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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동맥중재술을 받은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건강행위
이행에 영향 미치는 심리사회적 요인 분석

Analysis of Psychosocial Factors Affecting Health Behavior Adherence 
among Community-dwelling Older Adults undergoing 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

전혜원*, 장희경**

Hye-Won Jeon*, Hee-Kyung Chang**

요 약 본 연구는 관상동맥중재술을 받은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건강행위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수행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경상남도 J시 G대학교병원에서 관상동맥중재술을 받고 외래를 내원한

환자 126명을 대상으로 2018년 7월 15일부터 10월 2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자료수집 후 SPSS/WIN

21.0으로 통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대상자 특성에 따른 건강행위 이행은 배우자 유무, 교육수준, 주관적 건강상태,

주관적 삶 만족도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의료인 지지, 회복탄력성에서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지각된 스트레

스, 지각된 스트레스의 하위영역인 가족관계, 불안과 위축, 빈곤과 재정, 우울과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다중회귀

분석 결과 회복탄력성, 지각된 스트레스의 하위영역인 빈곤과 재정, 교육수준, 주관적 삶 만족도가 관상동맥중재술을

받은 노인의 건강행위 이행을 27.9%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관상동맥중재술을 받은 지

역사회 거주 노인의 건강행위 이행을 향상시키기 위한 간호중재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

주요어 : 노인, 건강행위, 스트레스, 우울, 사회적지지, 회복탄력성

Abstract This study is a descriptive research to analyze psychosocial factors affecting health behavior adherence 
among community-dwelling older adults undergoing 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 Data were collected with 
structured questionnaires from 126 patients discharged after hospitalization from a university hospital in J city, 
Gyeongnam, from July 15 to October 2 in 2018, and analyzed using SPSS/WIN 21.0. The result shows that the 
general characteristics, such as existence of spouse, education level, subjective health status, and subjective life 
satisfaction,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health behavior adherence. The research also identifies that medical 
support and resilience a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health behavior adherence. In contrast, perceived stress, 3 
sub-categories from perceived stress such as, family relations, anxiety and withdrawal, poverty and finance, and 
depression are negatively correlated. In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ilience, perceived stress from poverty 
and finance, education level, and subjective life satisfaction explained 27.9% of health behavior adherence 
among older adults undergoing 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apply a nursing intervention program to improve the health behavior adherence of 
local older adults who had 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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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국내의 심장동맥증후군 중 급성심근경색증 환자는

40대 9,858명, 50대 23,399명, 60대 26,430명, 70대 24,259

명, 80세 이상 13,023명으로 50대부터 급격하게 증가하

여 60대 이후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1], 심장동맥

증후군으로 인한 연령별 사망률 또한 2018년 인구 10만

명 당 60대가 32.7명, 70대가 104.2명, 80대가 436.5명으

로 특히 60대 이후 4배 이상으로 증가한다[2]. 심장동맥

증후군인 협심증과 심근경색증에 시행하는 대표적인

시술인 관상동맥중재술은 좁아지거나 막힌 심장의 혈

관을 넓혀주거나 뚫어주는 처치방법으로[1], 수술에 비

해 심리적, 경제적 부담이 적고 시술 후 즉각적인 일상

생활 복귀가 가능하여[3] 그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1], 60세 이상 노인에게 수행된 관상동맥중재술은 30세

에서 59세까지의 관상동맥중재술 건수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1].

심장동맥증후군은 급성으로 발병하는 경우가 많고

재발될 경우에는 사망률이 더 높아지므로[4], 심장동맥

증후군 환자는 발병 후 장기간에 걸친 생활양식 교정을

통한 건강행위 이행이 필수적이다[5]. 그러나 심장동맥

증후군이 있는 노인의 건강행위 이행률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6], 여기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

하는 것으로 보인다. 심장동맥증후군 환자의 건강행위

이행의 관련 요인 중 심리사회적 요인으로는 지각된 스

트레스[7], 우울[8,9], 불안[8], 회복력 및 건강통제위[10],

자아존중감[11], 자기효능감[12], 자율성 지지와 기본심

리욕구 및 자율적 동기[13] 등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적 특성으로는 연령[14], 성

별[15], 경제수준[16]이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

노인의 건강행위 이행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체기

능의 저하나 만성질환뿐 아니라 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심리사회적 요인의 영향이 고려되어야 한다[17]. 심장동

맥증후군이 있는 노인의 경우 질병과 노령화에 따른 경

제 사정의 악화, 사회와 가족으로부터 고립, 일상생활에

대한 자기 통제력 불능, 지나온 세월에 대한 후회 등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 건강행위 이행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9]. 심장동맥증후군 환자의 건강행위 이행에서 유

의한 설명변수로 밝혀진 바 있는 스트레스는[7] 관상동

맥질환 노인의 건강행위 이행과도 부적 상관관계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18].

심장질환이 있는 노인에게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우

울로 인한 피로의 증가와 동기 부족은 노인이 치료적

처방 수행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 관상동맥중재술 이후 시술 부위의 재협착이나 재

발뿐 아니라 발병 시 경험했던 급성심장발작과 통증에

대한 만성적인 불안은 우울로 이어질 수 있으며[20], 우

울은 다시 관상동맥질환 발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

타나[21] 노인의 건강행위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

적인 요인으로 보인다[22]. 하지만 관상동맥중재술을 받

은 노인이 퇴원 후 지역사회에서 건강행위를 이행하는

데 우울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알

려져 있지 않다.

노인의 건강행위 이행에는 사회적지지가 유의한 설

명변수로 밝혀져 있으나[23,24], 심장질환이 있는 노인

에게 있어서 사회적지지와 건강행위 이행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노인에게 사회적지지를

제공하는 가족, 친척, 친구, 이웃은 노년기에 경험하는

사회적 지위와 역할 상실 및 소외감을 줄일 수 있어

[23], 관상동맥중재술을 받은 노인에게도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건강행위 이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

할 필요가 있다.

회복탄력성은 노년기 불행이나 부정적인 경험과 변

화에 따라 성공적으로 적응하여 회복할 수 있는 능력으

로써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성장능력과 잠재적인 힘을

의미한다[25]. 최근에는 회복탄력성이 만성질환자의 자

가간호행위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되었

다[10,26]. 회복탄력성은 당뇨병이 있는 노인의 자가관

리행위에 매개역할을 하며[27], 고혈압이 있는 노인도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자가간호행위를 더 잘 수행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26]. 생활양식의 변화, 평생 투약

등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심장동맥증후군 환자에

게 회복탄력성은 자신의 건강관리에 대한 믿음을 심어

줄 수 있고[5], 대상자의 강점을 증진시켜 줄 수 있다는

[6] 점에서 관상동맥중재술을 받는 노인의 회복탄력성

을 측정하고 건강행위 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필

요가 있다.

현재까지 만성질환자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행위 이

행에 관한 연구는 다수 진행되었으나, 노인에게 많이

나타나는 지각된 스트레스, 우울, 지각된 사회적지지,

회복탄력성과 같은 심리사회적 변수들이 관상동맥중재

술을 받은 노인의 건강행위 이행에 미치는 통합적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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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거의 없었다. 이에 관상동맥중재술을 받은 지역사

회 거주 노인의 건강행위 이행에 심리사회적 변수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관상동맥중재술을 받은 지역사회 거주 노

인의 건강행위 이행에 영향 미치는 심리사회적 요인을

파악하여 향후 관상동맥중재술을 받은 노인의 건강행

위 이행을 향상시키기 위한 간호중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관상동맥중재술을 받은 지역사회 거주 노

인의 건강행위 이행에 영향 미치는 심리사회적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편의표집 방법으로 선정하였으며,

경상남도 J시에 소재하는 G대학교병원에서 관상동맥중

재술을 받고 외래를 내원한 환자를 근접모집단으로 하

였다. 선정기준은 관상동맥중재술을 받은 후 12개월 이

내 외래를 방문한 만 60세 이상 환자, 본 연구의 목적

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로 하였다. 제외기

준은 MMSE 23점 이하로 인지장애가 있는 환자, 정신

질환자로 의사의 진단을 받은 환자, 일 년 이내 재발하

였거나 재관술을 받은 환자로 정하였다.

연구 대상자수는 G*power 3.1.9.2 프로그램을 사용

하여 산출하였으며, 다중회귀분석을 위해 유의수준 .05,

검정력 .80, 효과 크기 0.15, 예측 변수 10개로 하였을

때 118명이 결정되었고, 탈락률을 10% 고려하여 대상

자 수를 130명을 목표로 수집하였으며 관상동맥중재술

을 받지 않은 대상자 4부를 제외한 126부가 분석에 활

용되었다.

3.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18년 7월 15일부터 10월 2

일까지 수행되었다. G대학교병원 순환기 내과, 예방의

학과 교수에게 허락을 얻어 순환기 내과 외래 게시판에

연구 관련 공고문을 붙여 대상자가 자율적으로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대상자 선정기준에 부합되

는 대상자를 선정하여 연구목적, 익명성, 비밀유지, 설

문지를 통한 자료 수집에 대해 설명한 후 서면동의서를

받고 자료를 수집하였다. 외래 진료가 끝난 환자를 대

상으로 조용한 외래교육실에서 진행하였으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부하여 스스로 작성하게 하였다. 눈이 침침

한 경우 연구자가 소리 내어 읽어주고 답변대로 직접

설문지에 표시하였고, 그 자리에서 회수하였다. 작성 소

요시간은 20～30분 정도였다.

4.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경상남도 J시에 소재한 G대학교 생명윤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구 승인(IRB No. GIRB-A18

-Y-0039)을 받은 후 진행하였다. 연구자가 직접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여 동의한 자를 연구대상자에 포함시켰

다. 자가보고 방식으로 대상자가 직접 설문지를 작성하

도록 하였으며 연구자가 직접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연

구에 참여한 대상자에게는 소정의 답례품을 지급하였

다.

5. 연구도구

1) 대상자의 특성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는 성

별, 연령, 배우자, 동거가족, 교육수준, 직업, 월 소득, 건

강 관련 특성으로는 질환 유무와 동반질환, 진단명, 진

단받은 기간을 포함하였으며, 건강행위 이행과 관련된

단일 문항 항목으로 주관적 건강상태와 주관적 삶 만족

도가 포함되었다.

2) 건강행위 이행

Choi [28]가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원 개발자

로부터 도구 사용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본 도구는 총

3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0점에

서 ‘매우 그렇다’ 3점까지 Likert 4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치료지시 이행 2문항, 지속적인 질병관리 4문항,

식이조절 5문항, 운동 4문항, 일상생활 관리 5문항, 수

면 2문항, 스트레스 관리 6문항, 응급상황 관리 3문항으

로 8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며 최저 0점에서 최고 93점

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행위 이행 정도가 높음을 의

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신뢰도 Cronbach’s α는 .87이었

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8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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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각된 스트레스

지각된 스트레스는 Choi와 Kim [29]이 개발한 노인

관상동맥질환자의 스트레스 측정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원 개발자로부터 도구 사용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본

도구는 총 3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0점에서 ‘매우 그렇다’ 3점까지 Likert 4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노화 및 질병 7문항, 가족관계 5문항,

불안과 위축 9문항, 일상생활관리 3문항, 치료지시이행

4문항, 빈곤과 재정 4문항으로 6개의 하위영역으로 구

성되며 최저 0점에서 최고 96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된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신뢰도 Cronbach’s α는 .96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2이었다.

4) 우울

우울은 Spitzer 등[30]이 개발한 Patient Health

Questionnaire (PHQ)를 An 등[31]이 번안하여 표준화

한 한국어판 PHQ-9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총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 2주 동안 얼마나

이러한 문제를 자주 겪었는지를 알아보는 검사이다. 반

응은 ‘전혀 없음’이 0점, ‘며칠 동안’이 1점, ‘1주일 이상’

이 2점, ‘거의 매일’이 3점으로 Likert 4점 척도로 이루

어져 있다. 최저 0점에서 최고 27점으로 점수가 높을수

록 우울 증상의 정도가 심각하다는 것을 반영하며, 점

수의 합이 10점 이상이면 우울 증상이 있는 것으로 선

별한다. An 등[31]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5이었

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0이었다.

5) 지각된 사회적지지

지각된 사회적지지는 Tae [32]가 개발한 지각된 사

회적지지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원 개발자로부터 도구

사용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본 도구는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안 해주었다’ 1점에서 ‘항상 해

주었다’ 5점까지 Likert 5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가

족지지 8문항, 의료인지지 8문항으로 2개의 하위영역으

로 구성되며 최저 8점에서 최고 40점으로 점수가 높을

수록 가족지지, 의료인지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

발 당시 신뢰도 Cronbach’s α는 가족지지 .82, 의료인지

지 .84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가족지지

.96, 의료인지지 .91이었다.

6) 회복탄력성

회복탄력성은 Smith 등[25]이 개발한 단축형 회복탄

력성 척도(Brief Resilience Scale, BRS)를 Um [33]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도구 사용에 대하여 원 개

발자와 번역한 저자에게 각각 승인을 받았다. 본 도구

는 총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

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Likert 5점 척도로 이루

어져 있다. 3개의 질문(질문 1, 3, 5)은 긍정적인 질문이

며, 3개의 질문(질문 2, 4, 6)은 부정적인 질문으로 부정

문항은 역 환산하였다. 최저 6점에서 최고 30점으로 점

수가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이 높음을 의미하며, Um [33]

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2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3이었다.

6. 자료분석

자료의 통계적 분석을 위해 SPSS/WIN 21.0을 이용

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특성과 지각된 스트레스, 우울, 지각된

사회적지지, 회복탄력성, 건강행위 이행은 기술통

계를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등을 구하였다.

2)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지각된 스트레스, 우울, 지

각된 사회적지지, 회복탄력성, 건강행위 이행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나 one-way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사후검정은 Scheffé test로 하였다.

3) 지각된 스트레스, 우울, 지각된 사회적지지, 회복

탄력성, 건강행위 이행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를 산출하였다.

4) 대상자의 건강행위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의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방법을 사용하였다.

5)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을 위해 Cronbach’s α값

을 산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건강행위 이행의 차이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건강행위 이행의 차이 결과는

Table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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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건강행위 이행의 차이
Table 1. Differences in Health Behaviors Adherence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26)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M±SD t/F p Scheffé
Gender Men 90(71.4) 57.86±10.71

0.75 .457
Women 36(28.6) 56.36±8.57

Age(year) 60～69 71(56.3) 57.99±10.90

1.80 .16970～79 37(29.4) 58.38±6.99

≥80 18(14.3) 53.28±11.84

Spouse Yes 94(74.6) 58.61±10.12
2.27 .025

No 32(25.4) 53.97±9.48
Cohabitation Yes 92(73.0) 58.38±10.21

1.75 .083
No 34(27.0) 54.85±9.61

Education level Uneducateda 15(11.9) 51.27±7.31

4.14 .004 a<e
≤Elementary schoolb 36(28.6) 58.39±8.15
≤Middle schoolc 23(18.3) 53.61±10.44
≤High schoold 25(19.8) 58.20±10.96
≧Collegee 27(21.4) 62.11±10.62

Occupation Yes 59(46.8) 58.56±10.09
1.18 .241

No 67(53.2) 56.43±10.14

Monthly income

(10,000 won)

<100 61(48.4) 55.13±10.02

1.41 .226

100～200 24(19.0) 59.92±9.24
200～300 17(13.5) 58.88±8.15
300～400 14(11.1) 58.86±8.39
400～500 5(4.0) 63.20±21.19
≥500 5(4.0) 58.80±9.37

Comorbidity Yes 102(81.0) 57.94±10.03
1.17 .243

No 24(19.0) 55.25±10.49
Types of

comorbidity†

Hypertension Yes 68(54.0) 57.91±10.34
0.58 .564

No 58(46.0) 56.86±9.94
Diabetes Yes 38(30.2) 56.63±10.52

0.58 .564
No 88(69.8) 57.77±10.00

Hyperlipidemia Yes 13(10.3) 58.69±12.40
0.47 .637

No 113(89.7) 57.28±9.89
Stroke Yes 12(9.5) 55.33±6.93

0.75 .454
No 114(90.5) 57.65±10.41

Diagnosis SA 8(6.3) 53.88±9.72

0.74 .480UA/NSTEMI 60(47.6) 57.07±9.66

STEMI 58(46.0) 58.29±10.69

Duration of

diagnosis

(month)

1～3 31(24.6) 57.13±9.12

0.07 .9373～6 24(19.0) 58.08±8.24

6～12 71(56.3) 57.34±11.19

Subjective

health status

Very bada 10(7.9) 48.40±12.96

4.42 .002 a<d
badb 37(29.4) 54.76±10.41
Moderatec 32(25.4) 58.44±6.91
Goodd 41(32.5) 60.80±9.46
Very goode 6(4.8) 60.50±12.05

Subjective life

satisfaction

Very dissatisfieda 5(4.0) 43.00±9.41

7.32 <.001 a,b<d,e
dissatisfiedb 21(16.7) 52.33±7.99
Moderatec 34(27.0) 56.18±9.10
satisfiedd 54(42.9) 60.17±9.21
Very satisfiede 12(9.5) 63.58±11.57

†Multiple responses(Total number of responses=131)
NSTEMI: Non-ST-elevation myocardial infarction; SA: Stable angina; STEMI: ST-elevation myocardial infarction;
UA: Unstable ang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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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 대상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이 71.4%(90

명)로 여성보다 많았으며, 연령은 60대가 56.3%(71명),

70대가 29.4%(37명), 80대가 14.3%(18명)로 60대가 가

장 많았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74.6%(94명)이었고,

동거가족이 있는 경우는 73.0%(92명)이었다. 교육수준

은 무학이 11.9%(15명), 초졸이 28.6%(36명), 중졸이

18.3%(23명), 고졸이 19.8%(25명), 대졸 이상이

21.4%(27명)로 중졸, 고졸, 대졸이 비슷한 분포를 보였

다. 직업이 없는 경우가 53.2%(67명)이었고, 월 소득은

10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48.4%(61명)로 가

장 많았다. 동반질환이 있는 경우가 81.0%(102명)이었

는데, 이 중 54.0%(68명)가 고혈압을 보고하였다. 진단

명으로는 UA/NSTEMI 47.6%(60명), STEMI 46.0%(58

명), SA 6.3%(8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진단 후 경과

기간은 6～12개월이 56.3%(71명)로 가장 많았다. 주관

적 건강상태가 좋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32.5%(41명),

주관적 삶 만족도가 대체로 만족한다고 응답한 대상자

가 42.9%(54명)로 가장 높았다.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건강행위 이행의 차이를 살펴

본 결과, 배우자가 있는 대상자의 건강행위 이행이 배

우자가 없는 경우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2.27, p=.025). 교육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F=4.14, p=.004), 사후분석 결과 ‘무학’ 군보다 ‘대학교

졸업 이상’ 군이 건강행위 이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주관적 건강상태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F=4.42, p=.002), 사후분석 결과 ‘매우 나쁨’이라고 응답

한 대상자보다 ‘좋은 편’이라고 응답한 대상자의 건강행

위 이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삶 만족도에

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F=7.32, p<.001), 매우 불만

족, 대체로 불만족이라고 응답한 대상자보다 대체로 만

족, 매우 만족이라고 응답한 대상자의 건강행위 이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성별, 연령, 동거가족, 직

업, 월 소득, 동반질환, 진단명, 진단받은 기간에 따른

건강행위 이행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2. 대상자의 지각된 스트레스, 우울, 지각된 사회적

지지, 회복탄력성, 건강행위 이행

대상자의 지각된 스트레스, 우울, 지각된 사회적지지,

회복탄력성, 건강행위 이행의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대상자의 지각된 스트레스 평균은 96점 만점에

36.87±9.84점이었고, 우울 평균은 27점 만점에 4.35±4.14

점이었다. 지각된 사회적지지 중 가족지지 평균은 40점

만점에 32.48±8.52점, 의료인지지 평균은 40점 만점에

28.39±6.98점이었다. 회복탄력성 평균은 30점 만점에

표 2. 대상자의 지각된 스트레스, 우울, 지각된 사회적지지, 회복탄력성, 건강행위 이행
Table 2. Degree of Perceived Stress, Depression, Perceived Social Support, Resilience and Health Behaviors Adherence
(N=126)

Variables M±SD Range Min Max
M±SD

(out of 5)
Perceived stress 36.87±9.84 0-96 5 71 1.92±0.51
Aging and disease 9.63±2.67 0-21 2 16 2.29±0.64
Family relations 4.72±2.05 0-15 0 14 1.57±0.68
Anxiety and withdrawal 9.87±3.11 0-27 0 21 1.83±0.58
Management of daily living 3.37±1.40 0-9 0 8 1.87±0.77
Compliance of medical regimen 4.78±1.85 0-12 0 10 1.99±0.77
Poverty and finance 4.52±1.89 0-12 0 10 1.88±0.79

Depression 4.35±4.14 0-27 0 18 0.81±0.77
Perceived social support
Family support 32.48±8.52 8-40 8 40 3.82±1.33
Medical support 28.39±6.98 8-40 8 40 3.19±1.09

Resilience 23.31±5.12 6-30 12 30 3.61±1.07
Health behaviors adherence 57.43±10.13 0-93 29 85 3.09±0.54
Compliance of medical regimen 4.87±1.01 0-6 3 6 4.06±0.84
Continuous of disease management 7.19±1.74 0-12 2 12 3.00±0.72
Diet 8.85±2.55 0-15 0 15 2.95±0.85
Exercise 6.36±2.64 0-12 0 12 2.65±1.10
Management of daily living 10.55±2.84 0-15 2 15 3.52±0.95
Sleep 3.86±1.38 0-6 1 6 3.21±1.15
Stress 11.23±2.53 0-18 0 18 3.12±0.70
Emergency management 4.52±1.47 0-9 0 7 2.51±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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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1±5.12점이었고, 건강행위 이행 평균은 93점 만점에

57.43±10.13점이었다.

3. 지각된 스트레스, 우울, 지각된 사회적지지, 회복

탄력성, 건강행위 이행 간의 관계

지각된 스트레스, 우울, 지각된 사회적지지, 회복탄력

성, 건강행위 이행 간의 관계는 Table 3과 같다.

건강행위 이행은 의료인지지(r=.26, p=.004), 회복탄

력성(r=.40, p<.001)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지각

된 스트레스(r=-.28, p=.001), 지각된 스트레스 하위영역

인 가족관계(r=-.24, p=.007), 불안과 위축(r=-.25,

p=.004), 빈곤과 재정(r=-.35, p<.001), 우울(r=-.37,

p<.001)과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가족지지와 건강

행위 이행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

지 않았다.

4. 건강행위 이행의 영향요인

건강행위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

력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분석에 앞서 오차항들 간 자기상관이 있는지 알아보

기 위하여 Durbin-Watson 통계량을 구한 결과 2.01로

2근방의 값으로 나타나 오차항들 간의 자기상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차항의 분포를 정규분포로 가정할

수 있는지 표준화 잔차를 구한 결과 모두 ±3 이내의 값

으로 나타나 오차항의 분포를 정규분포로 가정할 수 있

었다. 독립변수들 간 다중공선성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

하여 공차한계와 VIF를 구한 결과 공차한계는 0.86～

0.99로 0.1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VIF는 1.00～1.16으로

10미만의 값으로 나타나 독립변수들 간 다중공선성은

발생하지 않았다.

회귀분석 결과 회복탄력성(β=.30, p=.001), 지각된 스

트레스의 하위영역인 빈곤과 재정(β=-.21, p=.015), 대졸

이상의 교육수준(β=.20, p=.010), 주관적 삶 만족도 중 만

족(β=.16, p=.041)이 건강행위 이행의 영향요인으로 나타

표 3. 지각된 스트레스, 우울, 지각된 사회적지지, 회복탄력성, 건강행위 이행간의 관계
Table 3. Correlations among Perceived Stress, Depression, Perceived Social Support, Resilience, and Health Behavior
Adherence (N=126)

Variables
1 2 3 4 5 6 7 8 9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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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rceived

stress

1. Aging and disease 1

2. Family relations
.34

(<.001)
1

3. Anxiety and

withdrawal

.59

(<.001)

.59

(<.001)
1

4. Management of

daily living

.30

(.001)

.43

(<.001)

.40

(<.001)
1

5. Compliance of

medical regimen

.57

(<.001)

.36

(<.001)

.54

(<.001)

.32

(<.001)
1

6. Poverty and finance
.41
(<.001)

.64
(<.001)

.60
(<.001)

.43
(<.001)

.47
(<.001)

1

7. total
.76

(<.001)

.74

(<.001)

.87

(<.001)

.58

(<.001)

.72

(<.001)

.78

(<.001)
1

8. Depression
.34

(<.001)

.38

(<.001)

.41

(<.001)

.17

(.059)

.30

(.001)

.45

(<.001)

.47

(<.001)
1

Perceived

social support

9. Family support
-.06

(.541)

-.08

(.393)

-.12

(.171)

.01

(.928)

.02

(.833)

-.23

(.010)

-.11

(.224)

-.34

(<.001)
1

10. Medical support
-.17
(.056)

-.19
(.029)

-.16
(.075)

-.07
(.411)

-.14
(.117)

-.14
(.107)

-.20
(.024)

-.18
(.043)

.27
(.003)

1

11. Resilience
-.40

(<.001)

-.28

(<.001)

-.34

(<.001)

-.25

(<.001)

-.35

(<.001)

-.36

(<.001)

-.45

(<.001)

-.48

(<.001)

.31

(<.001)

.23

(.010)
1

12. Health behaviors adherence
-.11

(.212)

-.24

(.007)

-.25

(.004)

-.16

(.082)

-.17

(.061)

-.35

(<.001)

-.28

(.001)

-.37

(<.001)

.16

(.081)

.26

(.004)

.40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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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본 회귀모형은 유의하게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

며(F=11.70, p<.001), 전체 설명력은 약 27.9%이었다.

Ⅳ. 논 의

본 연구는 관상동맥중재술을 받은 지역사회 거주 노

인의 건강행위 이행에 영향 미치는 심리사회적 요인을

분석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 건강행위 이행은 5점 만점에 평균 3.09

점으로 중간 수준이었다. 동일한 도구는 아니지만 관상

동맥질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와 비교할 때

Kim [34]의 연구에서 5점 만점에 3.07점으로 비슷한 수

준이었으나, Cho [6]의 연구에서 5점 만점에 3.47점보다

는 낮은 수준이었다. 본 연구 대상자들의 건강행위 이

행 정도를 건강행위 영역별로 볼 때, 응급상황관리가

가장 낮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은 잘 알고 있

었으나, 비상약 관리, 주의사항, 환자 인식표 휴대에 대

한 항목에서 낮은 이행률을 보여 응급상황관리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상동맥중재술

을 받은 노인에게 응급상황관리에 대한 간호가 필요하

며, 보건소 및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 응급상황관리 교

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운동은 두 번째

로 낮은 영역이었으며 5점 만점에 2.65점으로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 Kim [34]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병원

이나 보건소를 중심으로 심장재활프로그램 등이 다양

하게 개발되어 운동영역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

도 운동 관련 건강행위 이행이 다른 건강행위 이행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어 노인의 운동 관련 건강행위 이행

장애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극복할 전략이 강화될 필요

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운동 문항 중 운동 시 준비

운동과 마무리 운동을 시행하는지 여부를 묻는 문항이

낮은 이행률을 보여 관상동맥중재술을 받은 노인에게

올바른 운동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운동

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운동 방법 및 주의사항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

대상자와 같이 고령 노인의 경우 심폐기능이나 관절기

능의 제한으로 성인과 동일한 운동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8], 노인의 개별적 기능상태에

맞는 운동 프로그램 개발 및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하

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그리고 보건소 및 지역사회와

의 연계를 통해 노인 대상자들의 운동을 격려하고 노인

수준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건강행위

이행을 증진시켜야 할 것이다.

건강행위 이행과 주요변수와의 상관관계에서는 지각

된 스트레스, 지각된 스트레스의 하위영역인 가족관계,

불안과 위축, 빈곤과 재정, 우울, 의료인지지, 회복탄력

성이 건강행위 이행과 유의한 상관성을 보였다. 이는

관상동맥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회복탄력성,

사회적지지가 건강행위 이행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10],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서 스트레스, 우울이 건강행위 이행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던 연구[35]와 유사한 결과이다. 그

러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여러 선행연구[22,36]에서 가

족지지와 건강행위 이행이 상관성을 보였던 것과는 달

리 본 연구에서는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회귀 분석 결과 건강행위 이행의 가장 큰 영향

표 4. 건강행위 이행의 영향 요인

Table 4. Factors Affecting on Health Behavior Adherence (N=126)

Variables B SE β t p

(Constant) 46.32 5.00 9.26 <.001

Resilience 0.58 0.16 .30 3.56 .001

Perceived stress†(poverty and finance) -1.11 0.45 -.21 -2.48 .015

Education level‡(college or more) 5.02 1.91 .20 2.63 .010

Subjective life satisfaction‡(satisfaction) 3.30 1.60 .16 2.07 .041

R2=.279, Adjusted R2=.255, F=11.70, p<.001

Durbin-Watson=2.01, Tolerance=0.86～0.99, VIF=1.00～1.16
†Subcategories of perceived stress: Aging and disease, Family relations, Anxiety and withdrawal,

Management of daily living, Compliance of medical regimen, Poverty and finance;
‡Dummy variables: Education (None)=0; Subjective life satisfaction (Very dissatisfie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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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은 회복탄력성이었다. 동일한 도구는 아니지만 관

상동맥증후군 환자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10]에서 회

복탄력성은 건강행위 이행에 유의하게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회복탄력성은 노인의 스트레스나 우울과 같은 부정적

인 영향을 감소시키므로[33] 관상동맥중재술을 받은

노인의 회복탄력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회복탄력성과 관련된 연구

의 최근 경향은 다양한 모집단을 대상으로 회복탄력성

을 긍정적으로 높일 수 있는 중재로써 행복증진 프로그

램[37], 긍정심리 집단미술치료[38], 마음챙김 프로그램

[39] 등이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는 실험

연구가 주로 수행되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

에서 회복탄력성은 레크리에이션 체조[40], 산림치유 프

로그램[41], 집단미술치료[42] 등으로 인해 강화된다고

보고하였으므로 관상동맥중재술을 받은 노인에게도 유

용한 심리사회적 중재 프로그램으로 수정 적용할 수 있

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관상동맥중재술을 받은 대상

자들의 회복탄력성을 향상시키고 건강행위 이행을 높

이기 위한 간호중재를 개발하고 그 효과를 평가하는 후

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 다음으로 건강행위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영향요인은 지각된 스트레스의 하위영역인 빈곤과 재

정이었다. 동일한 도구로 측정한 관상동맥질환자 노인

을 대상으로 한 연구[34]에서 지각된 스트레스가 높을

수록 건강행위 이행 정도가 낮았으며, 그 외 재가노인

을 대상으로 한 연구[35]에서도 지각된 스트레스가 높

을수록 건강행위 이행 정도가 낮았던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해 준다. 이는 노후에 경제적인 생활

대책이 없거나 관상동맥질환 치료로 인한 경제적인 부

담에 의해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빈

곤과 재정은 고령화 시대의 사회적 문제와도 결부되는

것으로 변화가 어려운 부분이긴 하나 연금제도 및 다양

한 제도를 마련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스

트레스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선

행연구에서 노인의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건강노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심상 시치료 프로그램[43], 자발적 근력

운동 프로그램[44]이 효과적이라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노인에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중재

프로그램이 관상동맥중재술을 받은 노인의 건강행위

이행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지를 평가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 다음으로 건강행위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영향요인은 교육수준이었다. 관상동맥질환자를 대상으

로 한 연구[45]에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건강행위 이

행 정도가 높았으며, 당뇨병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

[46]에서도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건강행위 이행 정도가

높았던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해 준다.

연령이 비슷한 노인이라도 교육수준에 따라 건강정보

이해능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대상자에 따라 교육방

법이 달라져야 한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건강정보 이해

능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노인 집단을 대상으로 건강행

위에 대한 반복교육이 필요하고, 혈압, 혈당수치 등 숫

자로 표현되는 건강정보에 대해서는 사용자 중심으로

보다 편리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선행 연구에서는 건강정보이해능력의 향상은 심

장동맥증후군 환자의 건강행위 이행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45]. 따라서 관상동맥중재술을 받은 노인의 교

육수준과 관련된 건강정보이해능력과 건강행위 이행간

의 관계를 추가로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건강행위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영향요인은 주관적 삶 만족도이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47]에서 주관적 삶 만족도가 높을수록 건강행

위 이행 정도가 높았으며, 농촌지역 여성독거노인을 대

상으로 한 연구[48]에서도 주관적 삶 만족도가 높을수

록 건강행위 이행 정도가 높았던 것으로 나타나 본 연

구결과를 뒷받침해 준다. 그러나 관상동맥중재술을 받

은 노인의 건강행위 이행과 주관적 삶 만족도에 관한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직접적인 비교가 어려우며 추후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지지 중 의료인지지는 건강행위

이행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다중 회귀분

석에서는 건강행위 이행에 유의한 영향요인이 되지 못

하였다. 이는 심혈관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49]에서

건강행위 이행의 영향요인이 의료인지지이었고, 지역사

회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22]나 도시지역 독거노인

을 대상으로 한 연구[50]에서 건강행위 이행의 가장 영

향력 있는 요인이 사회적지지이었던 것과는 차이가 있

었다. 그러나 지역사회 고혈압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

구에서[26] 건강행위 이행의 유의한 영향요인이 아니었

던 것과는 유사한 결과이다. 사회적지지 중 가족지지는

건강행위 이행과 상관관계가 없었는데 이는 사회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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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한 가족 형태가 해체되면서 과거에 비해 노인을

모시는 경우가 적고 같이 거주하는 경우에도 맞벌이나

육아 등으로 인해 가족이 노인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

는 시간이 적어 나온 결과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선행

연구에서 사회적지지는 건강증진행위에 직접적인 영향

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28], 사회적지지가 회복탄

력성의 매개를 통해 부정적 요인을 감소시키고, 긍정적

요인은 증진시켜 건강행위 이행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

고하였으므로[51] 추후 연구에서는 경로분석 등 다양한

통계방법을 이용해 다른 변수들을 통한 간접효과나 매

개효과와 같은 경로를 밝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우울은 건강행위 이행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다중 회귀분석에서는 건강행위

이행에 유의한 영향요인이 되지 못하였다. 이는 재가노

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35]나 만성질환자 노인을 대상

으로 한 연구[52]에서 건강행위 이행의 가장 영향력 있

는 요인이 우울이었던 것과는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관

상동맥중재술을 받은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6]에서

우울이 건강행위 이행의 유의한 영향요인이 아니었던

것과는 유사한 결과이다. 이는 본 연구 대상자들의 우울

은 27점 만점에 평균 4.35점으로 우울정도가 높지 않았

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대상자들의 우울정도

가 높지 않았던 것은 순환기내과 외래에서 정기적인 추

후관리를 받고 있는 대상자이며 MMSE 23점 이하로 인

지장애가 있거나 정신질환자로 의사의 진단을 받은 자,

일 년 이내 재발하였거나 재관술을 받은 자는 제외되었

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대상자의 우울과 건강행

위 이행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질환 진단 후 증

상의 악화로 입원치료를 받는 환자, 관상동맥중재술 후

외래 관리를 받지 않는 대상자 등 다양한 속성을 가지

는 집단을 포함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회복탄력성, 지각된 스트레스의

하위영역인 빈곤과 재정, 교육수준, 주관적 삶 만족도가

관상동맥중재술을 받은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건강행

위 이행에 있어서 중요한 예측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건강행위 이행을 향상시키기

위한 간호중재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일 병원의 순환기내과 외래를 방문하는

관상동맥중재술을 받은 노인을 대상으로 편의 표출하

여 자료를 수집하였기 때문에 전체 모집단을 대표한다

고 볼 수 없으므로 연구의 결과를 해석하거나 일반화를

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상자의 건강행

위 이행 정도를 관찰방법이 아닌 자가 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므로, 실제로 수행하는 건강행위 이행 정도

와 일치하는지는 알 수 없다는 제한점이 있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관상동맥중재술을 받은 지역사회 거주 노

인의 건강행위 이행에 영향 미치는 심리사회적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관상동맥중재술을 받은 지

역사회 거주 노인의 건강행위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심

리사회적 요인은 회복탄력성, 지각된 스트레스의 하위

영역인 빈곤과 재정, 교육수준, 주관적 삶 만족도가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1. 본 연구는 도농복합지역에 위치한 일 의료기관에서

관상동맥중재술을 받은 노인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

이므로 다양한 지역에 거주하는 대상자를 포함한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2. 본 연구는 관상동맥중재술을 받은 노인의 일상생활

수행 정도, 교육수준과 관련된 건강정보이해능력이나

인지기능과 건강행위 이행 간의 관계를 추가로 분석하

는 연구가 필요하다.

3. 본 연구에서 관상동맥중재술을 받은 노인의 건강행

위 이행에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밝혀진 회복탄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략을 포함한 간호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를 검정해보는 연구를 제언한다.

4. 본 연구에서는 관상동맥중재술을 받은 후 12개월

이내 노인 환자로 대상자를 제한하였으나, 중재술 후 1

년, 2년, 3년이 경과한 대상자를 포함하여 장기간의 건

강행위 이행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는 연구를 시

도해 볼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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