지되었다. 

    관상동맥중재술 환자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환경적 

요인, 개인적 요인, 기능 상태, 건강 행위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변수들이 

삶의 질을 설명하는 정도는 24.1%였다. 관상동맥중재술 환자의 건강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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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적 요인, 개인적 요인, 증상에 의해 15.8% 설명되었고, 기능 상태는 증상

과 개인적 요인, 환경적 요인에 의해 29.8%, 증상은 환경적 요인, 생리적 요

인, 개인적 요인에 의해 22.0% 설명되었다. 

    이 연구를 통해 증상 및 기능 상태가 좋지 않거나 고령의 관상동맥중재술 

환자라도 사회적 지지를 증진시키고 건강 행위 수행도를 강화시켜 이들의 삶

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재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   

주요어 : 관상동맥중재술, 삶의 질, 모형구축, 건강 행위

학  번 : 2009-30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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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심장 질환은 우리나라 전체 사망원인 중 암 다음으로 2위를 차지하

고 있으며, 심장 질환 중 협심증, 심근경색증과 같은 허혈성 심장 질환

이 인구 10만명당 28.9명으로 사망률이 가장 높았고 매년 증가 추세이

다(통계청, 2013). 허혈성 심장 질환은 심근조직에 허혈 및 조직괴사를 

초래하는 질환으로, 좁아진 혈관부위를 경피적 풍선확장술 또는 스텐트 

삽입술을 이용하여 넓히는 관상동맥중재술이 치료 방법의 8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이 시행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140여개 의료기

관에서 연간 5만건 이상 시행되고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3).  

    관상동맥중재술은 관상동맥우회술에 비해 시술 후 회복이 빠르고 즉

각적인 임상 호전을 보이며 성공률이 높고 시술 후 사망률이 낮은 장점

이 있으며, 최근 약물 용출 스텐트가 도입되어 재협착율이 낮아지고 있

지만 아직도 긴 병변, 작은 혈관, 당뇨 환자, 개구부 병변, 분지 병변 등

에서는 재협착율이 10-20%를 보여 스텐트 재협착이 극복되어야 할 주

요한 문제점으로 남아있다(Hoffmann, & Mintz, 2000; Lemos et al., 

2004). 관상동맥중재술 환자는 이러한 재협착 및 재발에 대한 스트레스

와 불확실한 예후에 대한 불안 및 우울을 느끼고 사회적 활동이 위축되

어(김정선, 최연옥과 신수진, 2012), 시술을 받은 이후에도 개인의 건강

과 안녕을 위협하며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원

로, 2007). 

    관상동맥중재술 환자에 있어 삶의 질은 치료 효과성을 평가할 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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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률, 재발률만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결과 지표로서 

인식되고 있으며(Benzer, Höfer, & Oldridge, 2003; Wong, & Chair, 

2007),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삶의 질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 관상동맥중재술을 시행한 환자의 삶의 

질을 설명하는 유의한 변수로 우울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Bhattacharyya, Perkins-Porras, Wikman, & Steptoe, 

2010; Panasewicz et al., 2013), 관상동맥중재술 환자를 포함한 관상동

맥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과 같은 

관상동맥질환의 동반 위험질환 수, 침범혈관 수, 시술 회수 및 좌심실 

구축률과 같은 질환의 중증도(Aalto et al., 2006; Cepeda-Valery,  

Cheong, Lee, & Yan, 2011), 신체기능 상태(Höfer et al., 2005; 

Rantanen et al., 2008), 사회적지지(Höfer et al., 2005) 등이 삶의 질

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약물 투여, 식이, 운

동, 습관, 정기적 검사 및 병원 방문 등 건강 행위 이행이 삶의 질에 영

향을 미치는 유의한 요인으로(한금선, 2004), 관상동맥중재술 환자에 있

어 재발과 합병증 예방, 사망률 감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건강 행위 수행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국내외 연구에서 관상동맥질환자를 대상으로 삶의 질을 설명한 모형

은 일부 있었으나(Aalto et al., 2006; Höfer et al., 2005), 관상동맥중

재술 환자의 삶의 질 영향 요인으로 질환의 중증도와 같은 생리적 요인

과 건강 행위를 모두 포함하여 삶의 질을 설명한 연구는 거의 없는 상황

이다. 

   이에 본 연구는 관상동맥중재술 환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으

로 알려져 있는 요인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요인들이 관상동맥중재술 환

자들의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가설적 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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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관상동맥중재술 환자의 삶의 질을 설명하는 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검증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상동맥중재술 환자의 삶의 질에 관한 가설적 모형을 구축한

다.

   둘째, 가설적 모형과 실제 자료간의 적합성을 검증한다. 

3. 용어 정의

1) 관상동맥중재술

∙ 이론적 정의 : 관상동맥중재술이란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으로 협

착된 관상 동맥 부위에 경피적 풍선확장술

   (percutaneous transluminal coronary angioplasty, 

PTCA)이나 관상동맥에 스텐트를 삽입하여 협착 상

태를 해소해 주는 시술이다(대한순환기학회, 2004). 

∙ 조작적 정의 : 본 연구에서는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 환자에게 경

피적 관상동맥성형술 또는 관상동맥 스텐트 시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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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관상동맥의 폐쇄를 개선시켜주는 시술을 

의미한다. 

 2) 생리적 요인

   ∙ 이론적 정의 : 생리적 요인은 세포, 장기, 기관계의 상태로 환자의 

자가 보고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관찰되고 확인 가능

한 것을 의미하며, 진단명, 검사결과, 신체검진 소견 

및 질병의 위험성, 동반질환, 시술 형태 등이 포함

된다(Wilson & Cleary, 1995). 

   ∙ 조작적 정의 : 본 연구에서는 의무기록을 통해 조사한 관상동맥 협

착 혈관수, 관상동맥질환의 중증도(severity)와 관련

된 동반 위험질환(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신장질환, 말초혈관질환, 울혈성심부전, 만성폐쇄성

폐질환)의 수와 관상동맥중재술 시행 회수를 의미한

다. 

 3) 환경적 요인 

   ∙ 이론적 정의 : 환경적 요인이란 사회적 혹은 물리적 환경 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 중 사회적 환경 요인은 가족, 

친구, 의료인의 영향을 포함한 개인의 건강에 대한 

사회적 지지체계를 의미한다(McLeroy, Bibeau,

                  Steckler, & Glanz, 1988). 

   ∙ 조작적 정의 :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환경 요인으로서의 사회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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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 정의하였으며, Zimet, Dahlem, Zimet과 

Farley (1988)가 개발한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다

면적 척도(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MSPSS)로 측정한 점수를 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4) 증상 

   ∙ 이론적 정의 : 증상은 신체적, 정서적 상태에 대한 자신의 주관적

인 느낌, 인지, 믿음을 의미한다(Wilson & Cleary, 

1995).

   ∙ 조작적 정의 : 본 연구에서는 관상동맥중재술 환자의 정서적 증상

인 우울 및 Seattle Angina Questionnaire (SAQ, 

Spertus et al., 1995)내 협심증 안정성으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우울은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

가 높고, 협심증 안정성 점수가 높을수록 협심증 증

상이 낮음을 의미한다. 

 5) 기능 상태 

   ∙ 이론적 정의 : 기능 상태는 비정상적인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상

태에 대한 주관적 지각 및 신체적 독립 상태를 유지

하고 일상생활을 기능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Katz, Downs, Cash, & Grotz, 1970).

   ∙ 조작적 정의 : 본 연구에서는 Seattle Angina Questionnaire (S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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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rtus et al., 1995)내 신체활동 제한 영역으로 

측정한 점수를 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활동에 

제한이 없는 상태임을 의미한다. 

 6) 건강 행위 

   ∙ 이론적 정의 : 건강 행위란 개인이 건강을 관리하고 기능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한 행위를 의미한다(Pender, 1990).

   ∙ 조작적 정의 : 본 연구에서는 송경자(2001)가 개발한 관상동맥질

환자의 건강 행위 측정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말하

며,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 행위 이행을 잘 하고 있

음을 의미한다.

 7) 삶의 질 

   ∙ 이론적 정의 : 삶의 질은 전반적 삶에 대한 주관적인 안녕감을 의

미한다(Wilson & Cleary, 1995).

   ∙ 조작적 정의 : 본 연구에서는 Seattle Angina Questionnaire (SAQ, 

Spertus et al., 1995)내 치료만족도 및 삶의 질 영

역으로 평가한 점수로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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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 고찰

    본 장에서는 관상동맥중재술 환자의 삶의 질을 설명하기 위하여 관

상동맥중재술 환자의 삶의 질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고찰하였다. 

1. 관상동맥중재술 환자의 삶의 질

    

    삶의 질이란 질병 과정에서 대상자가 느끼는 신체적, 정신적 측면을 

포함하는 건강에 대한 스스로의 인식을 의미한다(Ware, Kosinski, & 

Dewey, 2001). 최근 의료는 생명 보존과 수명 연장에 초점을 두었던 

종래의 가치관에서 벗어나 생의 의미와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삶의 질에 대한 연구가 확대되고 있다. 간호가 체계적이고 통합

적인 건강관리를 통하여 대상자로 하여금 가치 있는 인간으로서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돌보는 행위임을 고려할 때 삶의 질 증진은 간호

의 주요 목표라고 할 수 있다.

    관상동맥중재술은 Grüntzig가 1977년 9월 미국심장협회에서 4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성공적 시술을 한 것을 처음 보고하였고(Grüntzig, 
1978) 국내에서는 1983년 첫 시술에 성공하여 약 30년 이상 성공적으

로 시행되어 오고 있으며,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과 심장 발

작 등을 줄여 왔다(Zhang, Ge, Yao, & Qian, 2011). 관상동맥중재술을 

받은 환자에 있어 치료 목표는 생명 연장 뿐만 아니라 증상 경감과 기능 

향상을 포함한 삶의 질 향상이다(Höfer, Doering, Rumpold, Oldri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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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nzere, 2006). 관상동맥중재술을 받은 이후에도 초기 발생시와 마

찬 가지로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증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Flynn, 

Cafarelli, Petrakos, & Christophersen, 2007), 삶의 질이 최적의 치료 

결과를 위한 관상동맥중재술 치료 가이드라인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중

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Blankenship et al., 2013). 

    관상동맥중재술 환자의 삶의 질을 살펴보면 시술 전에 비해 시술 후 

삶의 질이 향상됨을 알 수 있는데(Cohen, 2011; De Quadros et al., 

2011), 특히 미국 및 캐나다에서 2,029명의 관상동맥중재술 시행 환자

를 대상으로 한 Sedlis 등(2013)의 연구에 의하면 시술 당시와 시술 1

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24개월, 36개월 후 시점에서 삶의 질을 측

정한 결과, 시술 후 36개월이 경과한 시점까지도 시술 당시보다 삶의 질

이 계속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그러나 시술 3개월 이후 협

심증 재발 등으로 시술 전보다 삶의 질이 감소하였거나(Failde, & Soto, 

2006; Wong, & Chair, 2007), 시술 후 6개월까지는 시술 전보다 삶의 

질이 높았으나 6개월 경과 후에는 시술 전보다 삶의 질이 저하되었다는 

연구결과(Hawkes, & Mortensen, 2006)도 있어 관상동맥중재술 후 경

과 기간에 따른 삶의 질 변화에 대한 반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관상동맥중재술 후 삶의 질 관련 유의한 요인을 살펴보면, 여성일수

록 삶의 질이 낮고(Brooks et al., 2010; Favarato et al., 2007), 나이

가 많은 노인일수록(설수영 등, 2011; Rittger et al., 2011) 삶의 질이 

낮으며, 불안이 높고(Höfer et al., 2006; Sipötz et al., 2013), 우울이 

높을수록(Broddadottir, Jensen, Norris, & Graham, 2009), 사회적 지지

가 낮을수록(Höfer et al., 2005), 관상동맥 질환과 관련된 동반 위험질

환이 많을수록(Aalto et al., 2006; Panasewicz et al., 2013) 삶의 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상동맥중재술을 포함한 관상동맥 환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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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지각된 건강상태(박인숙 등, 2008; Höfer et
al., 2005)가 낮을수록, 침범 혈관의 수나 질환 중증도(Aalto et al., 

2006)가 높고, 신체적 기능 상태(Cepeda-Valery et al., 2011; 

Rantanen et al., 2008)가 낮을수록 삶의 질이 낮으며, 건강 행위를 잘 

이행할수록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박인숙 등, 2008; 한금선, 

2004).

   김정선 등(2012)은 관상동맥중재술 후 허혈성 심장질환 재발 환자

의 삶의 질 변화 경험의 본질적 구조로 8개의 범주를 도출하였다. 환자

들은 질병 재발로 노화와 체력의 한계를 실감하게 되었고, 질병 스트레

스를 마음으로 다스리려 애쓰고, 죽음이나 불확실한 예후에 대한 두려움

과 함께 살아간다고 하였다. 또한 대인관계나 사회적 활동범위가 위축되

고, 다양한 방식으로 건강 관리에 필사의 노력을 다하며, 병의 심각성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으나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며 삶이 지치고 과거생활

이 후회된다고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허혈성 심장질환이 돌연사 가능

성이 높고 매사 조심하지 않으면 재발 가능성 또한 높은 질환이라는 인

식 때문에 재발에 대한 걱정에 마음 졸이고, 언젠가 증상이 재발해서 갑

자기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과 함께 생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는 심근경색 발병 후 환자들이 불확실성이나 무력감을 느끼고(Svedlund, 

& Danielson, 2004), 죽음이 가까이 있음을 느끼면서 삶에 대한 위협을 

경험하고 있다는 Jensen과 Petersson (2003)의 주장과도 일치함을 알 

수 있다. 관상동맥중재술 환자들은 살아남은 것에 대한 안도와 재발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며, 신체적 제한을 경험하고 인생의 전환점이 되며

(Peterson, Allegrante, & Pirraglia, 2010), 사회적인 지지가 불확실성

에 대한 대처를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관상동맥중재술을 시행한 이후 시술 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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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이 향상되긴 하지만, 이후에도 환자는 재발에 대한 두려움 및 그

로 인한 우울을 느끼며, 삶의 질이 여러 위험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관상동맥중재술 환자들의 삶의 질은 심장재활 간호 

등을 통해 중재하고 관리해야 할 최종 목표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나, 생리적 요인과 건강 행위와 같은 위험 요인들을 포괄적으로 다

룬 연구는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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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상동맥중재술 환자의 삶의 질 영향요인

    관상동맥중재술 환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개인적 

요인, 생리적 요인, 환경적 요인, 증상, 기능 상태 및 건강 행위에 대해 

고찰하였다. 

 1) 개인적 요인

    개인적 요인은 인구학적 특성으로 구분되는데 관상동맥질환자의 삶

의 질은 연령, 성별, 결혼상태 등에 따라 다르다(박인숙 등, 2008; 

Panasewicz et al., 2013). 관상동맥중재술을 받고 6개월이 경과한 환자

의 삶의 질을 SAQ로 측정한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낮게 나

타났으며(조현영, 2007), 허혈성 심질환 진단후 6개월이 경과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박인숙 등, 2008). 

    De Smedt 등(2013)은 22개 유럽 국가 대상으로 8,734명의 관상동

맥질환자에 대한 삶의 질을 조사한 결과 국가별로 삶의 질에 차이가 있

지만 노인, 여성이면서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삶의 질이 낮은 것으로 나

타났으며, Blankenship 등(2013)도 관상동맥중재술 환자의 삶의 질 예

측요인으로 노인, 여성, 흡연력 등을 보고하였다.

    관상동맥중재술 전후의 삶의 질을 노인과 장년층을 비교하였을 때, 

연령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낮지만 관상동맥중재술 시행 이후 신체적 건

강의 증가폭은 노인층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연령과 무관하게 관상동맥

중재술은 환자의 신체적 건강과 삶의 질에 의미 있는 변화를 주는 것으

로 나타났다(Li et 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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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 결혼상태, 경제상태, 교육수준 등도 관상동맥질환자의 삶의 질

과 관련이 있으나 일부의 연구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나(이은현, 탁승제, 

신준한, 이영휘와 송라윤, 2007; De Smedt et al., 2013), 연령을 본 연

구의 외생변수 중 개인적 요인으로 포함하였다. 

 2) 생리적 요인

    생리적 요인이란 세포, 장기, 기관계의 기능으로 진단명, 검사결과, 

신체검진 소견 및 질병의 위험성, 동반질환, 시술 형태 등을 포함하며, 

이러한 생리적 요인은 관상동맥질환자의 증상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

다(Panazewicz et al., 2013).

    Hӧfer 등(2005)의 관상동맥질환자 삶의 질 모형 구축 연구에서 당

뇨, 고혈압, 고지혈증과 같은 위험요인의 수와 침범된 혈관의 수가 관상

동맥질환자의 증상에 영향을 미치며, 위험요인을 많이 갖고 있고 침범된 

혈관 수가 많을수록 증상 상태가 나쁘고 증상 호소 정도도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Shephard와 Franklin (2001)의 연구에서도 심장질환자의 삶

의 질을 분석한 결과 심혈관 위험도가 증상, 기능 상태 및 삶의 질에 영

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김민석 등(2010)이 1999년부터 2009년까지 10년간 관상동맥중재

술을 받은 65세 이상 고령 환자 3,209명의 최근 10년간 임상양상 변화

를 조사한 연구에서 당뇨, 고혈압, 시술 당시 thrombolysis in 

myocardial infarction (TIMI) flow와 같은 생리학적 변수가 관상동맥중

재술 시행 후 1년 이내 주요 심장사고(major adverse cardiac event)의 

유의한 위험요인으로 보고하였다. 

    설수영 등(2011)의 연구에서는 관상동맥중재술을 받은 심근경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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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를 1년간 추적 관찰 했을 때 고령과 함께 Killip class 2 이상, 좌심

실 구축률 45% 미만일 때 시술 1년 후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

며, 김명곤 등(1997)의 연구에서는 노인층에서 좌주관부 관상동맥 질환, 

다혈관 질환, 좌심실 기능의 저하 및 당뇨, 고혈압과 같은 동반 질환도 

시술 후 예후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 관상동맥질환자 및 관상동맥중재술 시행한 노인 환자에서 당

뇨, 고혈압, 고지혈증이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유의한 관련요인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으며(De Smedt et al., 2013; Moriel et al., 2010; 

Panazewicz et al., 2013), 고혈압은 심혈관계 질환의 이환과 이로 인한 

사망 예방에 있어 중요한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다(Himmelmann, 

Hender, Hansson, O’Donnell, & Levy, 1998). 또한 당뇨는 관상동맥질

환의 진행에 있어 주요 위험인자로 관상동맥중재술 후 나쁜 경과를 보이

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Kip et al., 1996; Stein, Weintraub, & 

Gebhart, 1995). 관상동맥성형술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Pischke et al., 2006)에서 12개월의 생활습관 변화 프로그램을 통해 

당뇨를 조절하고 심혈관 위험도를 낮추었을 때 삶의 질이 유의하게 향상

되었다고 나타났다. 심혈관 위험요인의 조절이 증상 및 기능 상태를 호

전시키고 삶의 질 향상에 영향을 미치므로 심장재활 프로그램에서 변화

시키고자 하는 중재의 초점이 되고 있다(Frattaroli, Weidner, Merritt-

Worden, Frenda, & Ornish, 2008). 이상의 문헌 고찰을 통해 침범된 

혈관 수, 시술 회수,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과 같은 동반 위험질환 수를 

생리적 요인으로 하여 본 연구의 외생변수로 모형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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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환경적 요인

    환경적 요인이란 사회적 혹은 물리적 환경 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는

데, 이 중 사회적 환경 요인은 가족, 친구, 의료인의 영향을 포함하여 개

인의 건강에 대한 사회적 지지체계를 의미한다(McLeroy, Bibeau,  

Steckler, & Glanz, 1988). 사회적 지지란 대상자로 하여금 자신이 보살

핌, 사랑과 존중을 받으며, 의사소통과 상호책임의 조직망 속의 일원이

라는 것을 믿도록 이끄는 정보 중의 하나 혹은 그 이상을 포함하는 것으

로 정의할 수 있다(Cobb, 1976).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대인관계로부터 실제 받은 것을 의미하는 객

관적 지지와 자신이 필요할 때 주변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는 믿음을 의미하는 지각된 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많은 연구에서 객관

적 지지보다 지각된 지지가 대처의 효능성, 적응 결과 및 심리적, 신체

적 안녕에 대한 예측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ohen & Willlis, 

1985).

    사회적 지지는 질병 및 재활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영향요인이다

(Williams & Freer, 1986). Orth-Gomer (2007)가 관상동맥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발병 후 1년 동안 사회적 지지를 충분히 받은 환

자가 합병증과 재발률이 낮았으며, 저소득자, 독신 및 배우자 상실 등의 

사회적 지지가 낮은 환자일수록 관상동맥질환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Frasure-Smith 등(2000)은 887명의 심근경색 환자를 대

상으로 1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사회적 지지가 증가하면 우울과 사망률

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상동맥질환자는 주위 사람으로부

터의 강한 정서적 지지를 통해 안락감을 증진시키고 건강 행위 이행정도

를 향상시켜 삶의 질이 증진된다는 결과도 있다(Sadovsky,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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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상동맥중재술 환자는 시술 후에도 재발하거나 일상생활 습관 변

화, 투약관리, 정기적 병원방문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므로, 환자의 

지지체계로서 사회적 지지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관상동맥중재

술을 시행한 환자의 삶의 질에 대한 질적 연구에서 시술 이후 환자들은 

심장 질환으로 인해 불확실한 삶을 살아가는데 있으나 가족, 친구, 다른 

환자로부터의 지지를 통해 대처하고 있다고 하였고(Peterson et al., 

2010), 만성 심혈관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에서도 정서적 지지

와 물질적 지지가 환자들의 삶의 질에 주요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이

은현 등, 2007). 

    Yates (1995)의 연구에 의하면 관상동맥질환자들이 많이 받고 있다

고 응답한 사회적 지지 유형이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순이었으며, 단기적으로는 배우자의 정서적 지지가 신체적, 심리적 회복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상동맥질환자에 있어 특히 

가족 지지는 스트레스 관리, 금연, 금주 행위를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이영휘, 김화순과 조의영, 2002). 또한 의료진의 지

지와 관련해서는 관상동맥중재술을 받은 환자에게 퇴원 10일째 전화로 

질병관련 지식을 제공하고 환자역할 행위 이행에 대한 지지를 제공했을 

때 병원방문, 처방된 약물 복용, 금연, 식이요법, 스트레스 관리를 잘 이

행하였다는 연구결과가 있어(최옥자와 조복희, 2007) 의료진의 지지도 

자기관리와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Hӧfer 
등(2005)의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지가 삶의 질에 직접적 영향은 미치지 

않지만 전반적 건강 인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사회적 지지는 간접적으로 혹은 

직접적으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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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증상

  (1) 우울

    우울은 정상적인 기분변화로부터 병적인 상태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기분 변화의 연속선상에 있으며, 근심, 침울함, 실패감, 무력감 및 무가

치를 나타내는 정서 상태이다(Battle, 1978). 심장질환 환자에게 우울의 

발생빈도는 15-41%이며, 심근경색증 환자의 경우 15-20%가 우울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Doyle, McGee, & Conroy, 2007). 또한 

우울은 심부전증 환자에 있어서는 건강관리 이행을 저해하는 가장 강력

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나(송은경 등, 2006) 심장질환자에 있어 우울은 

건강관리 이행에 있어 큰 영향 요인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심근경색 환자의 경우 심각한 수준의 우울이 10-20%의 환자

에서 나타나며, 이러한 문제는 사망률과 이환율을 높이므로 관상동맥질

환자에게 있어 우울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금연이나 생활 습관 개선, 

심장재활 등에 참여하도록 중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홍경표, 2003). 

    이에 대한 연구로 심근경색증을 경험한 후 우울이 발생한 환자에게 

정서적 지지, 질병관련 교육과 정보를 제공한 결과 우울과 불안이 감소

한 연구결과가 있으며(Mendes et al., 2006), 심근경색이 발생한 후 지

지간호를 제공받은 환자군에서 우울이 훨씬 감소하고 관상동맥 위험요인

을 줄이기 위한 생활습관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Mittag et al., 

2006)

    Ruo 등(2003)은 관상동맥질환을 가진 환자에 있어 우울이 환자의 

지각된 건강상태에 매우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보고하였고, 정신 건강 문

제로 대상자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자가 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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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동기화와 이행률을 저하시켜 질환의 악화와 재발을 유발하므로 

신체 기능 상태에도 많은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또한 Hӧfer 등(2005)

은 관상동맥질환자에게 있어 우울이 치료 후 1개월에 거의 사라졌다가 

3개월 이후에는 다시 나타났고, 우울은 기능 상태, 지각된 건강상태와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우울과 같은 감정적 스트레스는 관상동맥질환자의 장기간의 적응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한 연구(Bhattacharyya, Perkins-

Porras, L., Whitehead, D. L., & Steptoe, 2007)가 있는 반면, 우울이 

심장질환자에 있어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지각된 건강상태

와 삶의 질을 매개하는 요인이라고 보고한 연구도 있어(Sullivan, 

Kempen, Van Sonderen, & Ormel, 2000), 우울과 삶의 질, 건강 행위 

간 관련성에 대해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이상의 문헌고찰을 통해 우울

은 관상동맥중재술 환자에 있어 시술 후에도 기능 상태, 건강 행위와 삶

의 질에 직접적 간접적 영향을 미치고, 건강 행위를 실천하고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영향요인임을 알 수 있다. 

  (2) 협심증 안정성

    허혈성 심장질환은 관상동맥 혈관이 협착되었거나 혈소판의 응집 혹

은 다른 원인으로 혈전이 형성된 경우 발생할 수 있으며, 임상적으로 협

심증이나 심근경색증을 말한다. 허혈성 심장질환의 가장 특징적 임상 증

상은 흉통이다. 흉통은 누르는 듯, 쥐어짜는 듯, 질식할 듯한 통증으로 

전형적 위치는 흉골이며, 증상은 심해졌다가 약해지면서 보통 1분에서 5

분까지 지속된다. 통증은 왼쪽 어깨 또는 양쪽 어깨로 특히 팔의 척골면

으로 방사되며 등, 목, 턱, 이, 명치 등으로 방사될 수 있다(이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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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허혈성 심장질환 중 협심증의 중요한 원인은 관상동맥의 죽상경화증

으로 인한 관상동맥의 협착이지만, 이러한 생리적 요인 뿐만 아니라 심

리적, 상황적 요인으로 인해 증상을 경험할 수도 있다. 특히 정신적 스

트레스가 허혈성 심장질환자의 약 59%에서 허혈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보고가 있으며(Choi et al.,, 2001), 만성 심혈관 질환자들의 스트레스 

지각이 높을수록 스트레스 증상 정도가 심하다는 연구결과(한금선과 박

은영, 2004)가 있어, 정서적 요인도 협심증 환자의 증상 발현에 중요한 

관련요인으로 볼 수 있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관상동맥중재술 환자의 

질환과 관련하여 특이적인 신체적 증상인 협심증 증상의 안정성과 정서

적 증상인 우울을 증상의 관측변수로 포함시켰다.         

  5) 기능 상태

    기능 상태는 독립 상태를 유지하고 일상생활을 기능적으로 영위해 

나갈 수 있으며(Katz et al., 1970), 특별히 정의된 과업을 수행할 수 있

는 개인의 능력을 말한다(Wilson & Cleary, 1995). 이는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개인의 능력으로 볼 수도 있으며, 자신에게 부여된 다

차원적인 역할을 얼마나 수행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가 된다

(Tulman, Fawcet, & McEvoy, 1991).

    Wilson과 Cleary (1995)에 의하면 기능 상태의 가장 중요한 결정인

자는 환자들의 증상이며, 물리적, 사회적 환경요소들도 기능 상태에 영

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기능 상태에 따라 개인의 일상생활 전반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 신체적 기능 유지는 필

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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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peda-Valery 등(2011)은 관상동맥중재술을 시행한 환자의 삶의 

질에 대한 유의한 예측인자 중 하나로 신체적 한계를 보고하였으며, 관

상동맥우회술 환자를 대상으로 한 Rantanen 등(2008)의 연구에서도 

New York Heart Association (NYHA) functional classification과 같은 

심장관련 기능 상태가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신체적 제한이 관상동맥중재술 후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 요인이며

(Spertus, Jones, McDonell, Fan, & Fihn, 2002), 관상동맥중재술을 시

행하였으나 성공적이지 못했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에서도 관

상동맥 질환 혹은 다른 동반 질환으로 인한 신체적 제한으로 신체 활동

에 참여할 수 없고 성적 제한도 느끼며, 이러한 신체 기능 제한으로 건

강과 미래 삶에 대해 비관적으로 느낀다고 보고하였다(Peterson et al., 

2010).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상동맥중재술 환자에서 기능 상태는 

건강 상태에 대한 인식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관상동맥

질환자가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간호문제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겠다. 

  6) 건강 행위

    건강 행위는 삶의 가능성을 향상시키는 모든 수단으로서 신체적, 정

서적 기능을 유지, 증진시키고 건강에 유해한 요인에 대한 저항력을 높

이기 위한 수단을 포함한다(Pender, Murdaugh, & Parsons, 2011). 관

상동맥질환은 발병 후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만성 질환으로 생활양

식과 접한 관련성이 있으며(이영휘 등, 2002), 비만, 스트레스, 흡연, 

음주, 식이 등의 생활습관의 개선이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으로 요구

된다(Susan, Kirsty, & Malcolm, 2007). 이원로(2007)는 약물투여,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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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운동, 습관, 정기적 검사, 정기적 병원 방문, 스트레스 등의 건강 행

위 이행으로 이차적인 육체적 ․ 사회적 무능력을 예방하고, 기능적 능력

과 심리적 안녕을 향상시키며, 건강관리 비용뿐만 아니라 심장 발작 및 

심근 허혈의 위험을 감소시켜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건강 행위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건강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운동, 투약, 식이이행과 관련된 

생활습관의 변화에 대한 인지가 높을수록 건강 행위를 수행하며(Byrne,  

Walsh, & Murphy, 2005), 만성 순환계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도 건강에 대한 지각 정도가 높을수록 건강 증진 행위 수행 정도가 유의

하게 높고, 건강증진 행위 수행 정도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금선, 2004). 하지만 심근경색 환자의 5년간 경험에 대한 질

적 연구에 의하면 환자들은 심근경색 급성기에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 

건강한 생활습관을 갖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지만, 이후 특별한 신체 증

상 없이 지내다가 시술 후 3년이 경과한 후에는 질환의 위험요인을 잊

고 치료 이행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Baldacchino, 2011).

    관상동맥질환자에게서 사회적 지지도 금연, 식이조절, 운동, 약물복

용, 스트레스 관리를 포함한 건강 행위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Tkatch et al., 2011),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건강 행위를 잘 수행하

는 것으로 보고되었다(한상숙, 이주임과 김연정, 2007).  

    관상동맥중재술을 받은 급성관상동맥증후군 430명의 환자를 대상으

로 한 신은숙(2009)의 연구에서 불안은 건강 행위 이행에 직접적인 영

향을 미쳤으며, 우울은 의학적 치료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위험성이 3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rookhart et al., 2007). 이상으로 관상

동맥중재술 환자에 있어 건강 행위는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으며, 우울 및 사회적 지지는 건강 행위에 직접적, 간접적 영향



- 21 -

을 준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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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이론적 기틀 

1. 모형의 개발 배경

    본 연구에서는 관상동맥중재술 시행 환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에 관한 모형을 구축하기 위해 Wilson과 Cleary (1995)의 

“Conceptual model of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를 근간으로 하였

다(Figure 1).

    Wilson과 Cleary의 모형 개발 이전에는 삶의 질에 대한 이론들이 

사회학자들에 의해 주로 개발되어, 환자를 대상으로 한 건강관련 삶의 

질을 측정하고자 할 때 생리적 요인들이 포함되지 않았고, 반면 임상 연

구자들은 진단명, 환자 호소 증상 또는 신체적, 정서적 상태와 같은 일

부 임상적 데이터를 통해 환자의 삶의 질을 설명하고 있었다(Stewart, 

1992). 이에 Wilson과 Cleary는 임상적 패러다임과 사회학적 패러다임

을 통합하여 건강관련 삶의 질 모형을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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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he conceptual model of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by Wilson & Cleary (1995) 

    Wilson과 Cleary의 건강관련 삶의 질 모형은 생리적 요인, 증상, 기

능 상태, 건강 인지, 삶의 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인적 요인 및 환경적 

요인과도 관련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 모형은 HIV 환자(Sousa, 

Holzemer, Henry, & Slaughter, 1999), 림프종 환자(Wettergren, 

Björkholm, Axdorph, & Langius-Eklöf, 2004), 관상동맥질환(Höfer et 

al., 2005) 등 다양한 환자를 대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환자군의 특성

에 따라 모형의 일부를 적용하여 삶의 질과의 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하

지만, 관상동맥중재술 환자의 삶의 질을 설명함에 있어 이 모형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관상동맥중재술 환자의 경우 시술 후 재협착율이 10-20%에 

달하고 재발, 합병증 및 심장사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인 건강 행위 이

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러한 건강 행위가 대상자의 삶의 질에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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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영향을 주므로(한금선, 2004) 건강 행위의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 필

요하다.

    둘째, Wilson과 Cleary의 기존 모형에서 건강에 대한 인지는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건강에 대한 인지를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별개의 영향 요인으로 설명하기에는 건강 관련 삶의 

질 인지와 개념이 유사하여 본 모형에서는 제외하였다. 

    따라서, Wilson과 Cleary 모형을 근간으로 개인적 요인, 생리적 요

인, 환경적 요인, 증상, 기능 상태, 건강 행위를 변수로 하여 관상동맥중

재술 환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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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개념적 기틀

    본 연구 모형은 관상동맥중재술 환자의 삶의 질은 개인적 요인, 생

리적 요인, 환경적 요인, 증상, 기능 상태 및 건강 행위가 복합적으로 작

용한다는 가정 하에 설계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상동맥중재술 

환자의 삶의 질 모형의 구성 개념으로 외생변수는 개인적 요인, 생리적 

요인, 환경적 요인, 내생변수는 증상, 기능 상태, 건강 행위, 삶의 질을 

포함하였다.

    본 연구의 모형을 프로세스 형태로 도식화한 것은 Figure 2이며, 추

상적인 이론으로부터 개념과 변수를 거쳐 연구에서 직접 사용될 구체적

인 연구 도구를 선택하기 위한 과정으로(McQuiston & Campbell, 

1997) 각 개념의 이론적 하위구조를 Figure 3과 같이 기술하였다. 

Figure 2. Research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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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1 : Age y1: Depression

x2 : Number of diseased vessels y2: Angina stability

x3 : Number of co-morbidities y3: Physical limitation

x4 : Number of 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

y4: Health behavior

x5 : Social support y5: Treatment satisfaction

y6: Quality of life

3. 가설적 모형

    본 연구에서는 Wilson과 Cleary (1995)의 건강관련 삶의 질 모형을 

기반으로 관상동맥중재술 환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문헌고찰을 통하여 가설적 모형을 설정하였다(Figure 4). 내생변수는 증

상, 기능 상태, 건강 행위, 삶의 질이며, 외생변수는 개인적 요인, 생리적 

요인, 환경적 요인이다. 

Figure 4. Hypothetica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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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가설

    Figure 4의 가설적 모형에서 도출된 가설은 다음과 같다. 

증상에 대한 가설

가설 1. 개인적 요인은 증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생리적 요인은 증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환경적 요인은 증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능 상태에 대한 가설

가설 4. 개인적 요인은 기능 상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환경적 요인은 기능 상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6. 증상은 기능 상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건강 행위에 대한 가설

가설 7. 개인적 요인은 건강 행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8. 환경적 요인은 건강 행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9. 증상은 건강 행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삶의 질에 대한 가설

가설 10. 개인적 요인은 건강 행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환경적 요인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기능 상태는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3. 건강 행위는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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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관상동맥중재술 환자의 삶의 질을 설명하기 위하여 선행

연구와 문헌고찰을 토대로 가설적 모형을 구축한 후, 관상동맥중재술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횡단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모형의 적합성과 모

형에서 제시된 가설을 검증하는 구조모형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관상동맥중재술을 받은 후 서울 소재 일개 대학

병원 심혈관센터 순환기내과 외래 또는 입원을 통해 추후관리를 받고 있

는 환자로 본 연구의 취지에 동의하고 설문해 응한 환자이다. 허혈성 심

질환 환자의 대부분은 2-4주 이내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으므로(Fauci 

et al., 2010) 본 연구에서는 관상동맥중재술을 받은 후 적어도 1개월 이

상 경과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관상동맥중재술을 시행하고 순환기내과 외래로 내원하거나 시술 

후 경과확인을 위해 관상동맥조영술을 시행하고자 입원한 환자

2) 관상동맥중재술 후 최소 1개월이 경과한 환자

3) 관상동맥우회술을 시행하지 않은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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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8세 이상의 성인 남녀

5) 의식이 명료하고 국문 해독이 가능하며 설문지의 내용을 이해하

는 환자

6) 정신분열증, 조울증과 같은 정신과적 병력이 없는 환자

7)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환자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표본크기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없지만 측정하

려는 변수의 5-10배가 최소 권장수준이고, 이상적인 권장크기는 200명이

다(이순묵, 1990). 표본크기가 커지면 민감성이 증가하여 아주 미세한 차

이에도 적합도가 권장수준을 벗어나므로(조선배, 1996) 구조모형 분석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200개-400의 표본이 바람직하다(김계수, 20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상적인 권장크기와 설문지 일부 항목 누락

에 의한 탈락률을 고려하여 215명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 중 응

답이 누락된 3부와 관상동맥조영술을 시행한 환자 2명을 제외하여 210

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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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윤리적 측면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 보호를 위하여 2014년 1월 조사대상 병원의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부록 1)을 받은 후, 조사대상 병원의 순

환기내과 분과장, 간호본부장 및 외래진료지원실장의 승인 후 자료 수집

을 시작하였다. 연구 참여 동의서는 대상자의 익명성과 비밀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설문 작성 중에도 연구 참여 중단을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개인정보 및 설문내용의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설문지는 수거 즉시 연구자가 직접 데이터베이스에 입력

하였고, 동의서와 설문지는 시건 장치가 있는 연구자의 개인 사무실에 

보관하여 연구자 외에는 접근할 수 없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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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는 생리적 요인은 의무기록을 통해 수집하고, 그 외 변

수는 설문지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는 

Table 1과 같다. 

  1) 생리적 요인

    본 연구에서는 생리적 요인으로 침범 혈관 수, 관상동맥질환의 동반 

위험질환의 수, 관상동맥중재술 시행 회수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침범 혈관은 관상동맥 혈관이 50% 이상 협착되었을 때를 의미하며, 침

범 혈관 수는 허혈성 심질환으로 진단 받은 시점부터 조사 당시까지 협

착되었던 총 혈관 수를 집계하였다. 동반 위험질환으로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신장질환, 말초혈관질환, 울혈성심부전, 만성폐쇄성폐

질환을 포함하였고, 의무기록 검토를 통해 조사 시점에서의 진단명을 통

해 수집하였다. 관상동맥중재술 시행 회수는 의무기록 검토를 통해 타 

병원에서 시행한 회수까지 모두 포함하였다.  

  2) 환경적 요인

    본 연구에서는 환경적 요인으로 Zimet 등(1988)이 개발한 지각된 사

회적 지지를 측정하는 MSPSS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를 신준섭과 이영분(1999)이 번안한 도구를 이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2문항으로, 가족 지지, 친구 지지, 의미있는 타인(의사, 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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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등 의료진 포함)의 특별한 지지에 관한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는 12-6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당시 Cronbach’s α는 .83이었고, 신준섭과 이영분

(1999)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9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s α는 .92였다. 

  3) 증상

    (1) 우울

    본 연구에서는 Zigmond와 Snaith (1983)가 개발하고 오세만, 민경

준과 박두병(1999)이 한국어로 표준화한 병원 불안우울 척도(Hospital 

Anxiety and Depression Scale, HADS)내 우울을 측정하는 HAD-D를 

이용하여 우울을 측정하였다. HADS는 저작권자인 GL assessment로부

터 사용 승인을 받고 한국어판 도구를 제공 받았으며, 도구 사용료로 

£66를 지불하였다. 

   HAD-D는 총 7문항으로 4점 척도로 평가한다. 점수 범위는 최저 0점

에서 최대 21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심함을 의미한다. 총

점이 0점에서 7점이면 정상, 8점에서 10점이면 경증의 우울, 11점 이상

은 중증의 우울로 본다(Snaith, 2003).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 당시 

Cronbach’s α는 .8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79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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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협심증 안정성

    본 연구에서는 Spertus 등(1995)이 개발한 Seattle Angina Question-

naire (SAQ)를 Cardiovascular Outcomes Inc.에서 한국어로 번안한 SAQ

Korean 측정도구내 협심증 안정성 1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문항은 5점 

척도로 평가하며, 영역의 총점은 100점으로 환산하여 최저 0점에서 최

대 10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협심증 증상이 안정 상태임을 의미한다. 

  4) 기능 상태

    본 연구에서는 기능 상태를 일상생활 및 활동 시 허혈성 심장질환의 

임상증상으로 인한 제약 정도를 측정하는 SAQ 신체활동 제한 영역으로 

측정하였다. 

    혼자서 옷 입기, 집안에서 걷기, 샤워하기와 같은 일상생활 활동뿐

만 아니라 언덕이나 1층 계단을 쉬지 않고 오르기, 빠른 걸음으로 100미

터 이상 걷기, 달리기, 무거운 물건 옮기기, 격렬한 운동 참여하기 등 활

동 범위와 강도에 따라 9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발 당시 도구

의 Cronbach’s α는 0.83, 본 연구에서는 .93이었다. 

  5) 건강 행위

     본 연구에서는 송경자(2001)가 개발한 관상동맥질환자의 건강행위 

측정도구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총 30문항으로 투약 4문항, 식이 13문항, 운동과 활동 8

문항, 흡연 1문항, 외래방문 등 추후관리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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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척도로 평가한다. 점수 범위는 30-15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 

행위를 잘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도구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시행한 

결과 요인적재량이 0.5 이하인 7개 문항(4, 5, 6, 27, 28, 29, 30번)을 제

외하고 23개 문항을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 당

시 Cronbach’s α는 입원시 .85 퇴원 후 .75였으며, 본 연구에서 최종 

분석에 이용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는 .85였다.  

  6) 삶의 질

    본 연구에서는 삶의 질을 Spertus 등(1995)이 개발한 Seattle 

Angina Questionnaire (SAQ)를 Cardiovascular Outcomes Inc.에서 한

국어로 번안한 SAQ-Korean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Cardio-

vascular Outcomes Inc.에게 사용 승인을 받고 한국어판 도구를 제공 

받았으며, 도구 사용료로 $115를 지불하였다. 

    SAQ는 총 19문항으로 5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신체활동 제

한에 대해 9문항, 협심증 안정도에 대해 1문항, 협심증 빈도에 대해 2문

항, 치료 만족도에 대해 4문항, 삶의 질에 대해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고,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평가한다. SAQ의 5개 영역은 각각 독립된 항

목으로 5개 영역의 총 합계 점수나 평균을 내지 않으며, 각 영역의 특성

을 감안하여 개별 사용하기도 하므로(Ulvik et al., 2008), 본 연구에서는 

관상동맥중재술 환자의 삶의 질 측정을 위해 삶의 질 영역 3문항과 치료 

만족도 4문항을 이용하였다. 두 영역의 점수 범위는 최저 0점에서 최대 

100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Cronbach’s α는 치료 만족도 영역이 0.81, 삶의 질 영역이 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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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치료 만족도 영역이 

.84, 삶의 질 영역이 .76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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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Scales
Number 
of items

Score 
range

Reliability

Number of diseased vessels 1 - -

Number of co-morbidities 1 - -

Number of 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

1 - -

Social 
support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MSPSS)

12 12~60 .83

Depression
Hospital Anxiety and 
Depression Scale (HADS-D)

7 0~21 .86

Angina 
stability

Seattle Angina Questionnaire 
(SAQ) : Angina stability

1 0~100 -

Functional 
level

Seattle Angina Questionnaire 
(SAQ) : Physical limitation

9 0~100 .83

Health
behavior

Health behavior 30 30~150 .75∼.85

Quality of 
life

Seattle Angina Questionnaire 
(SAQ) : Treatment satisfaction
        Quality of life

4
3

0~100
0~100

0.81
0.78

Table 1. Measurement scales used for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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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수집 절차

  1)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연구자와 훈련을 받은 연구보조원 2명에 의해 시행되었

으며, 자료수집 전에 사전모임을 통해 연구 목적, 연구 대상자, 주의 사

항, 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한 접근 방법과 자료수집 도구에 대한 

교육을 30분 정도 제공하였다. 자료수집은 연구 대상자들이 진료를 위해 

외래를 방문하였거나, 정기적 경과관찰을 위한 관상동맥조영술 시행을 

위해 병동에 입원하였을 때 시행하였다. 2014년 2월 7일부터 2월 27일

까지 자료수집을 하였으며, 연구 대상자에게 먼저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

고 동의서를 읽어본 후 동의 시 자필서명을 한 후 사전 제작된 구조화된 

설문지를 자가보고식으로 작성하였으며, 설문작성에는 1인당 15분 정도 

소요되었다. 설문은 그 자리에서 회수하였으며, 작성된 설문지를 확인하

여 누락된 항목은 그 자리에서 추가 기재하도록 하여 가능한 누락을 줄

이도록 하였다.   

진단명, 진단 시기, 침범 혈관 수 및 관상동맥질환의 동반 위험질환

의 수, 관상동맥중재술 시행 회수 및 시기, 좌심실 구축률(left ventricle 

ejection fraction, LVEF) 등의 임상적 특성 조사는 연구자 단독으로 의

무기록을 검토하여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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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료분석 방법

    수집한 자료는 SPSS version 21.0과 AMOS (Analysis of Moment 

Structure) version 21.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질병 관련 특성과 관련된 각 변수들은 빈

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와 같은 서술적 통계로 분석하였다.  

2)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은 Cronbach's α값으로 분석하였다. 

3) 측정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ent로 분

석하였다. 

4) 표본의 정규성은 SPSS 기술통계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5)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위한 잠재변수의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

해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시행하

였다. 

6)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의 직․간접 경로계수를 산출하

기 위해 AMOS의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법(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시행하였다.  

7) 본 연구 모형이 자료에 적합한지 평가하기 위한 적합도 검정은 

χ2, χ2/df, GFI (goodness of fit index), AGFI (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CFI (comparative fit index), RMSEA (root mean 

squared error of approximation), PGFI (parsimonious goodness 

of fit index), PNFI (parsimonious normed fit index)를 이용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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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결과

1. 대상자의 특성

  1)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자가 156명(74.3%), 여자가 

54명(25.7%)이었며,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68.9세로 70대가 84명

(40.0%), 60대가 78명(37.1%), 80세 이상이 22명(10.5%)이었다. 결혼 

상태는 기혼이 192명(91.4%), 이혼 또는 사별이 12명(5.7%)이었으며,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81명(38.5%), 대학교 졸업 이상이 73명

(34.8%), 중학교 졸업이 30명(14.3%)이었다. 종교가 있는 대상자가 

139명(66.2%)이었으며, 직업이 없는 대상자가 132명(62.9%)이었으며, 

경제 상태에 대해 ‘적당하다’라고 대답한 대상자가 107명(51.0%), ‘충분

하다’라고 대답한 대상자가 75명(35.7%)이었으며, 주 간호제공자는 배

우자가 99명(47.1%), 본인 자신은 86명(41.0%)이었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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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ies     n (%)

Gender
Male 156 74.3

Female 54 25.7

Age 
(years)

≤49 6 2.9

50-59 20 9.5

60-69 78 37.1

70-79 84 40.0

≥80 22 10.5

Mean ± SD 68.9 9.22

Marital status

Single 6 2.9

Married 192 91.4

Widowed or separated 12 5.7

Level of education

Below elementary school 26 12.4

Middle school 30 14.3

High school 81 38.5

College or above 73 34.8

Religion
Yes 139 66.2

No 71 33.8

Job
Yes 78 37.1

No 132 62.9

Perceived economic 
status

Difficult 28 13.3

Appropriate 107 51.0

Sufficient 75 35.7

Primary caregiver

Spouse 99 47.1

Children 20 9.5

Ownself 86 41.0

Others 5 2.4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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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질병 관련 특성

대상자의 질병 관련 특성을 살펴보면 진단명이 협심증인 경우가 143

명(68.1%), 심근경색증인 경우가 67명(31.9%)이었다. 해당 진단을 받은 이

후 경과기간은 평균 6.49년이며, 1-3년 이내가 52명(24.8%), 4-6년이 45명

(21.4%), 7-9년이 36명(17.1%) 순이었고, 첫 번째 관상동맥중재술을 받은 

이후 경과기간은 평균 5.52년으로 1-3년이 51명(24.3%), 4-6년이 49명

(23.3%), 7-9년이 46명(21.9%) 순이었다. 관상동맥중재술 총 시행회수는 

평균 1.29회이며, 1회가 163명(77.6%), 2회가 37명(17.6%)이었고, 침범 혈

관 수는 평균 2.11개로 1개가 84명(40.0%), 2개가 60명(28.6%), 3개가 44

명(20.9%) 순이었다. 

동반 위험질환의 수는 평균 1.99개로 2개가 83명(39.5%), 1개가 62명

(29.5%), 3개가 49명(23.3)이었으며, 고지혈증이 149명(36.2%), 고혈압이 

138명(33.5%), 당뇨가 86명(20.9%) 순이었다. New York Heart Association 

(NYHA) 단계는 Ⅰ단계가 156명(74.3%), Ⅱ단계가 47명(22.4%)로 96.7%의 

대상자가 Ⅰ~Ⅱ 단계였으며, LVEF는 50%를 초과하는 대상자가 183명

(89.3%), 40-50%가 14명(6.8%), 40% 미만이 8명(3.9%)이었고, 대상자의 평

균 LVEF는 58.2%이었다. BMI는 평균 24.8kg/m2으로, 20-24kg/m2가 118명

(56.2%), 25-29 76명(36.2%)이었다. 

심장질환 가족력이 있는 경우가 39명(18.6%), 없는 경우가 171명

(81.4%)이었고, 현재 흡연중인 대상자가 24명(11.4%), 과거에 흡연한 대상

자는 103명(49.1%), 흡연한 적 없는 대상자는 83명(39.5%)이었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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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ies   n (%)

Diagnosis
Angina 143 68.1

Myocardial Infarction 67 31.9

Duration after diagnosis 
(years)

<1 23 11.0

1-3 52 24.8

4-6 45 21.4

7-9 36 17.1

≥10 54 25.7

Mean ± SD 6.49 5.40

Duration after first PCI* 

(years)

<1 31 14.8

1-3 51 24.3

4-6 49 23.3

7-9 46 21.9

≥10 33 15.7

Mean ± SD 5.52 4.20

Number of PCI* 

1 163 77.6

2 37 17.6

3 7 3.4

4 3 1.4

Mean ± SD 1.29 0.60

Number of diseased vessels

1 84 40.0

2 60 28.6

3 44 20.9

4 12 5.7

≥5 10 4.8

Mean ± SD 2.11 1.30

Co-morbidities related PCI* 

Diabetes mellitus 86 20.9

Hypertension 138 33.5

Hyperlipidemia 149 36.2

Stroke 12 2.9

Kidney disease 10 2.4

Peripheral vascular disease 7 1.7

Congestive heart failure 8 1.9

COPD† 2 0.5

Table 3. Clinic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210)

- 계 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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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ies   n (%)

Number of co-morbidities

0 6 2.9

1 62 29.5

2 83 39.5

3 49 23.3

4 10 4.8

Mean ± SD 1.99 0.95

New York Heart

Association (NYHA) class

Ⅰ 156 74.3

Ⅱ 47 22.4

Ⅲ 6 2.8

Ⅳ 1 0.5

Mean ± SD 1.30 0.54

Left Ventricular Ejection 
Fraction‡ (LVEF) (%)

>50 183 89.3

40-50 14 6.8

<40 8 3.9

Mean ± SD 58.2 8.25

Body mass index (BMI) 
(kg/m2)

<20 2 1.0

20-24 118 56.2

25-29 76 36.2

≥30 14 6.6

Mean ± SD 24.8 2.83

Family history about 
coronary artery disease 

Yes 39 18.6

No 171 81.4

Smoking

Current smoker 24 11.4

Ex smoker 103 49.1

Non smoker 83 39.5

*PCI=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 

†COPD=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LVEF 측정값은 5명은 측정값이 없어 분석에서 제외하고 총 205명만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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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변수의 서술적 통계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에서 사용된 측정변수에 대한 서술적 통계는 

Table 4와 같다. 연령은 평균 68.94세, 협착 혈관수는 2.11개, 동반 위험

질환수는 1.99개, 관상동맥중재술 시행회수는 1.29회였다. 60점 만점의 

사회적 지지는 평균 43.43점, 21점 만점의 우울은 평균 7.69점이었고, 

100점 만점의 협심증 안정성은 58.1점이었다. 100점 만점의 신체활동 제

한은 82.22점이었고, 150점 만점의 건강 행위는 81.75점이었다. 100점 만

점의 치료 만족도, 삶의 질 각각의 평균은 80.80점, 71.71점이었다.   

다변량분석의 기본적 가정은 정규분포이어야 하므로 일변량정규성을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로 평가하였다. 왜도의 절대값이 3보다 크

고, 첨도의 절대값이 7보다 크면 정규분포 가정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배병렬, 2009). 본 연구에 포함된 모든 측정변수의 왜도와 첨도의 절대

값이 3과 7을 넘지 않아 일변량정규성이 유지되어 구조방정식모형을 적

용하는데 필요한 정규분포의 조건을 충족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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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Mean SD Range Skewness Kurtosis

Age 68.94 9.22 35-87 -.70 .97

Number of diseased vessels 2.11 1.30 1-9 1.82 5.30

Number of co-morbidities 1.99 0.95 0-6 .47 .72

Number of PCI* 1.29 .60 1-4 2.37 5.94

Social support 43.43 8.61 19-60 -.39 .34

Depression 7.69 4.06 0-19 .03 -.56

Angina stability 58.10 22.00 0-100 .85 .28

Physical limitation 82.22 18.98 0-100 -1.46 2.33

Health behavior 81.75 8.92 48-110 .04 .95

Treatment satisfaction 80.80 17.54 25-100 -.65 -.33

Quality of life 71.71 21.35 8.3-100 -.82 .13

Table 4. Descriptive statistics of the measured variables

(N=210)

*PCI=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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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측정변수 간의 상관관계

가설적 모형 검증에 앞서 측정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Table 5). 

연령은 신체활동 제한(r=-.38, p<.01), 치료 만족도(r=.14, p<.05)와 유

의한 상관관계가 있었고, 침범된 혈관수는 동반 위험질환수(r=.27, p<.01), 

관상동맥중재술 시행회수(r=.50, p<.01), 신체활동 제한(r=-.15, p<.05)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동반 위험질환수는 관상동맥중재술 시행회수

(r=.18, p<.01), 신체활동 제한(r=-.14, p<.05)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

며, 관상동맥중재술 시행회수는 우울(r=.16, p<.05)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사회적 지지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변수는 우울(r=-.27, 

p<.01), 건강 행위(r=.35, p<.01), 치료 만족도(r=.31, p<.01)로 나타났다.   

우울은 신체활동 제한(r=-.24, p<.01), 건강 행위(r=-.19, p<.01), 치료 

만족도(r=-.31, p<.01), 삶의 질(r=-.36, p<.01)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

다. 협심증 안정성은 신체활동 제한(r=.18, p<.01)과 유의한 관련이 있었

으며, 신체활동 제한은 삶의 질(r=.19, p<.01)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

다. 

건강 행위는 치료 만족도(r=.30, p<.01), 삶의 질(r=.14, p<.05)과 유의

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치료 만족도는 삶의 질(r=.50, 

p<.01)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측정변수들 간의 상관계수가 .7이상이면 변수 간 상호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배제해야 하는데(김계수, 2010), 본 연구에서 가장 큰 

상관계수는 .50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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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조모형 분석

  1) 가설적 모형의 적합도 검정

수집된 자료가 가설적 모형을 잘 설명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

여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최근까지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

한 많은 지수들이 개발되어 왔는데, 여러 문헌에서 공통적으로 추천하고 

있는 적합도 지수에는 χ2 통계량과 자유도, GFI (goodness of fit 

index), AGFI (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CFI (comparative fit 

index), RMSEA (root mean squared error of approximation), PGFI 

(parsimonious goodness of fit index), PNFI (parsimonious normed fit 

index) 등이 있다. 

각각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χ2 통계량은 표본 크기에 매우 

민감하여 표본 크기가 100-200개 범위에 있을 때 신뢰할 만하며, 표본크

기가 200을 넘을 경우 χ2 값은 제안모형이 현실과 큰 차이가 없는데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결과를 제시하는 오류가 있는 한계가 있다(조선배, 

1996). 대신 표본크기에 대한 민감도를 낮추기 위해 χ2 값을 자유도로 

나눈 표준카이제곱(normed chi-square)을 사용하며, 이 값이 2 혹은 3보

다 작으면 좋다는 기준이 통용되고 있다(강현철, 2013).

GFI, AGFI, CFI는 .9 이상, RMSEA는 .8 이하, PGFI, PNFI는 .5 

이하이면 적합하다(우종필, 2012).

본 모형의 적합지수를 살펴보면 χ2/df=1.72, GFI=.96, AGFI=.91, 

CFI=.92, RMSEA=.06, PGFI=.46, PNFI=.49로 적합 지수가 권장 적합 지수

에 부합하였다(Tabl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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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χ2/df GFI
*

AGFI
†

CFI
‡

RMSEA
§

PGFI
R

PNFI
V R

Reference <3 ≥.9 ≥.9 ≥.9 ≤.08 ≤.5 ≤.5

Hypothetical 1.72 .96 .91 .92 .06 .46 .49

Table 6. Model fit of the hypothetical model

*GFI=goodness of fit index; 

†AGFI=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d error of approximation; 

RPGFI=parsimonious goodness of fit index; 

V RPNFI=parsimonious normed fit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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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가설적 모형의 분석

가설적 모형에서의 표준화 회귀계수(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s, SRW), t값 다중상관자승(Squared multiple correlations, SMC

)은 Table 7과 같다. 가설적 모형에서 총 13개의 경로 중 11개가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다. 증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생리적 요인(β

=.30, t=2.50)과 환경적 요인(β=-.41, t=-4.25)이었으며, 22.0%를 

설명하였다. 

기능 상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인적 요인(β=-.38, 

t=-5.86), 환경적 요인(β=-.21, t=-2.06), 증상(β=-.42, t=-2.03)과이었고, 

29.8%를 설명하였다.  

건강 행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인적 요인(β=.13, 

t=2.03), 환경적 요인(β=.30, t=4.00)이었고, 15.8%를 설명하였다.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환경적 요인(β=.28, 

t=3.04), 개인적 요인(β=.26, t=2.87), 기능 상태(β=.23, t=2.64), 건

강 행위(β=.22, t=2.51), 이었고, 24.1%를 설명하였다. 

이상의 결과에 대한 가설적 모형의 경로는 Figure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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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ogeneous 
variables

Exogeneous variables
Standardized 
estimates(β)

C.R†

(t-value)
SMC‡

Symptom status

Characteristics 
of the individual

-.05 -.47 

22.0
Biological &
physiological variables

.30 2.50*

Characteristics 
of the environment

-.41 -4.25**

Functional status

Characteristics 
of the individual

-.38 -5.86**

29.8Characteristics 
of the environment

-.21 -2.06*

Symptom status -.42 -2.03*

Health behavior

Characteristics 
of the individual

.13 2.03*

15.8Characteristics 
of the environment

.30 4.00**

Symptom status -.15 -1.35

Quality of life

Characteristics 
of the individual

.26 2.87**

24.1

Characteristics 
of the environment

.28 3.04**

Functional status .23 2.64**

Health behavior .22 2.51*

Table 7. Standardized coefficient estimates of the hypothetical model

* p<.05; ** p<.01; † Critical Ratio; ‡ Squared Multiple Cor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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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1 : Age y1: Depression

x2 : Number of diseased vessels y2: Angina stability

x3 : Number of co-morbidities y3: Physical limitation

x4 : Number of 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

y4: Health behavior

x5 : Social support y5: Treatment satisfaction

y6: Quality of life

Figure 5. Path diagram of the hypothetical model 

*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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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가설적 모형의 효과 분석

가설적 모형의 내생변수를 중심으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총효과

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8과 같다. 간접효과 유의성을 분석하기 위해 독

립변수와 매개변수의 비표준화 계수와 표준오차, 매개변수와 종속변수의 

비표준화 계수와 표준오차를 통해 Sobel test를 시행하였다. 

증상에 대하여 생리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은 유의한 직접효과, 총효

과가 있었으며, 개인적 요인은 유의한 직접효과가 없었다. 

기능 상태에 대하여 증상,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은 모두 유의

한 직접효과, 총효과가 있었다. 

건강 행위에 대하여 환경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은 유의한 직접효과, 

총효과가 있었고, 증상은 유의한 직접효과가 없었다. 

삶의 질에 대하여 환경적 요인, 개인적 요인, 기능 상태, 건강행위는 

유의한 직접효과, 총효과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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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ogeneous 
variables

Exogeneous 
variables

Standardized 
direct 
effects

Standardized 
indirect 
effects

Standardized 
total 

effects 

Symptom 
status

Characteristics 
of the individual

-.05 -.05

Biological &
physiological
variables

.30* .30*

Characteristics 
of the environment

-.41** -.41**

Functional
status

Characteristics 
of the individual

-.39** .02 -.37**

Characteristics 
of the environment

-.20* .17 -.03

Symptom status -.42** -.42**

Health
behavior

Characteristics 
of the individual

.13* .01 .14*

Characteristics 
of the environment

.31** .06 .37**

Symptom status -.15 -.15

Quality of 
life

Characteristics 
of the individual

.26** -.05 .21**

Characteristics 
of the environment

.28** .07 .35**

Functional status .23** .23**

Health behavior .22** .22**

Table 8. Standardized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s of the 

         hypothetical model      

* p<.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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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가설의 검증

  1) 증상을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 1. 개인적 요인은 증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가설은 직접효과(β=-.05, p=.64)와 총효과가 모두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아 지지되지 않았다. 

가설 2. 생리적 요인은 증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가설은 직접효과(β=.30, p<.05)와 총효과 모두 통계적으

로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가설 3. 환경적 요인은 증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가설은 직접효과(β=-.41, p<.01)와 총효과 모두 통계적으

로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2) 기능 상태를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 4. 개인적 요인은 기능 상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가설은 직접효과(β=-.39, p<.01)와 총효과가 모두 통계적

으로 유의하였고, 증상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β=.02)는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가설 5. 환경적 요인은 기능 상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가설은 직접효과(β=-.20, p<.05)와 총효과가 모두 통계적

으로 유의하였고, 증상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β=.17)는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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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6. 증상은 기능 상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가설은 직접효과(β=-.42, p<.01)와 총효과가 모두 통계적

으로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3) 건강 행위를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 7. 개인적 요인은 건강 행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가설은 직접효과(β=.13, p<.05)와 총효과가 모두 통계적

으로 유의하였고, 증상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β=.01)는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가설 8. 환경적 요인은 건강 행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가설은 직접효과(β=.31, p<.01)와 총효과가 모두 통계적

으로 유의하였고, 증상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β=.06)는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가설 9. 증상은 건강 행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가설은 직접효과(β=-.15, p=.18)와 총효과가 모두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아 지지되지 않았다. 

  4) 삶의 질을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 10. 개인적 요인은 건강 행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가설은 직접효과(β=.26, p<.01)와 총효과가 모두 통계적

으로 유의하였고, 건강 행위를 매개로 한 간접효과(β=-.05)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가설 11. 환경적 요인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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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가설은 직접효과(β=.28, p<.01)와 총효과가 모두 통계적

으로 유의하였고, 건강 행위를 매개로 한 간접효과(β=.07)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가설 12. 기능 상태는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가설은 직접효과(β=.23, p<.01), 총효과가 모두 통계적

으로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가설 13. 건강 행위는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가설은 직접효과(β=.22, p<.01), 총효과가 모두 통계적

으로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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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논 의

본 연구는 관상동맥중재술 환자의 삶의 질을 규명하기 위해 Wilson

과 Cleary (1995)의 건강관련 삶의 질 모형을 이론적 근간으로 하여 문헌

고찰을 통해 나타난 영향요인을 종합하여 가설적 모형을 구축한 후 타당

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관상동맥중재술 환자의 삶의 

질 모형의 타당성과 내생변수를 중심으로 각 변수들간의 경로에 대해 논

의하고자 한다.

1. 구조모형의 타당성

본 연구는 Wilson과 Cleary (1995)의 건강관련 삶의 질 모형을 이론

적 근간으로 하여 관상동맥중재술 환자의 개인적 요인, 생리적 요인, 환

경적 요인, 증상, 기능 상태, 건강행위가 삶의 질에 영향을 준다는 가설

적 구조모형을 구축하고 모형의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검증 결과 13개의 

가설 중 11개 가설이 지지되었으며, 가설적 모형의 적합도가 권장수준에 

도달하였고, 수정지수에 추가할 경로가 없어 가설적 모형을 수정 없이 

확정하였다. 

Wilson과 Cleary (1995)의 건강관련 삶의 질 모형은 대상자의 개인적 

요인, 생리적 요인, 환경적 요인, 증상, 기능 상태, 건강에 대한 인지, 삶

의 질과의 관계에 대해 설명한 모형이다. 본 연구는 이 모형을 근간으로 

관상동맥중재술 환자의 신체적, 정서적, 환경적 영향요인과 대상자의 삶

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건강 행위를 모두 포함하여 삶의 질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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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을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 대상자의 삶의 질 점수는 치료 만족도에서 80.80점, 삶의 

질 영역에서는 71.71점으로 나타났는데, De Quadros 등(2011)이 관상

동맥중재술을 받은지 6개월, 12개월 이후 협심증 환자 110명을 대상으

로 한 전향적 코호트 연구에서 SAQ로 측정한 점수와 비교하였을 때 본 

연구 대상자가 치료 만족도와 삶의 질 점수에서 12-14점 가량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 Sedis 등(2013)의 연구에 의하면 관상동맥중재술 후 12

개월까지는 삶의 질이 지속적으로 향상하는데,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시

술 후 경과기간이 평균 5.5년이므로 시술 이후 급성기 환자를 대상으로 

한 다른 연구에서의 삶의 질 점수보다 낮게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 Wilson과 Cleary (1995)의 건강관련 삶의 질 모형을 기반으로 

수행된 선행 연구들을 비교할 때(Höfer et al., 2005; Krethong, 

Jirapaet, Jitpanya, & Sloan, 2008), 선행 연구들은 건강에 대한 인지가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한 반면, 본 연구는 건강 

행위가 대상자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입증하였다. 

이는 건강에 대한 인지가 높아도 자기효능감이 낮고 우울과 불안, 스트

레스 등으로 인해 건강 행위를 실천하지 않는다면 삶의 질이 향상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건강 행위가 관상동맥중재술 환자의 삶의 질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 결과는 허혈성 심질환을 가진 환자 440명

을 대상으로 3개월간 운동, 건강식이, 스트레스 관리 등 건강 행위 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한 결과 12개월간 대상자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는 

연구결과(Koertge et al, 2003)와 일치한다. 허혈성 심질환은 관상동맥

중재술을 받더라도 평생 약물을 복용해야 하고, 자신의 생활 양식을 바

꾸고 건강 행위를 유지하며 살아야 하는 만성질환으로서의 특징을 가지

고 있기 때문이다. 즉 허혈성 심질환 환자의 삶의 질을 설명하는데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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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 건강 행위에 대한 관점을 추가로 제공하였다는 점에 본 연구의 

중요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모형에서 개인적 요인, 환경적 요인, 기능 상태, 건강 행

위가 관상동맥중재술 환자의 삶의 질을 24.1% 설명하였다. 본 연구의 

구조모형은 권장 수준의 모형 적합도를 보이고, 삶의 질이라는 광범위한 

개념을 설명하는데 적절한 설명력을 보여 유병기간이 긴 관상동맥중재술 

이후의 허혈성 심장질환 환자의 장기적 삶의 질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모

형으로 검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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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상동맥중재술 환자의 삶의 질 영향요인

본 연구에서 삶의 질에 직접적 영향력이 가장 큰 요인은 환경적 요

인, 즉 사회적 지지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

았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허혈성 심장질환 환자의 삶의 질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삶의 질에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Han, Lee, Park, E., Park, Y., & Cheol, 2005), Hӧfer 
등(2005)이 호주 관상동맥질환자 465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사회

적 지지가 전반적 건강에 대한 인지에만 영향을 미치고, 삶의 질에는 유

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상동맥우회술을 받은 핀란드 환

자 270명을 대상으로 한 Rantanen (2008)의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지는 

환자의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Wilson과 Cleary 

(1995)의 건강관련 삶의 질 모형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삶의 질에 직접적

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는 도구

의 차이에 기인한 것인지, 민족적 특성 또는 문화적 차이에 기인한 것인

지 등에 대한 체계적 고찰 또는 메타 분석 연구를 시행해 볼 필요가 있

다고 생각된다. 

사회적 지지는 삶의 질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중재술 환자의 증상과 

기능 상태, 건강 행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

족, 친구 및 의료진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다고 인지한 환자일수록 환자

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증상 정도가 낮고, 기능 상태가 좋으며, 건강 행

위 이행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적 지지 하부영역 중 가족

의 지지가 낮은 대상자들이 우울 정도가 높고, 기능 상태가 낮으며, 건

강 행위 수행과 삶의 질이 모두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환자 교육이나 

치료 과정에 가족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지지체계를 증진시키는 



- 63 -

전략을 적용하는 것은 환자들의 증상 관리 및 신체 기능 유지, 건강 행

위 실천 및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데 효과적인 중재방법이 될 수 있을 것

이며, 본 연구의 결과가 그러한 프로그램의 이론적 근거가 될 수 있다. 

또한 관상동맥중재술을 받은 환자들이 시술 이후에도 건강 행위를 지속

적으로 이행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다학제간 진료팀을 구성

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의료진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삶의 질에 두 번째로 높은 영향력을 미친 요인은 개인

적 요인, 즉 연령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신체 활동의 

제한 등으로 기능 상태가 유의하게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건강 

행위 이행정도와 삶의 질은 오히려 연령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관상동맥질환자에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삶의 질이 감소한

다는 기존 대부분의 연구결과(Blankenship et al., 2013; De Smedt et al., 

2013)와는 다른 결과이다. 이러한 차이를 보인 이유를 분석해보면 60세 

이후 직장 생활 등에서 은퇴한 대상자일수록 스트레스가 적고 건강 관리

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나 요구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노인이 허혈성 

심장 질환을 갖고 생산 활동에 임하고 있는 젊은 층보다 오히려 건강 행

위나 삶의 질 정도가 높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따라서 시간적 여

유가 부족하고 스트레스가 많은 젊은 층의 관상동맥중재술 환자를 위해 

건강 관련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모바일 또는 온라인 기반 교육 

프로그램이나 상담 프로그램 등을 개설하여 바쁜 일상에서도 건강 행위

를 실천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재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삶의 질에 세 번째로 높은 영향력을 보인 요인은 기능 상태였으며, 

기능 상태가 좋을수록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능 상태로서 

신체활동 제한을 측정한 SAQ 문항은 지난 4주간 가슴 통증, 흉부 압박

감 또는 협심증 증상으로 인한 일상생활 및 활동의 제약 정도를 평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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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항목이며, 본 연구에서는 언덕이나 계단을 오르거나 빠른 걸음으로 

100미터 이상 걷기, 달리기, 무거운 물건을 들 때 활동에 제약이 있는 

대상자일수록 삶의 질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기능 

상태는 고령이며, 증상이 심할수록 신체활동 제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노인 관상동맥질환자의 기능 상태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협

심 증상의 빈도와 같은 신체적 증상이나 우울과 같은 정서적 증상 등을 

사정하고 중재를 통해 증상을 완화하며 일상생활의 기능 상태를 향상시

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삶의 질에 영향력을 미친 요인은 건강 행위였다. 건강 

행위는 허혈성 심질환 환자의 경우 관상동맥중재술을 받은 이후에도 식

이, 운동, 투약 등 일상생활에서 건강 행위를 잘 실천하지 않는 경우 재

발 및 합병증의 위험이 있으므로, 위험인자의 교정을 위해서 행동 변화 

및 자기 간호 행위 실천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흡연중인 대상

자가 11.4%이며, 건강 행위 평균 점수가 81.75점으로, 같은 도구로 측정

한 최은하(2012)의 연구에서의 110점보다 낮게 나타났다. 최은하(2012)의 

연구에서는 관상동맥중재술 환자 뿐만아니라 관상동맥우회술, 내과적 치

료만 받는 환자까지 포함한 결과이므로 관상동맥중재술 환자가 관상동맥

우회술 환자나 관상동맥중재술을 시행하지 않고 약물 치료만 받는 환자

군보다 건강 행위 이행도가 낮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관상동맥중재술을 

시행하게 되면 시술 직후부터 즉각적으로 증상이 호전되며 관상동맥우회

술에 비해 시술 과정에서의 위험성이 낮고 입원기간도 1박 2일 또는 2박 

3일 정도로 매우 짧아, 개심술을 시행한 관상동맥우회술 환자보다 질환

에 대한 인식이 낮아 건강 행위 이행정도가 낮은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동일한 허혈성 심장질환 환자라도 치료 방법에 따라 질병 인식이

나 건강 행위 이행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추후 연구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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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하며, 차이가 있다면 각 대상자군별로 차별화된 간호중재를 수립하여 

제공해야 할 것이다. 

심근경색이 발생한 이후 3년이 경과하면 질병의 위험도에 대한 인식

이 감소하고 건강 행위 수행정도도 감소하며(Baldacchino, 2011), 허혈

성 심장질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중재 프로그램은 

12주 이상의 기간이 요구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Frattaroli et al., 

2008). 따라서 관상동맥중재술을 시행한 환자는 입원기간이 짧으므로 

퇴원시 교육 뿐만 아니라 외래 추적 관찰시에도 건강 행위 실천에 대한 

주기적인 반복 교육과 의료진의 주지가 필요하며,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중재 프로그램 개발도 활성화 될 필요가 있겠다. 또한 본 연

구 대상자들의 건강 행위를 살펴보면 식이 요법과 관련된 항목에 대한 

실천도가 다른 항목에 비해 낮았으며, 특히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은 식

품 등 식이에 대한 이행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의료기관에

서 허혈성 심질환자를 대상으로 심장재활 프로그램 교육시 식이 섭취의 

중요성 및 권장 식단에 대한 교육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에서 건강 행위는 연령이 높고 증상 정도가 낮으며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수행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적 지지

와의 상관성이 높았는데 대상자가 관상동맥중재술을 받은지 평균 5.5년

이 경과한 환자이므로 가족, 친구, 의료진 등의 관심과 지지를 계속적으

로 받는다고 인지한 환자일수록 건강 행위를 잘 시행하고 있으며, 만성 

질환자가 건강 행위를 지속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주변 사람

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우울과 

같은 정서적 스트레스나 협심증 증상이 있는 환자들은 건강 행위 이행도

가 떨어지므로 이러한 환자들은 외래에서 스크리닝하여 신속한 치료 연

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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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상태는 개인적 요인, 환경적 요인, 증상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령이 높고 사회적 지지가 낮고 증상이 심할수록 

기능 상태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증상이 기능 상태에 

가장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환자의 신체 활동 제한을 감

소시키기 위해서는 우울이나 협심증 증상을 관리할 수 있도록 신속한 진

료 연계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고령에서도 신체 기능 제한을 최

소화할 수 있는 운동 및 재활 중재 전략 모색이 필요하며, 신체 활동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점차 늘릴 수 있도록 지지 그룹 결성 등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 우울과 협심증 안정성은 침범된 혈관수, 동반 위험질환

수, 관상동맥중재술 시행 회수가 많을수록 증상이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처럼 환자의 중증도가 높을수록 신체적, 정서적 증상이 심해지

므로 중증도가 높은 환자들이 외래 방문시 주의 깊은 관찰과 집중 관리

가 필요하며, 환경적 요인이 증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므로 증상을 심

각하게 호소하는 환자에서는 사회적 지지를 통해 우울 등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간호 중재를 제공할 필요가 있겠다. 특히 본 연구 결과에서 관상동

맥중재술 시행 후 평균 5.5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대상자의 우울과 같은 

정서적 증상이 기능 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윤경(2010)의 연구에서는 관상동맥질환자의 퇴원 후 삶의 질에 우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허혈성 심장 질환자의 급성기 당

시의 우울은 3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대상자의 적응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Panasewicz et al., 2013)도 있어 적극적인 중재가 필

요한 증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급성기 이후에도 의료기관의 외래 

및 지역사회 차원에서 대상자의 우울을 면밀히 관찰하고 이와 같은 감정

적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간호중재를 제공하고, 가족을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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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지지가 대상자의 우울을 감소시킬 수 있음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한편, 증상이 대상자의 건강 행위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상동맥중재술 시행 환자가 건강 행위를 실천하

는 정도가 현재 대상자의 협심증 안정성 및 우울의 정도와 관련성이 적

음을 의미한다. 협심증 안정성이 낮거나 우울할수록 건강 행위 실천 정

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그러한 증상이 있더라도 지속적으로 건

강 행위를 실천하는 환자들이 적지 않다는 연구 결과를 통해 대상자들에

게 현재 증상이 있다하더라도 만성 질환 관리에 있어 지속적인 건강 행

위가 중요함을 주기적으로 강조할 필요가 있겠다.      

이상으로 관상동맥중재술 환자의 삶의 질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들 간의 경로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관상동맥중재술 

이후 외래 추적 관찰을 하는 대상자 위주로 자료수집을 하여 중증도가 

높은 대상자들이 많이 포함되지 못하였고, 두 번째로 대상자가 서울 소

재 일개 대학병원을 내원한 환자로 제한한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

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연구 대상을 확대하여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환

자를 대상으로 한 반복 연구가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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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호학적 의의

  1) 간호이론 측면

본 연구는 Wilson과 Cleary (1995)의 연구에서 제시되지 않았던 건강

행위를 포함하고, 기존 간호학적 연구에서 부족했던 질환 관련 생리적 

요인을 포함하여 삶의 질 향상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가설적 모형을 구

축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관상동맥중재술 

환자의 개인적 요인, 생리적 요인, 환경적 요인, 증상, 기능 상태 및 건

강 행위와 삶의 질을 설명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관련 요인들 간

의 관계를 검증함으로써 관상동맥중재술 환자의 삶의 질을 설명할 수 있

는 경험적 지식체 형성에 기여하였다. 

 

  2) 간호연구 측면

본 연구는 관상동맥중재술 환자를 대상으로 환경적 요인 즉, 사회적 

지지와 건강 행위 등이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규명

하고 그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이는 만성 질환으로서 허혈성 심장질환자

들을 위한 지지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는데 이론적 배경으

로써 사용될 수 있으며, 추후 이러한 프로그램 개발, 중재 효과 및 효과

의 지속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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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간호실무 측면

간호실무에서는 관상동맥중재술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재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본 연구에서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변수들을 강화하는 중재 전략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특히 삶

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사회적 지지를 촉진시키고 건강 행위를 강

화시킬 수 있는 중재를 포함한다면 대상자의 삶의 질 향상에 효과가 있

을 것이다.



- 70 -

Ⅶ.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에서 검증한 모형은 권장 수준을 만족하는 적합도를 보여 가

설적 모형과 자료가 부합되어 관상동맥중재술 환자의 삶의 질을 예측하

는데 적합한 모형으로 나타났다. 관상동맥중재술 환자의 삶의 질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환경적 요인, 개인적 요인, 기능 상태, 건강 

행위였다. 본 연구의 모형에 포함된 변수들이 삶의 질을 설명하는 정도

는 24.1%였다. 관상동맥중재술 환자의 증상은 환경적 요인, 생리적 요

인, 개인적 요인에 의해 22.0% 설명되었고, 기능 상태는 증상, 개인적 

요인, 환경적 요인에 의해 29.8%, 건강 행위는 환경적 요인, 개인적 요

인, 증상에 의해 15.8% 설명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관상동맥중재술 환자에 있어 건강 행위와 환경적 요

인으로서 가족, 친구, 특별한 사람으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 환자의 연

령과 기능 상태가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이러

한 결과를 고려하면 관상동맥중재술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족, 친구 및 의료인 등의 지지가 대상자의 신체적 정서적 증상 및 건

강 행위 실천은 물론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에 대한 교육과 홍보

가 강화되어야 하고, 기능 상태가 저하되어 있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젊

은 환자 층에서도 적극적인 건강 실천 행위를 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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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언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1) 관상동맥질환의 치료 방법에 따라 질병 인식이나 건강 행위 이행

정도 및 삶의 질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제안한

다. 

2) 관상동맥중재술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재활 프로그

램에 기능 상태를 향상시키고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 및 건강 행

위를 강화시킬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할 필요가 있으며, 추후 연구

로 이러한 중재 전략들이 삶의 질을 변화시키는 정도와 긍정적인 

삶의 질 변화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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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참여 동의서]

  이 설문지를 작성하는 것은 본인이 18세 이상의 성인이며, 이 연구의 

대상자가 되는 것에 동의함을 증명합니다.

연구제목 : 관상동맥중재술 환자의 삶의 질 구조모형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병원 큐에이센터 파트장으로 일하고 있으며,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간호학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 김유정입니다. 

본 연구는 관상동맥중재술을 받은 환자들의 삶의 질을 이해하고 향상시키

는데 도움이 되고자 귀하의 현재 신체적 상태, 건강에 대한 인식, 건강 행

위, 감정상태, 주변 사람들의 도움, 삶의 질 정도를 조사하는 것이 목적입니

다. 

바쁘시겠지만, 설문내용을 끝까지 읽으시고 귀하에게 해당되는 항목을 표

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문에 소요되는 시간은 15-20분 내외이며, 작

성하신 내용은 무기명으로 처리하여 개인의 정보나 응답하신 내용은 완전히 

비밀을 보장할 것을 약속하오니 솔직하게 끝까지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설문지 작성이 어려우시면 작성을 중단하고 이후라도 귀하께서 연구 참여

를 원하지 않는 경우 연락주시면 바로 설문내용 사용을 중단할 것이며, 본 

연구를 통하여 귀하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

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며, 쾌유하시길 기원합니다. 

                  연구책임자 : 김유정 올림(010-6311-5383,   

                                             youjeong@snuh.org) 

본인은 이 연구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었으며, 이 연구에 참여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인은 자발적으로 이 연구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참여자 성명 :                             날짜 : 2014년     월    일

연구자 성명 :                             날짜 : 2014년     월    일

이 연구는 2014년 1월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서울대학교병원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 02-2072-0694).

부록 2. 연구 참여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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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자료수집 도구

1. 일반적 특성

※다음은 일반적 사항입니다. 해당란에 ∨ 또는 질문에 답을 하여 주십시오.

1. 성별 : □ 남자      □ 여자

2. 연령 : 만        세

3-1. 결혼상태 : □ 미혼   □ 기혼   □ 이혼   □ 사별   □ 기타(          )

3-2. 자녀의 수 :         명 

4. 교육수준 :  □ 무학  □ 초졸  □ 중졸  □ 고졸  □ 대졸  □ 대학원 이상

5. 종교 : □ 없음   □ 기독교   □ 카톨릭   □ 불교   □ 기타(          )

6. 직업 : □ 전일제  □ 비전일제  □ 은퇴  □ 무직  □ 학생  □ 가정주부

         □ 기타(          )

7. 현재 경제 상태

   □ 생활하기 매우 힘듦  □ 다소 부족함  □ 그럭저럭 생활 가능 □ 충분함

8. 현재 주 간호제공자

    □ 배우자   □ 자녀   □ 형제/자매   □ 나 자신   □ 기타(          )

9-1. 진단명 :  □ 협심증    □ 심근경색증

9-2. 위 진단은 언제 받으셨습니까?          년      월

10-1. 관상동맥중재술은 언제 처음 받으셨습니까?          년      월

10-2. 관상동맥중재술을 총 몇 회 받으셨습니까?          회

10-3. 협착이 있었던 혈관수는 몇 개였습니까? 최대         개

11. 아래 해당 질환이 있으십니까?

   □ 당뇨           □ 고혈압         □ 고지혈증    □ 뇌졸중   □ 신장질환 

□ 말초혈관질환   □ 울혈성심부전   □ 만성폐쇄성폐질환 

□ 기타(                                 )  

12. 키:            cm,    몸무게:              kg

13. 심장질환에 대한 가족력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14. 흡연을 하십니까? □ 현재 흡연 □ 과거 흡연했으나 금연  □ 흡연한 적 없음



- 91 -

나는 가슴통증, 흉부 압박감 또는 협심증 증상을              느낀 적이 있다.  

□ 훨씬 더
   자주

□ 약간 더  
   자주

□ 거의    
   동일하게

□ 약간 덜 
   자주

□ 훨씬 덜 
   자주

□ 4주동안 
   전혀 없음

활동
심하게 
제약
받았음

상당히 
제약 
받았음

어느 
정도 
제약 
받았음

약간
제약
받았음

전혀
제약
받지
않았음

다른 이유로
제약 받거나 
해당 활동을 
하지 않았음

혼자서 옷 입기 □ □ □ □ □ □

집안에서 걷기 □ □ □ □ □ □

샤워하기 □ □ □ □ □ □

언덕이나 1층 계단을 쉬지 
않고 오르기

□ □ □ □ □ □

정원 가꾸기, 진공 청소하
기, 식료품 나르기

□ □ □ □ □ □

빠른 걸음으로 100미터 
이상 걷기

□ □ □ □ □ □

달리기 또는 조깅하기 □ □ □ □ □ □

가구 등 무거운 물건을 들
거나 옮기기 또는 
어린아이 들기

□ □ □ □ □ □

격렬한 운동(수영, 테니스)
에 참여하기  

□ □ □ □ □ □

2. 삶의 질

※ 귀하의 상황과 가장 일치하는 칸에 ∨ 또는 질문에 답을 하여 주십시오.

1. 지난 4주동안 가슴통증, 흉부압박감 또는 협심증 증상으로 인해 얼마나 제약을 

받았는지 해당 부분에 표시해 주십시오.

2. 4주 전과 비교하여, 가장 격렬한 활동을 할 때 가슴통증, 흉부 압박감 또는 협심증 

증상을 얼마나 자주 느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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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가슴통증, 흉부 압박감 또는 협심증 증상을              느낀 적이 있다.  

□ 하루 
   4번 이상

□ 하루 
   1-3번

□ 1주일 
   3번 이상

□ 1주일
   1-2번

□ 1주일
   1번 미만

□ 4주동안
   전혀 없음

나는 니트로글리세린을              복용했다.  

□ 하루 
 4차례 이상

□ 하루 
 1-3차례

□ 매일 아니지만
 1주일 3차례 이상

□ 1주일에
   1-2차례

□ 1주일에
 1차례 미만

□ 4주동안 전혀
   느낀 적 없음

□ 심하게
   성가심

□ 상당히 
   성가심

□ 어느 정도
   성가심

□ 약간
   성가심

□ 전혀
 성가시지 않음

□ 의사가 약을 
 처방하지 않았음

□ 전혀 
  만족하지 않음

□ 대체로 
  만족하지 않음

□ 어느 정도 
   만족함

□ 대체로 
   만족함

□ 전적으로
   만족함

□ 전혀 
  만족하지 않음

□ 대체로 
  만족하지 않음

□ 어느 정도 
   만족함

□ 대체로 
   만족함

□ 전적으로
   만족함

□ 전혀 
  만족하지 않음

□ 대체로 
  만족하지 않음

□ 어느 정도 
   만족함

□ 대체로 
   만족함

□ 전적으로
   만족함

3. 지난 4주동안 평균적으로 몇 차례나 가슴통증, 흉부 압박감, 또는 협심증 증상을 

느끼셨습니까?

4. 지난 4주동안 가슴통증, 흉부 압박감 또는 협심증 증상 때문에 니트로글리세린(정제 

또는 분무제)을 평균적으로 몇 차례나 복용해야 했습니까?

5. 가슴통증, 흉부 압박감 또는 협심증 증상으로 처방에 따라 약을 복용하는 것이 

얼마나 성가십니까?

6. 가슴통증, 흉부 압박감 또는 협심증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는데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7. 가슴통증, 흉부 압박감 또는 협심증 증상에 대해 의사가 했던 설명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8. 전반적으로, 가슴통증, 흉부 압박감 또는 협심증 증상에 대한 현재의 치료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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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하게
  제약 받았음

□ 상당히
  제약 받았음

□ 어느 정도
  제약 받았음

□ 약간
  제약 받았음

□ 전혀
  제약받지 않았음

□ 끊임없이
 그런 생각이나
 걱정을 함

□ 종종
 그런 생각이나
 걱정을 함

□ 가끔
 그런 생각이나
 걱정을 함

□ 그런 생각이나  
 걱정을 거의 하지  
 않음

□ 그런 생각이나  
 걱정을 결코 하
지   않음

□ 전혀 
  만족하지 않음

□ 대체로 
  만족하지 않음

□ 어느 정도 
   만족함

□ 대체로 
   만족함

□ 전적으로
   만족함

9. 지난 4주동안 가슴통증, 흉부 압박감 또는 협심증 증상 때문에 삶의 즐거움이 얼마나 

제약을 받았습니까?

10. 지금과 같이 가슴통증, 흉부 압박감 또는 협심증 증상으로 여생을 보내야 한다면 

기분이 어떠하시겠습니까?

11. 심장마비를 일으키거나 급사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나 걱정을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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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문항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거의 

그렇다

1. 나는 즐겨오던 것들을 현재도 즐기고 있다

2. 나는 사물을 긍정적으로 보고 잘 웃는다

3. 나는 기분이 좋다

4. 나는 기억력이 떨어진 것 같다

5. 나는 나의 외모에 관심을 잃었다

6. 나는 일들을 즐거운 마음으로 기대한다

7. 나는 좋은 책 또는 라디오, 텔레비전을 즐길 
  수 있다

3. 우울 

※ 지난 일주일간 귀하가 느끼신 상태에 v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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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매일 규칙적으로 운동한다.

2. 준비운동을 매일 한다.

3. 마무리 운동을 매일 한다.

4. 같은 장소에 오래 서 있지 않는다.

5. 무거운 것을 들지 않는다.

6. 활동 후에는 맥박을 측정한다.

7. 처방받은 약은 규칙적으로 복용한다.

8. 약의 부작용이 무엇인지 알고 먹는다.

9. 의사 처방없이 다른 약을 먹지 않는다.

10.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11. 음식은 싱겁게 먹는다.

12. 음식은 소량씩 먹는다.

13. 닭고기 껍질을 제거하고 먹는다.

14. 고기 기름을 제거하고 조금만 먹는다.

15. 계란 노른자는 1주일에 3개 이하로 먹는다.

16. 음식을 튀기지 않고 굽거나 삶아서 먹는다.

17. 고기 내장은 먹지 않는다.

18. 새우, 오징어, 생선알, 굴은 먹지 않는다.

19. 음식을 먹기 전에 콜레스테롤이 많이 든 음식
   인지 살펴본다.

20. 커피를 마시지 않는다.

21. 콜라를 마시지 않는다.

22. 야채를 많이 먹는다.

23. 생선을 자주 먹는다.

24. 병원 방문 날짜를 항상 지킨다.

25. 병원 방문해야 하는 위험 증상을 알고 주의한다.

26. 추위나 더위에 갑자가 노출되지 않는다.

27. 가능한 휴식을 자주 취한다.

28. 약을 먹고 난후 맥박을 측정한다.

29. 체중을 매일 측정한다.

30. 혈압을 매일 측정한다.

4. 건강 행위

※ 귀하가 일상생활에서 실천하고 있는 곳에 v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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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 가족은 진심으로 나를 돕고자 한다.

2. 나는 가족에게 의지하고자 할 때 정서
적 도움과 지지를 받을 수 있다.

3. 내 가족들에게 나의 고민거리를 이야기
할 수 있다.

4. 내 가족은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기꺼이 도우려 한다.

5. 내 친구들은 진심으로 나를 돕고자 
한다.

6. 무언가 잘못되고 있을 때 나는 내 친구
에게 의지할 수 있다.

7. 나의 행복과 슬픔을 나눌 수 있는 친구
가 있다.

8. 나는 내 고민거리를 내 친구들에게 
이야기 할 수 있다.

9.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주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특별한 누군가(의료진 등 포
함)가 있다. 

10. 나의 행복이나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특별한 누군가(의료진 등 포함)가 있
다.

11. 나를 진심으로 위로해주는 특별한 누
군가(의료진 등 포함)가 있다.

12. 내 인생에는 나의 기분과 느낌에 관심
을 갖는 특별한 누군가(의료진 등 포함)가 
있다.

5. 사회적 지지

※ 귀하의 상황과 가장 일치한다고 생각하는 v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문항에서‘특별한 누군가’는 가족이나 친구를 제외한 사람으로 

   병원 주치의나 간호사, 기타 의료인력 등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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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단명 : □ 협심증(안정형, 불안정형, 이형성)   □ 심근경색증         

2. 동반질환

□ 당뇨 □ 고혈압 □ 고지혈증 □ 뇌졸중 □ 신장질환 

□ 말초혈관질환   □ 울혈성심부전   □ 만성폐쇄성폐질환 

□ 기타(                                  )  

3. 관상동맥질환 최초 발병일 :          년      월

4-1. 관상동맥중재술 총 시행 회수 :          회

4-2. 관상동맥중재술 시행일 : 1)       년     월    일    

                            2)       년     월    일 

                            3)       년     월    일  

                            4)       년     월    일

4-3. 협착혈관 수/부위 : 1)            2)            

                       3)            4)           

5. 관상동맥우회술 여부 : □ 아니오     □ 예(→ 대상자 제외)  

6. 좌심실 구축률 :          % (측정일 :      년    월    일)

7. NYHA class :         단계 (측정일 :      년    월     일)

부록 4. 증례기록지

 study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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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연구도구 사용 승인서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MSP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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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spital Anxiety and Depression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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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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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ttle Angina Questionnaire (S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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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ructural Equation Model of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after 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 

Kim, Yu-Jeong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Kim, Keum Soon, RN, Ph.D.

    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 (PCI) is the most common 
implemented in the treatment of coronary artery disease. PCI 
patients can be improved the quality of life by performing 
symptom management and health behaviors constantly in order 
to prevent recurrence of symptoms after the procedure. However, 
most of the models on quality of life up to now have not 
considered the health behaviors, biological & physiologic factors 
and symptom status as the integrated model.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stablish a hypothetical model, which included 
factors that have an effect on the quality of life of PCI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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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ing the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model by Wilson and 
Cleary, and to verify the process between the variables.
    The exogenous variable was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dividual and the environment, the biological & physiologic 
factors. The endogenous variables were symptom status, 
functional status, health behaviors and quality of life. The 
hypothetical model consisted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dividual and the environment, biological & physiologic factors, 
symptom status, functional status, health behaviors having an 
effect on quality of life directly and indirectly.
    The subjects were 210 outpatients and inpatients who were 
received PCI at S Hospital in Seoul from February 7, 2014 to 
February 27, 2014, and agreed to participate in this study by 
giving written consent. Data were collected with an structured 
questionnaire and analyzed with SPSS WIN 21.0 and AMOS 21.0. 
   The goodness of fit index for the hypothetical model was .96, 
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was .91, comparative fit index was 
.92, root mean squared error of approximation was .06, 
parsimonious goodness of fit index was .46 and parsimonious 
normed fit index was .49. Since they satisfied the recommended 
level, the hypothetical model appeared to be coincident with the 
data. The eleven of thirteen hypotheses selected for the 
hypothetical model were attentive and supported statistically. 
    The quality of life at 24.1% were explained by the 
characteristics of the environment and the individual, func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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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s and health behaviors. The health behaviors at 15.8% were 
explained by the characteristics of the environment and the 
individual, symptom status. The functional status at 29.8% were 
explained by symptom status,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dividual 
and the environment. The symptom status at 22.0% were 
explained by the characteristics of the environment, the 
biological & physiologic factors,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dividual.  
    I expect that strategies for promoting the social support and 
enforcing the health behaviors will be helpful for the 
improvement of quality of life after PCI even in elderly patients 
or with severe symptom and functional status.

keywords : 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 Quality of lif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Health behavior

Student Number : 2009-30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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