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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D 유형 성격에 따른 상동맥질환자의 정신건강과 삶의 질 수 을 악하기 한 서술  조사

연구이다. 연구 상자는 2012년 3월부터 5월까지 경기도 소재 일 학병원의 심장내과에 입원한 상동맥

질환자 111명이었다. D 유형 성격 분류는 Type D Personality Scale (DS14)를 이용하 으며, 정신건강은 

간이정신진단검사(Symptom Checklist-90-Revision, SCL-90R), 삶의 질은 세계보건기구 삶의 질 척도

(World Health Quality Of Life assessment instrument, WHOQOL-BREF)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연

구결과 상자  D 유형 성격은 36.1%이었다. 정신건강은 D 유형 성격 군과 D 유형 성격이 아닌 군 간에 

신체화, 강박증, 인 민성, 우울, 불안, 감, 공포불안, 편집증, 정신증 역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삶의 질은 D 유형 성격 군이 49.69 으로 D 유형 성격이 아닌 군의 58.21 에 비해 낮았다

(p<.001). 이상의 결과를 토 로 상동맥질환자의 정신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한 간호 재 로그램의 

개발을 시도하는 경우 D 유형 성격에 한 고려가 필요하며, 부정  정서가 강하고 사회  제한이 심한 

D 유형 성격 환자의 경우 신체 , 정신  기능회복은 물론 사회  응력 향상을 한 노력이 필요하다. 

■ 중심어 :∣관상동맥질환∣성격유형∣정신건강∣삶의 질∣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nfirm the mental health and quality of life by type-D 

personality of the patients with coronary artery disease (CAD). The participants in the study 

were 111 hospitalized patients with CAD at a hospital in Gyeonggi-do. The type-D personality 

was assessed by the Type-D Personality Scale (DS14). The mental health was measured with 

Symptom Checklist-90-Revision (SCL-90R) while quality of life was assessed with World 

Health Quality of Life Assessment Instrument (WHOQOL-BREF). The data analysis revealed 

that 36.1% of CAD patients were identified as having type-D personality traits. Non type-D 

personality patients have shown better mental health state than type-D personality patients 

(p<.001) have. The level of quality of life in the type D personality patients were significantly 

lower than that of non type-D counterparts (p<.001). It is necessary for type-D personality to 

be considered, when the nursing intervention programs for improving the mental health and 

quality of life of the patients with CAD are develo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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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상동맥질환은 일생동안 계속 인 리가 요구되는 

만성질환이다. 의학 인 치료와 식이요법, 활동량 조  

등과 같은 일상생활양식의 변화가 수반되지 않으면 심

장발작이 일어나고 때로는 사할 수 있는 질환[1]으로 

부분의 환자들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신체 , 정신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질환이 만성화되면 건강에 한 개인의 신념이나 사

회  지원, 처방법, 성격유형 등의 사회심리 인 요인

들이 질병상태에 부정 인 향을 미치게 되는데[2], 그 

 성격 유형은 쉽게 변하지 않는 기질  특성으로 정

신  스트 스를 유발하여 신체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

다[3]. 특히 A 유형 성격(type A behaviour pattern)은 

경쟁심이 강하고 공격 ․ 이며, 참을성이 없는 

특성을 보이는 성격으로 상동맥질환 발생과 련이 

있다고 보고된 바 있으나, 여러 연구에서 각각 다른 결

과[4]가 보고되어 심 계 발생 험요인으로서 논쟁

의 여지가 있다. 최근에는 D 유형 성격(type D 

personality)이 심 질환자의 질병과정에 향을 미

치는 기질  특성으로 심을 받고 있다[5]. 

D 유형 성격에서 D 는“distressed”의 약어로 “부정

인 정서(negative affectivity, NA)”와 “사회  제한

(social inhibition, SI)”이라는 범 하고 안정 인 특

성을 기반으로 한 성격유형으로, 한 개인이 이러한 두 

가지 특성을 동시에 보이는 경우 D 유형 성격으로 분류

한다. 부정  정서는 시간과 장소에 상 없이 부정 인 

감정의 증가를 경험하는 경향으로 부정  정서가 심한 

경우 불안감을 느끼며 근심이 많을 뿐 아니라, 삶을 어

둡고 부정 으로 바라보며, 쉽게 흥분하고 긴장감이나 

불행함과 같은 감정을 자주 경험한다. 사회  제한은 

사회  상호작용 속에서 타인으로부터 거부당할 것에 

한 잠재 인 두려움을 피하기 해 감정이나 행동의 

표 을 억제하는 경향으로, 사회  제한이 심한 경우 

타인과의 개인  계 형성이 고 타인들과 있을 때 

더욱 긴장하고 축되며, 불안정한 양상을 띠게 되어 

부정  감정과 스트 스를 유발하게 된다[6]. D 유형 

성격의 경우 부정  정서와 사회  제한으로 인한 어려

움으로 스트 스에 쉽게 노출되고, 이러한 부정  요인

들이 상동맥질환의 발생과 후는 물론 삶의 만족도

와 삶의 질을 하시키게 된다[7]. 

상동맥질환의 주요 증상인 흉통은 환자에게 스트

스로 작용하고, 심장발작을 경험한 환자들은 미래에 

한 불확실성과 재발할지도 모르는 통증, 죽음에 한 두

려움과 불안 등으로 고통을 받는다[8]. 특히 D 유형 성

격 환자는 D 유형 성격이 아닌 환자보다 이러한 정신  

스트 스에 쉽게 노출되며, 부정 인 감정의 표 을 억

제하기 때문에 신체 , 정신 으로 심각한 문제가 유발

될 수 있다[6]. 한 D 유형 성격의 환자는 흡연이나 음

주, 부 한 신체활동이나 식이조  불이행 등 치료지

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의료기 을 통한 정규 인 추후

리를 실시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9], 이로 인해 이환

율과 사망률이 증가되고 삶의 질이 감소할 수 있다[10].

국외의 상동맥질환자의 D 유형 성격에 한 선행연

구를 살펴보면, 우울과 불안[11], 사망률이나 이환율에 

미치는 향[12][13], 건강 련 삶의 질[9][14], 건강 상

태[15] 등의 연구가 보고되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D 

유형 성격 상동맥질환자의 삶의 질과 질병장애에 

한 연구[16]가 시행되었을 뿐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D 유형 성격에 따른 상동맥질환자

의 정신건강과 삶의 질 수 을 악함으로서 효과 인 

간호 재 개발을 한 기 자료를 마련하고자 하 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 은 D 유형 성격에 따른 상동맥질환

자의 정신건강과 삶의 질 수 을 악하고자 함이며, 

구체  목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동맥질환자의 D 유형 성격 비율을 악한다. 

둘째, 상동맥질환자의 D 유형 성격 여부에 따른 일

반  특성의 차이를 악한다. 

셋째, 상동맥질환자의 D 유형 성격 여부에 따른 정

신건강의 차이를 악한다. 

넷째, 상동맥질환자의 D 유형 성격 여부에 따른 삶

의 질의 차이를 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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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D 유형 성격여부에 따른 상동맥질환자

의 정신건강과 삶의 질의 차이를 악하기 한 서술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 상자는 경기도 소재 C 학병원 심장내과

에 입원한 만 20세 이상의 상동맥질환(심근경색, 

심증) 환자  연구의 목 을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자로 다른 기질  심장질환(선천성 는 막성 심장질

환, 울 성 심부 , 부정맥 등)이나 정신질환(우울증, 수

면장애 등), 인지장애가 없는 자이었다. 상자 수는 검

정력 80%, 효과크기 .50, 유의수  .05를 기 으로 

G-Power 3.1.2 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산한 결과 최소 

102명이 필요하여 도 탈락자를 고려하여 12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 다. 이  자료가 불충분한 9부를 제

외하고 111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하 다.

3. 연구 도구
3.1 일반적 특성
일반  특성은 연령, 성별, 배우자, 종교, 교육정도, 직

업, 가정 월수입, 진단 후 경과기간, 심장질환 가족력, 

동반질환(당뇨병 는 고 압), 흡연, 음주, 규칙 인 운

동에 한 항목으로 조사하 다.

3.2 D 유형 성격 
D 유형 성격은 Denollet[17]이 개발한 Type D 

Personality Scale (DS14)을 Lim 등[18]이 한국어로 번

안한 도구를 원 자와 한국  자 모두에게 사용 승인

을 받은 후 이용하 다. 이 도구는 부정  정서 7문항, 

사회  제한 7문항,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을 0 (아니다)에서 4 (그 다)으로 측정하여 각 

문항에서 얻은 수의 합으로 계산하 다. 측정 수는 

D 유형 성격 분류기 에 따라 분류하여 부정  정서 

역(최소 0 , 최  28 )과 사회  제한 역(최소 0 , 

최  28 )의 합산 수가 모두 10  이상인 경우를 D 

유형 성격이라고 정하 다(Denollet, 2005). 본 연구에

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91이었으며, 하부

역의 신뢰도는 부정  정서 .86, 사회  제한 .83이었다.

3.3 정신건강
정신건강은 Derogatis[19]가 개발한 간이정신진단검

사(Symptom Checklist-90-Revision, SCL-90R)를 김

일, 김재환과 원호택[20]이 한국 으로 표 화한 '한

국  간이정신검사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이 도

구는 9개 역(신체화, 강박증, 인 민성, 우울, 불안, 

감, 공포불안, 편집증, 정신증) 총 90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다. 각 문항은 증상의 정도에 따라 ‘  아니다

(0 )’, ‘약간 그 다(1 )’, ‘그 다(2 )’, ‘많이 그 다(3

)’, ‘매우 많이 그 다(4 )’의 5  척도이며, 수가 

높을수록 정신건강이 악화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98이었으며, 9개 하부

역의 Cronbach's α는 .80～.90이었다.

3.4 삶의 질
삶의 질은 민성길, 이창일, 김 일, 서신 과 김동기 

[21]가 세계보건기구 삶의 질 척도(World Health Quality 

Of Life assessment instrument, WHOQOL-BREF)를 

표 화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총 26개의 항목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반 인 삶의 질  일반 인 

건강, 신체  역, 심리  역, 사회 계  역, 환경

 역의 5개 역으로 나 어져 있다. 항목 수는 

‘  아니다(1 )’, ‘약간 그 다(2 )’, ‘그 다(3 )’, 

‘많이 그 다(4 )’, ‘매우 많이 그 다(5 )’의 5  척도

로 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좋음을 의미한다. 역 

수는 역 내에 포함된 모든 항목 수의 평균에 4를 

곱하여 계산하 다. 부정  질문에 해당하는 항목은 6

에서 해당 항목 수를 뺀 값을 해당 수로 하 다. 

역 수는 4에서 20의 범 으며, 총 은 역 수의 

합으로 계산하 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3이

었으며, 5개 하부 역의 Cronbach's α는 .72～.88이었다.

4. 자료 수집
본 연구는 연구 상 병원의 기 윤리심의 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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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체

Type D
(n=40)

non-Type D
(n=71) x

2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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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세)
<65 45 (40.5) 14 (35.0) 31 (43.7)

0.80 0.372
≥65 66 (59.5) 26 (65.0) 40 (56.3)

  성별
남자 62 (55.9) 23 (57.5) 39 (54.9)

0.07 0.793
여자 49 (44.1) 17 (42.5) 32 (45.1)

  배우자
유 77 (69.4) 25 (62.5) 52 (73.2)

1.39 0.239
무 34 (30.6) 15 (37.5) 19 (26.8)

  종교
유 60 (54.1) 20 (50.0) 40 (56.3)

0.41 0.520
무 51 (45.9) 20 (50.0) 31 (60.7)

  교육정도
≤고등학교 52 (46.9) 19 (47.5) 33 (46.5)

0.01 0.918 
≥전문대학 59 (53.1) 21 (52.5) 38 (53.5)

  직업
유 38 (34.2) 10 (25.0) 28 (39.4)

2.37 0.124
무 73 (65.8) 30 (75.0) 43 (60.6)

  가정 월수입(만원)
≤100 41 (36.9) 17 (42.5) 24 (33.8)

0.90 0.639101-300 38 (34.3) 13 (32.5) 25 (35.2)
≥301 32 (28.8) 10 (25.0) 22 (31.0)

(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심의(VC12EISI0046)를 

받은 후 실시하 고, 자료 수집 기간은 2012년 3월부터 

5월까지 다. 상자에게 연구의 목 과 방법, 차에 

하여 설명한 후 동의를 받았으며, 설문지를 배부하여 

스스로 작성하게 하 으나 스스로 작성하기 어려운 경

우에는 연구자가 직  문항을 읽어 주고 상자가 응답

하도록 하 다. 설문에 한 응답은 익명으로 처리됨을 

설명하 으며, 연구 참여 도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

우 언제라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다. 설문작성에 

소요된 시간은 약 15분이었다. 

5. 자료 분석
자료는 SAS(9.2 version) 통계 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D 유형 성격 여부에 따른 일반  특성의 차

이는 x2 검정으로 분석하 고, D 유형 성격 여부에 따른 

정신건강과 삶의 질의 차이는 t-test를 이용하 다.

Ⅲ. 연구결과

1. D 유형 성격 비율
D 유형 성격군의 부정  정서는 평균 14.95 , 사회  

억제는 14.18 이었으며, D 유형 성격이 아닌 군의 부정

 정서는 평균 7.58 , 사회  억제는 6.82 이었다.

표 1. D 유형 성격 비율
(N=111)

구분
Type D non-Type D

Mean±SD or n(%)

부정적 정서 14.95 ± 3.70 14.18 ± 3.50
사회적 제한 7.58 ± 4.01 6.82 ± 3.51

부정적 정서 ≥10 
& 사회적 제한 ≥10 40 (36.1)

부정적 정서 ≥10 
& 사회적 제한 <10 18 (16.2)

부정적 정서 <10 
& 사회적 제한 ≥10 11 ( 9.9)

부정적 정서 <10 
& 사회적 제한 <10 42 (37.8)

상자  부정  정서와 사회  억제 모두 10  이

상인 D 유형 성격은 36.1%이었다. D 유형 성격이 아닌 

경우는 63.9%이었으며, 이  부정  정서 10  이상, 

사회  억제 10  미만인 경우가 16.2%, 부정  정서 

10  미만, 사회  억제 10  이상인 경우 9.9%, 부정  

정서와 사회  억제 모두 10  미만인 상자는 37.8%

이었다[표 1].

2. D 유형 성격 여부에 따른 일반적 특성의 차이
D 유형 성격군에서 당뇨병을 동반한 경우는 47.5%로 

D 유형 성격이 아닌 군의 19.7%보다 많았다(p=.002). 

그러나 D 유형 성격여부에 따른 연령, 성별, 배우자 유

무, 종교, 교육정도, 직업, 가정 월수입, 진단 후 경과기

간, 심장질환 가족력, 고 압 동반여부, 흡연, 음주, 규

칙 인 운동여부의 차이는 없었다[표 2].

표 2. D 유형 성격 여부에 따른 일반적 특성의 차이
(N=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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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 후 경과기간(년)
<1 57 (51.4) 19 (47.5) 38 (53.5)

1.09 0.5791-5 27 (24.3) 12 (30.0) 15 (21.1)
>5 27 (24.3) 9 (22.5) 18 (25.4)

  심장질환 가족력
유 93 (83.8) 33 (82.5) 60 (84.5)

0.08 0.783
무 18 (16.2) 7 (17.5) 11 (15.5)

  당뇨병
유 33 (29.7) 19 (47.5) 14 (19.7)

9.45 0.002
무 78 (70.3) 21 (52.5) 57 (80.3)

  고혈압
유 50 (45.1) 18 (45.0) 32 (45.1)

0.01 0.934
무 61 (54.9) 22 (55.0) 39 (54.9)

  흡연
유 23 (20.7) 10 (25.0) 13 (18.3)

0.70 0.404
무 88 (79.3) 30 (75.0) 58 (81.7)

  음주
유 35 (31.5) 11 (27.5) 24 (33.8)

0.47 0.493
무 76 (68.5) 29 (72.5) 47 (66.2)

  규칙적인 운동
유 32 (28.8) 11 (27.5) 21 (29.6)

0.05 0.817
무 79 (71.2) 29 (72.5) 50 (70.4)

3. D 유형 성격 여부에 따른 정신건강의 차이
표 3. D 유형 성격 여부에 따른 정신건강의 차이

(N=111)

역

Type D
(n=40)

non-Type D
(n=71) t p

Mean ± SD

신체화 2.00 ± 0.63 1.33 ± 0.63 5.29 <.001
강박증 1.98 ± 0.50 1.18 ± 0.61 7.00 <.001

대인 예민성 1.64 ± 0.45 0.95 ± 0.51 7.07 <.001
우울 1.96 ± 0.50 1.14 ± 0.62 7.20 <.001
불안 1.78 ± 0.54 0.97 ± 0.59 7.10 <.001
적대감 1.39 ± 0.65 0.89 ± 0.59 4.07 <.001
공포불안 1.57 ± 0.56 0.86 ± 0.61 6.03 <.001
편집증 1.28 ± 0.64 0.69 ± 0.51 5.27 <.001
정신증 1.61 ± 0.53 1.20 ± 0.55 5.67 <.001
전체 1.61 ± 0.41 0.96 ± 0.48 7.17 <.001

D 유형 성격군의 정신건강은 평균 1.61 으로 D 유

형 성격이 아닌 군의 0.96 보다 높았다(p<.001). 그리

고 D 유형 성격군이 신체화, 강박증, 인 민성, 우울, 

불안, 감, 공포불안, 편집증, 정신증 역 모두에서 

D 유형 성격이 아닌 군 보다 높았다. 두 군 모두 신체화 

역이 가장 높았다[표 3]. 

4. D 유형 성격 여부에 따른 삶의 질의 차이
D 유형 성격군의 삶의 질 정도는 평균 49.69 으로 D 

유형 성격이 아닌 군의 58.21 보다 낮았다(p<.001). 그

리고 D 유형 성격군이 반 인 삶의 질  일반 인 

건강, 신체  역, 심리  역, 사회 계  역, 환경

 역 모두에서 D 유형 성격이 아닌 군 보다 삶의 질 

정도가 낮았다[표 4].

표 4. D 유형 성격 여부에 따른 삶의 질의 차이 
(N=111)

역 범

Type D
(n=40)

non-Type D 
(n=71) t p

Mean ± SD

전반적인
삶의 질 및 
일반적인
건강

4-20 9.75 ± 2.84 11.18 ± 3.32 -2.3 0.024

신체적 4-20 10.16 ± 1.63 11.54 ± 2.34 -3.29 0.001
심리적 4-20 10.16 ± 1.98 11.99 ± 2.35 -4.16 <.001

사회관계적 4-20 9.33 ± 2.65 11.61 ± 2.75 -4.24 <.001
환경적 4-20 10.29 ± 2.33 11.89 ± 2.66 -3.19 0.002
전체 20-100 49.69 ± 8.6758.21 ± 11.24 -4.14 <.001

Ⅳ. 논 의

D 유형 성격은 안정 인 정상 성격과 부정  정서, 

사회  제한을 포함한 기질 인 성격 특성을 의미한다. 

D 유형 성격은 심 질환의 발생률  사망률의 증가

와 삶의 질 하 등 후와 긴 한 련이 있어, 환자의 

건강상태 평가는 물론 임상  치료결과 등 후를 평가

하는 측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13]. 본 연구에서 연

구 상자의 37.9%가 D 유형 성격으로 확인되었다. 이

는 Lim 등 [18]의 연구에서 우리나라 건강한 성인 954

명  31.2%가 D 유형 성격이었다고 한 결과보다 높았

으며, 여러 선행연구에서 상동맥질환자의 약 34.2～

38.5%가 D 유형 성격이었다고 한 결과[16][18][22]와 

비슷한 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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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  동반질환으로 당뇨병이 있는 경우 D 유형 

성격이 유의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동맥

질환을 동반한 당뇨병 환자의 경우 상동맥질환 는 

당뇨병만 있는 환자보다 증도가 높고 치료과정이 복

잡하며 더 철 한 자기 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만성

인 유병기간을 겪으면서 성격 형성에 향이 있었을 것

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상동맥질환을 동반한 당뇨병 

환자의 성격 유형 는 당뇨병과 D 유형 성격과의 련

성에 한 선행연구를 찾을 수 없었으며, D 유형 성격

이 측요인으로 련이 있는지, 아니면 결과요인으로 

련이 있는지에 한 인과 계를 설명하는데 근거가 

희박하여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모든 정신건강 역에서 D 유형 성격인 경우 그 지 

않은 경우에 비해 정신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D 유형 성격이 불안이나 우울 등의 부

정  정서를 야기[23]할 뿐 아니라, 정신  스트 스에 

취약하고, 부정  감정의 표 을 억제하는 성격  특징

[9]을 보이고 있어 D 유형 성격이 아닌 경우에 비해 자

신의 감정을 효과 으로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생

각된다. 한 D 유형 성격의 경우 그 지 않은 경우에 

비해 사회  억제와 련하여 타인과의 계에서 불편

감이나 부 합함, 열등감 등을 보이는 인 민성과 

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D 유형 성격의 경

우 경험하는 부정 인 정서를 억제하기 해 다른 사람

과의 사회  을 회피하는 경향[6]을 보이기 때문으

로 생각된다. 이러한 정서  문제들은 심장발작의 험

성 한 높일 수 있으므로[24] 추가 인 리가 필요하

다. 따라서 재활을 계획할 때 신체  건강향상을 한 

노력 뿐 아니라 치료과정에 부정  향을 미치는 정신

 측면에 한 고려가 필요하다. 특히 사회 으로 억

제되어 있는 D 유형 성격 상자들의 경우 한 감정

표 과 자신감 증진을 통하여 질병상황에 응 할 수 

있도록 돕고, 상자들이 더 나은 사회  계성을 유

지할 수 있도록 상호교류방법에 한 간호 재를 추가

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상동맥질환은 평생 지속 인 리와 치료를 받아

야 하는 만성질환으로 신체  건강은 물론 정신  건강

에도 악 향을 미치게 된다. 연구결과 상자들은 D 유

형 성격 여부와 계없이 정신건강 하부 역  신체화 

정도가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화는 기 의 

장애와 함께 두통, 동통 등 신체  기능 이상에 한 주

 호소 증상으로, 정신  측면과 깊이 연 되어 있

어 걱정이나 우울, 불안과 같은 정신 인 증상이 신체

인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25]. 특히 D 유형 성격의 

경우 D 유형 성격이 아닌 경우에 비해 더욱 신체화 정

도가 심하 는데, 이는 감정표 을 억제하거나 부정

인 정서를 느끼는 사람의 경우 외부사건보다는 자기내

부에 주의를 기울이므로 신체 상태 변화에 더 민하고 

심각하게 해석하며, 신체이상에 을 맞추어 지속

인 신체증상을 호소하기 쉽다[26]는 견해와 일치하다. 

삶의 질은 삶의 반 인 상황이나 삶의 경험에 한 

개인의 주 인 평가와 만족[27]으로 의학 , 주  

건강상태 등이 삶의 질에 향을 미치게 된다[28]. 상

동맥질환자들의 경우 질병으로 인해 신체 , 심리  문

제들과 함께 일상생활 제한이나 인 계 등에 향을 

받게 되며, 장기간 생활양식의 변화와 리가 요구되는 

만성질환의 특성으로 삶의 질에 심각한 향을 받게 된

다[1]. 연구결과 상자의 삶의 질은 반 으로 낮은 

정도를 나타냈으며, 5  만 으로 환산하 을 때 D 유

형 성격의 경우 2.48 , D 유형 성격이 아닌 경우 2.91

으로 D 유형 성격인 경우 유의하게 낮았다. 세계보건기

구 삶의 질 척도를 이용하여 삶의 질을 측정한 선행연

구와 비교하 을 때 본 연구 상자의 삶의 질은 노인

(3.17 )[29], 당뇨병 환자(3.25 )[30]보다 낮았으며, 특

히 D 유형 성격의 경우 복막투석환자(2.90 )보다 낮고 

액투석환자(2.54 )[31]와 유사한 수 의 삶의 질을 

나타냈다. 본 연구의 경우 입원 인 상동맥질환자를 

상으로 시행하여 일반인이나 외래 환자를 상으로 

한 선행연구에 비해 삶의 질이 낮았을 것으로 추측되지

만, 본 연구에서 D 유형 성격인 상동맥질환자의 경우 

선행연구의 액투석 환자와 비슷한 정도의 낮은 삶의 

질 수 을 보이고 있어 특별한 심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D 유형 성격인 경우 삶의 질 하부 역인 

반 인 삶의 질  일반 인 건강과 신체 , 심리 , 사

회 계 , 환경  역 모두에서 D 유형 성격이 아닌 

경우에 비해 삶의 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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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9][16] 결과와 일치하 다. 특히 D 유형 성격

이 아닌 경우에는 ‘ 반 인 삶의 질  일반 인 건강’

이 다른 삶의 질 하부 역에 비해 가장 낮은 것으로 나

타난 반면, D 유형 성격인 경우 ‘사회 계  역’의 삶

의 질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D 유형 

성격인 상동맥질환자의 경우 성격  특성으로 인한 

사회  계 형성의 어려움과 사회  제한이 삶의 질 

하에 큰 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

서 이들의 삶의 질 향상을 해서는 신체  역 뿐 아

니라 정신 , 사회  기능 회복을 한 노력이 수반되

어야 한다. 다시 말해 의료진은 상동맥질환자의 D 유

형 성격 여부에 한 조기 사정을 통하여 성격유형에 

따른 차별화된 재 략을 마련하여야 한다. D 유형 성

격 상동맥질환자에게는 신체  역의 회복을 돕기 

해 일반 으로 제공되는 심 질환의 험요인 개

선과 생활습  변화를 한 노력은 물론 악화되어 있는 

정신건강의 회복을 하여 상자의 정신사회  상태 

평가와 재를 포함한 재활 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

다. 한 타인과의 계에서 불편감, 열등감, 감 등

을 느끼고 사회  을 회피하는 경향을 보이므로 가

족 교육을 통해 가족이 환자에게 부정 인 향을 주는 

것을 방하고, 가족 상담을 실시하여 가족지지와 효과

인 가족 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환자에게 심리  안

녕을 주어야 한다. 이러한 가족지지는 D 유형 성격 상

동맥질환자들이 사회  계를 형성하고 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도움을  것이며, 인 계나 의사소통 기

술 훈련은 상자들이 효율 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

하고 사회  응력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Ⅴ. 결 론

본 연구 결과에서 D 유형 성격에 따라 상동맥질환

자의 정신건강에 차이가 있었으며, 삶의 질에도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토

로 상동맥질환자의 정신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한 간호 재 로그램의 개발을 시도하는 경우 D 유형 

성격에 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상자 선정이 일부지역에 국한되고 표본

의 수가 제한되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상자를 확 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한 

상동맥질환과 련된 다른 요인들이 고려되지 않았

고, 삶의 질에 한 조사도구로 일반 인 삶의 질 척도

만을 용하 으므로 질병 련 기타 변수들을 고려하

고 질병 특이 인 삶의 질 도구를 용한 추후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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