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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결정성이론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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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ructural Model of Health Behavior Compliance in Patients with 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 based on Self-Determination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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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nstruct and test a structural equation model of health behavior compliance among patients 
with 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 based on self-determination theory. Methods: A total of 227 participants who received follow-up
care after 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 were recruited. A structured questionnaire was used to assess health providers’autonomous
support, basic psychological needs, autonomous motivation, controlled motivation, type D personality, and health behavior complianc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1.0 and AMOS 21.0 program. Results: The final hypothetical model showed a good fitness
with data: GFI=.94, RMSEA=.07, CFI=.96, NFI=.92, TLI=.94. The results revealed that autonomous support of health care providers,
basic psychological needs, and autonomous motivation, and D-type personality accounted for 51.8% of health behavior compliance.
Conclus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enhanced autonomous support of health care providers is essential to promote
patients’basic psychological needs and autonomous motivation. This leads to maximized compliance to the health behaviors among
patients who underwent 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 We recommend that health care institutions establish various measures
to foster the special environments in which health care providers can actively provide and utilize autonomous support for their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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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관상동맥질환은 약물치료가 조기에 이루어짐에 따라 입원 중

의 사망률은 현저히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사망률이 높은 심각한 

질환이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심혈관질환은 사망원인 1위로 

30.0%를 차지하며 그중 관상동맥질환이 41.8%에 이른다[1]. 매년 

인구의 노령화와 스트레스 및 생활양식의 변화로 관상동맥질환

의 유병률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2]. 미국심장협

회의 관상동맥질환자를 위한 2차 예방 보고서에서도 위험요인을 

감소하고 임상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건강행위 이행

이 핵심적인 요소임을 강조하고 있다[3]. 실제로 관상동맥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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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원인의 약 80.0%는 잘못된 식습관, 신체활동 부족, 흡연 및 

음주로 밝혀지고 있으며[1], 이러한 문제는 관상동맥질환자의 건

강행위 이행의 소홀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4]. 따라서 

생활습관 변화, 즉 식이요법, 운동요법, 건강교육 등으로 구성된 

심장재활 프로그램 적용이 소개되고 있으며, 관상동맥질환자의 

건강행위 이행을 촉진하는 중요한 중재로 퇴원 후 자기관리가 

강조되고 있다[5]. 즉 관상동맥질환자는 그들의 생활양식 수정이 

불가피하고 위험인자의 교정과 약물요법 유지 및 건강행위 이행

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기존의 관상동맥질환자의 건강행위 이행에 대한 연구에서 적

용하였던 이론적 틀은 건강증진 모형[6], 사회적지지 이론과 건

강신념모형의 혼종모형[7], 스트레스 대처모형[8]을 근거로 검증

되었다. 선행연구를 토대로 밝혀진 관상동맥질환자의 건강행위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인지 심리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이었다. 즉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 우울, 불안, 

대처반응, 건강상태 및 질병인식, 유익성, 내적건강통제위, 회복

력, 가족형태와 건강지식 등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의료인 중심

의 중재 또는 치료에 중점을 두는 경향으로 보고되었는데[6-8], 

이는 대상자가 건강에 대해 자기 주도적 책임을 지니고 건강행

위 이행을 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자기 주도적 건강행위 이행을 위한 방법으로 인간의 

행위 시작과 지속성을 설명하는 자기결정성이론을 적용한 연구

에 의하면 인간이 지니는 내적 역량으로서 기본심리욕구와 개인

의 자율성을 촉진하는 외부로부터의 자율성 지지는 개인이 행위

를 시작하고 지속성을 유지하는 요인이며, 인간행동을 유발하는 

자율적 동기는 개인 행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영향 요인이

고 통제적 동기 성향이 강한 개인이라 할지라도 자율성을 충분

히 지지한다면 자율적 동기 성향으로 조절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9,10]. 즉 건강전문가의 자율성 지지(이하 자율성 지지)가 환자들

의 신체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으며, 치료 시작시기

로부터 오랜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건강행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는 세 가지 기본심리욕구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에 대한 충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9]. 또한 고혈압, 당뇨 환자의 자기관리 행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질환의 재발을 예방하는 생활습관 변화에

도 자율성 지지가 대상자의 자율적 동기와 기본심리욕구인 유능

성을 통하여 직, 간접적인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10-14]. 따라서 자율성 지지와 기본심리욕구, 자율적 동기, 통제

적 동기요인은 관상동맥질환자의 지속적인 고위험요인 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중재전략으로 여겨진다.

또한 건강행위의 변화는 성격요인과 동기요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9,14], 관상동맥질환자의 건강행위 이행의 지속을 위해서

는 대상자의 내⋅외적 요인, 사회적 지지와 더불어 성격 요인이 

건강행위 이행의 영향요인으로 추가하게 될 때 설명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D유형 성격은 정신적 스트레스에 쉽게 노출되

고 부정적 감정표현을 억제하기 때문에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

을 악화시킬 수 있는데, 부정적인 정서와 사회적 억제의 측면으

로 구성된 D유형 성격은 심혈관 질환의 발생률과 사망률을 높이

고 예후와도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되어[14], 관상동맥질환자의 

건강행위 이행을 저해하는 심리적 요인으로 보았다. 이에 본 연

구는 자기결정성 이론과 심질환자의 건강행위에 관한 기존 문헌

고찰을 근거로 하여 자율성 지지, 대상자의 기본심리욕구, 자율

적 및 통제적 동기와 D유형 성격의 변수들이 건강행위 이행을 

설명하는 인과적 경로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하여 분석하고자 

시도되었다.

2. 연구의 목적

Deci와 Ryan의 자기결정성이론과 본 이론에 근거한 문헌고찰

을 기반으로[15,16], 관상동맥중재술 환자의 건강행위 이행에 미

치는 영향요인을 규명하고 가설모형 구축과 모형의 적합도 검증

을 통해 건강행위 이행을 설명하는 구조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3. 연구의 개념적 기틀 및 가설적 모형

Deci와 Ryan의 자기결정성이론에 근거한 자율성 지지, 기본심

리욕구, 자율적 동기, 통제적 동기, D유형 성격 및 건강행위 이행

간의 명제로부터 본 연구의 개념적 틀을 구축하였다(Figure 1). 첫

째, 자율성 지지는 사회 환경적 요인으로 대상자의 기본심리욕

구를 충족케 함으로써 건강행위 이행에 정적 영향을 미칠 뿐 아

니라 대상자의 행위를 변화하도록 기본심리욕구를 충족하고 자

율적 동기나 통제적 동기를 촉진할 수 있다. 둘째, 부정적 정서와 

사회적 억제 성향을 지닌 D유형 성격으로 인하여 건강행위 이행

을 저해하고, 기본심리욕구 충족과 동기 조절에 부정적 영향을 

Figure 1. The conceptual framework of th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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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칠 수 있다. 셋째, 기본심리욕구는 인간의 타고난 성향으로 기

본심리욕구의 만족정도에 따라 자율적 동기가 증진되고, 통제적 

동기의 내재화를 증진하게 하여 건강행위 이행을 촉진할 수 있

다. 넷째, 자율적 동기는 행위변화와 지속적인 행위실천을 위한 

에너지이며 스스로 조절하고자 하는 성향으로 건강행위 이행에 

중요한 요인이다. 마지막으로 통제적 동기는 외적 제약으로 인

하여 자기결정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건강행위를 이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외부 압력이나 보상으로 행동이나 과제를 수

행하더라도 동기화 되지 않은 행동들이 내재화를 통해 내재적 

동기가 증진되어 건강행위 이행을 유지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가

설적 모형은 개념적 기틀을 바탕으로 2개의 외생변수, 즉 자율성 

지지와 D유형 성격, 4개의 내생변수, 즉 기본심리욕구, 자율적 동

기, 통제적 동기 및 건강행위 이행으로 구성하였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관상동맥중재술 환자의 건강행위 이행에 관한 가설

적 모형을 제시하고, 모형의 적합도와 모형에 제시된 가설을 검

증하는 구조방정식 모형구축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관상동맥질환 진단을 받고 관상동맥중재

술을 받은 후 외래를 통해 추후관리를 받고 있는 자로서 본 연구

의 목적과 취지를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자이다. 구조모형의 

표본 크기는 측정하려는 변수의 5∼10배가 최소 권장수준이고 

이상적인 크기는 200이상이다. 표본크기가 커지면(400이상) 민감

성이 증가하여 아주 미세한 차이에도 적합도가 권장수준을 벗어

나므로 구조모형분석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200∼400정도의 표본

이 바람직하다[1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총 250명에게 질문지를 

받았으며 그 중 부적절한 질문지 23부를 제외한 227부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3.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든 도구는 원저자와 번역자 모두의 허

락을 받았으며, 측정변수들이 잠재변수를 얼마나 잘 설명하고 

있는지 수렴타당도(convergent validity)와, 잠재변수들 간의 개념 

분리를 위한 판별타당도(discriminant validity)를 측정하기 위해 확

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실시하였다. 모

든 도구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CFA결과 요인부하량이 .50

이상인 문항을 선정 하였다[18].

1) 건강행위 이행

개인의 건강관리, 건강증진을 위해 치료계획과 수행을 적극적

이고 능동적으로 실천하는 것으로 건강전문가가 의학적 권고와 

더불어 행위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으로[19], Song, June, Ro와 Kim 

등[5]이 개발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심장질환 관련 건강행위 영

역인 건강책임, 운동, 식이, 금연 및 스트레스 관리 행위의 총 25

문항 Likert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행위 

이행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Cronbach’s α=.82, 본 연구

에서는 .87이었다. 하위영역별 건강책임 .74, 운동 .73, 식이 .80 그

리고 스트레스 관리 .64이었고, 금연 관련 3문항은 .45로 낮게 나

타나 제외하였다. 흡연은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인자로 잘 알려

져 있으나 흡연 지속유무에 따른 임상경과의 차이를 파악한 연

구에서도 흡연이 1년간 주요 심장 사건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1년 사망률에도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20]. 

2) 건강전문가의 자율성 지지

치료맥락에서 대상자 스스로 결정, 선택하여 행위를 조절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공하는 건강전문가의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21], 건강전문가의 자율성 지지를 지각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건

강관리분위기 질문지(Health Care Climate Questionnaire, HCCQ)를 

Han[22]이 번안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HCCQ는 총 15문항, Likert 

7점 척도로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된 건강전문가의 자

율성 지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Cronbach’s α=.95

이었고, Han의 연구[22]에서는 .94, 본 연구에서는 .95이었다.

3) D유형 성격

부정적인 정서와 사회적 억제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성격 특

성으로, 부정적 정서는 시간과 상황에 따라 부정적인 정서를 경

험하는 경향을 의미하며, 사회적 억제는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정서나 행동의 표현을 억제하는 경향을 의미한다[23]. Lim 등[24]

이 수정 보완한 한국어판 D유형 성격 측정도구(The Korean DS 

14)로 총 14문항, Likert 5점 척도이다. 부정적인 정서와 사회적 억

제로 이루어져 있으며, 두 영역 모두에서 10점 이상일 경우에 D

유형 성격으로 분류되며, 긍정적인 성격을 측정하는 문항은 역

산하여 점수화한다. Lim 등의 연구[24]에서 Cronbach’s α는 부정

적 정서 .87, 사회적 억제 .77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 정서 

.88, 사회적 억제 .83이었다.

4) 기본심리욕구

개인의 심리적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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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욕구를 포함한다[15]. Lee [11]가 번안한 기본욕구만족척

도(Basic Need Satisfaction Scales, BPNS)로 자율성 7문항, 유능성 6

문항, 관계성 8문항의 총 21문항 4점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이 각각 높음을 의미한다. Lee와 Park의 연

구[9]에서 Cronbach’s α=.86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9, 하위항목

인 자율성 .71, 유능성 .65, 관계성 .85이었다.

5) 자율적 동기/통제적 동기

자율적 동기는 건강행위를 수행할 때 개인의 가치와 관심에 

따라 자유롭게 참여하고 스스로 행위를 조절하고자 하는 느낌과 

지각을 의미하는 것으로[25], Williams 등[26]이 건강관리와 관련

한 자기조절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수정한 도구로 치료 자기조

절 질문지(Treatment Self Regulation Questionnaire, TSRQ) 중 자율

적 동기 8문항, Likert 7점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율적 동

기 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Cronbach’s α=.80이

었고 본 연구에서는 .72이었다.

통제적 동기는 외부의 압력이나 보상으로 행동을 선택하고 참

여하고자 하는 느낌과 지각을 의미하며[25], Williams 등[26]의 

TSRQ 중 통제적 동기 11문항, Likert 7점 척도이다. 각 문항은 점

수가 높을수록 통제적 동기 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Cronbach’s α=.86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79이었다.

4. 윤리적 고려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S종합병원 연구윤리심의위원회 승인(IRB No. SCH 

2014-056)을 받은 후, 대상자에게 연구 목적과 익명성, 비밀보장, 

연구철회에 대하여 설명한 후 자발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대상

자에게 동의서를 받은 후 설문조사를 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4년 6월 23일부터 8월 18일까지였고, 추후관리를 위해 외래를 

방문한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책임연구자와 

연구보조원 3인이 수행하였으며 조사자 간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자료수집 전 연구목적, 연구도구에 대한 교육과 관상동

맥질환자 4명을 대상으로 3인의 조사자들이 동시에 면담한 자료분

석 결과, Cohen’s kappa 계수가 .84∼1.0으로 신뢰도가 확보되었다. 

5.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version 21.0과 AMOS 21.0을 이용하였다. 대

상자의 일반적, 질병관련 특성 측정변수는 서술적 통계로 분석

하였다. 측정도구 신뢰도는 Cronbach’s α를 산출하였으며, 측정

도구는 CFA를 실시하였고, 수렴타당도와 판별타당도를 검증하

였다. 측정 변수 간의 상관관계 및 다중공선성은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검증하였으며, 표본의 정규성은 평균, 편

차, 왜도, 첨도로 검증하였다. 구조모형검증은 최대우도법

(maximum likelihood)을 이용하였으며, 구조모형 적합도 검증은 

표준절대적합지수(χ2)와 AGFI (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CFI 

(comparative fit index), RMR (root mean-square residual), RMSEA 

(root mean squared error of approximation)와 간명적합지수인 NFI 

(normed fit index)와 TLI (Tucker-Lewis index) 등을 이용하였다. 모

수추정 및 간접효과와 총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정은 부트스트

래핑(boot-straping)으로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질병관련 특성

총 227명의 대상자 중 남자 161명(70.9%)과 여자 66명(29.1%)이

었으며, 연령은 평균 62.5±10.27세이었다. 거주상태는 가족과 동

거가 98명(43.2%)이며 주로 배우자와 동거하였고, 교육 정도는 초

졸 이하가 67명(33.9%), 중졸 39명(17.2%) 그리고 종교는 무교가 

105명(46.3%)으로 가장 많았다. 직업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159명(70.0%)이었다.

대상자의 질병관련 특성을 살펴보면 진단명은 협심증 152명

(66.9%)과 심근경색증 75명(33.1%)이었고, 관상동맥중재술(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 PCI)을 받은 횟수는 1회가 171명(75.3%), 2회 

52명(22.9%)이었고, 마지막 시술 이후 경과 기간은 1년 이내가 141

명(62.1%)이었고, 체질량지수(BMI)는 평균 24.47±3.10이었고, 64명

(53.3%)은 정상 범위, 과체중 또는 비만이 149명(44.0%)이었다. 관

상동맥질환 관련 위험요인으로 고지혈증 128명(56.4%), 고혈압 

106명(46.7%), 당뇨병 92명(40.5%), 심장질환 가족력 48명(21.1%), 

현재 흡연자 51명(22.5%) 및 과거 흡연자(현재 금연) 96명(42.3%)

순이었다. 운동 여부는 규칙적으로 운동한다 173명(76.2%)이었고, 

자신이 인지한 전반적 건강상태는 불량하다 58명(25.6%), 그저 그

렇다가 98명(43.2%), 양호하다 71명(31.3%)으로 응답하였다. 

2. 측정변수의 서술적 통계

측정변수들의 서술적 통계값은 Table 1과 같다. 일변량 정규성 

검정에서 왜도는 절대값 3.0, 첨도는 절대값 10.0보다 작아서 정

규분포의 조건을 충족하였다[18]. 측정변수 간의 상관계수 절대

값이 .9이상이면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야기되는데[18]. 가장 큰 

상관계수가 .54로 측정변수 간의 피어슨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모든 측정도구의 

요인부하량 .56∼.88, CR=.83∼.90, AVE=.63∼.73으로 수렴타당성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별타당도 검증은 확인적 요인분석

에서 구한 AVE값이 상관계수의 제곱값 보다 커야하는데[18].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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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값을 갖는 상관계수 .54의 제곱 값은 .29이고 AVE값은 .63∼.73

이므로 판별타당도가 확보되었다.

3. 연구모형의 적합도 검정

본 연구의 전체적 구조모형을 검정한 결과, χ2은 88.48, GFI=.94, 

AGFI=.89, NFI=.92, TLI=.94, CFI=.96, RMR=.03, RMSEA=.07로 나타

났다. χ2은 88.48 (p<.001)로 부적합하게 나타나 χ2값을 Q값으로 

보정한 2.06은 판단 기준 3.0보다 작은 값으로 나타나 모형이 적

합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18]. 또한 AGFI값은 대부분 GFI값보다 

낮게 나오며, 0.85 이상이면 그 모형의 적합도는 좋은 것으로 간주

Variables Min Max M±SD Skewness Kurtosis Standardized loading CR AVE

Autonomous support 3.27 7.00 5.41±1.04 -0.02 -1.27

Type D personality

Negative affectivity 0.00 3.71 1.72±0.87 -0.18 -0.85 .88 .85 .73

Social inhibition 0.00 3.57 2.07±0.83 -0.28 -0.84 .75

Basic psychological needs

Autonomy 2.29 7.00 4.91±0.96 0.20 -0.91 .80 .83 .63

Competence 1.00 7.00 4.41±0.91 0.09 0.69 .63

Relatedness 2.75 7.00 4.87±1.06 0.11 -0.94 .88

Autonomous motivation 2.38 7.00 5.27±0.84 -0.37 -0.17

Controlled motivation 1.00 6.27 3.67±1.03 -0.43 -0.02

Health behavior compliance

Health responsibility 2.00 4.00 2.97±0.57 -0.03 -0.98 .74 .90 .68

Exercise 1.00 4.00 2.57±0.70  0.09 -0.56 .56

Healthy diet 1.71 4.00 3.08±0.58 -0.35 -1.00 .74

Stress management 1.20 4.00 2.70±0.48  0.41  0.59 .56

M=mean; SD=standard deviation; CR=construct reliability;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Predictor Variables                                                                  (N=227)

Endogenous variables Exogenous variables S.E. Standardized (ß) Direct Effect (p) Indirect Effect (p) Total Effect (p) SMC

Basic psychological needs

Autonomous support .05  .50  .50 (<.001) -  .50 (<.001) .69

Type D personality .09 -.44 -.44 (<.001) - -.44 (<.001)

Autonomous motivation

Autonomous support .07  .45  .45 (<.001)  .15 (.038)  .60 (<.001) .37

Type D personality .13  .15  .15 (.128) -.13 (.038)  .02 (.751)

Basic psychological needs .14  .29  .29 (.021) -  .29 (.021)

Controlled motivation

Autonomous support .10  .10  .10 (.329) -.07 (.424)  .03 (.755) .17

Type D personality .19  .35  .35 (.003)  .06 (.424)  .41 (<.001)

Basic psychological needs .19 -.15 -.15 (.305) - -.15 (.305)

Health behavior compliance

Autonomous support .04  .32  .33 (.002)  .30 (.001)  .62 (<.001) .52

Type D personality .08  .09  .09 (.403) -.16 (.032) -.07 (.495)

Basic psychological needs .08  .33  .33 (.023)  .07 (.086)  .40 (.005)

Autonomous motivation .04  .23  .23 (.003) -  .23 (.003)

Controlled motivation .03 -.05 -.05 (.478) - -.05 (.478)

Table 2. Estimates and Effects of Predictor Variables in the Model                                                     (N=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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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27]. 이에 본 연구 모형의 적합도는 권장수준에 도달하

여 가설적 모형을 수정 없이 최종모형으로 확정하였다.

4. 연구가설의 경로계수 추정치 및 효과분석

가설모형의 각 경로계수 및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총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C.R.값과 p 값을 기준으로 가설 채

택 유무를 판단하였으며, 모형의 총 13개의 경로 중 8개의 경로

가 채택되었으며, 모형의 경로 도해는 Figure 2와 같다. 총 효과를 

살펴보면 기본심리욕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자율성 지지

(ß=.50)와 D유형 성격(ß=-.44)이었으며, 자율적 동기에 영향을 주

는 요인은 자율성 지지(ß=.60)와 기본심리욕구(ß=.29)로 나타났다. 

통제적 동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D유형 성격(ß=.41)이었으며, 

최종변수인 건강행위 이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자율성 지지

(ß=.62), 기본심리욕구(ß=.40) 및 자율적 동기(ß=.23)의 순으로 나

타났다. 이상의 결과, 관상동맥중재술 환자의 건강행위 이행은 

자율성 지지, 기본심리욕구, 자율적 동기, D유형 성격과 통제적 

동기에 의해 51.8%의 설명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관상동맥중재술 환자의 건강행위 이행과 관련된 요

인을 규명하고자 자기결정성이론을 기반으로 가설적 모형을 구

축하고, 모형의 적합도 및 경로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자율성 지지는 관상동맥중재술 환자의 건강행위 이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이는 대상자의 내재적 동기화를 

위해서 환경적 조건인 건강전문가가 대상자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격려와 정보제공 등의 지지를 한

다면 대상자는 자율적으로 자기조절을 더욱 잘 하게 된다고 보

고한 Ryan과 Deci [28]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또한, 대상

자가 건강전문가로부터 받은 자율성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건

강행위 이행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9]. 이러한 결과는 대상

자의 올바른 생활습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건강전문가

의 환자에 대한 격려, 지지적인 태도 그리고 대상자의 건강전문

가에 대한 신뢰가 중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자율성 지지는 

기본심리욕구와 자율적 동기를 통해 건강행위 이행에 간접효과

가 있었는데 이는 자율성 지지가 대상자의 동기 부여를 매개로 

Figure 2. Path diagram for the hypothetica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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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을 지속하게 하는 효과를 얻는다는 연구 결과[13]와 일치하

였다. 극심한 흉통을 포함한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경험과 관상

동맥중재술 후에도 주요 심장사건과 같은 재발위험성은 건강전

문가에 대한 의존과 전문가에 의한 지지가 더 크게 영향을 주었

으리라 생각되며, 특히 본 연구는 관상동맥중재술 후 3년 이내 

환자로 유병 기간이 짧아 건강전문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 환

자와 건강전문가의 정보공유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을 것

으로 생각한다. 선행연구에서 질병이 장기화될수록 올바른 건강

행위 이행이 어렵다고 하였다[4]. 그러나 환자의 자율적 동기가 

결여되어 건강행위 이행이 지속되기 어렵다 하더라도 신뢰하는 

전문가의 지지가 더욱 중요한 변수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자율

성 지지는 건강행위를 예측하는데 적합한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본심리욕구는 건강행위 이행에 직접효과와 총 효과가 유의

한 변수로 확인되었다. 기본심리욕구는 내적 동기를 발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욕구로 기본심리욕구의 만족은 내적 동기화를 이

루는 핵심적 요소가 된다고 한 연구결과[10]와 일치하였다. 또한 

관상동맥질환과 당뇨가 있는 만성질환자가 운동을 시작한지 1년 

후에도 행위가 지속된 것은 기본심리욕구 만족으로 나타나[10] 

본 연구 결과와 동일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따라서 건강

증진 프로그램 참여시에도 대상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전략이 더욱 효과적이라 본다. 본 연구결과에서도 기

본심리욕구 중 자율성과 관계성 점수가 유능성의 평균 점수보다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특히 유능성을 측정하는 문항 중 ‘최근에 

흥미로운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었다’에 대한 점수가 가장 낮

았는데, 이는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

고 효율적으로 행동하는 욕구인 유능성은 동기가 부여되어야만 

증진되는 기본심리욕구로[15], 대상자가 건강행위 이행에 흥미를 

느끼고 잘 실천할 수 있도록 건강전문가의 자율성 지지를 통한 

적절한 피드백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관계성’은 중간점

수 이상으로 나타나 관상동맥질환은 재발위험률이 높은 질환으

로 평생 건강행위를 유지하기 위해 건강전문가를 비롯한 주변의 

신뢰할 만한 주요한 대상자와의 관계성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결

과라고 할 수 있다. 선행 연구 결과에서도 관계성이 높은 경우에 

건강행위 이행을 더욱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0]. 그러나 선행

연구에서는 기본심리욕구에 의해 자율적 동기가 영향을 받아 건

강행위 이행에 영향을 주는 간접 효과가 있었으나[11], 본 연구에

서는 간접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자율적 동기가 기본

심리욕구의 영향을 받아 건강행위 이행에 영향을 주는 간접효과

를 확인하는 추후 반복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자율적 동기는 건강행위 이행에 대하여 직접효과가 유의한 변

수로 확인되었다. 자율적 동기는 당뇨와 고혈압 환자의 약물복

용 지속[12,26,29]과 고혈압 전 단계(pre-hypertension) 대상자의 건

강행위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11], 본 연구 결과

와 유사하였다. 또한 본 연구 결과에서 자율적 동기는 기본심리

욕구에 의해 직접영향을 받는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이는 기

본심리욕구 충족에 의해 동기의 내면화가 촉진된다는 Deci와 

Ryan [25]의 이론적 주장을 지지하였다.

통제적 동기는 건강행위 이행에 대하여 직접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변수로 확인되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통제적 동기가 고

혈압 환자의 약물치료 이행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29]. 하

지만 자기결정성이론에 따르면 통제적 동기 성향이 강한 개인이

라 할지라도 개인의 이전 경험이나 속해있는 환경이 자율성을 

충분히 지지한다면 자율적 동기 성향으로 조절된다고 보고하고 

있다[25]. 따라서 본 연구 대상자와 같이 통제적 동기 성향을 지

닌 다수의 관상동맥중재술 환자가 건강행위 이행에 대한 이점을 

명백히 인식하고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건강행위를 이행할 수 있

도록 전문가의 자율성 지지 체계가 더욱 강화되어질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통제적 동기의 영향력을 확인할 추후 연구가 필요

하다. 특히 본 연구에서 통제적 동기 변인을 추가하여 분석하였

다는 점이 기존의 건강 행위에 관한 연구들과의 차별성이 있다

고 본다. 

D유형 성격은 건강행위 이행에 대하여 직접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변수로 확인되었다. D유형 성격은 쉽게 변하지 않는 기질

적 특성으로 스트레스에 쉽게 노출되며, 부정적인 감정 표현을 

억제하기 때문에 관상동맥질환자의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에 부

정적인 영향을 주어 식이, 운동, 금연과 같은 건강행위 이행에 정

적 효과를 주지 못한다[14]. 선행연구들은 전반적인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검증함으로써 인

과관계의 직, 간접효과를 보여주는 경로는 설명하지 못하는 제

한점을 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성격유형이 건강행위 이

행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나 직. 간접 효

과는 나타나지 않았고 기본심리욕구에 부적으로 직접효과를 주

었고, 기본심리욕구를 통하여 자율적 동기에 부적으로 간접효과

를 주었으나, 건강행위 이행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의 60%가 D유형 성격으로 다른 연구결과보다 높은 비율

을 보였다[30]. 본 연구 대상자 중 60%를 차지하는 D유형 성격 

변수가 건강행위 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이유는 

정신적 스트레스에 취약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불편감, 긴장과 

불안정감이 건강행위 이행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사료

된다. 또한, 관상동맥질환자의 정신건강과 삶의 질에 대한 연구

에서도 D유형 성격 소유자는 D유형 성격에 속하지 않은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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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 삶의 질 점수가 유의하게 저조하였다[30]. 따라서 심장재

활 프로그램 등 간호중재를 수행하는 경우에 사전진단검사를 통

해 D유형 성격으로 분류되는 대상자에게는 부정적 정서와 사회

적 억압 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관계성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돕

는 심리대처전략이 필요하다. 

이상의 모형 검증 결과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점은 대상자

가 건강전문가로부터 자율성 지지를 지각함으로써 기본심리욕

구가 충족되고 자율적 동기가 높아져 건강행위 이행이 증진되는 

효과를 시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를 통한 간호학적 의의

는 실무에서 관상동맥중재술 환자의 건강행위 이행을 지속하고 

유지할 수 있는 자기결정성 이론을 접목하여 모형검증을 시도한 

연구라는 점이며, 의료 사회 및 인지심리이론을 간호 실무분야

에 확대 적용함으로써 대상자와 보건의료전문가 간의 관계에 대

한 설명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었다. 또한 임상의 특수한 대상자

의 건강행위 이행에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들로 자율성 지지, 대

상자의 자율적 동기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하

였다. 이는 자기결정성 이론이 임상 의료 환경에서 어떠한 이론

보다도 적용 가능한 잠재력을 지닌 이론적 틀이었음을 보여주었

으며, 표준화된 심장재활프로그램의 제도화가 구축되어질 때에 

재발 예방, 대상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의료비용 절감효과 등을 기

대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자율적 동기화로부터 거리가 있는 통

제적 동기는 건강행위 이행에 미치는 영향이 민감하게 반영되지 

않았으며, 관상동맥중재술 환자의 재발 위험요인에 해당하는 당

뇨, 혈압, 지질관리, 흡연, 음주 등의 상세한 사회력 등의 변인들

을 포함한 객관적 임상지표를 포함하지 않았다. 따라서 관상동

맥중재술 환자의 건강행위 이행을 위한 표준화된 심장 재활프로

그램 지침을 통해 건강행위 이행의 지속성, 재발 예방, 삶의 만족

도를 측정하는 전향적 연구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결 론

본 연구는 자기결정성이론 모형을 기반으로 관상동맥중재술 

환자의 건강행위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하기 위하

여 요인들 간의 관계를 근거로 구조모형을 구축하고 모형의 적

합도를 검증하였다.

관상동맥중재술 환자의 건강행위 이행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관계를 나타낸 예측 설명변인은 자율성 지지와 대상자의 

기본심리욕구 및 자율적 동기였다. 이중 간접효과로서 유의한 

변수는 자율성 지지와 D유형 성격이었다. 자율성 지지는 기본심

리욕구와 자율적 동기를 통한 직⋅간접효과가 유의하면서 건강

행위 이행에 대한 총 효과 크기는 변수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

났다. D유형 성격과 통제적 동기가 건강행위 이행에 미치는 영

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관상동맥중재술 환자의 건강행위 이행

을 극대화하고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대상자의 기본심리욕구와 

자율적 동기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강화시킬 수 있는 자율성 지

지가 필요하다. 따라서 건강전문가가 자율성 지지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건강전문가 

스스로의 노력과 병원차원의 정책적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추

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대상자의 건강행위 이행에 자기결정성이

론을 적용하는 연구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D유형 

성격이 건강행위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내적 건강통제위와 같은 자율적 

동기를 촉진하는 성격유형을 포함시키고, 표준화 심장재활프로

그램 개발과 그 효과를 검증하는 실험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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