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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동맥우회술 대상자의 사회적 지지, 우울, 삶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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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mparison of Social Support, Depression, and Qualify of Life
in Adults and Elders Who have Undergone Coronary Artery Bypass Surgery 

Kim, Jiyoung

Division of Nursing Science,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Purpose: This study was done to compare social support, depression and quality of life (QoL) in adult (under 65) 
and elderly (over 65) patients who had coronary artery bypass surgery. Methods: Participants were 66 adult and 
68 elderly patients who completed questionnaires on social support, depression and QoL. Data were collected 
from December, 2011 to January 2012 and analyzed using  x2 -test, t-test, and Pearson's correlation. Results: 
The adults’ physical QoL scores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of the elders (t=2.58, p=.011). However, the 
average difference between physical and mental QoL based on age, after controlling for gender, showed tha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QoL between adults and elders. In adults,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s were 
found between depression and social support (r=-.41, p<.001), physical QoL (r=-.48, p<.001), and mental QoL 
(r=-.56, p<.001), and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social support and mental QoL (r=.25, p=.047). In 
elders,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s were found between depression and social support (r=-.43, p<.001), 
physical QoL (r=-.45, p<.001), and mental QoL (r=-.56, p<.001), and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social support and mental QoL (r=.28, p=.019). Conclusion: Age-differentiated nursing intervention programs 
should be developed, and studies should be conducted to verify effectiveness of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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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심혈관질환은 전 세계적으로 발생빈도가 높고 이에 따른 

사망률이 증가하고 있어 집중적인 관리와 치료의 중요성이 강

조되고 있는 질환이다. 이 중 관상동맥질환은 급속한 인구의 

고령화와 식생활 및 생활패턴의 서구화로 인하여 노인의 질병 

발병과 사망의 중요한 원인이 되는 혈관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Bengtsson, Hagman, Währborg, & Wedel, 2004). 우리나

라의 경우에 2012년 심장질환 사망률이 인구 십만 명당 52.5명

으로 신생물 사망률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다(Statistics 

Korea, 2013a). 미국에서도 매년 새롭게 63만명 이상의 사람

들이 관상동맥질환을 진단받았고, 관상동맥질환으로 인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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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률은 38만명 이상으로 나타났다(Go et al., 2013). 이처럼 관

상동맥질환을 포함한 심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률이 증가함에 

따라 대표적인 치료법인 관상동맥우회술과 중재술의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전체 심장수술건수의 64.8%를 차지하

고 있다(Korea Heart Foundation, 2014). 

관상동맥우회술 후 대상자의 대부분은 삶의 질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Longmore et al., 2011; Natarajan, Sa-

madian, & Clark, 2007; Sandau, Lindquist, TreatJacob-

son, & Savik, 2008; Song & Lee, 2008; Staniūtė & Brožai-

tienė, 2010; Székely et al., 2011), 국외에서는 관상동맥우

회술 후 평가지표로 재원 일수나 수술 건수를 측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독립적인 지표로 사용하고 있다(Bengts-

son et al., 2004; Krzych et al., 2009; Staniūtė & Brožai-

tienė, 2010).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

가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관상동맥우회술 후 효과에 대한 평가

지표로 대부분 사망률이나 합병증 등을 사용하고 있으며(Ko-

rea Heart Foundation, 2014; Park et al., 2006; Statistics 

Korea, 2013a), 삶의 질을 측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파악하고 

이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상동맥질환자의 삶의 질 관련변수나 영향요인으로 밝혀

진 변수로는 우울, 사회적 지지, 연령, 성별 등이 있다(Barry, 

Kasl, Lichtman, Vaccarino, & Krumholz, 2006; Khoueiry 

et al., 2011; McKenzie, Simpson, & Stewart, 2010). 우울

은 관상동맥우회술 전과 후 모두 중요한 지표(McKenzie et 

al., 2010)로 우울이 낮을수록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났다(Khou-

eiry et al., 2011). 또한 사회적 지지는 중재 가능한 변수로, 관

상동맥우회술 후 회복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사

회적 지지가 클수록 삶의 질이 높았으며, 의료인의 지지, 가족

의 지지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Barry et al., 2006). 특히 관상동맥질환자가 적절한 사회적 

지지를 제공받았을 경우 우울이 감소되고(Cowan et al., 2008; 

Leifheit-Limson et al., 2012), 자가간호, 건강행위 이행이 향

상되어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으로 나타났다(Cho, Choi, Kim, & Cho, 2010; Leifheit-Lim-

son et al., 2012; Oh, Park, & Kim, 2010). 

또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연령에 따른 선행연

구에서는 관상동맥우회술 후 신체적, 기능적, 사회적, 심리적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로 연령의 차이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

다고 제시하였으며(Natarajan et al., 2007), 관상동맥우회술 

후 대상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삶의 질이 높았다(Song & Lee, 

2008). 또한 성인과 노인 대상자를 비교한 Staniūtė와 Brožai-

tienė(2010)의 연구에 따르면 관상동맥우회술과 중재술 시행 

2년 후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신체적 건강이 향상되었으나 

기능적 상태에서는 65세 미만 성인에서와 달리 향상되지 못

하였으며, Krzych 등(2009)의 연구에서는 연령이 수술 후 신

체적 건강 관련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반면, 증상 조절이 잘 된 관상동맥질환자의 경우에는 

70세 이상에서 70세 미만보다 삶의 질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

났다(Longmore et al., 2011). 그러나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관상동맥우회술 후 성인과 노인 대상자의 건강 관련 삶의 질

의 비교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성인과 노인 

관상동맥우회술 대상자의 건강 관련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

하여 대상자의 건강 관련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 지지와 우

울에 대한 이해와 관상동맥우회술 후 삶의 질 평가에서 연령

층에 따른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관상동맥우회술을 받은 성인과 노인의 사

회적 지지와 우울, 삶의 질을 비교하고, 관계를 확인하여 관상

동맥우회술 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간호중재 전략 개

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관상동맥우회술을 받은 성인과 노인 대상자 간

의 사회적 지지와 우울, 삶의 질을 비교하기 위함이며, 구체적

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성인과 노인 관상동맥우회술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

악하고 비교한다.

성인과 노인 관상동맥우회술 대상자의 질병 관련 특성을 

파악하고 비교한다.

성인과 노인 관상동맥우회술 대상자의 사회적 지지, 우울, 

삶의 질의 정도를 비교한다.

성인과 노인 관상동맥우회술 대상자의 사회적 지지, 우울, 

삶의 질 간의 관계를 확인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관상동맥우회술을 받은 성인과 노인 대상자 간

의 사회적 지지와 우울, 삶의 질을 비교하고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비교연구이다.



212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Nursing 

김 지 영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소재 S병원 흉부외과에서 관상동맥우회술

을 받고, 퇴원 후 외래에서 추후관리 중인 환자를 대상으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참여에 동의한 자를 편의표집 

하였다. 대상자 중에서 65세 이상을 노인 군으로, 64세 이하

의 환자를 성인 군으로 구분하였다. 총 140부의 설문지를 배

부하였고, 미비하게 응답한 6부를 제외한 총 134부(95.7%)를 

최종분석 하였다. 연구 표본의 크기 결정은 G*Power 3.0 프

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방법 t-test, 중간정도의 효과 크기 .5, 

통계적 검정력 .80 및 유의수준 ⍺는 .05의 조건 하에 산출한 

결과 성인과 노인 군 당 최소 64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Faul, Erdfelder, Buchner, & Lang, 2009), 군 당 성인 66

명, 노인 6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3. 연구도구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질병 관련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연령, 성별, 교육정도, 직업, 배우

자 유무, 종교, 가족 월 총수입을 포함하여 총 7문항으로 구성

되었다. 대상자의 질병 관련 특성은 수술 후 경과기간, 기저질

환 수(고혈압, 당뇨, 고콜레스테롤혈증, 뇌졸중 등), 재원일

수, 합병증 유무를 포함한 총 4문항으로 연구자가 전자의무기

록을 참조하여 수집하였다. 

2)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는 The ENRICHD investigators (2000)가 개

발한 Enhancing Recovery in Coronary Heart Disease 

Patients (ENRICHD) Social Support Instrument (ESSI)를 

Shin (2011)이 번역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

는 회복기에 있는 급성심근경색질환자들의 사회적 지지를 측

정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정서적 지지 3문항, 도구적 지지 2

문항, 배우자의 유무 1문항, 친 한 사람의 유무 1문항, 총 7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항상 

그렇다’의 5점까지의 5점 Likert척도로 가능한 점수는 최저 6

점에서 최고 3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음

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Cron-

bach's ⍺는 .86이었고(The ENRICHD Investigators, 2000), 

Shin (2011)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는 .89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는 .92였다.

3) 우울 

우울은 Radloff (1977)가 개발한 Center for Epidemio-

logic Studies Depression (CES-D) scale을 Chon과 Rhee 

(1992)가 한국어로 번안한 것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

구는 총 20문항으로 우울한 감정 7문항, 긍정적 감정 4문항, 

신체화 증상 7문항, 대인관계 2문항의 4개의 영역으로 구성

되어 있다. 각 문항은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떻게 느꼈는지에 대

해 ‘거의 드물게(1일 이하)’ 0점, ‘때로(2~3일)’ 1점, ‘상당히

(4~5일)’ 2점, ‘대부분(6~7일)’ 3점으로 점수화하였으며, 긍

정 문항인 4문항을 역으로 변환하여 최종 합산한 점수를 이

용하였다. 가능한 점수범위는 최저 0점에서 최고 60점까지이

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Cronbach's ⍺는 .87 (Rad-

loff, 1977)이었고, Chon과 Rhee (1992)의 연구에서는 Cron-

bach's ⍺는 .89였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는 .85

였다. 

4) 삶의 질 

삶의 질은 Ware와 Sherbourne (1992)이 개발한 Medical 

Outcome Study 36-item Short Form Health Survey (MOS 

SF-36) 중에서 Ware, Kosinski와 Keller (1996)가 12문항으로 

축소한 Medical Outcome Study 12-item Short Form Health 

Survey (MOS SF-12)를 이용하였다. SF-12는 SF-36이 대상자

에게 주는 부담을 감안하여 고안된 것이며, 12문항을 작성 하

는데 소요시간이 2분 이내로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SF-12는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의 두 주요 요인 8가지 

하부 영역으로 나누어지며 신체적 건강은 신체적 기능(phy-

sical functioning) 2문항, 신체적 문제로 인한 역할-신체적 

제한(role-physical) 2문항, 통증(bodily pain) 1문항, 전반

적 건강(general health perception) 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다. 정신적 건강은 활력(vitality) 1문항, 사회적 기능(social 

functioning) 1문항, 정서적 문제로 인한 역할-감정 제한(role- 

emotional) 2문항 및 정신 건강(mental health) 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 하부영역의 점수는 SF-12의 정해진 산

출방식에 따라 문항 수에 상관없이 0~100점까지의 점수범

위로 산출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은 것을 의미한

다. 도구 개발 당시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신체적 건강 

Cronbach's ⍺는 .67이었고, 정신적 건강 Cronbach's ⍺는 

.70이었으며(Ware et al., 1996), 본 연구에서는 신체적 건강 

Cronbach's ⍺는 .83이었고, 정신적 건강 Cronbach's ⍺는 

.78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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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수집

서울 소재 S병원 흉부외과에서 관상동맥우회술을 받고, 퇴

원 후 외래 추후관리 중인 134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

다. 자료수집기간은 2011년 12월 6일에서 2012년 1월 13일

까지이었으며, 연구목적을 설명한 후 연구에 협조하기로 응

한 대상자에게 설문지를 배포, 연구대상자가 설문지에 직접 

기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직접 작성하기 어려운 대상

자의 경우 동의를 구한 후 설문지를 읽어주고 대상자가 구두

로 답한 대로 설문지에 기록하여 수집하였다. 설문지 작성은 

10~15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5. 윤리적 고려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보호를 위하여, S병원

의 임상시험심사 위원회(IRB No. 2011-08-097-001)의 심의

를 거쳐 연구승인을 받아 진행하였다. 자료수집 시 대상자에

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였으며 설문에 참여하여 제공되는 금

전적인 보상이나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없고, 대상자가 원

하면 언제라도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다. 수집된 

자료는 기 유지가 되고 공개적으로 열람되지 않음을 밝히

고,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할 것과 연구대상자의 익명을 보장

한다는 내용의 피험자 동의서를 받았다.

6.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PASW Statistic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성인과 노인 관상동맥우회술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

도와 백분율 및 평균과 표준편차, x2-test로 분석하였다. 

성인과 노인 관상동맥우회술 대상자의 질병 관련 특성

은 빈도와 백분율 및 평균과 표준편차, x2-test로 분석하

였다. 

성인과 노인 관상동맥우회술 대상자의 사회적 지지, 우

울, 삶의 질의 비교는 t-test로 분석하였고, 성별, 연령, 성

별과 연령의 교호작용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linear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성인과 노인 관상동맥우회술 대상자의 사회적 지지, 우

울, 삶의 질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으로 분석

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는 총 134명으로 65세 미만의 성인 대상

자는 66명이었고 65세 이상 노인 대상자는 68명이었다. 대상

자의 평균연령은 64.0±9.8세(범위 39~87세)로 성인 대상자

들의 평균연령은 55.9±5.8세(범위 39~64세)였고, 노인 대상

자의 평균연령은 71.9±5.4세(범위 65~87세)였다. 성인, 노

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는 

성별(x2=14.98, p<.001), 교육정도(x2=18.73, p<.001), 

직업(x2=30.57, p<.001), 월 총 수입(x2=14.51, p=.002)이

었다. 성인, 노인 대상자 모두, 남자가 각각 59명(89.4%), 41명

(60.3%)으로 여성보다 많았다. 성인 대상자가 대졸 이상에서 

34명(51.5%)으로 가장 많았고, 노인대상자는 중졸 이하가 25

명(36.8%), 대졸 이상이 25명(36.8%) 순으로 성인 대상자에

서 학력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 성인 대상자는 직업이 있는 

경우가 49명(74.2%)이었고, 노인 대상자는 직업이 없는 경우

가 50명(73.5%)이었다. 경제 상태에 있어서 성인과 노인 대상

자 모두 가족 월 총수입에서 300~500만원으로 응답한 경우가 

각각 22명(33.3%), 25명(36.7%)으로 가장 많았다(Table 1). 

2. 대상자의 질병 관련 특성

성인과 노인 대상자의 수술 후 경과기간(x2=12.18, p= 

.002)을 비교하였을 때 성인대상자는 6개월 미만이 26명

(39.4%)으로 대다수를 차지한 반면, 노인 대상자는 3년 이상

인 경우가 37명(54.4%)으로 반 이상을 나타내어 두 군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는 않았지만, 대상자의 수술 전 총 기저질환(고혈압, 당뇨, 고

지혈증 등)은 성인 대상자가 49명(74.2%), 노인 대상자가 57

명(83.8%)으로 대부분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재원일수는 성인, 노인 대상자 모두 10~19일이 각 각 

30명(45.5%), 33명(48.5%)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다. 합병

증 여부에서는 성인 대상자의 경우 합병증이 없는 대상자가 

63명(95.5%), 노인 대상자의 경우 60명(88.2%)으로 대부분 

합병증이 없었다(Table 2). 

3. 대상자의 사회적 지지, 우울, 삶의 질 비교

사회적 지지, 우울, 정신적 건강 관련 삶의 질은 성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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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ifference in General Characteristics of Adults and Elders (N=134)

Variables Categories
Adults (n=66) Elders (n=68) Total (n=134)

x2 (p)
n (%) n (%) n (%)

Age (year) M±SD 
Range

55.9±5.8
39~64

71.9±5.4
65~87

64.0±9.8
39~87

Gender Male
Female

59 (89.4)
 7 (10.6)

41 (60.3)
27 (39.7)

100 (74.6)
 34 (25.4)

14.98
(＜.001)

Education ≤Middle
High
≥University

4 (6.1)
28 (42.4)
34 (51.5)

25 (36.8)
18 (26.4)
25 (36.8)

 29 (21.6)
 46 (34.3)
 59 (44.1)

 18.73†

(＜.001)

Occupation Yes
No

49 (74.2)
17 (25.8)

18 (26.5)
50 (73.5)

 67 (50.0)
 67 (50.0)

30.57
(＜.001)

Spouse Yes
No

60 (90.9)
6 (9.1)

55 (80.9)
13 (19.1)

115 (85.8)
 19 (14.2)

2.77
(.096)

Religion Christian
Buddhist
Catholic
None

20 (30.3)
16 (24.2)
 8 (12.1)
22 (33.4)

22 (32.3)
20 (29.4)
 8 (11.8)
18 (26.5)

 42 (31.3)
 36 (26.9)
 16 (11.9)
 40 (29.9)

0.91
(.823)

Monthly
income
(10,000 won)

＜100
100~300
300~500
＞500

5 (7.6)
18 (27.3)
22 (33.3)
21 (31.8)

18 (26.5)
18 (26.5)
25 (36.7)
 7 (10.3)

 23 (17.2)
 36 (26.9)
 47 (35.0)
 28 (20.9)

14.51
(.002)

†
Fisher's exact test.

Table 2. Clinical Characteristics of the Adults and Elders (N=134)

Variables Categories
Adults (n=66) Elders (n=68) Total (n=134)

 (p)
n (%) n (%) n (%)

Period after coronary 
artery bypass

＜6 months
6 months~3 years 
＞3 years

26 (39.4)
20 (30.3)
20 (30.3)

10 (14.7)
21 (30.9)
37 (54.4)

 36 (26.9)
 41 (30.6)
 57 (42.5)

12.18
(.002)

Underlying disease† None
1
2
≥3

17 (25.8)
22 (33.4)
19 (28.8)
 8 (12.1)

11 (16.2)
31 (45.6)
16 (23.5)
10 (14.7)

 28 (20.9)
 53 (39.6)
 35 (26.1)
 18 (13.4)

3.26
(.353)

Hospital length of stay 1~9 days
10~19 days
≥20 days

27 (40.9)
30 (45.5)
 9 (13.6)

20 (29.4)
33 (48.5)
15 (22.1)

 47 (35.1)
 63 (47.0)
 24 (17.9)

2.66
(.265)

Complications Yes
No

3 (4.5)
63 (95.5)

 8 (11.8)
60 (88.2)

11 (8.2)
123 (91.8)

 2.32‡

(.207)

†Hypertension, Diabetes, Hypercholesterolemia, Stroke; ‡Fisher's exact test.

자와 노인대상자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성인 대상자의 신체적 건강 관련 삶의 질은 노인 대상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2.58, 

p=.011)(Table 3).

본 연구에서 성별은 성인과 노인에서 빈도의 차이가 있어 

성별, 연령, 성별과 연령의 교호작용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

기 위하여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적 지

지와 우울 변수에서는 성별 통제가 유의하지 않았으나, 건강 

관련 삶의 질에서는 성별을 통제 변수로 추가하는 것이 의미

가 있어 연령에 따른 평균 차이가 유의한지 t-test를 통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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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ocial Support, Depression, and Quality of Life in Adults and Elders (N=134)

Variables Categories
Adults (n=66) Elders (n=68) Total (n=134)

t (p)
M±SD M±SD M±SD

Social support 23.8±4.8 24.2±4.6 24.0±4.7 -0.50 (.619)

Depression  14.3±10.3 14.9±7.9 14.6±9.1 -0.40 (.688)

Quality of life Physical quality of life
Mental quality of life

 45.3±10.8
46.6±9.7

 40.6±10.1
45.6±9.6

 42.9±10.7
46.1±9.6

2.58 (.011)
0.64 (.523)

Table 4. Quality of Life of Adults and Elders after Controlling for Gender (N=134)

Variable Categories
Adults (n=66) Elders (n=68)

t (p)
  M±SD  M±SD

Quality of life Physical quality of life Male
Female

 45.7±10.7
 42.0±12.3

43.5±9.0
 36.2±10.3

1.04 (.299)
1.28 (.210)

Mental quality of life Male
Female

46.5±9.5
 47.9±12.2

48.1±9.2
41.7±9.0

-0.87 (.385)
1.52 (.138)

Table 5. Correlations among Social Support, Depression, and Quality of Life in Adults and Elders (N=134)

Variable

Adults (n=66) Elders (n=68)

Social support Depression Social support De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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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pression -.41 (＜.001) -.43 (＜.001)

Physical quality of life .16 (.208) -.48 (＜.001) .16 (.189) -.45 (＜.001)

Mental quality of life .25 (.047) -.56 (＜.001) .28 (.019) -.56 (＜.001)

하였다. 성별을 통제한 후 연령에 따른 신체적 삶의 질과 정신

적 삶의 질에 대한 평균 차이를 확인한 결과 성인과 노인의 건

강 관련 삶의 질의 평균차이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4). 

4. 대상자의 사회적 지지, 우울, 삶의 질의 상관관계

성인 대상자의 경우, 사회적 지지와 우울(r=-.41, p<.001)

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또한 우울과 신체적 건

강 관련 삶의 질(r=-.48, p<.001), 우울과 정신적 건강 관련 

삶의 질(r=-.56, p<.001)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 사회적 

지지와 정신적 건강 관련 삶의 질(r=.25, p=.047)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노인 대상자의 경우, 사회적 지지

와 우울(r=-.43, p<.001)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

다. 우울과 신체적 건강 관련 삶의 질(r=-.45, p<.001), 정신

적 건강 관련 삶의 질(r=-.56, p<.001)은 유의한 음의 상관관

계, 사회적 지지와 정신적 건강 관련 삶의 질(r=.28, p=.019)

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Table 5). 

논 의

본 연구는 관상동맥우회술을 받은 성인과 노인 대상자 간

의 사회적 지지와 우울, 삶의 질을 비교 조사하여 연령층에 따

른 차별화된 접근의 필요성과 관상동맥우회술 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간호중재 전략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시도하였다. 성인 대상자의 신체적 건강 관련 삶의 질

은 노인 대상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성인 대상자의 신체적 건

강 관련 삶의 질은 45.3±10.8점으로 이는 본 연구도구와 같

은 MOS SF-12를 사용한 Székely 등(2011)의 연구에서 18세 

이상의 관상동맥우회술 대상자의 신체적 건강 관련 삶의 질 

36.8점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노인 대상자의 신체적 건강 관

련 삶의 질은 40.6±10.1점으로 Sandau 등(2008)의 연구에

서 평균 연령 65세의 관상동맥우회술 대상자의 수술 3개월 후 

신체적 건강 관련 삶의 질 42.2±10.3점보다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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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59세 미만에서 신체적 건강 관련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나

고 59세 이상에서는 신체적 건강 관련 삶의 질의 향상이 보이

지 않았다는 Bengtsson 등(2004)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

이다. 이러한 결과는 관상동맥우회술 후 성인 대상자가 노인 

대상자에 비해 신체적 기능이 향상되었기 때문으로 보이며, 

따라서 연령이 삶의 질과 관련된 변수임을 알 수 있다. 한편 

관상동맥중재술이나 관상동맥우회술 시행 2년 후 평균 나이

가 59.3세인 대상자들의 삶의 질을 분석한 연구에서 신체적 

건강 관련 삶의 질이 성인 대상자에 비해 노인 대상자에서 더 

향상되었고(Staniūtė & Brožaitienė, 2010), 관상동맥질환

자에서는 증상 조절이 잘 된 경우에는 70세 이상에서 70세 미

만보다 삶의 질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Longmore et al., 

2011). 이는 본 연구결과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성인 대상자의 경우 신체적 건강 관련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기

대치가 노인 대상자에 비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였다

(Longmore et al., 2011; Staniūtė & Brožaitienė, 2010). 정

신적 건강 관련 삶의 질은 두 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성인 대상자의 정신적 건강 관련 삶의 질은 46.6±9.7

점으로 이는 본 연구도구와 같은 MOS SF-12를 사용한 Sze ́- 
kely 등(2011)의 연구에서 18세 이상의 관상동맥우회술 대상

자의 정신적 건강 관련 삶의 질 50.5점보다 낮았다. 노인 대상

자의 정신적 건강 관련 삶의 질은 45.6±9.6점으로 Sandau 

등(2008)의 연구에서 평균 연령 65세의 관상동맥우회술 대상

자의 수술 3개월 후 정신적 건강 관련 삶의 질 49.6±9.6점보

다 낮았다. 선행연구에서도 관상동맥증후군 대상자의 59세 

미만군과 59세 이상군에서 정신적 건강 관련 삶의 질이 유의

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Bengtsson et al., 2004). 이

는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로 노인이 성인에 비해 삶의 질이 낮

을 것으로 생각하여 노인을 치료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있으나 실제로는 삶의 질에 차이가 없다는 결과가 제시되었으

므로 관상동맥우회술 등의 침습적인 치료의 선택에서 연령에 

대한 편견을 배제하여야 한다고 제언하였다(Natarajan et al., 

2007; Park et al., 2006).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연령을 

고려한 체계적인 연구가 미약한 실정이므로 정신적 건강 관련 

삶의 질에 대한 추후 연구가 요망된다. 또한 건강 관련 삶의 

질은 신체적 측면뿐만 아니라 심리사회적 측면까지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대상자의 건강 문제를 접근함에 있어 신체적 

건강 영역과 더불어 정신적 건강 영역까지 고려하는 것이 요

구된다. 더불어 관상동맥우회술 대상자의 수를 확대하여 삶

의 질에 대한 반복 연구를 제언하는 바이다. 

사회적 지지 점수는 성인 대상자는 23.8±4.8점이었고, 노

인 대상자는 24.2±4.6점으로 나타나 두 군 사이에 유의한 차

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본 연구도구와 같은 ESSI를 사용한 

연구에서 급성심근경색 환자를 대상으로 한 Cowan 등(2008)

의 연구에서 제시한 19.2±4.4점보다 높은 점수였다. Oh 등

(2010)의 연구에서는 20세 이상의 관상동맥우회술 대상자에

서 49세 이하인 군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70세 이상인 군보

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달랐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다른 연구에 비

해 본 연구에서의 가족의 월수입이 높은 편이고, 배우자가 있

는 대상자의 비율이 높아 상대적으로 경제적, 인적 자원이 풍

부하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으로 추측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

서도 심근경색 환자의 회복 과정에서 지지원인 가족으로부터 

정보적 지지와 경제적 지원, 정서적 지지를 통한 사회적 지지

가 건강행위의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나타났다(Barry et al., 

2006). 

우울점수는 성인 대상자는 14.3±10.3점이었고, 노인 대

상자는 14.9±7.9점으로 나타나 두 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본 연구도구와 같은 CES-D scale을 사

용한 평균 연령 65세의 관상동맥우회술 후 3개월에서 측정한 

우울 점수 10.4±7.5점(Sandau et al., 2008)보다 높았다. 본 

연구에서는 군 간의 우울 점수는 특징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

로 보였으나, Cho와 Kim (1993)은 한국판 CES-D의 Diag-

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 

기준 주요우울장애 절단점은 25점이 적절하며, 일차 선별 목

적의 우울 증상 유무의 절단점은 21점이 적절하다고 보고한 

것에 따라 21점 이상군을 우울군, 21점 미만군을 정상군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전체 대상자에서 27명(20.1%)이 우울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인 대상자는 13명(19.7%), 노인 

대상자는 14명(20.6%)이 우울군으로 나타났다. Khoueiry 

등(2011)의 연구에서는 관상동맥우회술 후 44%의 환자들이 

여전히 우울 증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보다는 낮은 수치이나 관상동맥우회술 후에도 대상

자에게 우울 증상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위험인자인 

우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질병의 재발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

해 추후 우울과 삶의 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성별을 통제한 후 연령에 따른 신체적 삶의 질과 정신적 삶

의 질에 대한 평균 차이를 확인한 결과 성인과 노인의 건강 관

련 삶의 질의 평균차이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성인과 노인 대상자 내에서 무작위 표본 추출이 이루어졌음에

도 성별에서 빈도 차이가 나타난 것은 여성의 경우 평균수명

이 남성에 비해 길기 때문에(Statistics Korea, 2013b), 노인 



Vol. 16 No. 3, 2014 217

관상동맥우회술 대상자의 사회적 지지, 우울, 삶의 질: 성인과 노인 대상자 비교 연구

군에서 상대적으로 여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성인의 경우, 흡연, 음주나 불규칙하고 고지방

의 식생활 등의 생활습관으로 인해 남성에게서 심혈관계 질환

의 빈도가 높게 나타나며(Park, Kim, Kang, & Lee, 2007), 

노인의 경우, 여성이 폐경기를 맞이하며 여성 호르몬인 에스

트로겐의 결핍과 신체활동 감소로 복부비만이 증가하여 총 콜

레스테롤, 중성지방, 저 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

고, 고 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을 감소시켜 심혈관 질환이 증

가된다고 보고한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Joung, 2006). 즉, 

폐경 전 여성에 있어서는 동일연령의 남성에 비해 심혈관 질

환의 발생빈도가 1/10 정도로 현저히 낮으나 폐경이 되면서 

부터는 이 질환의 위험도가 높아지기 시작하여 70~80대에는 

남성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Joung, 2006)하기 때문으

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시사하는 바는 관상동맥 질

환자의 연령에 따른 간호중재를 제공함에 있어 성별에 대한 차

이를 고려하여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추후 

연구대상자 선정 시 연령에 따른 성비를 고려하여야 한다. 

우울과 사회적 지지는 전체 대상자에서 유의한 음의 상관

관계를 나타냈다. Leifheit-Limson 등(2012)의 연구에서도 

낮은 사회적 지지가 우울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과 신체적 건강 관련 삶의 질은 전체 연구대상자에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 우울과 정신적 건강 관련 삶의 질도 유

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관상동맥우회술 대상자의 우울은 삶의 질을 변화시키는 중요

한 예측요인이라고 보고하였다(Khoueiry et al., 2011). 또한 

우울은 관상동맥우회술 전, 후 모두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

강 관련 삶의 질과 관계되어 있다는 선행연구결과(McKenzie 

et al., 2010)와 일치하였다. 

사회적 지지와 정신적 건강 관련 삶의 질은 전체 대상자에

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경제적 

상태나 사회적 지지가 낮은 대상자일수록 건강 관련 삶의 질이 

저하되었다는 선행연구와도 일치하였다(Leifheit-Limson et 

al., 2012). 따라서 수술 전 사회적 지지를 사정하는 것은 관상

동맥우회술 후 정신적 건강을 예측하는 요인이 된다는 결과

(Barry et al., 2006)를 지지하였다. 또한 관상동맥우회술을 

받은 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재개발에 있어서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을 제시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반면, 사회적 지지와 신체적 건강 관련 삶의 질은 유의한 관

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는 관상동맥우회술 

전 대상자에서는 신체적 건강 삶의 질과 사회적 지지가 통계

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관상동맥우회술 6

개월 후 대상자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결과와 일치하였다(Barry et al., 2006).

특히 성인 대상자의 경우, 우울과 신체적 건강 관련 삶의 

질, 우울과 정신적 건강 관련 삶의 질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

를 나타냈다. Cowan 등(2008)의 연구에서 평균 연령 59세의 

급성 심근 경색증 환자를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를 증진시키는 

중재 활동을 통해 우울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결과와 

유사하며, Khoueiry 등(2011)의 연구에서는 성인 관상동맥

우회술 대상자들이 우울 증상을 경험하며 낮은 삶의 질을 보

인다는 결과와 유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 대상자의 경

우, 우울과 사회적 지지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Cho 등(2010)의 연구에서 관상동맥중재술을 받은 노인 대상

자의 사회적 지지정도와 우울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 결과와 일치하였다. 

결론 및 제언

이상의 결과에 의하면 성인 대상자와 노인 대상자의 신체

적 건강 관련 삶의 질에서 성인 대상자의 신체적 건강 관련 삶

의 질이 더 높게 나타나 신체적 건강은 연령에 따른 차이를 고

려해야 함을 의미하였다. 따라서 간호사는 성인과 노인 관상

동맥우회술 대상자의 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 간호사정을 하

고, 사회적 지지를 증진시키고 우울을 감소시킬 수 있는 구체

적인 간호중재 개발을 모색하여 관상동맥우회술 대상자의 삶

의 질 유지, 증진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관상동맥우회술을 받은 대상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사는 성인과 노인 관상동맥우회술 대상자의 연령

별 특성에 따른 신체적 건강 관련 삶의 질에 차이가 있음을 인

지하고 간호사정시에 노인과 성인의 특성을 잘 파악해야 한다. 

둘째, 간호사는 성인과 노인 관상동맥우회술 대상자의 건

강 관련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사회적 지지를 증진시

키고 우울을 감소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간호중재 방안을 모

색해야 한다.

셋째, 추후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 선정 시 대상자수를 확

보하여 연령에 따른 성비를 고려한 연구가 이루어질 것을 제

언한다. 

넷째, 간호사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 지지를 증진하

고 대상자들의 우울에 대한 인식을 높이며 퇴원 시 이에 대한 

중요성을 교육할 수 있다. 또한 체계적인 간호교육 및 대상자와 

가족을 포함한 퇴원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218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Nursing 

김 지 영

REFERENCES

Barry, L. C., Kasl, S. V., Lichtman, J., Vaccarino, V., & Krumholz, 

H. M. (2006). Social support and change in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6 months after coronary artery bypass grafting.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60(2), 185-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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