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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nfluencing effects of type D personality on symptom experi-
ences and quality of life in 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 patients. Methods: A descriptive, cross-sectional 
study design was used. A total of 158 patients with 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 participated in this 
study, between July 1 and November 1, 2015. Data were analyzed by means, standard deviations, t-test, x2 test, 
ANCOVA,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 22.0 program. Results: About 53.8% of parti-
cipants were classified as type D personality. The type D personality group reported statistically significantly higher 
symptom experience, lower cardiac function, and lower cardiovascular-specific quality of life compared to non- 
type D personality group. On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the most significant factor of quality of life was symptom 
experiences (adjusted R2=.25, p<.001), followed by type D personality (adjusted R2=.31, p<.001). Conclusion: 
Personality trait assessment is recommended for patients with 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 to assess symp-
tom experiences and quality of life. In addition, development of nursing intervention might be beneficial to manage 
symptom experience and quality of life in 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 patients with type D person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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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관상동맥질환은 일생동안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만성질

환으로 전 세계적으로 높은 사망률과 이환율을 나타내는 심혈관

계 질환이다[1]. 우리나라에서도 관상동맥질환은 심장질환 중 

사망률이 가장 높은 질환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관상동맥질환 

환자 수 증가에 따라 관상동맥중재술 시술건수는 꾸준히 증가하

여 2006년 36,809건에서 2014년 62,653건으로 보고되었다[2,3]. 

그동안 알려진 관상동맥질환의 전통적 위험요인으로는 성별, 

연령, 가족력, 흡연, 고혈압, 비만, 당뇨, 신체활동부족 및 이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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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혈증 등이 있으나, 이와 같은 위험요인만으로는 심질환의 발

생과 예후의 전부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관상동맥질환과 심리적 디 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이 주

목을 받기 시작하였으며, 심리적 변수가 관상동맥질환의 발생

과 경과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4,5]. 이러한 심리적 변수 중 하나인 Type D 성격 유형은 관상동

맥질환의 경과, 예후 및 상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으로 알려지면서 이에 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6-8].

Type D 성격 유형은 우울, 불안, 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 정

서에 취약한 성향을 보이며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자기 표출을 

의식적으로 억제하는 성향을 나타내는 성격이다. 부정적 정서

는 시간 및 장소와 무관하게 부정적 정서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의미하며, 사회적 제한은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에서 거부당할 

수 있는 잠재적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 감정 및 행동의 표출을 

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9,10]. 부정적 정서가 높은 사람은 불

쾌감과 불안과 같은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며 사회적 제한 성향

이 높은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제한적이고, 긴장되어 있고 

불안정감을 느낀다. 특히 type D 성격 유형의 상자는 정신적 

스트레스에 쉽게 노출되며, 부정적인 감정표현을 억제하기 때

문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유발될 수 있다[8,9]. 

또한 type D 성격 유형의 환자는 흡연이나 음주, 부적절한 신

체활동이나 식이조절 불이행 등 치료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의료기관을 통한 정규적인 추후 관리를 실시하지 않은 경향이 

있어[11], 이로 인한 이환율과 사망률이 증가하고 삶의 질이 감

소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6-8,12].

Type D 성격 유형의 상자는 스트레스에 취약하며 관상동

맥질환의 증상인 흉통을 스트레스로 인식하고, 이에 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Type D 성격 유형의 관상동맥질환

자는 스트레스, 우울, 만성적인 긴장과 분노 등의 심리적인 고

통이 그렇지 않은 상자 보다 빈번하게 나타난다고 보고되고 

있다[9,10]. 또한 type D 성격 유형의 상자들은 그렇지 않은 

상자에 비해 높은 피로감과 소진의 증상을 호소하며, 심지어 

관상동맥질환의 치료 후에도 높은 피로감 및 협심증 증상을 호

소한다[13]. 따라서 type D 성격 유형의 관상동맥질환자는 그

렇지 않은 상자에 비하여 더 심한 증상 경험으로 고통 받는

다. 관상동맥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시술인 관상동맥중재술은 

시술 부위 통증, 출혈 위험, 자세 제한으로 인한 불편감을 초래

하며, 이로 인하여 관상동맥중재술을 받는 환자의 증상 경험은 

더욱 가중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중재술후 환자의 

25.2%가 1년 후 경증 이상의 우울과 불안을 경험하고[14], 

type D 성격 유형의 상자는 그렇지 않은 상자 보다 우울과 

같은 증상 경험을 최  7.4배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5]. 

관상동맥중재술을 받은 환자의 삶의 질은 치료 및 간호에 있

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결과 지표이며[16], 

증상 경험은 상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

로 알려져 있다[17]. 이와 같이 상자들이 인식하는 증상 경험

은 삶의 질과 직결되는 요인이므로 간호사는 환자가 경험하는 

증상 경험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특히 type D 성격 유형의 관

상동맥질환자는 증상을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증상을 스

트레스로 인식할 수 있으므로 이에 하여 관심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관상동맥중재술을 받은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관상동

맥중재술를 받은 상자들의 증상 경험을 파악하고, type D 성

격 유형이 관상동맥중재술 환자의 증상 경험과 삶의 질에 미치

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은 환자의 증상 관리 및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type D 성격 유형에 따른 관상동맥중재

술 환자의 증상 경험과 삶의 질의 차이를 파악하고자 하였으

며, type D 성격 유형과 함께 기존에 알려진 임상적 특성을 포

함하여 상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Type D 성격 유형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임상적 

특성을 파악한다.

 Type D 성격 유형에 따른 증상 경험 및 삶의 질의 차이를 

파악한다.

 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임상적 특성에 따른 증상 

경험 및 삶의 질을 확인한다. 

 제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Type D 성격 유형과 증상 경험을 포함하여 상자의 삶

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 한다.

연 구 방 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Type D 성격 유형이 관상동맥중재술을 시행 받은 

환자의 증상 경험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삶의 질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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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

본 연구의 상자는 J시에 소재한 1개의 상급종합병원 심장

계 중환자실과 1개의 종합병원 중환자실에 심근경색증이나 협

심증을 진단받고 관상동맥중재술을 시행받은 환자로 지남력

의 장애가 없고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환자를 상으로 편

의 표출하였다. 관상동맥질환 외에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만성질환이 있는 환자는 제외하였다. 

본 연구의 상자수는 G*Power 3.1.9.2를 이용하여 산출하

였다. 삶의 질을 종속변수로 증상 경험, type D 성격 유형, 성

별, 연령, 결혼상태, 종교, 교육 수준, 진단명, 좌심실 구축률, 심

기능상태, 흡연, 음주를 12개의 종속변수로 하여 유의수준 .05, 

회귀분석의 중간효과크기 .15, 검정력(1-β)은 .80로 필요한 최

소 인원은 127명으로 산출되었고, type D 성격 유형 유무 집단

을 비교하기 위한 t-test를 이용하였을 때 유의수준 .05, 중간 효

과크기 .5, 검정력 .8, type D 성격 유형의 빈도(30~35%)를 고

려하여 두 집단의 비율을 2:1로 하였을 때 필요한 표본수는 144

명으로 산출되어, 탈락률을 10% 고려하여 158명의 환자를 

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3. 연구도구

1) Type D 성격 유형

Type D 성격 유형은 한국어판 Type D personality scale 

14 (DS14)[18]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DS14는 Denollet에 

의해 개발된 도구로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10]. 부정적

인 정서(negative affectivity)에 관한 7문항과 사회적 제한

(social inhibition)에 관한 7문항을 포함하며, 각 문항은 5점 

척도이며 0점은 ‘전혀 그렇지 않다’, 4점은 ‘매우 그렇다’로 구

성되어 있다. 부정적 정서 및 사회적 제한의 문항 합이 각각 10

점 이상이면 type D 성격으로 분류한다. 우리나라에서는 Lim 

등[18]에 의해 한국어판이 개발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개발

자의 허락을 받은 후 사용하였다. 개발 당시의 부정적 정서의 

Cronbach's ⍺는 .88, 사회적 제한 .87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부정적 정서의 Cronbach's ⍺는 .82, 사회적 제한은 .75로 나

타났다. 

2) 증상 경험 

증상은 환자가 경험하는 정상적 기능 변화에 한 인식된 지

표이며, 증상 경험은 증상이 만들어내고 표현되어진 증상의 빈

도, 강도, 디 스트레스, 의미에 한 인식을 의미한다[19]. 증상 

경험은 Nieveen 등[20]에 의해 개발된 심장증상조사(Cardiac 

Symptom Survey)도구를 저자의 허락을 받은 후 사용하였

다. 우리나라에서는 심질환자를 상으로 한 Hwang [17]의 

연구에서 타당성이 입증되었다. 이 도구는 총 10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10가지 증상에 한 증상 인식, 증상 평가, 증상 

반응을 사정하는 도구이다. 먼저 10가지 증상 유무를 확인 후, 

증상을 인식하는 상자에게 증상 평가와 증상 반응을 조사한

다. 이 중 본 연구에서는 증상 경험을 파악하기 위하여 증상 평

가를 이용하였으며, 증상 평가는 각 증상별로 빈도와 강도를 

각각 1~10점으로 측정한 후 빈도와 강도의 점수를 합산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증상 경험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의 증상 평가의 신뢰도는 Cronbach's ⍺는 .85였으며, 본 연구

에서의 Cronbach's ⍺는 .68이었다.

3) 삶의 질 

삶의 질은 한국 심혈관질환 환자를 위하여 Lee 등[21]에 의

해 개발된 심혈관질환 특이형 삶의 질 도구(cardiovascular 

disease specific-HRQOL questionnaire, CD-QOL)를 이용

하여 측정하였으며, 개발자의 허락을 받은 후 사용하였다. 

CD-QOL는 특이형 증상 5문항, 일반적 증상 3문항, 일상적 신

체활동 3문항, 인 관계 3문항, 정서 상태 7문항의 총 21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부터 5

점 ‘매우 많이 그렇다’의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2007년 개발 완료된 CD-QOL의 최종문항과 점수분석방법에 

따라 도구를 분석하였다. 개발당시의 Cronbach's ⍺는 .89였

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는 .92였다.

4) 임상적 특성

임상적 특성으로는 진단명, 심기능 상태, 2개월 이내 심초

음파 검사에서의 좌심실 구축률(left ventricular ejection 

fraction), 흡연 유무, 음주 유무, 고혈압 유무, 고지혈증 유무, 

당뇨 유무로 의무기록을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심기능상태

는 New York Heart Association Function Classification 

(NYHA Fc)[22]으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심부전 단계를 환

자들의 신체활동 제한 정도로 측정하는 방법이다. 환자의 신체

활동의 제한정도는 다양한 정도의 호흡곤란이나 협심증 같은 

증상을 바탕으로 의료인이 4개의 등급으로 평가한다. NYHA 

Fc에 의한 각 등급별 신체활동 제한 내용은 I등급에서 IV등급

으로 갈수록 심장기능상태가 좋지 않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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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15년 7월 1일부터 2015년 11월 1일

까지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자들이 중환

자실에 입원한 환자 중 연구참여에 동의한 상자에게 설문지

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지는 상자의 인구사회

학적 및 임상적 특성, type D 성격 유형, 증상 경험, 삶의 질을 

포함하였다. 설문지 작성 도중 상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설문

지 작성을 중단할 수 있음을 추가로 설명하였으며 설문지 내용

에 한 보충 설명이 필요하거나 연구 상자가 설문지 응답에 

도움을 요청한 경우 연구자들이 상자를 도와서 설문지를 작

성하였다. 설문지 작성에 10~15분이 소요되었으며, 이후 연구

자들이 의무기록을 확인하여 임상적 특성을 조사하였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및 임상적 특성, type D 성격 유

형, 증상 경험 및 삶의 질은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하

였다.

 Type D 성격 유형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및 임상적 특성

은 independent t-test 와 x2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Type D 성격 유형에 따른 증상 경험 및 삶의 질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와 ANC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임상적 특성에 따른 증

상 경험, 삶의 질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 ANOVA와 

x2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사후 분석은 sheffe를 이

용하였다.

 연구 변수들과 삶의 질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상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단계별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6.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구자들이 속한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 NO: 

2015-04-015, 2015-05-016)의 승인 후 시행되었다. 연구 상자

에 한 윤리적 고려를 위해 연구자가 직접 연구의 목적과 방법

을 자세하게 설명한 후 연구 상자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따

라 연구참여에 한 동의를 서면으로 받았다. 또한 연구참여를 

중단할 수 있고 중단에 따른 불이익이 없음을 설명하였다. 수집

된 자료는 익명성이 보장될 것이며 연구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

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충분히 설명하였다. 

연 구 결 과

1. Type D 성격 유형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임

상적 특성의 차이

본 연구 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임상적 특성은 Table 1

과 같다. 총 158명 중 남자는 113명(71.5%), 여자는 45명(28.5%)

이었고, 평균 연령은 평균 62.0±12.4세이었다. 결혼상태는 기혼

이 139명(88.0%)으로 나타났으며, 교육 정도는 초등학교 졸업이 

57명(36.1%)으로 가장 많았다. 임상적 특성인 진단명은 심근경

색증이 90명(57%), 협심증이 63명(43.0%)이었다. 좌심실 구축

률은 평균 54.9±12.5%였고, 심기능 상태는 I 단계가 26명(16.5 

%), II 단계가 32명(20.3%), III 단계가 59명(37.3%), IV 단계가 41

명(25.9%)로 III 단계가 가장 많았다. 흡연자는 48명(30.4%), 음

주자는 60명(38.0%)으로 나타났으며, 상자 중 77명(48.7%)이 

고혈압을 동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31명(19.6%)이 고지혈증

을, 48명(30.4%)은 당뇨병을 동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상자 158명 중 type D 성격을 가진 상자는 85명

(53.8%)으로 나타났다. 전체 상자의 부정적 정서 평균은 

8.45±5.91점, 사회적 제한은 평균 8.97±5.38점이었다. 본 연

구 상자의 type D 성격 유형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임

상적 특성의 차이는 Table 1과 같다. Type D 성격 유형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임상적 특성 중 심기능 상태에서 차이를 보여 type 

D 성격 유형 집단의 심기능은 그렇지 않은 집단의 심기능보다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x2=21.98, p<.001). 또한 좌심실 

구축률도 차이를 보여 type D 성격 유형 집단의 좌심실 구축률

은 그렇지 않은 집단의 좌심실 구축률보다 좋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x2=-5.72, p<.001). 

2. Type D 성격 유형에 따른 증상 경험과 삶의 질

상자의 증상 경험 평균 점수는 4.53±2.42점이었으며, 삶

의 질은 평균 58.42±11.75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Type D 

성격 유형에 따른 증상 경험과 삶의 질은 Table 2와 같다. 임상

적 특성 중 type D 성격 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인 심기능 상태

와 좌심실 구축률을 통제하고 분석하기 위하여 심기능상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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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mographic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between Type D Personality Group and Non-type D Personality Group (N=158)

Variables Characteristics Categories
Total Type D

(n=85)
Non-type D

(n=73) x2 or t   p
n (%) or M±SD n (%) or M±SD n (%) or M±SD

Demographic 
characteristics

Gender  Male
 Female

113 (71.5)
 45 (28.5)

66 (77.6)
19 (22.4)

47 (64.4)
26 (35.6)

3.39 .078

Age (year) 62.0±12.4 61.5±12.4 62.5±12.5 -0.47 .643

Marital status  Married
 Not married

139 (88.0)
 19 (12.0)

76 (89.4)
 9 (10.6)

63 (86.3)
10 (13.7)

0.36 .627

Religion  Yes
 No

 66 (41.8)
 92 (58.2)

30 (35.3)
55 (64.7)

36 (49.3)
37 (50.7)

3.17 .079

Education ≤Elementary school
 Junior high school
 High school
≥College

 57 (36.1)
 33 (20.9)
 25 (15.8)
 43 (27.2)

28 (32.9)
14 (16.5)
18 (21.2)
25 (29.4)

29 (39.7)
19 (26.0)
7 (9.6)

18 (24.7)

5.88 .120

Clinical 
characteristics

Diagnosis Myocardial infarction
Angina

 90 (57.0)
 68 (43.0)

52 (61.2)
33 (38.8)

38 (52.1)
35 (47.9)

1.33 .263

LVEF (%) 54.9±12.5 50.1±60.6 60.6±12.1 -5.72 ＜.001

Cardiac 
function

 I
 II
 III
 IV

 26 (16.5)
 32 (20.3)
 59 (37.3)
 41 (25.9)

4 (4.7)
17 (20.0)
34 (40.0)
30 (35.3)

22 (30.1)
15 (20.5)
25 (34.2)
11 (15.1)

21.98 ＜.001

Smoking  Yes
 No

 48 (30.4)
110 (69.6)

25 (29.4)
60 (70.6)

23 (31.5)
50 (68.5)

0.08 .863

Drinking  Yes
 No

 60 (38.0)
 98 (62.0)

30 (35.3)
55 (64.7)

30 (41.1)
43 (58.9)

0.56 .512

Hypertension  Yes
 No

 77 (48.7)
 82 (51.3)

37 (43.5)
48 (56.5)

40 (54.8)
33 (45.2)

2.00 .202

Hyperlipidemia  Yes
 No

 31 (19.6)
127 (80.4)

16 (18.8)
69 (81.2)

15 (20.5)
58 (79.5)

0.07 .842

Diabetes 
mellitus

 Yes
 No

 48 (30.4)
110 (69.6)

26 (30.6)
59 (69.4)

22 (30.1)
51 (69.9)

0.01 .100

LVEF=left ventricular ejection fraction.

좌심실 구축률을 공변인으로 하여 ANCOVA를 실시하였다. 

증상 경험 점수는 type D 성격 유형 집단의 점수가 그렇지 않은 

집단의 증상 경험 점수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F= 

4.77, p=.031). 삶의 질 점수는 type D 성격 유형 집단의 점수가 

그렇지 않은 집단 점수보다 유의하게 낮았다(F=10.63, p= 

.001). 삶의 질 하위 영역을 살펴보았을 때, 일상적 신체활동

(F=12.94, p<.001)과 인 관계(F=5.74, p=.018) 영역에서 

type D 성격 유형 집단의 점수가 그렇지 않은 집단 점수보다 유

의하게 낮았다. 그러나 특이형 증상, 일반적 증상, 감정 상태 하

위 영역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2).

3.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임상적 특성에 따른 

증상 경험 및 삶의 질

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임상적 특성에 따른 증상 경

험과 삶의 질은 Table 3과 같다. 연구 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임상적 특성에 따른 증상 경험을 살펴보았을 때, 성별

에 따른 증상 경험 점수는 차이를 보여 남자 환자의 증상 경험

이 여자 환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를 보였다(t=-2.15, p=.033). 임상적 특성 중 진단명, 심기능, 

음주 여부에 따라 증상 경험 점수는 차이를 보여 심근경색증 환

자의 증상 경험 점수가 협심증 환자의 증상 경험 점수 보다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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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rison of Symptom Experience and Quality of Life between Type D Personality Group and Non-type D Personality 
Group (N=158)

Variables
Total Type D (n=85) Non-type D (n=73)

F    p
M±SD M±SD M±SD

Symptom experience 4.53±2.42  5.13±2.48 3.84±2.18  4.77† .031

Quality of life 
 Specific symptom
 General symptom
 Daily physical activity
 Inter-relationship
 Emotional status

58.42±11.75
52.37±25.80
52.37±25.36
59.28±24.25
63.39±23.73
65.69±25.34

54.35±9.79
 52.12±27.25
 49.31±23.40
 63.63±24.04
 57.35±22.65
 59.33±22.34

63.17±12.11
52.67±24.18
55.93±27.20
65.87±22.96
68.26±23.76
73.09±26.73

10.63†

 0.57†

 0.56†

12.94†

 5.74†

 2.75†

.001

.450

.454
＜.001

.018

.099
†Tested using t-test and ANCOVA (controlling cardiac function & left ventricular ejection fraction). 

Table 3. Symptom Experience and Quality of Life according to Demographic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N=158) 

Variables Characteristics Categories
Symptom experience Quality of life

M±SD t or F p M±SD t or F p

Demographic 
characteristics

Gender  Male
 Female

4.27±2.43
1.58±2.31

-2.15 .033 59.03±11.56
56.91±12.21

1.02 .308

Marital status  Married
 Not married

4.58±2.42
4.15±2.46

0.73 .469 58.12±11.73
60.64±11.93

-0.88 .381

Religion  Yes
 No

4.71±2.38
4.40±2.46

0.78 .435 57.44±11.99
59.13±11.59

-0.89 .376

Education ≤Elementary school
 Junior high school
 High school
≥College

4.99±2.42
4.21±2.51
4.03±2.51
4.47±2.30

1.23 .299 57.73±12.30
60.70±11.18
58.33±12.53
57.65±11.14

0.53 .695

Clinical 
characteristics

Diagnosis Myocardial infarction
Angina

3.95±2.25
5.30±2.45

-3.60 ＜.001 59.96±11.04
56.39±12.42

1.91 .058

Cardiac 
function

 I
 II
 III
 IV

3.48±2.29a

3.50±2.25a

4.81±2.38b

5.60±2.19b

7.29  ＜.001†

(a＜b)
69.14±11.86a

56.93±11.09b

55.36±10.54b

57.20±10.35b

10.47 ＜.001†

(a＜b)

Smoking  Yes
 No

4.18±0.98
1.71±1.03

0.94 .350 59.70±9.89
57.87±12.48

0.90 .370

Drinking  Yes
 No

4.05±2.37
4.83±2.42

-1.99 .048 58.24±10.71
58.53±12.40

-0.15 .880

Hypertension  Yes
 No

4.70±2.28
4.37±2.56

0.85 .398 58.46±11.81
58.53±12.40

-0.15 .880

Hyperlipidemia  Yes
 No

4.19±2.25
4.61±2.47

-0.87 .387 57.98±12.63
58.53±11.57

-0.23 .815

Diabetes 
mellitus

 Yes
 No

4.88±2.32
4.38±2.46

1.18 .239 57.89±11.89
58.66±11.73

-0.38 .706

†Scheffé́ test.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t=-3.60, p<.001), 심기능 상태 단계가 

높을수록 증상 경험 점수는 높은 것으로(F=7.29, p<.001), 비

음주자의 증상 경험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1.99, 

p=.048). 연구 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임상적 특성에 

따른 삶의 질을 살펴보았을 때, 심기능 상태 단계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F=10.47 p<.001). 그러나 인

구사회학적 특성과 심기능을 제외한 임상적 특성에 따른 상

자의 삶의 질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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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rrelations between Quality of Life and Related Variables (N=158)

Variables
Cardiac function LVEF Symptoms experience

r (p) r (p) r (p)

LVEF -.24 (＜.001)

Symptoms experience .34 (＜.001) -.06 (.432)

Quality of life -.30 (＜.001) .20 (.012) -.51 (＜.001)

LVEF=left ventricular ejection fraction.

Table 5. Influencing Factors on Quality of Life according to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N=158)

Variables
Step 1 Step 2

B t (p) B t (p)

(Constant) 69.56 40.50 (＜.001) 59.57 18.47 (＜.001)

Experienced symptoms -2.46 -7.38 (＜.001) -2.14 -6.40 (＜.001)

Type D personality 5.85 3.61 (＜.001)

Adjusted R2=.25, F=53.97, p＜.001 Adjusted R2=.31, F=35.59, p＜.001

4. 대상자의 심기능 상태, 좌심실 구축률, 증상 경험, 

삶의 질 간의 상관관계

상자의 심기능 상태, 좌심실 구축률, 증상 경험, 삶의 질 간

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심기능 상태와 좌심실 구축률은 

약한 음의 상관관계(r=-.24, p<.001)가 나타났고, 증상 경험과

는 약한 양의 상관관계(r=.34, p<.001)를 나타냈으며, 삶의 질

과는 약한 음의 상관관계(r=-.30, p<.001)가 나타났다. 좌심실 

구축률과 증상 경험과의 상관관계는 유의하지 않았으며(r= 

-.06, p=.432), 삶의 질과는 약한 상관관계(r=.20, p=.012)를 보

였다. 증상 경험과 삶의 질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

계가 나타났다(r=-.51, p<.001)(Table 4).

5. 대상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상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단계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에 앞서 다

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해 독립변수 간의 상관관계, 공차한계

(tolerance), Durbin-Waston test를 실시하였다. 독립변수의 

상관관계는 0.70 이상인 설명변수가 없어 서로 독립적임을 확

인하였으며, 회귀분석의 공차한계가 0.1 이하인 변수는 없었

다. Durbin-Waston test 값은 1.98로 나타나 오차항들 간에 자

기상관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인구사회학적 및 임상적 특성 중 삶의 질과 관련이 나타난 

변수와 상관관계 분석에서 삶의 질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

관계를 보인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

과, 관상동맥중재술 환자의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증상 경험(Adjusted R2=.25, p<.001)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체변량의 25.2%를 설명하였다. 다음으로는 type D 성

격 유형이 관상동맥중재술 환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으로 나타났으며, 증상 경험과 type D 성격 유형(Adjusted 

R2=.31, p<.001)을 포함한 경우는 전체 변량의 31.1%를 설명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논 의

본 연구는 관상동맥질환의 질병과정과 관련이 있는 사회심

리적 요인인 type D 성격 유형이 관상동맥중재술 환자의 증상 

경험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환자의 증상 관

리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 연구 상자의 53.8%가 type D 성격 유형으로 분

류되었으며, 협심증 환자의 48.5%, 심근경색증 환자의 57.8%가 

type D 성격 유형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과거 연구와 비

교하여 보았을 때 관상동맥중재술을 받은 협심증 환자를 상

으로 한 연구[23]에서 24.8%, 허혈성 심장 환자를 상으로 한 

한 연구[24]에서 27.5%가 type D 유형 성격으로 나타난 연구

결과보다 높은 수치이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연구들이 외래 환

자와 병동에 입원한 환자를 연구 상 한 반면, 본 연구는 관상

동맥중재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실한 환자를 상으로 하였

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따라서 중환자실에 입원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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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동맥중재술 환자는 type D 성격 유형의 빈도가 높으므로 우

울, 불안 및 스트레스에 민감한 특성을 고려한 간호가 제공되

어야 할 것이며, 추후 연구에서는 일반 병동과 중환자실 환자를 

모두 포함하여 type D 성격 유형의 빈도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 질환별 분포를 볼 때 관상동맥중재술 환자 중 

심근경색증은 90명 중 52명인 57.8%가 type D 성격 유형으로 

분류되었고, 협심증은 68명중 33명인 48.5%가 type D 성격 유

형으로 분류되어 협심증 환자보다 심근경색증 환자에서 빈도

가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type D 성격 

유형의 빈도는 심근경색증 환자의 39.1%, 협심증 환자의 

37.5%로 심근경색증에서 빈도가 높다고 보고한 Son [25]의 연

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증상 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심장증상조사

(Cardiac Symptom Survey)도구를 이용하였다. 심장증상조

사 도구는 한국어판으로 개발되지 않아 원저자와 국내에서 이 

도구를 이용한 Hwang [17]의 허락을 받은 후 사용하였다. 연

구결과 심장증상조사 도구의 신뢰도인 Cronbach's ⍺는 .68로 

나타났으며 이는 도구 개발 당시 .85, Hwang [17]의 연구에서 

.88로 나타난 결과와 비교하여 볼 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러나 표준화된 한국어판 심증증상도구의 개발 및 한국어판의 

신뢰도와 타당도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와 관련된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관상동맥중재술 환자의 증상 경험 평균 점수는 심기능 상태

와 좌심실 구축률을 통계적으로 통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type D 성격 유형 상자의 점수가 그렇지 않은 상자의 점수

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type D 성격 유형을 가진 상자

가 그렇지 않은 상자에 비해 신체 증상 점수가 높았다는 연구

결과[25]와 Pedersen과 Middel [13]의 연구에서 type D 성격 

유형 상자가 Non-type 성격 유형 상자 보다 관상동맥중

재술후 피로감 및 증상 경험을 더 많이 하였다는 연구결과와 일

치한다. 본 연구에서도 type D 성격 유형 상자는 그렇지 않

은 상자보다 증상 경험이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간

호사는 type D 성격의 관상동맥질환자들의 증상 사정에 하

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심기능 상태가 나빠질수록 증상 경험이 많고 삶

의 질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Lee 등

[21]의 연구에서 심기능 상태가 나빠질수록 삶의 질이 낮아진

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따라서 간호사는 관상동맥중재술 환자

의 증상과 삶의 질을 사정할 때 심기능 상태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더 나아가 심기능이 낮은 상자

를 위한 증상 관리 및 삶의 질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성별은 증상 경험과 관련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삶의 질은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 이러한 결과는 Isaksson, Holmgren, Lundblad, Brulin과 

Eliasson [26]의 연구에서 성별에 따른 증상 유형은 차이가 없

다는 연구결과와 차이를 보였다. 또한 관상동맥질환자를 상

으로 한 Park 등[27]의 연구결과에서 남자 환자의 삶의 질이 여

자 환자의 삶의 질 보다 높다는 연구결과와 차이를 보였다. 따

라서 성별에 따른 증상 경험과 삶의 질에 한 추가 연구가 필

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 음주를 하는 않는 상자가 음주를 하는 상자

보다 경험하는 증상경험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는 적당량의 음주, 즉 1일 1~2잔 정도는 관상동맥질환의 위험

률을 낮추고 과량의 알코올을 섭취할 경우 심실의 기능에 관계

없이 심근허혈을 유발하여 증상을 악화 시킨다는 연구와 유사

하다[28].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음주의 양은 측정하지 않았고 

음주 여부만을 조사하였기 때문에 추가분석을 할 수 없다는 제

한점이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해야 하며 음주량과 관상동맥중

재술 환자의 증상경험과의 관계에 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

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

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좌심실 구축률과 심기능 상태와 같

은 임상적인 특성 보다는 Type D 성격 유형이 상자의 증상

경험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Mols와 Denollet [29]의 연구에서 Type D 성격 유형의 

상자가 더 많은 신체적 증상 및 우울과 불안과 같은 증상을 

더 많이 경험하였고, 심근경색증 환자를 상으로 한 Williams 

등[28]의 연구에서 Type D 성격 환자의 삶의 질이 더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고 한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관상동맥질환

자 삶의 질에 관한 종단적 연구[6]에서 Type D 성격 유형은 관

상동맥질환 발생 2년 후 시점에서도 지속적으로 상자의 삶

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 변수로 나타난 바와도 유사한 결과

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Denollet과 Van Heck [30]의 연

구에서 Type D 유형 성격이 관상동맥질환자의 삶의 질의 개인

차를 설명하는데 많은 영향력을 갖는다고 보고한 결과와 다소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Type D 성격 유형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상자의 삶의 질 전

체의 6%만을 설명하였다. 따라서 Type D 성격 유형이 관상동

맥중재술 환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관한 추후연

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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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결과 관상동맥중재술 환자의 증상 경험과 Type D 

성격 유형은 상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

되었다. 따라서 상자의 증상 경험을 사정하고 Type D 성격 

유형을 파악하는 것은 관상동맥중재술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있어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Type D 성격 유형의 관상동맥중재술 상자는 더 많은 증상을 

경험하므로 증상 경험에 한 주기적인 세심한 사정과 함께 증

상 완화를 위한 적극적인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를 평가

할 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결 론  및  제 언

본 연구결과 관상동맥중재술 환자의 53.8%가 Type D 성격 

유형으로 나타났으며, Type D 성격 유형의 상자는 Type D 

성격 유형이 아닌 상자보다 증상 경험 정도가 심하고 삶의 질

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관상동맥중재술을 받은 환

자는 우울, 불안, 스트레스에 민감한 Type D 성격 유형의 빈도

가 높고 Type D 성격 유형의 상자는 더 많은 증상을 경험하

며 삶의 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간호사는 이들을 간호

함에 있어 Type D 성격 유형, 증상 경험 및 삶의 질에 한 세심

한 사정을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Type D 성격 유형, 증상

에 한 주기적인 사정과 함께 상자들의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통합적인 증상관리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며, 이

러한 중재 방안 모색은 관상동맥중재술 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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