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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

심장질환은 한국인의 사망원인 중 2위를 차지하는 질환이다. 심

장질환 중 심근경색증, 협심증을 포함하고 있는 허혈성 심장질환의 

사망률(인구 10만명 당)은 2011년 대비 6.7%의 증가추세를 나타냈으

며 50세 이상에서 눈에 띄게 증가하여 60세 이상에서 급격한 증가

를 나타냈으며[1] 심근경색증 및 협심증의 유병률 또한 50세 이상에

서 증가하기 시작하여 60세 이상에서 급격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

이고 있다[2].

이처럼 노년층에서 유병률과 사망률이 높은 관상동맥질환은 고

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비만, 흡연, 운동부족 등의 전통적인 위험요

인 뿐만 아니라 우울, 불안, 성격특성, 사회적 지지, 스트레스 등의 

심리사회적 위험요인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3]. 그 중 스

트레스는 교감신경을 흥분시켜 심근허혈을 유도하고 심실성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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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을 촉진시키며 단순한 기능이상부터 세포손상, 괴사에 이르는 내

피세포이상을 초래하여 관상동맥질환에 영향을 미친다[4]. 결국, 만

성적 스트레스는 심근경색증을 2.1배 증가시키고 관상동맥질환의 

발생을 증가시켜[5] 예후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데 심리적인 스트레

스에 기인한 심근허혈은 운동에 기인한 심근허혈보다 더 흔하게 나

타난다[6]. 

노인은 노화로 인한 신체적, 생리적 기능저하로 인하여 건강수준

이 점점 낮아진다. 나이가 들면 심장의 수축력이 감소하고 혈관의 

탄력성이 감소하며, 관상동맥의 혈류량이 감소하고 심근과 혈관의 

강직 상태가 증가하여 관상동맥질환의 위험이 증가하게 된다[7]. 또

한, 관상동맥질환의 위험요인은 총콜레스테롤, 고밀도 콜레스테롤, 

혈압, 체질량지수, 당뇨병으로 나이 들수록 위험수준이 증가하여 

관상동맥질환의 유병률과 사망률을 증가시킨다[8]. 이들 중 고혈압

과 이상지질혈증은 50세 이상에서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9], 특히 노인환자는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Per-

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 [PCI])과 같은 치료적 중재 후에도 

나쁜 예후를 보여[10] 고령은 그 자체만으로도 관상동맥질환의 위

험인자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노인은 신체적 상실에 따른 스트레스 

뿐 만 아니라 가족관계, 경제문제, 건강문제, 배우자 상실 등 다양한 

측면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함에 따라 스트레스에 매우 취약한 계층

이라 할 수 있다.  

이를 볼 때 노화에 따른 생리적 변화만으로도 관상동맥질환의 

위험이 높은 노인이 관상동맥질환에 이환될 경우, 스트레스는 관

상동맥질환을 악화시키거나 재발의 위험요인이 되고 있어 노인 관

상동맥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스트레스 평가는 노인 관상동맥질환

자의 건강유지·증진 뿐 아니라 재발예방을 위해 필요한 간호사정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관상동맥질환자를 대상으로 스트레스를 평가

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정상 성인을 대상으로 개발된 스트레스 

반응 척도로 측정한 연구[11], 불안, 행동반응, 생리적 반응을 근거

로 스트레스 반응을 측정한 연구[12], 체계적인 도구의 신뢰도 타당

도 검증 없이 외국의 도구를 한국어로 번안한 스트레스 인지 지각

척도나 불안장애/우울장애/신체형장애/정신신체장애 환자와 정상

군을 비교하여 개발된 스트레스 반응 지각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한 

연구[13], 최근 전반적인 스트레스 생활사건을 중심으로 스트레스

를 측정한 연구[14],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스트레스 생활사건을 중

심으로 개발된 생활사건 척도로 측정한 연구[15] 등이 있다. 그러나 

어떤 연구에서도 관상동맥질환의 특성이나 노인의 특성을 포함하

여 스트레스를 측정하거나 이를 반영하여 개발된 스트레스 측정도

구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를 통해 볼 때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증

가일로에 있는 노인 관상동맥질환자의 특성을 반영한 스트레스 측

정도구 개발은 시의 적절하다 하겠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인 관상동맥질환자에게 적절한 스트레스 측정

도구를 개발하여 보건의료현장에서 노인 관상동맥질환자의 스트

레스를 용이하게 사정함으로써 환자의 스트레스의 수준과 하위영

역을 조기에 평가하고 이에 근거한 스트레스 관리가 적시에 이루어

질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 관상동맥질환자를 대상으로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하고, 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함이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노인 관상동맥질환자의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한 도

구를 개발하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는 방법론적 연구이다.

2. 예비도구 개발 과정

 

1) 노인 관상동맥질환자의 스트레스 개념틀과 예비문항 구성

본 연구의 노인 관상동맥질환자의 스트레스 개념틀은 생명과학

에서의 스트레스 개념[16]에 제시된 스트레스의 정의 및 관점 등을 

기반으로, PubMed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서 2004~2014

년 동안 노인, 관상동맥질환, 스트레스를 키워드로 검색하여 나타

난 논문 중 노인의 스트레스 요인과 관상동맥질환의 특성이 비교적 

자세히 기술된 문헌을 고찰한 결과, 5명의 노인 관상동맥질환자 면

담 결과를 기초로 중복내용을 제외하고 총 28문항 9개 하위영역으

로 1차 예비문항을 작성한 후 문항내용 수정 및 정련화 과정, 추가 

문헌고찰과 추가 면담을 통해 4개 문항을 추가한 후 하위영역을 재

분류한 결과를 토대로 개념적 틀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개념적 틀

은 노인 관상동맥질환자의 스트레스를 노화 및 질병, 빈곤과 재정, 

가족관계, 역할상실, 건강관리, 불확실성, 지지자원 부족, 일상생활 

어려움, 사회적 관계 위축의 9개 하위영역으로 구분하였으며 각 영

역은 2~5개의 문항으로 총 32개의 예비문항을 구성하였고 ‘전혀 그

렇지 않다(0점)’에서 ‘매우 그렇다(3점)’의 4점 Likert 척도로 이루어

졌다. 예비문항에 포함된 문항에는 대상자가 노인으로서 일반적으

로 경험할 수 있는 노화로 인한 스트레스, 노인을 지지해 주는 가족

이나 사회적 지지자원 부족으로 인한 스트레스, 노후에 경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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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대책이 없음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같은 보편적 내용 뿐 아니라 

노년기에 관상동맥질환으로 인해 경험하는 스트레스 내용을 포함

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문헌에서 노인의 스트레스를 측정할 때 노

인의 보편적 문제, 즉 신체적, 심리적, 사회·경제적 문제 혹은 가족

관계, 경제문제, 건강문제, 주거환경, 상실감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

를 하위영역으로 분류하여 측정하거나 가족의 생활사건 관련 스트

레스 정도로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것과는 달리 노년기의 보편적 

특성과 노년기에 관상동맥질환에 이환됨으로써 경험하는 스트레

스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 예비도구 개발

본 연구는 개발된 예비문항에 대한 내용타당도 검증을 위해 간호

학 교수 2인, 순환기내과 교수 1인, 순환기내과 수간호사 및 교육 간

호사 3인, 총 6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을 임의 선정하여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후 예비문항 내용의 타당성 및 적절성, 용어나 어휘

의 적절성, 기타 보완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내용타당도 

검증은 3차에 걸쳐 직접방문을 통한 면대면 접촉이나 전자메일을 

통해 이루어졌고 수정이 필요하거나 서술적 표현이나 이해가 어려

운 내용에 대한 보완작업을 수행하면서 내용타당도지수(Content 

Validity Index [CVI])를 산출하였으며 각 문항의 내용타당도는 ‘전혀 

타당하지 않다(1점)’에서 ‘매우 타당하다(4점)’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1차 내용타당도 검증에서는 6문항이 0.8이하이고 CVI가 0.95로 산

출되어 6문항을 수정 및 보완한 후 2차 내용타당도 검증을 실시하

였으며 그 결과, CVI가 1.0으로 산출되었다. 하지만 대상이 노인이므

로 예비도구에 대한 노인의 독해수준을 고려하기 위해 초등학교 국

어교사 1인과 국문학 교수 1인으로 구성된 국어전문가 집단을 통해 

전체적인 문장의 흐름 및 맞춤법 교정을 자문 받아 2차 내용타당도

가 검증된 예비도구에 대한 문장을 정련화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이

를 다시 3차 내용타당도 검증한 결과 CVI가 1.0으로 산출되어 총 32

문항으로 구성된 예비도구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개발된 예

비도구를 A시의 C대학병원에 내원한 노인 관상동맥질환자 20명에

게 사전 조사를 실시하여 문항의 난이도나 이해도 및 소요시간을 

확인하였다. 예비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0으로 나타났다.

3.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 대상자는 A시에 위치한 C대학병원 순환기내과에 내원

한 환자 중 관상동맥질환(심근경색증, 협심증)을 진단 받고, 인지기

능 및 의사소통에 장애가 없고 글자해독이 가능하며, 연구 참여에 

서면동의한 55세 이상의 대상자 240명을 편의표집 하였다. 본 연구

에서 노인의 의미는 연대기적 연령의 관점에서 55세 이상을 노인으

로 규명한 Neugarten[17]의 주장에 근거하였다.  

자료 수집 기간은 2012년 1월부터 2월까지였으며, 자료 수집은 연

구자에 의해 일대일 면담을 통한 설문 조사로 이루어졌으며 설문지

에 응답하는데 소요시간은 10~15분 정도 소요되었다. 수집된 자료

는 중도 철회나 자료 누락이 없어 총 240부를 자료 분석하였다. 일반

적으로 요인분석을 위한 표본 수는 문항수의 4~5배 정도가 적절하

고 다변량통계분석은 약 200~400 정도의 표본을 추출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는[18] 근거에 비추어 볼 때, 본 연구의 표본 수는 예비문항 

32문항의 5배 이상이므로 자료 분석에 필요한 표본 수의 조건을 충

족하였다고 할 수 있다.

4. 연구 도구

1) 지각된 스트레스

본 연구에서는 노인 관상동맥질환자의 스트레스 측정도구의 준

거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연구 대상자의 지각된 스트레스 정도를 

조사하였다. 지각된 스트레스 측정도구는 Cohen과 William이 개발

한 Perceived Stress Scale (PSS)을 Park과 Seo가 번안하여 타당화를 실

시한 한국판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KPSS)[19]를 사용하였다. 이 도

구는 총 10문항으로 하위영역은 부정적 지각과 긍정적 지각 2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아니다(0점)’부터 ‘매우 자

주 그렇다(4점)’로 측정하고 총점은 0~4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된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Cronbach’s 

α 값은 .7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값은 .75였다.

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통계, 예비도구의 내용타

당도는 내용타당도 지수(CVI)를 이용하였다. 문항분석은 항목-전

체 상관계수를 구하여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Kaiser-Meyer-Olkin (KMO)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을 실시하

였고 요인분석은 Varimax 회전을 이용한 주성분 분석 방법을 이용

하였다. 준거타당도는 Pearson correlation을 사용하여 개발된 도구

와 Perceived Stress Scale (PSS)의 한국판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

(KPSS)[19]와의 상관계수를 구하였다. 내적 일관성 신뢰도 검증은 

Cronbach’s α와 Guttman의 반분검사신뢰도를 이용하였다. 

6.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대상자의 윤리적 고려를 위해 C대학병원 연구윤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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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IRB No. CNUH-2011-141) 연구를 실시

하였다. 연구자는 자료 수집을 위한 조사 전에 설문지에 첨부된 연

구 참여 설명문(연구 목적, 참여의 자율성 및 철회가능성, 비밀보장 

포함)을 읽어준 후 연구 참여에 서면동의한 대상자에게만 설문지에 

응답하게 함으로써 연구자의 윤리적인 측면을 보호하였다.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연령은 55세 이상부터 65세 미만이 103명

(42.9%)으로 가장 많았고, 65세 이상부터 75세 미만이 83명(34.6%), 

75세 이상이 54명(22.5%) 순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연령은 66.84±

8.16세였다. 성별은 여성이 163명(67.9%)으로 남성(32.1%)보다 높게 나

타났으며, 교육수준은 고졸이 81명(33.8%)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초졸 55명(22.9%), 중졸 48명(20%), 대졸 39명(16.2%), 무학 17명(7.1%) 

순으로 나타났다. 종교는 146명(60.8%)이 종교가 있었으며 동거형태

는 209명(87.1%)이 배우자나 자녀 등과 함께 동거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직업은 100명(41.7%)이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현재 생활만족

도는 163명(67.9%)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

1) 문항분석

본 연구는 개발된 예비도구 32개의 각 문항과 전체와의 상관관계

를 파악하기 위해 수정된 항목-전체 상관계수를 구하여 도구에 대

한 기여도를 확인한 결과, 상관계수가 모두 r>.30으로 도구에 대한 기

여도가 낮게 나타나 삭제되는 문항 없이 32문항 모두를 선정하였다.

2) 구성타당도 검증

문항분석에서 선정된 예비도구 32문항이 요인분석에 적절한 자

료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KMO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을 실시한 

결과, KMO의 값이 .94로 나타나 상당히 좋은 모형 적합도를 나타냈

다. 보통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다른 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

를 나타내는 KMO의 값이 .70 이상이면 요인분석에 약간 좋고 .90 

이상이면 매우 이상적인 좋은 모형 적합도를 나타낸다[18]. Bartlett

의 구형성 검정 결과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

(χ2 =5336.99, p< .001) 분석에 사용된 문항이 요인분석을 하기에 적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도구의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Varimax 회전을 이용한 주성분 분석 방법을 실시한 결과, 고유값이 

1.0 이상인 6개의 요인을 추출하였으며 예비도구의 32문항 모두 요

인적재량이 .40 이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제1요인은 7개 문항, 

제2요인은 5개 문항, 제3요인은 9개 문항, 제4요인은 3개 문항, 제5요

인은 4개 문항, 제6요인은 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노인 관상동맥질

환자의 스트레스를 68.5%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3) 준거타당도 검증

본 연구는 예비도구의 준거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노인 관상동

맥질환자의 스트레스 측정도구와 일반적인 상황과 맥락에 초점을 

두어 광범위한 영역에서 스트레스 측정 시 보편적으로 사용되며 

Perceived Stress Scale (PSS)의 3가지 버전(PSS-4, PSS-10, PSS-14) 중 가

장 타당도가 높아 임상이나 연구에서 사용할 때 추천되는 Perceived 

Stress Scale-10 (PSS-10)의 한국판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19]와의 상

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노인 관상동맥질환자의 스트레스 측정도구

는 한국판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KPSS)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인 관상동맥질환자의 스트레스의 6개 

하위영역 모두 PSS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Table 2). 

4) 신뢰도 검증

본 연구는 예비도구의 내적 일관성을 확인하는 신뢰도 검증결과, 

Cronbach’s α 계수는 .96이었으며, 하위영역별로는 제1요인 .91, 제2요

인 .85, 제3요인 .90, 제4요인 .82, 제5요인 .83, 제6요인 .83으로 나타났

다. 한편, Guttman 반분 신뢰도 계수는 .91이었으며, 하위영역별로는 

제1요인 .82, 제2요인 .84, 제3요인 .86, 제4요인 .78, 제5요인 .74, 제6요

인 .80으로 나타났다(Table 1).

  

3. 노인 관상동맥질환자의 스트레스 측정도구 확정

본 연구에서 이상의 과정을 통해 개발된 노인 관상동맥질환자의 

스트레스 측정도구는 6개요인의 총 32문항을 구성하고 있다(Table 1). 

제1요인은 ‘나는 노화로 인하여 몸의 상태가 예전 같지 않아서 스

트레스를 받는다’, ‘나는 질병(관상동맥질환)으로 인하여 체력적 한

계가 느껴져 더 스트레스를 받는다’, ‘나는 생명과 직결되는 질병(관

상동맥질환)에 걸렸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로 느껴진다’, ‘나는 질

병(관상동맥질환)으로 인하여 매사에 신경이 예민해져서 스트레스

를 받는다’, ‘나는 매스컴이나 주변에서 나와 같은 질병(관상동맥질

환)으로 인한 사망사건 얘기가 나오면 남의 일 같지 않아서 스트레

스를 받는다’, ‘나는 최선을 다하여 조심했는데도 병이 재발할까봐 

걱정이 되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나는(이전에 경험했던) 심장발

작 증상(숨이 차고, 쓰러질 것 같고, 기운이 없고, 소화되지 않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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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답답하고, 가슴통증)이 다시 나타날까봐 두려워서 스트레스

를 받는다’와 같이 7개의 문항이 추출되었다. 이 문항들은 노화나 

질병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설명하기 때문에 ‘노화와 질병’으로 명명

하였으며 이 영역의 고유값은 14.14, 설명변량은 15.7%, 각 문항의 요

인 적재량은 .52~.81의 범위였다. 

제2요인은 ‘나는 질병(관상동맥질환)으로 인하여 가족들과 함께 

대화하는 시간이 줄어들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나는 몸이 아프

다고 말하면 가족들이 귀찮아하는 것 같아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나는 가족들이 나를 지나치게 환자 취급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Table 1.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N =240)

Factors (Cronbach’s α, 
Guttman reliability)

Items
Factor
loading

Eigen
values

Accumulative
variance (%)

M±SD
Obtained

range

Factor 1
Aging and disease 

(.91, .82)

1) I am under stress because of my reduced physical condition caused by the process of aging.
2)  I am under stress as I feel a limit to my physical strength because of coronary artery disease (CAD).
3) I am under stress because of the fact that I’ve CAD. 
4) I am under stress because my nerves are on edge over everything related to CAD.
5)  I am under stress hearing bad news from media and/or people around me about a person’s 

death caused by the same disease (CAD).
18)  I am under stress from worrying about a recurrence of the disease despite carefully taking care of 

myself.
23)  I am under stress from fear that the symptoms (e.g. shortness of breath, general weakness, 

feeling like falling, tightness like indigestion, chest pain) of heart attack (I had previously 
experienced) might return again.

.70

.80

.81

.77

.64

.52

.56

14.14 15.7 10.45±4.53 0-21

Factor 2
Family relations 

(.85, .84)

9) I am under stress from a lack of conversation time with my family because of the disease (CAD). 
10) I am under stress with the notion that my family are bothered if I tell them about my symptoms.
11) I am under stress because my family treats me as a seriously ill patient.
13)  I am under stress because of my reduced role in my family (e.g. deciding all household matters) 

in my charge after having the disease (CAD).
14)  I am under stress noticing my family excludes me in deciding some important family matters 

because of my health condition.

.67

.73

.69

.71

.83

2.51 30.0 3.52±2.25 0-13

Factor 3
Anxiety and              

withdrawal             
(.90, .86)

24) I am under stress from the uncertain prognosis (because there is no guarantee about a cure).
25) I am under stress from anxiety that I might suffer sudden death.
26) I am under stress from having few family members, relatives, and friends who support me.
27)  I am under stress from having too few family members, relatives, and friends that I can easily turn 

to for help. 
28) I am under stress because family matters are not settled because of my health problems.
29)  I am under stress from fear that I might not be able to deal with my work properly because of my 

poor health even though I have a lot of work to do. 
30) I am under stress from overall reduced vitality and physical strength compared to the past. 
31) I am under stress because I can’t feel free to participate actively in various meetings.
32)  I am under stress because I worry that my poor health will not allow me to have a good 

relationship with others.

.45

.53

.57

.50

.57

.59

.44

.61

.72

1.67 41.9 10.63±4.84 0-22

Factor 4
Management 

of daily living            
(.82, .78)

15) I am under stress because of the notion that I should exercise steadily on a daily basis.
16)  I am under stress because of the notion that I should be moderate in eating my favorite foods 

(e.g. meat, shrimp, eels, salted fish, etc.).
17)  I am under stress because there are so many things I should refrain from during my life (e.g. 

some kinds of food, alcohol, smoking, stress, etc.).

.53

.75

.74

1.31 51.5 3.78±2.11 0-9

Factor 5
Compliance of 

medical regimen 
(.83, .74)

19) I am under stress because of the fact that I should go to see my doctor regularly.
20) I am under stress because of the fact that I should take medicine for the rest of my life. 
21) I am under stress because of an anxious feeling unless I take my drugs at the designated time.
22) I am under stress because of anxiety about side effects due to the drugs.

.61

.75

.66

.62

1.19 60.3 5.17±2.36 0-12

Factor 6
Poverty and finance 

(.83, .80)

6) I am under stress because I don’t have economic means to ensure my livelihood.
7) I am under stress because of anxiety about financial burdens caused by medical expenses 
8) I am under stress because I cannot stop my job even though I am sick.

12)  I am under stress because of an anxious feeling I might be a burden to my children or cause 
them suffering due to the disease (CAD).

.78

.79

.58

.44

1.09 68.5 5.11±2.79 0-12

Kaiser-Meyer-OIkin (KMO)=.94;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χ2=5336.99 (p< .001); Cronbach’s α=.96; Guttman reliability=.91.

Table 2. Correlation between the Stress Scale and the Korean 
Perceived Stress Scale (KPSS)                                            (N =240)

Sub-scales   r (p)

The Stress Scale (Total) .54 (< .001)

Aging and disease .50 (< .001)

Family relations .40 (< .001)

Anxiety and withdrawal .52 (< .001)

Management of daily living .40 (< .001)

Compliance of medical regimen .37 (< .001)

Poverty and finance .42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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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받는다’, ‘나는 질병(관상동맥질환) 때문에 예전보다 집안에서의 

실권이 줄어들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가족 내 중요한 대소사 문

제를 결정하는 일 등)’, ‘나는 집안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내 건

강상태 때문에 가족들이 나를 제외시켜서 스트레스를 받는다’와 

같이 5개의 문항이 추출되었다. 이 문항들은 가족관계에서 나타나

는 스트레스를 설명하기 때문에 ‘가족관계’로 명명하였으며 이 영역

의 고유값은 2.51, 설명변량은 14.3%, 각 문항의 요인 적재량은 .67~.83

의 범위였다.  

제3요인은 ‘나는 불확실한 예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낫는

다는 보장이 없어서)’, ‘나는 언제 돌연사(갑작스런 죽음)가 발생할

지 몰라 불안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나는 나를 지지해 주는 가

족이나 친척, 친구가 없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나는 가족이나 친

척, 친구가 있어도 마음을 편히 기댈 사람이 없어서 스트레스를 받

는다’, ‘나는 나의 건강 때문에 집안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서 스트

레스를 받는다’, ‘나는 아직은 해야 할 일이 많은데 건강 때문에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될까봐 스트레스를 받는다’, ‘나는 예전보다 기력

(기운이나 활력)이 전반적으로 떨어져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나는 

예전처럼 모임에 나가는 것이 편하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받는다(체

력적인 이유로, 술자리나 몸에 해로운 음식을 피하기 위해, 질병 때

문에)’, ‘나는 건강 때문에 대인관계가 위축되어서 스트레스를 받는

다’와 같이 9개의 문항이 추출되었다. 이 문항들은 관상동맥질환의 

불확실한 예후로 인한 불안이나 그로 인한 대인관계 위축과 관련

된 스트레스를 설명하기 때문에 ‘불안과 위축’으로 명명하였으며, 

이 영역의 고유값은 1.67, 설명변량은 11.9%, 각 문항의 요인 적재량

은 .44~.72의 범위였다.   

제4요인은 ‘나는 꾸준히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를 받는다’, ‘나는 먹고 싶은 음식(고기, 새우, 장어, 젓갈류, 된장 등)

을 절제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나는 생활하면

서 주의해야 할 것들(음식, 술, 담배, 스트레스 등)이 너무 많아서 스

트레스를 받는다’와 같이 3개의 문항이 추출되었다. 이 문항들은 일

상생활에서 관상동맥질환자들이 개선해야 할 건강생활습관들로 

인한 스트레스를 설명하기 때문에 ‘일상생활관리’로 명명하였으며, 

이 영역의 고유값은 1.31, 설명변량은 9.6%, 각 문항의 요인 적재량은 

.53~.75의 범위였다.   

제5요인은 ‘나는 정기적으로 병원을 다녀야한다는 것 때문에 스

트레스를 받는다’, ‘나는 평생 약을 복용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스트

레스를 받는다’, ‘나는 제 때(정해진 시간)에 약을 먹지 않으면 불안

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나는 약물로 인하여 부작용이 생길까봐 

걱정이 되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와 같이 4개의 문항이 추출되었

다. 이 문항들은 관상동맥질환자들이 치료와 관련된 지시를 따르

는 것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설명하기 때문에 ‘치료지시이행’으로 명

명하였으며, 이 영역의 고유값은 1.19, 설명변량은 8.8%, 각 문항의 요

인 적재량은 .61~.75의 범위였다.  

제6요인은 ‘나는 노후에 경제적인 생활대책이 없어서 스트레스

를 받는다’, ‘나는 치료로 인한 경제적 부담(검사비, 진료비, 약값, 치

료비 등)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나는 몸이 아

픔에도 불구하고 일을 그만둘 수가 없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나

는 질병(관상동맥질환) 때문에 자식에게 고통이나 부담을 줄까봐 

걱정이 되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와 같이 4개의 문항이 추출되었

다. 이 문항들은 노후의 경제적 어려움이나 재정 부담으로 인한 스

트레스를 설명하기 때문에 ‘빈곤과 재정’으로 명명하였으며, 이 영역

의 고유값은 1.09, 설명변량은 8.2%, 각 문항의 요인 적재량은 .44~.79

의 범위였다.  

논 의

스트레스는 관상동맥질환의 주요 위험인자이다. 노화과정이 진

행되고 있고 1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노인환자의 경우 

다양한 측면에서 스트레스에 취약하다. 특히, 노년기의 스트레스 관

리는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건강증진행위이므로 노인보건의료현

장의 일선에서 건강사정에 주요 역할을 하는 간호사에 의한 노인 관

상동맥질환자의 스트레스 평가는 질병의 재발방지와 건강증진에 

중요하다 하겠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인 관상동맥질환자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반영한 측정도구를 개발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최종 확정된 노인 관상동맥질환자의 스트레스 측정

도구는 노화와 질병, 가족관계, 불안과 위축, 일상생활관리, 치료지

시이행, 빈곤과 재정의 6개 하위영역, 총 3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는 노인 면담결과와 문헌고찰을 기반으로 개발한 노인의 스트레스 

인지수준 척도에서 가족관계, 경제문제, 건강문제, 주거환경, 상실

감의 5개 하위영역으로 나타난 연구[20], 기존 국내·외 노인스트레

스 도구와 가족스트레스 도구를 수정 및 보완하여 개발한 노인 스

트레스 척도에서 가족관계, 경제문제, 건강문제, 주거환경 4개의 하

위영역으로 나타난 연구[21]와 노화와 질병, 가족관계나 빈곤과 재

정 영역의 스트레스 요인과 부분적으로 상통하였다. 하지만 이들 

측정도구는 체계적인 도구개발과정을 통해 개발되지 않았고 일상

적인 스트레스 생활사건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노화과정이나 

관상동맥질환과 관련된 특성 및 질병치료 과정의 속성, 관상동맥질

환자로 살아가는 일상적인 삶에서의 심리적 스트레스와 맥락적 요

소, 관계의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노

인 관상동맥질환자의 스트레스 측정도구는 이러한 내용들을 반영

하여 문항을 구성하고 체계적인 도구개발 과정을 거쳐 타당도와 신

뢰도가 확보된 도구이므로 임상이나 지역사회 현장에서 노인 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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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맥질환자의 스트레스 평가에 매우 유용한 도구라 할 수 있다.

먼저, 제1요인 노화와 질병영역은 6개 하위영역 중 노인 관상동맥

질환자의 스트레스를 가장 크게 설명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노

화와 질병 영역은 노화로 인한 체력적인 변화와 질병으로 인한 스

트레스를 포함하고 있는 영역으로, 7개 문항 중 ‘나는(이전에 경험

했던) 심장발작 증상(숨이 차고, 쓰러질 것 같고, 기운이 없고, 소화

되지 않은 것처럼 답답하고, 가슴통증)이 다시 나타날까봐 두려워

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문항의 평균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관상동맥중재술 후 중·노년기 허혈성심질환 재발환자들이 질

병이 재발함에 따라 질병 자체를 스트레스로 인식하면서 힘들어 

하고 이것이 다시 질병악화 요인이 될까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난 

Kim 등[22]의 연구와 일맥상통하였다. 또한, 이러한 허혈성심질환 

재발환자들은 동일한 질병 재발로 치료와 재입원 과정을 거치면서 

건강한 동년배보다 자신이 신체적으로 더 노화되어 가고 있음을 실

감하고 있었다[22]. 특히, 관상동맥질환은 6개월 이내에 재발 확률

이 높았으며 관상동맥 중재술을 받은 환자의 약 30~50%가 재발을 

나타냈다[23]. 이를 볼 때 노인 관상동맥질환자들은 가속되는 신체

적 노화와 재발가능성이 높은 질병 특성에 의해 스트레스를 느끼

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제2요인 가족관계 영역은 노인 환자가 관상동맥질환 발생으로 

인해 자신의 가족 내 역할이나 지지, 의사결정권 등의 문제에 부딪

히면서 경험하게 되는 노인 환자와 그 가족 간의 관계 변화에 의한 

스트레스를 포함하고 있는 영역으로, 5개 문항 중 ‘나는 몸이 아프

다고 말하면 가족들이 귀찮아하는 것 같아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는 문항의 평균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Chong 등[24] 연구에 의

하면 한국 노인들은 삶의 의미의 원천으로 배우자, 자녀, 정신건강, 

신체건강, 심리적 안정감 순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 중 가

족관계를 중요한 삶의 의미 원천으로 생각하여 실제 가족관계의 

질이 높은 노인은 성공적 노화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유교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가족주의 가치가 강한 우리나라에서 가족은 

전 생애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개인의 삶과 행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를 볼 때 노인 관상동맥질환자들은 질병 발생에 의

해 기존에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오던 가족관계가 변화되는 것에 의

해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제3요인 불안과 위축 영역은 관상동맥질환의 불확실한 예후나 

갑작스런 죽음, 지지 자원의 부재 등에 따른 불안함과 건강 때문에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거나 대인관계의 활동범위가 축소되는 심리

적 위축에 의한 스트레스를 포함하고 있는 영역으로, 9개 문항 중 

‘나는 언제 돌연사(갑작스런 죽음)가 발생할지 몰라 불안해서 스트

레스를 받는다’는 문항의 평균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노인은 

사회·심리적으로 스트레스 요인이 많아 불안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 특히, 협심증, 심근경색증, 무증상 심근 허혈, 급성 심정지에 의

해 발생하는 돌연사는 관상동맥질환자의 약 50%에서 발생하고 있

고[25] 중·노년기의 허혈성심질환 재발환자는 불확실한 예후에 대

한 두려움으로 불안함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환

자들은 기존 대인관계나 사회적 활동범위가 위축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22]. 이를 볼 때 노인 관상동맥질환자들은 질병의 특성 상 돌연

사나 재발 가능성이 높아 상시 불안을 경험하고 이로 인해 삶이 위

축되면서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제4요인 일상생활관리 영역은 관상동맥질환 관리와 재발을 예방

하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매사 주의해야 하는 건강행위들을 실천하

는데서 생기는 스트레스를 포함하는 영역으로, 3개 문항 중 ‘나는 먹

고 싶은 음식(고기, 새우, 장어, 젓갈류, 된장 등)을 절제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문항의 평균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

났다. 인간은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항상 대처해 나

가야 하는데 개인이 경험하는 사건은 스트레스의 요인이 되므로 변

화와 적응이 요구되는데 이때 경험하는 생활스트레스는 개인의 항

상성 유지를 위협하게 된다[26]. 관상동맥질환자는 질병의 특성상 재

발방지와 최적의 건강유지를 위해 퇴원 후 관상동맥질환의 원인이 

되는 죽상경화증의 위험요인을 수정해야 하는데, 특히 식이, 운동, 

흡연 및 스트레스와 같이 개선 가능한 위험요인에 대한 생활습관 변

경은 관상동맥질환자에게 매우 중요하다[27]. 따라서, 관상동맥질환

은 질병의 발생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인 치료와 함께 

위험인자 교정을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 기존의 잘못된 생활습관

을 변경해야 한다. 이를 볼 때 인생주기의 마지막 단계에 있는 노인 

관상동맥질환자는 오랜 기간 익숙해진 기존의 생활습관을 변경하

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없는 일상의 삶 속에서 건강생활습관을 지

속적으로 실천해야 하는데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5요인 치료지시이행 영역은 관상동맥질환 치료 및 관리를 위

해 의료인이 지시한대로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고 지속적으로 

약물복용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를 포함하는 영역

으로, 4개 문항 중 ‘나는 평생 약을 복용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스트

레스를 받는다’는 문항의 평균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관상동

맥질환은 재발가능성이 높아 치료를 위한 중재시술 후에도 환자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문제는 환자들이 중재시술 후에 질병이 

완치되어 다시 재발하지 않을 것으로 잘못 이해함으로써 의료인의 

치료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아 치료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

이다[28]. 관상동맥질환의 위험요인은 크게 혈압, 혈청 지질치, 체지

방량 및 심폐기능 등 유전적·생물학적 요인과 식습관, 흡연, 음주, 

신체활동, 비만 증 생활습관 및 행동 관련 요인으로 구분되는데

[29], 후자의 경우 환자 자기조절에 의한 생활습관 변화로 위험요인

을 관리하지만 전자의 경우는 주기적인 병원방문을 통해 추적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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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 한다. 이를 볼 때 노인 관상동맥질환자는 노화과정과 만성질

환으로 신체적, 사회·심리적으로 점차 취약해져 가는 가운데 완치

를 보장 할 수 없는 관상동맥질환 치료와 관련하여 의료인의 치료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는데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6요인 빈곤과 재정 영역은 노후에 경제적인 생활대책이 없거나 

관상동맥질환 치료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경험하는 스트레

스를 포함하는 영역으로, 4개 문항 중 ‘나는 치료로 인한 경제적 부

담(검사비, 진료비, 약값, 치료비 등)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스트레스

를 받는다’는 문항의 평균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13년 고령

자통계[30]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이 경험하는 어려움은 1위가 건

강문제이고 2위가 경제적 어려움이었으며 고령층(55~79세) 인구의 

10명 중 6명은 취업을 희망하고 취업을 원하는 이유는 54.8%가 ‘생

활비에 보태기 위해서’로 나타나 노년기 생활고의 문제가 주요 이슈

임을 나타냈다. 한편 고령자의 진료비는 전체 진료비의 1/3 수준으

로 1인당 진료비는 293만원으로 나타났으며[30] 5대 사망원인 질병

의 사회·경제적 비용의 추계결과를 보면, 심장질환이 4위를 차지할 

정도로[31] 관상동맥질환자 치료와 관련된 경제적인 부담이 심각하

다. 이를 볼 때 노인 관상동맥질환자들은 노년기의 경제적 어려움으

로 인한 생활고와 함께 다른 질환보다 치료비용이 많이 들고 지속

적인 치료와 관리를 받아야 하는 질병의 특성으로 인해 재정적 부

담을 느껴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3년 고령자통계[30]에 의하면 노인이 전반적인 생활에서 느끼

는 스트레스는 2008년 43%, 2010년 48.6%, 2012년 52.9%로 점차 증가

하고 있다. 특히, 노인 관상동맥질환자는 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지

속적인 치료와 추후 관리를 실천해야 하고 이것이 생사와 직결될 

수 있는 질병의 특성을 안고 있고 노년기의 전반적인 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내포하고 있어 스트레스에 매우 취약한 대상이다. 이를 

볼 때 노인의 일반적인 생활사건을 중심으로만 스트레스를 측정한 

기존도구와 달리 노인의 특성과 관상동맥질환의 특성을 반영하여 

6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된 노인 관상동맥질환자의 스트레스 측정도

구는 타당도와 신뢰도가 확보되어 있고 문항이 많지 않고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기술함으로써 짧은 시간에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노인 관상동맥질환자의 

스트레스 측정도구는 보건의료현장에서 노인 관상동맥질환자의 

스트레스를 사정하는데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도구라 하겠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을 편의 표집하였으므로 연구 결

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이 있고, 노인의 연령 기준을 55세 이상으

로 규명하였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사회인구학적 기준인 65세 이

상을 대상으로 노인 관상동맥질환자의 스트레스를 탐색하여 본 도

구와의 비교 논의가 필요하며, 또한 관상동맥질환이 아닌 다른 질

환을 가진 노인대상자의 스트레스 측정도구를 개발하여 본 도구와 

비교 논의함으로써 질환의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가 어떻게 차별화

되어 측정되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결 론

본 연구는 노인 관상동맥질환 관련 국내·외 문헌고찰과 대상자 

면담을 통해 설정된 노인 관상동맥질환자의 스트레스 측정도구 개

념틀을 기반으로 총 32개의 노인 관상동맥질환자의 스트레스 문항

을 개발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방법론적 연구이다. 본 도

구는 ‘노화와 질병’, ‘가족관계’, ‘불안과 위축’, ‘일상생활관리’, ‘치료지

시이행’, ‘빈곤과 재정’의 6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었으며 노인 관상

동맥질환자의 스트레스에 대한 전체 설명 변량과 신뢰도가 높게 나

타났고 한국판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와의 준거타당도 검증에서 유

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보된 도구임이 

입증되었다. 이로써 본 도구는 임상과 지역사회의 보건의료현장에

서 노인 관상동맥질환자의 스트레스를 측정하는데 적합한 도구임

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볼 때 본 연구에서 개발된 도구는 노인 관상동맥질환

자가 일상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노년기의 노화과정 뿐 아니라 관

상동맥질환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스트레스를 반영함으로써 기존

의 노인 스트레스 측정도구와 달리 노인 관상동맥질환자의 특성에 

맞는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도구로써 그 가치가 높다 하겠다. 또한, 

관상동맥질환은 질병의 특성 상 재발가능성이 높고 스트레스 자체

가 재발의 위험요인이 되므로 보건의료현장에서 노인 관상동맥질

환자의 스트레스 수준과 하위요인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스트

레스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인 관상동맥질환자의 스트레스

를 손쉽게 평가할 수 있는 간호사정의 도구로써 그 활용가능성이 

높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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