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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2016년~2018년도에 수집된 국민건강영양조사 7기 자료의 2차 분석을 통해 심혈관질환자의 

활동 제한 여부에 의한 정신 건강과 삶의 질을 확인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자료대상자 총 24,269명 중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진단 병력이 있는 530명의 성인에서 변수의 누락이 없는 521명이다. SAS 9.4 version으로 활동 제한 

유무에 따른 정신 건강과 삶의 질 차이를 Chi-square방법, 활동 제한에 의한 정신 건강과 삶의 질 영향을 

Logistic regression 통계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활동 제한이 있을 때 스트레스 정도, 최근 2주간 우울

감과 자살 생각 정도가 높아 정신 건강에 유의한 영향이 있었다. 활동 제한이 있을 때 운동능력, 자기관리, 일상 

활동에 더욱 지장이 있다고 느꼈고, 통증/불편감과 불안/우울감이 증가하여 삶의 질 역시 유의한 영향이 있었다. 

따라서 심혈관질환자의 정신 건강 및 삶의 질 증진을 위해 활동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신체 활동 증진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이 필요함을 제언한다. 

주제어 : 심근경색증, 협심증, 활동 제한, 정신건강, 삶의 질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mental health and quality of life of cardiovascular  

disease patients by their activities restriction through the second analysis of the 7th KNHANES 

collected from 2016 to 2018.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521 adults with angina or myocardial 

infarction who had no missing variables among 24,269 subjects. The difference between mental 

health and quality of life according to the activity restriction was analyzed by Chi-square method 

and the effect of mental health and quality of life by activity restriction by Logistic regression 

method using the SAS 9.4 versi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stress level, the 

depression for the last two weeks and suicide thought level was high when there was activity 

restriction, which had a significant effect on mental health. Mobility, selfcare and usual activities 

were disrupted, and pain/inconvenience and anxiety/depression increased when there was activity 

restriction, which also showed a significant effect on quality of life. Therefore, it is suggested that 

the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effective physical activity promotion program to minimize activity 

restriction is necessary to improve mental health and quality of life of cardiovascular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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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평균연령 증가에 따른 인구노령화와 서구

화된 생활 습관으로의 변화로 점차 만성질환 발생률 및 

사망률이 증가하고 있다[1]. 특히 심혈관질환의 경우 

2014년 암, 뇌혈관질환에 이어 전체 사망 원인의 세 번째

였으나 2017년 사망원인통계연보 보고에 따르면 암질환

에 이어 전체 사망 원인 중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나는 등 지

속적인 증가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2,3].

심혈관질환은 질병에 의한 장애 및 주요 건강 관련 

부담 요인이 되고 있어 중요한 질병으로 인식되고 있는

데[4,5], 한번 발생한 심기능 손상의 완치가 어렵기 때

문에 발병 후 지속적인 의료기관 방문과 재입원 등의 

반복 치료를 필요로 하여[6] 삶의 질과 만족도에 주요

한 영향을 준다[7]. 

따라서 심혈관질환자는 심기능 손상악화를 예방하고 

가능한 의료기관 방문과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건강생

활을 실천하도록 권고받는다[8,9]. 즉, 심혈관질환자는 

산소요구량이 증가되는 활동으로 급성통증이 유발되고 

질병 재발이 나타날 수 있어 적정 수준의 활동을 해야 

하는 등 이전과 다른 활동 생활양식을 갖게 된다[5]. 

한편으로는 심기능 소실 전의 활동량을 소화하기 어

려운 건강 상태로 인해 활동 제한이 발생하기도 한다

[10]. 이러한 형태의 활동 제한은 활동 시 호흡곤란, 통

증 등의 증상이 유발된 경험과 심기능 저하에 의해 산

소요구량 충족이 어려워지면서 피로감을 느낌에 따라 

발생한다[10,11]. 때문에 본인의 노력 및 의지로 가능 

범위의 신체 활동을 증가시키는 것이 어려워지며, 이로 

인한 상실감을 느낄 수 있다[12]. 결과적으로 질환 관련

으로 발생하는 활동 제한은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또 

다른 요인이 되고, 우울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많은 만

성질환자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다[13,14]. 

그러나 만성질환 중 발병률이 높고 사망률의 주요 

원인인 심혈관질환자의 활동 제한에 따른 정신 건강과 

삶의 질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상황으로, 심장질환

에 대한 현재까지의 연구는 대부분 심부전으로 대상 질

환이 집중되었거나[15] 노인층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16,17]. 심혈관질환의 발병 연령은 60세 미만이 전체 

질환자의 60%에 이르는 등[18] 다양한 연령층에서 발

생되는 질환이다. 그리고 연령이 낮아질수록 활동 제한

으로 인한 우울감과 불만족감은 증가할 수 있어 노년층

뿐만 아니라 젊은 연령까지 확장하여 활동 제한 정도를 

확인하고 삶의 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대표성이 확보된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협심증과 심근경색 질환을 대상으로 한 

심혈관질환자의 활동 제한이 삶의 질과 정신 건강에 미

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심혈관질환자의 효과적인 간호 중

재 개발에 활용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심혈관질환자의 활동 제한에 의한 정신 건

강과 삶의 질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대상자의 정

신 건강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보다 효

과적인 방안을 개발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본론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제7기 1~3차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시자

료를 이용하여 2차 자료 분석을 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2016년~2018년에 걸쳐 수집된 제7기 

1~3차 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원시자료를 분석하였

다. 참여 대상자는 2016년 설문에 응답한 8,150명, 

2017년 8,127명, 2018년 7,992명 등, 총 24,269명 

가운데 심근경색증 또는 협심증의 의사 잔단 여부에서 

‘있음’으로 답한 530명을 심혈관질환자로 정의하였으며 

BMI를 제외하고 활동 제한과 정신 건강, 삶의 질 항목

에서 하나라도 결측 자료가 있는 대상자를 제외하여 

521명을 최종 분석하였다.

2.3 연구도구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국민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흡연, 음주 등의 생활 습관과 영양 상태, 만성질환 

등 500여개 보건지표를 산출하는 국가 건강통계조사로 

면접과 설문, 검진 조사를 통해 수집한다. 본 연구에서

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건강 관련 특성을 분석할 

수 있는 변수를 도구로 활용하였다. 

수집 자료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하여 조사대상



심혈관질환자의 활동 제한이 정신건강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89

자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외하여 공개하고 있으

며, 본 연구자 또한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시자료 공개 

및 활용 규정을 준수하여 사용하였다. 

2.3.1 일반적 특성

연령은 55세 미만, 55세 이상~65세 미만, 65세 이상

으로 범주화하였다. 결혼상태는 ‘기혼, 동거’, ‘기혼, 별거 

또는 이혼’, ‘사별’, ‘미혼’으로 재분류하였으며 교육 정도

는 ‘초졸 이하’, ‘중졸 이하’, ‘고졸 이하’, ‘대졸 이상’으로 재

분류된 변수를 분석하였다. 가족 구성원 수는 ‘1인 가구’

와 구성원 숫자에 관계없이 ‘2인 이상의 가족’이 있는 두 

개의 집단으로 재분류하였으며, 직업은 전문가와 사무직, 

기계조립 종사자와 단순 노동자를 같은 범주로 재분류하

여 ‘매니저, 전문가, 사무직’, ‘서비스업’, ‘농업’, ‘기계조립 

및 단순 노동자’, ‘미취업자’로 분석하였다. 개인 및 가계 

경제 수준은 ‘하’, ‘중하’, ‘중상’, ‘상’으로 분석하였다.

2.3.2 심혈관질환자

심근경색 또는 협심증 질환의 의사 진단 여부에 ‘있음’

으로 조사된 응답자를 심혈관질환자 대상자로 분류하였다. 

2.3.3 활동 제한

활동 제한 여부 문항에 ‘예’로 답한 경우 활동 제한이 있

는 것으로, ‘아니오’로 답한 경우 활동 제한이 없는 것으로 

분류하였다. 

2.3.4 삶의 질

심혈관질환자의 삶의 질은 EuroQol-5D(이하

EQ-5D)로 조사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삶의 질 관련 항목

은 EuroQol의 운동능력, 자기관리, 일상 활동, 통증/불

편, 불안/우울 5가지 항목과 종합 점수로 구성되었다.

2.3.5 정신 건강

심혈관질환자의 정신 건강 상태는 평소 스트레스 인지 

정도, 2주 연속 우울감 여부, 1년간 자살 생각 여부 문항

을 통해 조사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스트레스 인지 정도

는 ‘대단히 많이 느끼는 편이다’, ‘많이 느끼는 편이다’를 

‘많음’으로, ‘조금 느끼는 편이다’와 ‘거의 느끼지 않는다’

는 ‘적음’으로 재분류하였다. 2주 연속 우울감 여부와 1년

간 자살 생각 여부는 조사된 자료의 범주에 따라 ‘있음’과 

‘없음’으로 분석하였다. 

2.4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AS 9.4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처리하였으며 통계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실수와 백분율로 분

석하였다.

2) 연구대상자의 활동 제한에 따른 정신 건강과 삶

의 질 차이를 Chi-square로 비교 분석하였다.

3) 연구대상자의 활동 제한에 따른 정신 건강과 삶

의 질을 로지스틱 회귀분석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4)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Model Ⅰ에서 성별과 연령

을 보정하여 분석하였다. Model Ⅱ는 Model Ⅰ의 보

정변수와 함께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수 중 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을 배제하기 위해 다변수 로지스틱 회

귀분석에서 변수선택법에 의해 제외된 변수를 제거하

고 선택된 변수를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삶의 질 항목은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위해 ‘다소 지장이 있음’과 

‘지장이 많음’을, ‘다소 불편감이 있음’과 ‘불편감이 많음’

을 같은 범주로 재분류하여 ‘지장 없음’과 ‘지장 있음’, 

‘불편감 없음’과 ‘불편감 있음’ 두 변수로 범주화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연령

은 65세 이상이 370명(71.02%)으로 가장 많았고, 결혼

상태는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기혼자가 378명

(72.55%), 미혼자는 13명(2.50%)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 이하가 242명(46.45%)으로 가장 많았다. 

직업은 가정주부 또는 학생이 319명(61.23%)이었고 가

계수입 수준은 197명(37.81%)이 ‘하’로 분석되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521)

Variable Category N(%) or M±SD

Sex
Male 311(59.69%)

Female 210(40.31%)

Age

< 55 39(7.49%)

55-65 112(21.50%)

> 65 370(71.02%)

Marital status

Spouse(attached) 378(72.55%)

Spouse(separated or 
divorced) 38(7.29%)

Widowed 92(17.66%)

Unmarried 13(2.50%)

Education

< Elementary school 242(46.45%)

Middle school 86(16.51%)

High school 119(22.84%)

> Collage 74(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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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ed)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521)

Variable Category N(%) or M±SD

Residential 

area

Urban 396(76.01%)

Rural 125(23.99%)

family 

members

1 person households 115(22.07%)

more than 2 person 406(77.03%)

Occupation 

type

Managers, Professionals, 
White-collar 41(7.87%)

Service, Sales 45(8.64%)

Agriculture, Fishing 27(5.18%)

Functions, device and 
Simple labor 89(17.08%)

Unemployed
(housewife, student ect.) 319(61.23%)

　

Individual

Income

　

Low 127(24.38%)

Medium-low 127(24.38%)

Medium-high 129(24.76%)

High 138(26.49%)

Household

Income

　

Low 197(37.81%)

Medium-low 136(26.10%)

Medium-high 111(21.31%)

High 77(14.78%)

Insurance

Local health insurance 162(31.09%)

Workplace insurance 307(58.93%)

Medical aid type 50(9.60%)

None or Unknown 2(0.38%)

Body mass 

index
24.699±3.23

3.2 심혈관질환자의 활동 제한과 정신 건강 및 삶의 질 차이

심혈관질환자의 활동 제한과 정신 건강 및 삶의 질 차

이는 Table 2와 같다. 대상자가 느끼는 주관적 건강 상태

(χ²=111.195, p<.001)와 정신 건강 항목인 스트레스 정

도(χ²=21.945, p<.001), 최근 2주간 우울감 여부(χ

²=13.221, p<.001), 자살 생각 여부(χ²=11.500, p<.001)

모두 활동 제한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삶의 질을 평

가하는 운동능력(χ²=45.766, p<.001), 자기관리(χ

²=58.152, p<.001), 일상 활동(χ²=79.529, p<.001), 통

증/불편감(χ²=91.786, p<.001), 불안/우울(χ²=62.941, 

p<.001)의 다섯 가지 항목도 활동 제한 여부에 의해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able 2. Difference of Mental health and Quality of life by Activity restriction                  (n=521)

Variable Category n

Activity restriction 　 　
Yes(n=126) No(n=395)

χ² or t pn(%) n(%)
M±SD M±SD

Stress level
High 136(26.10%) 53(38.97) 83(61.03) 21.945 <.001***

Low 385(73.90%) 73(18.96) 312(81.04) 　 　

Depression status 
Yes 34(6.53%) 17(50.00) 17(50.00) 13.221 <.001***

No 487(93.47%) 109(22.38) 378(77.62) 　 　

Whether suicide thought
Yes 17(3.26%) 10(58.82) 7(41.18) 11.500 <.001***

No 504(96.74%) 116(23.02) 388(76.98) 　 　

Subject health status

Very good 14(2.69%) 0(0.00) 14(100.00) 111.195 <.001***

Good 48(9.21%) 1(2.08) 47(97.92)

Common 213(40.88%) 23(10.80) 190(89.20) 　 　

Poor 158(30.33%) 47(29.75) 111(70.25)

Very poor 88(16.89%) 55(62.50) 33(37.50)

EQ5D 　 　 0.74±0.22 0.91±0.13 -10.66 <.001***

Mobility

No problem 331(63.53%) 50(15.11) 281(84.89) 45.766 <.001***

Moderate 178(34.17%) 68(38.20) 110(61.80)

Severe 12(2.30%) 8(66.67) 4(33.33)

Self care

　

No problem 464(89.06%) 89(19.18) 375(80.82) 58.152 <.001***

Moderate 55(10.56%) 36(65.45) 19(34.55)

Severe 2(0.38%) 1(50.00) 1(50.00) 　 　

Usual activitys

No problem 400(76.78%) 60(15.00) 340(85.00) 79.529 <.001***

Moderate 113(21.69%) 61(53.98) 52(46.02)

Severe 8(1.54%) 5(62.50) 3(37.50) 　 　

Pain/Discomfort

No problem 306(58.73%) 33(10.78) 273(89.22) 91.786 <.001***

Moderate 175(33.59%) 65(37.14) 110(62.86)

Severe 40(7.68%) 28(70.00) 12(30.00)

Anxiety/Depression

No problem 423(81.19%) 72(17.02) 351(82.98) 62.941 <.001***

Moderate 85(16.31%) 47(55.29) 38(44.71)

Severe 13(2.50%) 7(53.85) 6(46.15) 　 　

P values (*< 0.05, **< 0.01, ***< 0.001) are shown for chi-square or t-test of differences between categories about Vari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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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심혈관질환자의 활동 제한에 따른 정신 건강

심혈관질환자의 활동 제한 여부에 따른 정신 건강 결

과는 Table 3과 같다. 성별과 연령을 보정했을 때 스트레

스 정도(OR 2.536, 95% CI [1.628, 3.949], p<.001), 우

울감 여부(OR 3.219, 95% CI [1.572, 6.592], p=.001), 

자살 생각 여부(OR 4.607, 95% CI [1.681, 12.626], 

p=.003) 모두 활동 제한에 의한 유의한 영향이 있었다. 

변수선택법에 따라 스트레스 정도에서는 결혼상태와 직

업, 우울감 여부에서는 교육 수준을 보정했을 때 활동 제

한이 없는 경우보다 활동 제한이 있는 대상자의 스트레스 

정도(OR 2.697, 95% CI [1.668, 4.361], p<.001)가 높

았고 우울감(OR 3.301, 95% CI [1.579, 6.900], 

p=.001)이 증가하였다. 

3.4 심혈관질환자의 활동 제한에 따른 삶의 질

심혈관질환자의 활동 제한 여부에 따른 삶의 질 결과

는 Table 4와 같다. 성별과 연령을 보정했을 때 운동능력

(OR 3.721, 95% CI [2.382, 5.814], p<.001), 자기관리

(OR 7.677, 95% CI [4.214, 13.985], p<.001), 일상 활

동(OR 6.746, 95% CI [4.233, 10.749], p<.001), 통증/

불편감(OR 6.109, 95% CI [3.831, 9.742], p<.001), 불

안/우울감(OR 5.537, 95% CI [3.424, 8.954], p<.001) 

모두 활동 제한이 있는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지장이 

있다고 나타났고, 통증과 불편감이 증가했으며, 불안과 

우울감이 증가했다. 변수선택법에 따라 운동능력에서 결

혼상태와 보험 형태, 자기관리에서 가계 경제 수준, 일상 

활동에서 결혼상태와 직업, 통증/불편감에서 직업, 불안/

우울감에서 결혼상태와 가계 경제 수준을 각각 보정했을 

때 운동능력(OR 3.063, 95% CI [1.912, 4.908], 

p<.001), 자기관리(OR 6.677, 95% CI [3.619, 12.320], 

p<.001), 일상 활동(OR 5.667, 95% CI [3.468, 9.260], 

p<.001), 통증/불편감(OR 5.597, 95% CI [3.483, 

8.992], p<.001), 불안/우울감(OR 4.916, 95% CI 

[2.935, 8.233], p<.001)의 다섯 항목 모두 활동 제한이 

있는 대상자에서 지장이 있고 통증 및 불편감이 증가했으

며, 불안과 우울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 

유의성이 있었다.

Table 3.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f Mental health by Activity restriction                    (n=521)

Variable Category

Stress  level 　Depression  status Whether  suicide thought

Odds ratio

[95% CI]
p

Odds ratio

[95% CI]
p

Odds ratio

[95% CI]
p

Activity restriction

(ModelⅠ)

No 1 1 1

Yes
2.536

(1.628-3.949)
<.001***

3.219

(1.572-6.592)　
0.001**

4.607

(1.681-12.626)
0.003**

Activity restriction

(ModelⅡ)

No 1 1

Yes
2.697

(1.668-4.361)
<.001***

3.301

(1.579-6.900)
0.001**

P values (*< 0.05, **< 0.01, *** < 0.001) 

Model I: Adjustied Age, Sex

Model II: Adjustied Marrital status, Occupation type(Stress level)/ Education(Depression status)

Table 4.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f Quality of life by Activity restriction 　           (n=521)

Variable
Cate- 

gory

Mobility 　Self care Usual activitys Pain/Discomfort Anxiety/Depression

Odds ratio

[95% CI]
p

Odds ratio

[95% CI]
p

Odds ratio

[95% CI]
p

Odds ratio

[95% CI]
p

Odds ratio

[95% CI]
p

Activity 

restriction

(ModelⅠ)

No 1 1 1 1 1

Yes
3.721

(2.382-5.814)

< .001*

**

7.677

(4.214-13.985)　

<.001*

**

6.746

(4.233-10.749)

< .001*

**

6.109

(3.831-9.742)

<.001*

**

5.537

(3.424-8.954)

<.001*

**

Activity 

restriction

(ModelⅡ)

No 1 1 1 1 1

Yes
3.063

(1.912-4.908)

< .001*

**

6.677

(3.619-12.320)

<.001*

**

5.667

(3.468-9.260)

< .001*

**

5.597

(3.483-8.992)

<.001*

**

4.916

(2.935-8.233)

<.001*

**

P values (* < 0.05, ** < 0.01, *** < 0.001) 

Model I: Adjustied Age, Sex

Model II: Adjustied Marrital status, Insurance(Mobility)/ Household income(Self care)/ Marrital status, Occupation type(Usual 

activitys)/  Occupation type(Pain/Discomfort)/ Marrital status, Household income(Anxiety/De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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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의

본 연구 결과 심혈관질환자의 활동 제한 여부에 따라 

정신 건강과 삶의 질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선행연구에서도 활동 제한이 삶의 질에 관련성 또는 영향

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우울증이 있는 중년 여성의 

삶의 질에 활동 제한은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으며[19], 뇌

졸중 환자에게서도 활동 제한 여부에 따라 삶의 질과 우

울증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13].

꾸준한 신체 활동은 체력을 높여 활력있는 삶을 영

위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하며[20,21], 타인과의 유대

감을 형성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 활동이 가능하게 한

다[22]. 또한 만성질환의 예방과 관리에 효과적으로 작

용하여 우울감을 감소시키고 의료비 절감에도 기여한

다[23,24]. 본 연구 결과에서도 활동 제한이 있는 경우 

스트레스 정도, 우울감, 자살 생각이 증가했고 운동능력

과 일상 활동에 지장을 받는다고 느끼는 경향이 증가했

으며 통증과 불편감, 불안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본 생활 유지에 필요한 활동 능력은 자신감과 효능감

의 주요 요소로 작용하여 안정된 정신 건강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활

동 제한이 있을 때 통증과 불편감이 증가하는 것은 선

행연구에서 운동중재 요법이 무릎관절염의 통증과 신

체적 장애를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같은 맥락의 

결과로[25] 규칙적인 운동 수행은 신체의 기능적 제한

을 개선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60세 이하의 연령층도 포함하여 분석

한 결과 심혈관질환자의 활동 제한이 있는 경우 삶의 

질과 정신 건강이 낮게 나타났기 때문에 중년층도 활동 

제한에 의한 고립감이 발생할 수 있는 취약계층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인구노령화로 만성질환

에 대한 관심이 노년층에 집중되기 쉬우나 활동 제한이 

발생한 젊은 연령층의 대상자에게도 일상 활동을 증진

할 수 있는 도움을 제공하고 제도적 관심과 노력을 기

울여야 하겠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경제활동 참여에 대

한 노년층의 활동 제한이 삶의 만족도 및 우울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26,27], 중년층은 생활

을 지속하기 위한 경제활동에 노년층보다 활발히 참여

하는 시기인 만큼 우울감 등의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

치는 활동 제한 발생이 삶에 중요한 의미가 될 수 있다

고 생각된다. 

본 연구 결과 심혈관질환 환자에서도 다른 만성질환

과 비슷하게 질병으로 인한 활동 제한이 정신 건강 상

태와 삶의 질을 낮춘다는 사실은 심혈관질환 관리에서 

활동 제한을 최대한 감소시키고 일상 활동 수준을 효과

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지를 꾸준히 제공하는 것이 바람

직한 방향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향후 

활동 제한의 주요 관련 요인과 활동 제한 정도에 따른 

삶의 질 등 심혈관질환자의 자가 관리 증진에 대한 후

속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된다면 체계적인 심혈관질환 

관리를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조사 당시 시점에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횡단 연구이기 때문에 명확한 인과적 관계 추론에는 어려

움이 있다. 또한 수집 자료 형태로 인해 활동 제한 정도에 

따른 정신 건강과 삶의 질을 살펴보기에는 제한점이 있

다. 그러나 주요 만성질환으로 분류되는 심혈관질환자의 

치료에서 환자의 활동성 유지의 중요성과 정신 건강 및 

삶의 질을 고려한 치료 접근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

다는 점에 연구의 주요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5. 결론

본 연구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실시한 제7기 국

민건강영양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심혈관질환자 521

명을 대상으로 심혈관질환자의 활동 제한 여부에 따른 정

신 건강과 삶의 질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활동 제한 여부에 따라 심혈관질환자가 

느끼는 삶의 질과 정신 건강 상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영향이 있었으며 활동 제한이 있는 경우 삶의 질이 

낮았다. 그리고 활동 제한이 있을 때 정신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스트레스 인지 정도는 높으며, 최근 2주간 우

울감이 높고 자살 생각 여부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활동 제한이 발생한 환자들에 대한 정신 건강 관리가 

중요한 문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오랜 시간 축적된 대단위 자료를 이용하

여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일반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연

구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만성질환은 진단 후 오랜 

기간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만큼 심혈관질환자에

서 신체 활동 제한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정신 건강 

문제를 감소시키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보다 적

극적이고 효율적인 위한 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용

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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