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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속에서 솟아 나오려는 것. 바로 그것을 나는 살아보려고 했다. 왜 그것이 그토록 

어려웠을까?” -데미안 中-

논문을 마치면서 데미안의 첫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환자분의 맘을 알고 싶고, 어려

움을 대신 표현해 주고 싶은 심정으로 논문을 시작했습니다. 더 많이 이해하고, 더 좋

은 글로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웠습니다. 한편의 논문을 쓴다는 것은 의욕

과, 애타는 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서두르지 않고, 호흡을 가다듬어야 한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엉성한 논문을 매번 마법같이 빛나게 변신시켜 주시는 추상희 교수님께 존경과 감

사를 드립니다. 오랫동안 그 마법의 손을 빌려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홀로 서기를 해

야 한다니 두려움이 앞섭니다. 수업시간에 생각하고 표현하기를 알려 주셨던 김광숙 

교수님, 제가 혼란에 빠질 때마다 논문의 방향을 잡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당연함을 

놀라움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셨던 윤리수업에서의 김상희 교수님, 이번에는 노랑

메모지로 제 글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진료와 연구로 바

쁜 중에도 제 공부에 힘을 실어 주셨던 장혁재 교수님, 숲을 보지 못하는 저에게 논

문의 본질적 문제를 깨우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논문으로만 뵈었던 손연정 

교수님, 저의 부심교수님이 되어 주셔서 영광이었습니다. 따뜻한 칭찬과 위로는 한 폐

이지도 그냥 넘어가지 않는 교정 표시보다 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탁할 때

마다 인상 한번 쓰지 않고 들어 주셨던 간호대 박순자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후배지만 언니 같이 든든한 박규리 선생님, 물어보는 무엇이든 다 알아봐주는 한혜

수 선생님, 본심 통과를 나보다 기뻐했던 양민희 선생님, 논문 쓰는 내내 도와줄 거 

없냐고 챙겨주셨던 안미숙 선생님께 이 자리를 빌려 고마움을 전합니다. 저희를 믿고 

지지해 주시는 이상학 교수님, 변하지 않고 의료인의 모범을 보여주시는 박성하 교수

님, 공부하고 발전하라고 격려해 주시는 강석민 교수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넓게 보라는 최동훈 원장님, 회의 때마다 날카롭게 문제를 



지적하시지만 부드럽게 식사를 물어봐 주시는 윤지영 팀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바쁜 와중에도 예심과 본심을 챙겨주시고, 문제에 부딪칠 때마다 해결해주시는 박

선영 선생님, 직장동료를 넘어서 공부친구가 된 김정우, 류청 선생님, 두 분의 도움으

로 이번학기에 논문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논문진행을 물어봐주

었던 고나희 선생님, 긍정의 에너지로 힘을 주었던 이진영 선생님, 논문을 기다려 주

고 자료수집을 도와준 임지현, 이사라 선생님, 존재만으로 저에게 따뜻함을 주는 이선 

선생님과 외래 모든 선생님들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모르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SOS요청을 했던 최형심, 원선애 선생님, 논문 내내 어

려움을 함께한 김주이, 노다복, 조성혜, 이정민 선생님 그리고 박사 동료들에게 고마

움을 전하고, 연구자로 빛날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학위 내내 응원해준 부모님과 언니, 오빠, 조카들, 나의 푸념을 들어주고, 위로와 조

언으로 내가 논문과 함께 하기를 바랐던 황윤선 샘, 나를 자랑스러워하는 친구 강혜

영, 조정숙 샘, 웃으며 공부할 수 있게 해준 황영주 선생님, 함께 공부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었던 마르셀, 한결같이 지켜봐준 몽실에게도 고마움을 표합니다.

연구에 참여해 주셨던 환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논문을 바칩니다. 마지

막으로 폐동맥고혈압 환자분들의 좀 더 나은 삶을 기도하며, 저 또한 여기서 끝내지 

않고 제 속에 솟아나오려는 것을 쫓아 계속 가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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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폐동맥고혈압 환자의 삶의 질 관련요인 (Factors Affecting the Quality of life

among the Patients with Pulmonary Artery Hypertension)

본 연구는 폐동맥고혈압 환자의 삶의 질과 관련요인을 파악하여 폐동맥고혈압 

환자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

구이다. 폐동맥고혈압 환자의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폐동맥고혈압 환자 삶의 

질 설문지(The Living with Pulmonary Artery Hypertension Questionnaire,

LPH)‘를 수정하고,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는 방법론적 연구를 병행하였다. 1단

계에서는 LPH도구를 번역 후, 8명의 폐동맥고혈압 환자에게 ‘삶의 질’에 대한 심

층면담을 시행하였고, 도출된 주제를 LPH도구와 비교하여 LPH를 1차 수정하였

다. 1차 수정된 LPH도구는 전문가 내용타당도 검증 및 4명의 대상자에게 인지면

접을 시행하여 문항을 최종 수정하였고, 수정된 LPH도구는 76명의 대상자에게 설

문조사를 시행하여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정하였다. 2단계 조사연구에서는 2017년 

4월 5일부터 5월 31일까지 서울소재 1개 대학병원 폐동맥고혈압 클리닉을 내원한 

138명의 대상자에게 설문조사와 전자 의무기록을 분석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

료 분석은 SPSS 23.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 기술통계, 피어슨 상관

분석, 일원배치분산분석, t-검정, Mann-Whitney검정, Kruskal-Wallis 검정, 다중회

귀분석을 시행하였다.

A. 1단계: 한국어판 폐동맥고혈압 환자 삶의 질 측정 도구 타당도와 신뢰도

1. 최종 수정된 한국어판 LPH도구는 28문항의 6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신체적 영역(13문항), 정서적 영역(8문항), 부 증상 영역(4

문항)으로 분류되었으며, 특정요인으로 분류되지 않는 3문항은 기타로 명명하였

다.

2. 한국어판 LPH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6이었다. SF-12(r=-.862,

p<.001), VAS(r=-.775, p<.001), 신체기능(r=-.862, p<.001), WHO 기능분류

(r=-.862, p<.001)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 준거 타당도를 입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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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2단계: 삶의 질 관련 요인

1. 일반적 건강관련 삶의 질은 SF-12는 평균 61.97±20.05점, VAS는 평균 

59.73±20.64점이었고, 한국어판 LPH로 측정된 질병특이적 건강관련 삶의 질은  

평균 59.10±33.41점이었다.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삶의 질은 고졸이나 대졸이 중졸보다(p<.001), 직장이 있는 

경우가 무직보다(SF-12: p=.027, LPH: p=.005), 음주(SF-12: p=.031, LPH: p=.024)

와 운동을 하는 경우(p<.001)가 삶의 질이 높았다.

3. 임상적 특성에 따른 삶의 질은 WHO 기능분류에서 기능이 낮고(p<.001), 우심

실 수축기 압력이 높고(SF-12: p=.032, LPH: p=.003), 6분 보행검사의 총 보행거

리가 짧고(SF-12: p<.001, LPH: p=.007), 산소호흡기를 사용하고(p<.001), 병용약

물 요법을 받는 경우(SF-12: p=.003, LPH: p=.021) 삶의 질이 낮았다.

4. 한국어판 LPH로 측정된 질병특이적 건강관련 삶의 질, 일반적 건강관련 삶의 

질(SF-12, VAS), 신체기능(KASI), 신체증상, 우울, 불안, 사회적 지지는 변수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p<.001)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의료인 지지는 우울(p=.046), 사

회적 지지(p=.014)와 상관관계가 있었다.

5. 일반적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신체기능(p<.001), 신체증

상(p<.024), 불안(p<.001)이 밝혀졌으며, 79.7%의 설명력을 보였다.

6. 질병특이적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신체기능(p<.001), 신

체증상(p<.001), 불안(p<.008)이 밝혀졌으며, 본 회귀모형은 질병특이적 건강관련 

삶의 질에 83.3%의 설명력을 보였다.

본 연구 결과 폐동맥고혈압 환자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한 신체기능, 신체증

상, 불안에 대한 간호학적 중재를 제언한다.

핵심되는 말 : 폐동맥고혈압, 삶의 질, 타당도, 신체기능, 신체증상,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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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A. 연구 필요성 

폐동맥고혈압(Pulmonary Artery Hypertension, PAH)은 폐동맥의 병적인 변화

로 폐동맥 내부가 좁아지고, 압력이 상승하면서 우심실 부전이 초래되어 조기에 

사망하게 되는 치명적 질환이다(Sobanski, Launay, Hachulla, & Humbert, 2016).

인구 100만 명당 15~30명의 유병률로 희귀질환에 속하며, 1980년대 초 미국에서 

희귀질환으로 국가등록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관심받기 시작하였다(Corciova &

Arsenescu-Georgescu, 2012). 희귀질환은 국가별로 다양하게 정의되는데 우리나라

의 경우 ‘희귀⋅난치성질환’의 용어와 동급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유병인구가 2만 

명 이하일 때로 정의하고 있다(질병관리본부, 2017). 희귀⋅난치성질환은 일반적인 

질병과 비교할 때 희소하게 발생하는 질환의 ‘희귀성’과 치료의 어려움을 갖고 있

는 ‘난치성’을 합한 의미로(최호영, 2016), 환자와 가족을 쉽게 만날 수 없고, 진단

이 어렵고 만성적이며, 현대의학으로 완치를 기대 할 수 없으며, 치료방법이 있더

라도 비용이 막대하여 환자의 육체적 고통과 함께 경제적, 정신적, 가정적으로 부

담이 큰 사회질환으로 보고 있다(이민영 & 윤민화, 2010). 이런 희귀⋅난치성 질환

에 대해 정부에서는 2012년부터 의료비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희귀⋅난치성 질환 

헬프 라인(www.helpline.nih.go.kr)을 운영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희귀⋅난

치성 질환자의 다양한 욕구에 비하여 심리, 사회적 지원이 부족하다고 평가되고 

있다(이현희, 2012). 또한 희귀⋅난치성 질환은 낮은 수익성으로 치료제 개발이 미

흡하며, 연구측면에서는 대상자를 구하기 어렵고, 결과의 활용면에서 효율성이 떨

어져 다른 질환에 비해 관련연구가 부족하여 의료체계의 ‘고아’라고 불리어 지고 

있다(최호영, 2016).

희귀⋅난치성질환에 속한 폐동맥고혈압 환자는 국내에 약 5,000명 정도로 추정

되나 유병률 및 생존률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부족한 실정이다(Chung et al.,



- 2 -

2015). 관련연구 또한 치료약물의 효과 검증, 질환의 병태생리에 국한되어 있으며,

PAH 환자들의 삶의 질, 심리사회적 문제에 대한 국내연구는 확인되지 않아 우리

나라 보건의료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폐동맥고혈압의 유병률은 평균연령이 45.3세, 여성이 71.5%, 치료하지 않으면 평

균 생존기간은 2.8년으로 알려져 있다(Orem, 2017). 10년 전까지 특별한 치료제 없

이 3년 생존율이 48%였으나, 최근 표적치료제가 개발되면서 생존율이 늘어나

(Orem, 2017), 3년 생존률이 Benza 등(2012)의 연구에서는 68%, Escrbano 등(2012)

의 연구에서는 75%며, 최근 국내에서 조사한 3년 생존률은 84.4%로 나타났다

(Chung et al., 2015). 그러나 표적치료제가 개발된 이후에도 5년 생존율은 50~60%

로 낮아 여전히 치명적인 질환으로 분류되고 있다(Chung et al., 2015).

PAH의 원인은 현재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뚜렷한 원인이 없이 젊은 

여성에게 주로 발생하는 특발성(Idiopathic)이거나, 결체조직 질환과 선천성 심장

병, 기타 질환 및 약물독소에 의해 이차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Harari, 2016). PAH는 폐동맥의 내피세포층(endothelium), 평활근층(smooth

muscle layer), 외막층(adventitial layer)에 증식과 비후(hyperplasia), 근육화 과정

(muscularization)일어나 내경이 좁아지고, 혈관저항 생기면서 압력이 높아져 발생

한다(Harari, 2016). 초기에는 폐동맥 압력만 높아지다가, 점차 진행되면 우심실 압

력이 올라가 우심부전이 생기면서 호흡곤란, 부종, 피로, 부정맥, 실신 등의 증상

이 나타나게 된다(Vonk Noordegraaf, Groeneveldt, & Bogaard, 2016). PAH의 신

체적 증상은 심부전과 비슷하나, PAH의 경우 우심실 수축 시 좁아진 폐동맥으로 

혈액을 내보낼 때 부하가 걸리면 순간적으로 심실빈맥, 심실세동을 일으켜 돌연사

로 사망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PAH 환자는 증상으로 인한 어려움 외에도 

돌연사라는 불안과 공포를 경험하게 된다(Tartavoulle, 2015). Vanhoof 등(2014)의 

연구에서도 PAH 환자의 32.6%가 우울증이 있으며, 48%가 불안을 경험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PAH의 호흡곤란, 피로 등의 증상은 일상에서 신체활동 제한을 가져오며, 신체

기능의 감소는 우울증과 더불어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Larisch et al.,

2014). 또한 낮은 생존률과 돌연사는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로 이어져 삶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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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Larisch et al., 2014).

비슷한 증상을 가지고 있는 심부전 환자의 삶의 질을 조사한 해외 연구에서는 

미네소타 삶의 질(Minnesota Living with Heart failure, MLHF)로 측정한 결과 평

균 40.7점 이었으나(Rajati et al., 2016), 같은 도구(낮을수록 삶의 질이 좋음)로 측

정한 PAH 환자의 삶의 질은 평균 49.5점으로 심부전 환자보다 삶의 질이 낮았다

(Chen et al., 2011). PAH 환자의 삶의 질을 정상 군과 비교한 해외 연구에서는 

SF-30으로 측정한 결과, 정상 군에서는 신체적, 정신적 영역에서 50점 전후로 비슷

한 점수 분포를 보였지만, PAH 환자는 신체기능과 신체역할 제한 영역에서 정상 

군에 비해 유난히 낮은 점수분포를 보였다(Mathai et al., 2016). 또한 PAH 증상이 

심할수록 신체활동 제약이 높았으며, 활동능력의 제한은 우울과 불안 등 심리적 

문제를 야기 시켜 삶의 질을 떨어뜨리게 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Matura et al,

2016). 낮은 삶의 질은 결국 생존률과 관계가 있었는데, SF-36으로 측정한 삶의 질

이 Cox의 비례위험 회귀모형에서 나이와 질환종류, 심장기능 상태를 보정하고도,

신체적 영역은 HR 0.95(CI: 0.92~0.98, p<.009), 정신적 영역은 HR 0.97(CI:

0.95~0.99, p<.006)로 생존률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져(Mathai et al.,

2016) 삶의 질의 중요성이 확인되었다.

국내 PAH 환자의 삶의 질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질환의 특성과 사회문화적 배

경이 반영된 도구를 사용해야 한다(윤영호, 2011). 그러나 PAH 환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 도구(The Living with pulmonary questionnaire, LPH)는 해외에서 개발

하고 평가하여 국내 PAH 환자에게 검증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Bonner, Abetz,

Meunier, Sikirica, & Mathai, 2013). 또한 PAH 환자의 질적연구는 해외에서 인터

넷 동호회 게시판에 올라온 내용을 분석한 연구(Matura, McDonough, Aglietti,

Herzog, & Gallant, 2013)와 PAH 환자의 일상을 비디오 촬영하여 분석한 문화기

술지가 있을 뿐(Kingman, Hinzmann, Sweet, & Vachiery, 2014), 심층면담을 통한 

질적연구는 확인되지 않았다. Wisdom 등(2012)은 도구를 개발하거나 수정할 때 

일차적으로 해당 대상자와의 심층면담을 통해 도구의 구성개념 및 문항을 확인하

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에서 개발된 PAH 환자의 

삶의 질 측정도구(LPH)를 수정보완하기 위해 국내 PAH 환자를 대상으로 심층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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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을 시도하여 삶의 질 도구를 수정하고, 수정된 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를 검증

하고자 하였다.

Ferrell의 건강관련 삶의 질 모델은(Ferrell, Dow, Leigh, Ly, & Gulasekaram,

1995) 삶의 질이 하나의 영역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영

적 영역으로 통합적 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신체적 영역은 신체증상과 신체

기능 등이, 심리적 영역은 우울, 불안, 두려움 등의 정서적 반응이, 사회적 영역은 

가족관계, 친구관계, 의료인과의 관계 등이 속하며, 영적 영역은 신앙, 질환의 의

미, 내적 힘 등이 포함된다(Ferrell, Dow, Leigh, Ly, & Gulasekaram, 1995). PAH

환자의 삶의 질과 관련요인을 통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4개의 구성영역에 

따라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폐동맥고혈압 환자의 삶의 질

에 대한 선행 연구가 생리적 요인과 증상에 국한 되어있고(Zlupko et al., 2008),

일부변수와 상관성을 분석하고 있어(Matura et al. 2015), 삶의 질과 관련요인을 

통합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폐동맥고혈압 환자의 삶의 질과 

영향 요인을 Ferrell의 삶의 질 모델을 바탕을 다양한 측면에서 통합적으로 파악하

여 폐동맥고혈압 환자의 삶의 질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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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폐동맥고혈압 환자의 삶의 질과 관련요인을 파악하여 폐동맥

고혈압 환자의 삶의 질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간호중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1단계에서는 폐동맥고혈압 환자의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LPH(The Living

with pulmonary questionnaire) 도구를 번역하고, 심층면담와 인지면접을 통해 도

구를 수정 한 후,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2단계에서는 수정된 한국어판 

LPH로 폐동맥고혈압 환자의 삶의 질을 측정하고, 삶의 질 관련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1. 한국어판 LPH도구 수정 및 타당도 검정: 1단계

1) 한국어판 폐동맥고혈압 환자 삶의 질(LPH)측정 도구를 수정 보완한다.

2) 수정된 한국어판 폐동맥고혈압 환자 삶의 질(LPH)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한다.

2. 삶의 질과 관련요인: 2단계

1) 대상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과 관련요인으로 신체기능, 신체증상, 우울, 불안, 사

회적 지지 정도를 파악 한다.

2) 대상자의 일반적, 임상적 특성에 따른 건강관련 삶의 질을 파악한다.

3) 대상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과 관련요인 간의 연관성을 파악한다.

4) 대상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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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용어 정의 

1. 건강관련 삶의 질

• 이론적 정의

일반적 건강관련 삶의 질이란 개인이 건강문제를 포함하여 다양한 영역에

서 자신의 삶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와 만족감(Ferrel1, 1989)이며, 질병특이적 

건강관련 삶의 질이란 특수한 질환을 가지고 있으면서 증상과 치료를 포함한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 가치 또는 평가이다(Lawton, 1999).

•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의 일반적 건강관련 삶의 질은 Ware 등(1996)이 개발한 

SF-12(Medical Outcomes Study 12-Item Short Form Health Survey)의 한국판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된 점수 또는 시각적 상사척도(Visual Analouge Scale,

VAS)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질병특이적 건강관련 삶의 질은 Bonner 등(2013)이 개발한 

21개 문항의 ‘폐동맥고혈압 환자의 삶의 질(LPH)’도구를 연구자가 번안과 수

정 과정을 거친 28개 문항의 한국어판 LPH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의

미한다.

2. 신체기능 

• 이론적 정의

개인이 특수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신체적 능력을 말한다(Wilson &

Cleary, 1995).

•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성지동 등(2000)이 개발한 Korean activity scale index

(KASI)로 측정된 점수와 WHO 기능분류의 정의에 따라 분류된 단계를 말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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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체증상

• 이론적 정의

신체증상은 환자에 의해 경험되는 것으로 환자가 정상 기능의 변화에 대해 

지각하는 지표이다(Rhodes& Watson, 1987).

•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Matura(2015)가 개발한 폐동맥고혈압 증상척도(Pulmonary

Artery Hypertension Symptom Interference Scale, PAHSS)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4. 우울

• 이론적 정의

1944년 출간된 Diagnosis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IV)에서 다음 증상 중에서 5개 이상이 연속 2주간 지속되는 것을 의미 

한다. 증상: ① 지속되는 우울한 기분 ② 일상 활동에 대한 흥미나 즐거움의 

저하 ③ 체중이나 식욕의 변화 ④ 불면이나 과다수면 ⑤ 정신운동성 초조나 

지체 ⑥ 피로나 활력상실 ⑦ 무가치감이나 과도한 죄책감 ⑧ 사고력이나 집중

력의 감소 ⑨ 반복되는 죽음에 대한 생각

•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Korenke와 Spitzer, Williams(1999)가 DSM-IV의 우울증의 진

단 기준을 바탕으로 개발하고, 박승진 등(2010)이 번역한 환자건강설문지

-9(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PHQ-9)을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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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불안

• 이론적 정의

불특정적인 위협적인 상황으로부터 초래되는 정서적 반응으로써 긴장, 걱정 

등을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감정 상태이다(Spielberger, 1972).

•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Spielberger(1972)가 개발한 SAI(State Anxiety Inventory)중 

김정택 & 신동균(1987)이 번역, 수정한 상태불안 척도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 

한다.

6. 사회적 지지

• 이론적 정의

개인이 사회적 관계에서 정서적, 물질적, 정보적 지지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

를 의미한다(Cobb &Erbe, 1978).

•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의 사회적 지지는 Zimet 등(1998)이 개발하고 신준섭과 이영분

(1999)이 번역한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MSPSS)

를 사용하여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의료인 지지는 의사와 간호사의 지지로 태영숙(1986)이 개발

한 의료인지지를 사용하여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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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 헌 고 찰

A. 폐동맥고혈압의 특성

폐동맥고혈압(pulmonary artery hypertension, PAH)은 평균 폐동맥압력이 

25mmHg이상으로 폐동맥의 압력이 높아진 질환이다. 현재까지 유병률에 대한 정확

한 통계는 없지만 희귀질환으로 인구 100만명 당 15~30명 정도로 보고되고 있다

(Benza et al.,2012). 70%의 환자가 30~40대의 젊은 여성이며, 만성질환이면서도 5년 

생존률이 50~60%로 짧아 치명적인 질환으로 평가되고 있다(Benza et al.,2012). 폐

동맥고혈압의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유전적 소인, 기저질환에 의한 복

합적인 변화, 환경적 자극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Harari, 2016). 질환초

기에는 내피세포로 이루어진 원위폐포관(distal alveolar duct)의 주피세포(pericytes)

가 평활근으로 분화되면서 근육화(muscularization)가 시작되고, 이런 신생내막 형성

(neointimal formation)은 내막층의 병적인 비후(internal hyperplasia)를 일으켜 세

동맥 내부를 폐쇄하게 된다(Harari, 2016). 평활근 세포는 증식과 유입(migration)을 

통해 수가 점점 늘어나는 반면, 혈관확장과 혈전예방에 관여하는 내피세포는 파괴

되고 기능이 잃게 된다. 평활근의 증식(hyperplasia)은 외막에도 영향을 미쳐 질병 

후기에는 내막, 평활근층, 외막의 경계가 없어지면서 혈관내경이 좁아져 압력이 상

승하고, 혈전이 형성하게 된다(Harari, 2016). 초기에는 우심실 기능이 영향을 받기 

전까지 폐동맥압력만 증가하고, 질병이 진행되어 우심실의 압력이 상승하게 되면 

우심방 압력도 높아지면서 중심정맥압이 상승되어 호흡곤란, 피로, 부종 등의 증상

이 나타난다(Corciova & Arsenescu-Georgescu, 2012). 이에 폐동맥고혈압의 증상은 

무증상부터 전신부종, 실신, 심한 호흡곤란 등 다양한 양상이 나타나게 된다.

폐동맥고혈압은 크게 특발성과 관련 질환이 동반된 경우로 나누는데 진단 기준은 

원인에 관계없이 우심장 심도자술로 측정한 평균 폐동맥 압력이 25mmHg이상일 

때로 정의하고 있다(Galie et al., 2016). 특발성 폐동맥고혈압(Idiopathic PAH)은 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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렷한 원인이 없으며, 여성이 70%로 남성보다 흔하며, 진단 당시 평균 나이는 37세

이다(Benza et al.,2012). 그러나 특발성 폐동맥고혈압 중 6~10%가 가족력이 있는 

유전성 폐동맥고혈압(Hereditable PAH)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BMPR2(Bone

morphogenetic protein receptor type II)’라는 유전자 돌연변이로 밝혀져 최근 국가

별로 유전자등록사업이 진행되고 있다(Subias, 2016). 질환과 관련된 폐동맥고혈압으

로는 선천성 심장질환이 동반된 폐동맥고혈압(PAH associated with congenital

heart diseases)으로 아인젠멩거(Eisenmenger)증후군, 좌-우 단락과 동반된 폐동맥고

혈압, 작은 결손을 가진 폐동맥고혈압 등이 있다(Subias, 2016). 좌우 단락을 가진 

선천성 심장 질환의 경우, 기형을 제때에 교정해 주지 않으면 폐혈류가 증가하여 

폐동맥고혈압이 발생한다(Subias, 2016). 따라서 선천성 심장 질환의 조기발견과 치

료가 폐동맥고혈압을 예방하는데 중요하다. 결체조직 질환과 동반된 폐동맥고혈압

(PAH associated with connective tissue diseases)은 자가항체에 의해 폐동맥의 병

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며, 기타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 문맥 고혈압, 폐 혈전,

폐 실질 질환, 약과 독소에 의해 동반된 폐동맥고혈압 등이 있다(Subias, 2016). 본 

연구에서의 질환분류는 대표적인 원인으로 평가되고 있는 특발성, 선천성 심장 질

환, 결체조직질환으로 분류하였고, 나머지 원인은 기타 질환으로 분류하였다.

폐동맥고혈압은 우심장 심도자술로 평균 폐동맥 압력, 폐 모세혈관 쐐기 압력, 폐

혈관저항, 산호포화도를 측정하여 진단하는데, 평균 폐동맥압력이 25~35mmHg사이

는 경증, 36~45mmHg사이는 중등증, 45mmHg이상은 중증으로 평가된다(Subias,

2016). 그러나 이 검사는 침습적이고 합병증 위험이 커, 선별검사나 추적 관찰 시에

는 초음파로 우심실 수축기 압력(Right ventricular systolic pressure, RVSP)을 측정

하여 폐동맥 압력을 계산하게 된다. 심장초음파로 측정한 RVSP가 35mmHg이상일 

때 폐동맥고혈압으로 진단되며, 경증은 35~50mmHg, 중등증은 50mmHg~75mmHg

미만, 중증은 75mmHg이상으로 분류한다(Galie et al., 2016). 본 연구에서는 최근 

폐동맥압력 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우심실수축기 압력을 삶의 질 관련 요인으로 분

석하였다.

유럽심장학회 가이드라인(2015)에 따르면 폐동맥고혈압 치료는 크게 고식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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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와 표적물질에 대한 치료로 나눌 수 있다(Galie et al., 2016). 고식적 약물로는 

항응고제, 이뇨제, 강심제가 있으며, 산소투여는 안정 시 산소포화도가 92%이하 시 

사용하게 된다. 무리한 운동은 폐동맥 압력을 급격하게 상승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금기시 되나, 가벼운 유산소 운동은 신체기능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권장된다(Galie

et al., 2016). 임신 시 모성 사망률은 30~50%로, 임신으로 인한 혈역학적 변동이 너

무 크기 때문에 WHO 기능분류 4단계에 해당하는 경우 금기 시 되나, 증상과 우심

부전이 심하지 않은 경우 성공적으로 출산이 가능하다고 보고되고 있다 

(Peregud-Pogorzelska & Kornacewicz-Jach, 2015).

표적약물 치료는 주로 내피세포의 기능 활성과 혈관 확장, 평활근세포의 증식 억

제와 관련이 있다. Prostanoids계열은 혈관을 확장하며, 세포증식을 억제하고,

Endothelin receptor antagonist(ERA)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세포를 증식시키는 

endothelin 수용체를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Galie et al., 2016). Phosphodiesterase

type 5 inhibitor(PDE-5 indihibitor)는 산화질소의 작용시간을 짧게 하는 PDE-5를 

차단하여 혈관을 확장시키고, 평활근 세포증식을 억제한다(Galie et al., 2016). 약물

치료에도 반응이 없고 우심부전이 심한 경우 인위적으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단락을 

만들어 우심실 압력을 감소시키는 심방중격 천공술(septostomy)을 시행하며, 혈전으

로 인한 폐동맥고혈압의 경우 폐동맥 풍선 확술(Ballon pulmonary angioplasty)로 

막힌 폐동맥을 넓혀주며, 최종 치료로는 심/폐 이식을 하게 된다(Kuhn et al.,

2015).

B. 폐동맥고혈압 환자의 삶의 질 

‘삶의 질’은 사회경제가 발달하여 성장이라는 양적측면보다 질적인 일상이나 정신

적인 가치가 중요하게 평가되면서 대두되기 시작하여, 오늘날에는 개인의 삶 전반

에 걸쳐 만족감이나 행복감을 측정하는 개념으로 발전하였다(윤영호, 2011). 건강과 

관련된 삶의 질(Health related QOL: HRQOL)은 수명이 증가하고, 만성질환이 늘어

나면서 완치가 불가능하고 평생 질환과 함께 생활해야 하는 사람들의 삶에 관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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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기 시작하여 이들의 건강상태, 신체기능 및 증상, 사회심리 및 영적 영역을 포함

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발전하였다(Dubos, 1976).

간호학에서도 많은 학자들이 건강관련 삶의 질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는데 

Ferrans 등(2005)은 삶의 질을 생물학적 기능, 증상, 신체기능, 일반적 건강 인식, 개

인 및 환경의 특성에 영향을 받으면서 완성되는 것으로 보았으며, 특히 삶의 질을 

유용한 삶을 꾸릴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능력으로 정의하기도 하였다(Ferrans,

1990). Ferrell(1995)의 암 생존자를 대상으로 한 삶의 질 모델에서는 삶의 질이 신

체적 안녕, 심리적 안녕, 사회적 안녕, 영적 안녕의 4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

명하고 있으며(Ferrell, Dow, Leigh, Ly, & Gulasekaram, 1995). Ferrel모델을 바탕

으로 말기 심장혈관질환 환자의 삶의 질을 조사한 연구에서는 1~10점 범위에서 신

체적 영역 5.19점, 심리적 영역 7.21점, 사회적 지지 8.31점, 영적안녕 영역 7.30점으

로 나타나 신체적 영역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혀졌다(Kutner et al.,

2015). 본 연구에서는 Ferrell 등(1999)의 정의에 따라 폐동맥고혈압 환자의 삶의 질 

정도와 영향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일반적 건강관련 삶이 질’은 개인이 일반적인 건강문제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에 

중심을 둔 폭넓은 의미라면, ‘질병특이적 건강관련 삶의 질’은 다른 질환과는 구분

되는 특정 질환으로 인해 겪게 되는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반응에 초점을 

둔 개념이다. 따라서 일반적 건강관련 삶의 질을 측정하는 것은 다양한 건강문제를 

가진 대상자와 쉽게 비교 가능하여, 삶의 질이 어느 수준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반

면, ‘질병특이적 건강관련 삶의 질’을 측정하는 것은 특정질환 내에서 개인의 삶의 

질이 어느 수준인지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1993)에서는 삶의 질이란 개인이 살고 있는 문화권과 가치체

계 속에서 자신의 목표, 기대, 규범, 관심과 관련하여 인생에서 자신이 차지하는 상

태에 대한 주관적인 지각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렇게 삶의 질은 개인의 주관적인 

느낌이 강조되는 개념으로 개인이 처한 상태, 환경, 문화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설

명하고 있다. 그러나 폐동맥고혈압 환자의 삶의 질은 이제까지 일반적 건강관련 삶

의 질 측정 위주로 이루어져 왔고(Gu et al., 2016), 질환의 특성을 반영한 질병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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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건강관련 삶의 질 측정 도구는 해외에서 개발되어 한국인의 문화와 정서를 반영

하지 못하고 있다.

폐동맥고혈압 환자에게 일반적인 건강관련 삶의 질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도구로 

SF-36(Medical Outcomes Study 36-Item Short Form Health Survey)과 단축버전인 

SF-12가 있으며, EQ-5D(Euro QOL questionnaire), VAS(Visual analogue scale), 세

계복건기구 삶의 질 척도 (World Health Organization Quality of Life Assessment

Instrument, WHOQOL)등이 있고, 폐동맥고혈압 환자의 질병특이적 건강관련 삶의 

질 특정 도구로는 CHAMOR(Cambridge Pulmonary Hypertension Outcome

Survey), Emphasis-10, MLHF(Minnesota Living with Heart failure). LPH(The

Living with pulmonary questionnaire, LPH)등이 있다(표 1).

SF-36은 36개의 문항, 단축버전인 SF-12는 1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

반인뿐만 아니라 특정질환을 가진 대상자에게도 삶의 질을 평가하기 위해 가장 폭

넓게 사용되고 있다. SF-36은 신체적, 정신적 영역으로 표현되며, 신체적 영역은 4

개의 하부요인인 신체기능, 신체역할, 통증, 일반적 건강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신적 

영역은 정신건강, 정서적 역할, 사회기능, 활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통 비교가 

쉽도록 100점으로 환산하여 결과 값을 표시하고 있다. SF-12는 36의 단축버전으로 

신뢰도와 타당도가 입증되고 문항수가 적어 간편하게 삶이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장

점이 있어(Ware, Kosinski, & Keller, 1996) 본 연구에서는 12버전을 사용하였다.

폐동맥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SF-36을 사용하여 측정한 결과 Chen 등(2011)연구

에서는 신체적 영역이 32.6, 정신적 영역이 47.2였으며, Matura 등(2015)연구에서는 

신체적 영역이 46.5, 정신적 영역이 62.1 이었다. 또한 같은 연구자가 2015년 191명

의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는 신체적 영역이 45.4, 정신적 영역이 71.9점으로 측

정되었다. 2007년부터 현재까지 SF-36으로 측정한 폐동맥 고혈압 환자의 삶의 질에 

대한 연구는 총 13개였으며, 점수는 평균 30점~70점으로 다양하였지만 전반적으로 

신체적 영역의 점수가 낮았다(표 2).

건강관련 삶의 질로 SF-36과 더불어 많이 사용되는 도구 중의 하나로 EQ-5D가 

있다. EQ-5D는 EuroQoL의 그룹에서 개발한 도구로 운동, 자기관리, 일상활동, 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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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 근심/우울의 5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영역은 3개의 수준인 문제없

는, 약간의 문제가 있는, 심한 문제가 있는 경우로 나누어진다. 폐동맥고혈압 환자

에게 삶의 질을 측정한 결과 Wikens 등(2010)의 연구에서는 0~1범위에서 0.62점을 

나타냈다.

VAS도구는 EQ-5D의 추가항목으로 구성 되어 있지만 0~100점까지 주관적으로 평

가하는 도구로 측정이 간편하여 독립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Roman 등(2013)의 연

구에서는 폐동맥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측정한 결과 특별성은 59.3점, 결제조직 질

환은 52.6점으로 나타났다.

WHOQOL은 세계보건기구에서 모든 문화권에서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

한 도구로 100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체적 영역, 심리적 영역, 독립 정

도, 사회적 관계, 환경, 영적 영역의 총 6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영역별고 

2~4개의 하부척도가 24개가 있으며, 각 하부 척도는 4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폐동맥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측정한 연구는 확인되지 않았다.

폐동맥고혈압 환자에게 사용되는 질병특이적 건강관련 삶의 질 측정 도구로는 

McKenna(2005)가 개발한 CHAMPHOR도구가 있다. 크게 증상, 활동, 건강관련 삶

의 질 3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증상은 다시 에너지, 숨참, 정서의 하부 항목으

로 이루어져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낮았다. 이 도구로 폐동맥고혈압 환

자의 삶의 질을 측정한 연구는 7개가 확인 되었으며, 그 중 6개는 각 국가별로 도

구의 타당도를 검증한 연구였다(표 3). CHAMPHOR를 사용하여 삶의 질을 측정한 

결과 Matura 등(2012)연구에서 증상 영역이 25점 만점에 10.5점, 활동영역은 30점 

만점에 9.4점, 건강관련 삶의 질은 25점 만점에 8.6점으로 평균 보다 약간 높은 삶

의 질을 보였다. 그러나 CHAMPHOR도구는 65문항으로 문항수가 너무 길고 ‘예’,

‘아니오’로 답변하도록 구성되어 있어 중간척도가 빠져 있다는 단점이 지적되고 있

다(Yorke, Corris, et al., 2014).

질병특이적 삶의 질 측정도구로 CHAMPHOR외에 2013년에 개발된 emphasis-10

가 있다. 이는 미국인 폐동맥고혈압 환자 226명을 대상으로 타당도를 검증하였으며,

6점 척도로 신체적, 정신적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Janelle, 2013) 문항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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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아 질환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기에 한계가 있다.

질병특이적 삶의 질 측정도구로 ‘도구 타당도 검증 연구’ 외에 가장 많이 사용된 

도구는 MLHF로 심부전 환자의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 된 도구였다. Chen

등(2011)의 연구에서는 미국인 128명을 대상으로 측정한 결과 0~105점 범위에서 평

균 49.5점이었으며, 2014년 유럽인을 대상으로 측정한 결과 48.4점으로 비슷한 결과

를 보였다. 총 4개의 연구가 검색 되었으며 모두 36점에서 49.5점 사이의 점수분포

를 보였다(표 3). 그러나 이 도구는 심부전환자를 대상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폐동

맥고혈압의 신체적, 심리적 증상에 대한 평가가 미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MLHF를 도구를 바탕으로 폐동맥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Bonner 등(2013)가 개

발한 LPH도구는 미국, 독일, 프랑스 인 196명을 대상으로 타당도를 검증하였으며,

0~105의 범위에서 총점은 40.1점으로 MLHF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문항수가 21문항으로 간편하고, 폐동맥고혈압을 대상으로 개발한 LPH도구를 국내 

실정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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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폐동맥고혈압 환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 측정도구

도구명 개발자 개발당시신뢰도(문항) 영 역

일반적 

건강

관련

SF-36 및 12 Ware 등(1992)
.84~.95

(36,12문항,3~5척도)

1) 신체적-신체기능, 신체역할 제한, 통증, 일반적 건강상태

2) 정신적-사회적 기능, 정서적 역할제한, 활력, 정신건강 

EQ-5D EuroQol group

(1987년)

.861

(25문항, 3척도)

1) 운동능력 2) 자기관리 3) 일상 활동 

4) 통증/불편감  5)우울/불안

VAS 0~100 0~100의 주관적 점수

WHOQOL WHO
.89

(100문항, 5척도)

1) 6개의 영역 ① 신체적 ② 심리적 ③ 독립정도

④ 사회적 관계 ⑤ 환경 ⑥ 영적영역

2) 전반적인 건강관련 삶의 질

NHP Hunt 등(1997)
.82~.87

(38문항,2척도)

1) 신체활동 2) 통증 3) 수면 4) 사회적 고립 

5) 감정반응 6) 에너지

LQOLP Oliver 등 105문항
1) 일과 교육 2) 여가 및 참여 3) 종교 4) 재정 5) 거주상태 

6) 법적 상태 안전 7) 가족 관계 8)사회적 관계 9) 건강 
SIP Bergner 등 136문항 1) 신체적 2) 정신, 사회적

질병 

특이적  

MLHFQ Cohnd 등(1987) .88 (21문항, 6척도) 1) 신체적 영역  2) 정서적 영역

CAMPHOR McKenna 등(2005) .91 (65문항, 2척도) 1) 증상- 에너지, 숨참, 정서 2) 활동  3) 건강관련 삶의 질

LPH Bonner 등(2013) .92 (21문항, 6척도) 1) 신체적 영역 2) 정서적 영역 3) 기타

emPHasis-10 Janelle 등(2013) .90 (10문항, 6척도) 1) 신체적 영역  2) 정신적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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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폐동맥고혈압 환자의 일반적 건강관련 삶의 질 문헌고찰 

도구 
(범위)

저자, 국가 대상자 
신체적 영역(PCS) 정신적 영역(MCS)

일반
건강

신체 
기능

신체 
역할 통증 PCS

총점
정신
건강

사회기
능

정서
역할 활력 MCS

총점

SF-36

(0~100)

Zlupko 등(2008), 미국 n=93 PCS총점: 남-38.88, 여-39.14 MCS총점: 남-40.09, 여-45.09

Wikens 등(2010), 미국 n=142 41.2 38.9 40.4 67.0 - 63.5 64.7 72.5 42.5 -

Chen 등(2011), 미국 n=128 - - - - 32.6 - - - - 47.2

Matura 등(2012), 미국 n=151 43.0 43.0 37.4 67.2 46.5 73.0 67.3 66.2 41.8 62.1

Matura 등(2012), 미국 n=104 40.6 43.9 38.8 68.1 60.7 47.8 65.0 65.4 43.4 69.1

Roman 등(2013), 스페인 n=139 PCS총점: 특발성-38.8, 결체조직-31.3 MCS총점: 특발성-38.8, 결체조직-47.5

Matura 등(2014), 미국 n=149 38.4 42.5 37.3 67.1 46.3 73.1 67.4 65.8 41.8 62.0

Vanhoof등(2014), 벨기에 n=101 - - - - 33.53 - - - - 49.81

Cui 등(2014), 중국 n=93 38.27 41.08 31.39 67.76 - 68.13 37.6 42.5 53.2 -

Talwar 등(2015), 미국 n=36 - - - - 39.53 - - - - 48.99

Matura 등(2015), 미국 n=191 37.1 41.5 36.4 66.3 45.4 61.5 65.5 67.0 41.3 71.9

Blik 등(2015), 네델란드 n=39 - - - - 38.0 - - - - 49.0

Okumus 등(2016), 터키 n=45 40.5 42.1 31.1 59.3 - 60.9 42.5 37.8 47.5 -

EQ-5D(0~1) Wikens 등(2010), 미국 n=142 총점: 0.62

VAS(0~100) Roman 등(2013),스페인 n=139 특발성-59.3, 결체조직질환-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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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폐동맥고혈압 환자의 질병특이적 건강관련 삶의 질 문헌고찰

도구명 
(높을수록 낮음)

저자, 국가 대상자 총점
증상세부항목 및 총점

활동총점
(0~30)

건강관련
삶의질총
점(0~25)

에너지
(0~10)

숨참
(0~8)

정서
(0~7)

증상총점
(0~25)

CAMPHOR

Matura 등(2012), 미국 n=104 - 4.8 3.5 2.1 10.5 9.4 8.6

Swetz 등(2012), 미국 n=276 - 5.8 4.1 2.7 12.5 10.9 11.6

Matura 등(2014), 미국 n=149 - - - - - - 8.2

Mccabe 등(2013), 영국 n=87 39.9 - - - 13.8 13.9 12.0

Small 등(2016), 미국, 유럽 n=446
단일요법 - - - 10.1 8.4 7.9

병합요법 - - - 12.9 10.7 8.4

Wapenaar 등(2016), 네델란드 n= 76 - - - - 5.3 5.6 5.1

Abílio Reis (2016), 포루투칼 n=47 - - - - 9.4 11.2 8.2

신체적 총점(0~40) 정서적 총점(0~25) 기타 총점(0~105)

MLHF

Zlupko 등(2008), 미국 n=93 남:20.90/여:17.49 남:11.21/여:9.57 - 남:48.75/여:39.61

Chen 등(2011), 미국 n=128 21.4 11.9 - 49.5

Vanhoof 등(2014), 벨기에 n=101 - - - 36.47

Yorke 등(2014), 영국, 아일랜드 n=176 - - - 48.4

Janelle (2013), 미국 n=226 47.8

LPH Bonner 등(2013), 미국, 독일, 프랑스 n=196 20 13 - 40

emPHasis-10 Janelle (2013), 미국 n=226 도구 타당도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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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폐동맥고혈압 환자의 삶의 질 관련요인

신체기능은 폐동맥고혈압 환자에게 건강상태를 대변하는 임상적 지표이면서 동시에 

질병의 예후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로 알려져 있다(Barnett et al., 2016;

Corciova & Arsenescu-Georgescu, 2012). 신체기능이란 특수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

는 능력으로(Wilson & Cleary, 1995) 보통 운동능력이나 일상생활에서의 수행 정도로 

평가되고 있다. 폐동맥고혈압 환자의 호흡곤란, 피로, 어지러움, 흉통 등의 신체증상은 

신체활동을 제한하고, 신체증상으로 인한 활동저하는 다시 체력저하로 이어져 작은 

활동에도 숨이 차고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된다(Barnett et al., 2016). 이런 신체활동 제

약은 걷기, 집안일 하기, 자녀 돌보기, 성생활, 취미활동 등 기본적인 일상에서부터 생

업, 사회적 관계, 정서적 영역까지 개인의 삶 전체에 걸쳐 영향을 끼치게 된다. 15명

의 폐동맥고혈압 환자의 신체활동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80%의 시간을 주로 앉아있거

나 한곳에 머물면서 보내고 있었으며, 대부분 낮은 에너지 수준의 일상을 보내고 있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Matura, Shou, et al., 2016). 이런 문제로 인해 최근 유럽 심장

학회(2015)에서는 고식적 치료로 힘들지 않을 정도의 유산소 운동을 권장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폐동맥고혈압 환자들을 위한 운동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효과를 검증하는 연

구가 이루어지고 있다(Aslan, Akinci, Yeldan, & Okumus, 2016; Babu, Padmakumar,

Maiya, Mohapatra, & Kamath, 2016; Bussotti et al., 2016; Buys, Avila, &

Cornelissen, 2015). 폐동맥고혈압 환자에게 운동의 효과를 메타 분석한 연구에서도 운

동이 임상적 변수, 신체기능,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다(Pandey et al.,

2015).

폐동맥고혈압 환자에서 신체기능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WHO 기능분류(World Health Organization Functional Class, WHO FC)와 6분 보행

검사의 총 보행거리가 활용되고 있었다. WHO 기능분류는 측정이 간단하고 환자상태

를 쉽게 판단할 있는 장점이 있어 폐동맥고혈압환자의 건강상태 평가로 가장 널리 사

용되고 있으며, 생존률을 결정하는 자장 중요한 변수로 평가된다(Corciova &

Arsenescu-Georgescu, 2012; Matura, McDonough, & Carroll, 2014). 측정방법은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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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이 일상에서 어느 정도 활동이 가능한지 환자에게 질문하여 증상이 없으면 1단계,

약간의 신체활동에 제약이 있으면 2단계, 일상에서 보통 정도의 활동제약이 있으면 3

단계, 안정 시에도 증상이 있으면 4단계를 주게 되어, 평가자의 주관적 견해가 많이 

포함되며, 2단계와 3단계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단점이 있다(Zhang et al., 2015). 이런 

단점을 보완하여 신체기능을 보다 구체적이면서 간단히 평가할 수 있는 방법으로 

KASI가 있다. KASI는 Duke activity status index(DASI)를 모델을 근거로 국내실정에 

맞게 개발한 도구로 일상활동, 스포츠, 여가활동, 집안일, 성생활 등 다양한 영역을 포

함하고 있어 신체기능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성지동 등, 2000). KASI는 심

부전, 폐질환, 뇌졸중, 관절염 등 신체기능을 평가해야 하는 대상자들에게 주로 사용

되며, 국내 심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는 KASI 점수가 우울, 수면의 질

과 상관성이 있었으며(박선일, 2010), 송은경(2006)의 연구에서는 KASI가 호흡곤란, 발

목부종 등의 신체증상과 우울, 불안 등의 심리적 증상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체기능으로 WHO 기능분류와 KASI를 선택하였다.

신체기능을 평가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6분 보행검사’가 있다. 6분 보행검사는 

WHO 기능분류보다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폐동맥고혈압환자의 신

체기능 평가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6분 보행검사는 반환지점을 표시한 30m의 딱딱하

고 평평한 보행로를 6분 동안 걸어 총 보행 거리를 측정하여 대상자의 신체기능을 평

가한다. 총 보행거리는 중등도의 심장질환, 폐질환 환자들에게 신체기능 평가나 약물

중재의 효과측정 척도로 주로 사용된다(Bokov & Delclaux, 2016). 6분 보행검사와 폐

동맥고혈압환자의 삶의 질은 상관관계가 높다고 알려져 있어, 삶의 질 도구의 준거 

타당도 평가 시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Aguirre-Camacho et al., 2016; Reis et al.,

2016; Wapenaar et al., 2016). 그러나 우심부전이 심하거나 중증환자의 경우 검사의 

위험성이 있으며, 검사가 가능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모든 환자를 평가하기에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의무기록 분석을 통해 6분 보행검사를 시행한 환자의 자

료를 임상데이터로 분석하였다.

폐동맥고혈압의 가장 대표적인 신체증상은 호흡곤란과 피로이며, 그 다음 흔한 심

혈관계의 증상은 어지러움, 흉통, 심계항진, 부종으로 알려져 있다(Barnett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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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Matura(2016)연구에서는 3년 동안 등록된 폐동맥고혈압환자 191명의 증상에 대

해 조사한 결과 6개의 흔한 증상 외에 위장장애, 수면장애, 목소리변화 등 11개의 추

가적인 증상을 확인하였다. Lens 등(1997)의 이론에 의하면 증상은 대상자에 의해 경

험된 정상 기능의 변화를 나타내는 인지된 지표로서 건강의 위협을 알리는 적신호로 

단독으로 나타날 수도 있으나 다양한 증상들이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하였으며,

동시에 증상이 나타날 경우 각각의 증상들이 서로 영향을 주면서 환자는 보다 크게 

느낄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폐동맥고혈압의 대표적인 신체증상 외

에 다양한 증상과 그 강도를 평가할 수 있는 PAHSS 도구를 사용하였다. 폐동맥고혈

압의 신체증상은 신체기능과 더불어 삶의 질에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동시

에 질환의 예후 평가에 중요한 변수이다(Fernandes et al., 2014). Matura(2016)의 연구

에서는 폐동맥고혈압환자의 삶의 질 예측요인으로 나이, 성별, 임상적 특성을 보정하

고 신체증상이 삶의 질의 주요 영향요인으로 밝혀졌으며, 세부 신체증상으로는 피로,

어지러움, 레이노이드 현상이 신체적 영역의 삶의 질에, 피로와 호흡곤란이 정신적 영

역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폐동맥고혈압 환자의 대표적인 심리적 증상은 우울, 불안으로 알려져 있다(Barnett

et al., 2016). 폐동맥고혈압의 전문가들은 약물치료 외에 환자들이 겪는 우울, 불안 

등의 심리적 증상을 확인하고 증상이 악화되지 않도록 조기에 치료해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Larisch et al., 2014). 폐동맥고혈압 환자들의 심리적 증상에 

대해 문헌고찰 한 연구에서는(Matura & Carroll, 2010) 우울, 불안, 불확실성,

인지장애가 정서적 반응의 주제로 나타났으며, 이런 부정적 정서반응은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것을 나타났다(Larisch et al., 2014). 일부 연구에서는 폐동맥 고혈압 

환자의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요인으로 호흡곤란과 우울을 꼽고 있으며(Talwar,

Sahni, Kim, Verma, & Kohn, 2015), Vanhoof(2014)의 연구에서는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심리적 요인으로 우울, 불안, 스트레스를 꼽고 있다.

우울이란 근심, 죄책감, 무기력, 무가치함, 희망 없음 등의 정서적 장애로 슬프거나 

우울한 기분의 정도가 지나치게 오랫동안 지속되는 상태를 말하는데 그 정도에 따라 

경한 우울과 중등증, 중증 우울증으로 나눌 수 있다(민성길, 2015). 경한 우울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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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픔, 공허함, 좌절감 등의 정서적 증상으로 자신감이 없고, 생의 의욕이 없으며,

피곤해 하고, 일하기 싫어하는 현상을 겪는다. 중증 우울은 경증 우울과 비슷하지만 

그 기간이 길고, 정서적 고통이 심각하며, 신체적 증상이 동반되기도 한다(민성길,

2015). 본 연구에서는 우울증을 스크린 할 수 있는 PHQ-9 도구를 사용하여 정상,

경증, 중증으로 우울정도를 분류하였다.

불안은 개인이 특정 상황에서 긴장, 염려, 초조, 걱정 등을 경험하는 주관적 

감정이며, 신체적 반응으로 자율신경계가 활성화되기도 한다(Spielberger, 1973).

Spielberger(1973)에 따르면 불안은 상태불안(state anxiety)과 기질불안(trait

anxiety)으로 나누는데, 기질불안은 개인이 평소에 경험하는 두려움, 걱정, 염려 등의 

정서 반응으로 성격의 차이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이며, 상태불안은 어떤 

위험으로부터 인지되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두려움, 걱정, 염려 등의 정서반응으로 

자율신경계가 활성화되기도 하는 개인적 정서 상태를 의미한다(Spielberger, 1973).

폐동맥고혈압 환자들은 병의 예후 및 돌연사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있으며, 숨이 

가쁘거나, 어지러움 등의 신체증상을 경험 할 때 불안이 동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Harzheim et al., 20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폐동맥고혈압의 대표적 심리적 

반응인 우울과 불안을 삶의 질의 영향변수로 선정하였다.

인간은 사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타인과 관계를 맺고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는 

존재이며, 개인이 삶에서 느끼는 행복감은 타인과의 관계를 빼고 논할 수 없으며,

개인의 삶의 질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보고 있다(Fernandes et al., 2014).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속한 관계 속에서 자신이 사랑받고, 존경받으며, 가치 있다고 

믿는 개인의 인식을 말하며(Cobb, 1976), 개인이 사회적 관계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 

느끼는 주관적 평가와, 타인과 상호작용을 통해 얻게 되는 구체적인 행동을 포함 

하는 것으로 신체적, 심리적으로 의지하고 활용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한다(Vaux,

1986). 사회적 지지는 암환자(Ringdal & Ringdal, 2017), 심혈관계 환자(Cassar &

Baldacchino, 2012), 뇌졸중 환자(Cassar & Baldacchino, 2012)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환자의 회복과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입증되었으나, 폐동맥고혈압 

환자와의 관계에 대해 조사된 연구는 확인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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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있는 타인의 지지를 평가할 수 있는 MSPSS도구를 사용하여 삶의 질 

관련요인으로 평가하였다. 사회적 지지 중의 일부인 의료인 지지는 의사, 간호사에게 

제공되는 지지로 태영숙(1996)은 의료인 지지를 경청, 기술적 인정, 기술적 도전,

정서적 지지, 사회적 현실의 분담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의료진 지지를 위의 항목을 담은 내용으로 환자가 의료진에 의해 받는 

정도를 평가하였다. 폐동맥고혈압 환자의 경우 의료인 지지가 증상조절, 정보제공,

위기상황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환자 예후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Corciova & Arsenescu-Georgescu, 2012). 해외연구에서는 의료전담팀으로 구성된 

온라인 네스워크 센터를 설치하여 폐동맥고혈압 환자의 위기관리, 교육, 상담을 맡고 

있으며, 이런 시스템과 함께 의료진의 역할이 폐동맥고혈압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Sahay, Melendres-Groves, Pawar, & Cajigas,

2017).

지금까지 진행된 선행연구 결과에 폐동맥고혈압 환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신체기능, 호흡곤란, 피로, 수면장애, 신체증상, 우울, 불안, 스트레스였으며, 포

괄적으로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개념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변수와 삶

의 질 간에 상관성 관계만을 비교하고 있었다. 또한 이런 삶의 질 관련연구들은 모두 

해외연구로 국내에서 폐동맥고혈압 환자의 삶의 질과 관련요인을 분석한 연구는 확인

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폐동맥고혈압 환자의 삶의 질 정도와 영향요인을 

다각도에서 분석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의 근거자료를 제시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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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폐동맥고혈압 환자의 삶의 질 관련요인 문헌고찰

저자 삶의 질 도구 연구결과 삶의 질 관련 변수

Mathai 외
(2016)

SF-36
나이, WHO 기능분류, 6분 보행검사, 평균우심실

압력, 폐동맥쐐기 압력

Zlupko 외
(2008)

SF-36

MLHFQ

<SF-36>1) 신체영역- 독거, 복부팽만, 실신 전구

증상, 피로, 산소사용, WHO 기능분류 *정신영역

-허약, 보세탄약물 사용

<MLHFQ>1) 신체영역-복부팽만감, 피로, WHO

기능분류, 와파린 복용, IV로 약물투여. 2) 정신영

역-독거, 흉통, 피로, IV로 약물투여, WHO 기능

뷴류

Matura 외
(2016)

SF-36 나이, 증상

Matura 외
(2014)

SF-36

CAMPHOR
신체기능, 교육, 산소호흡기 사용, 진단 기간

Matura 외
(2015, 2016)

SF-36 나이, 성별, 신체기능, 증상, 산소사용

Matura 외
(2015)

SF-36 수면장애의 중증도에 따라 삶의 질이 반비례

Matura 외
(2014)

MLHFQ 우울, 불안, 스트레스

Matura 외
(2012)

SF-36 증상의 중증도에 따라 삶의 질이 반비례

Vanhoof 외
(2014)

SF-36 우울, 불안, 스트레스

Small 외
(2014)

CAMPHOR 단일요법 VS 복합요법(단일요법이 좋았음)

도구타당도검증

CHMPHOR

MLHFQ

LPH

emPHasis-10

준거 타당도로 SF-35, WHO 기능분류, 6분 보행 

검사 이용.

개발약물검증 SF-36주로 이용됨
WHO 기능분류, 6분보행 검사, SF-36의 연관

성

운동효과 검증
13개의 연구가 

SF-36과 비교

운동의 효과를 보는 메타 분석한 결과(Pandey 외 

,2015) 삶의 질과 연관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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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의 개념적 기틀

A. Ferrell의 건강관련 삶의 질

삶의 질은 그 시대의 상황이나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된다. 최근 질환과 함께 

생활해야 하는 사람들의 삶에 대한 만족, 행복감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건강관련 

삶의 질은 간호학에서 주요이슈가 되었다. 간호학에서 건강관련 삶의 질(Health

related QOL: HRQOL)에 관한 대표적인 이론으로 암환자를 대상으로 한 Ferrell(1995)

의 City of Hope model이 있다(Ferrell, Dow, Leigh, Ly, & Gulasekaram, 1995). 이 

모델은 삶의 질을 정의하는 이론으로 암 생존자들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통해 다양

한 주제를 도출한 후 결과를 분석하여 최종 4영역의 삶의 질을 확정하였다(그림 1).

삶의 질을 구성하는 4가지 영역은 신체적 안녕(Physical well-being), 심리적 안녕

(psychological well-being), 사회적 안녕(social well-being), 영적 안녕(spiritual

well-being)을 의미하며, 신체적 안녕은 신체기능, 힘, 피로, 수면, 휴식, 임신능력, 통

증, 전반적인 신체적 건강상태를 의미한다(Ferrell, Dow, Leigh, Ly, & Gulasekaram,

1995). 이 영역의 배경은 질적 내용분석 결과 병의 진행과 치료과정에서 나타나는 신

체적 증상(피로, 통증, 수면장애, 치료합병증 등)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곧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것과 신체적 기능, 생식능력 등의 상실 대한 주제에 토대를 두고 있다. 둘

째 심리적 안녕은 자제력, 우울, 불안, 여가활동, 재발의 두려움, 인지기능, 주의력, 진

단의 괴로움, 치료조절이 포함되는데 이 영역은 병과 치료로 인해 나타나게 되는 다

양한 심리적 반응과 자신의 삶이 질환에 의해 지배되기 보다는 본인 스스로가 삶을 

결정 하려는 의지, 자신의 삶을 되찾고자 하는 갈망, 치료를 포기하고 삶을 즐기고자 

하는 마음과 살아야 한다는 생각 사이에서의 갈등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Ferrell,

Dow, Leigh, Ly, & Gulasekaram, 1995). 셋째 사회적 안녕은 가족들의 고통, 사회적 

관계에서의 역할, 애정, 성적기능, 외모, 즐김, 고립, 재정, 직장 등에 관한 내용으로 

사회적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중심을 두고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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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생업의 위협, 가족이나 친구관계의 문제와 고립을 포함한다(Ferrell, Dow, Leigh,

Ly, & Gulasekaram, 1995). 특히 가족은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질환의 경험은 한 개

인에 국한 된 것이 아니라 가족 자체가 겪는 하나의 경험으로 보고 있다. 넷째 영적 

안녕으로는 질환의 의미, 신앙, 초월성, 희망, 불확실성, 내적 힘 등이 속하는 것으로 

삶의 질이란 변화된 삶을 경험 후 전체 혹은 완전성의 추구(Wholeness)를 의미하며,

새롭게 태어나는 감정, 현재에 충실하고자 하는 것, 새로운 것에 의미부여, 자신을 돌

이켜보고 성찰함, 신이 나에게 변화를 위해 약간의 위기를 던졌다고 여김, 살아 있는 

것에 대한 고마움과 경이로움 등이 나타났다(Ferrell, Dow, Leigh, Ly, &

Gulasekaram, 1995). Ferrell의 모델은 4년 후 암 생존자들을 대상으로 광범위 질적연

구를 시행하여, 4영역의 삶의 질 모델의 타당도를 입증했다(Dow, Ferrell, Haberman,

& Eaton, 1999).

Ferrell의 4영역의 삶의 질 모델은 다양한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 Ferrell모

델을 활용하여 유방암 환자의 삶의 질을 체계적 문헌고찰 한 결과(Mollica, Nemeth,

Newman, & Mueller, 2015) 19개의 문헌을 통합 하였을 때 신체적 안녕 영역은 신체

증상, 스트레스, 생식능력상실, 성기능, 폐경, 일반적 건강요구 등이 나타났으며, 정신

적 안녕영역은 4영역 중 비중이 제일 크며, 재발에 대한 두려움, 일시적인 지남력 장

애, 심리적 성장, 대처 전략, 신체상, 감정적 스트레스 등이 있었으며, 사회적 안녕 영

역에서는 의사결정, 환자와 의료진이 관계, 사회적 지지의 요구, 지역교회의 지지, 재

정문제, 지속적인 관리, 병원이용, 의학적 정보, 약물 순응도 등이 분류되었으며, 영적 

안녕 영역에서는 신념, 신앙, 신과의 관계, 신의 존재를 찾는 것, 영성, 영적 안녕 등

이 나타났다.

폐동맥고혈압과 비슷한 증상을 가지고 있는 심부전환자의 삶의 질 관련요인을 살펴

보면 신체적 영역에서 호흡곤란과 피로, 신체기능이(Heo, Moser, Riegel, Hall, &

Christman, 2005), 심리적 영역에서는 우울과 불안이(Aggelopoulou et al., 2017), 사회

적 영역에서는 사회적 기능이(Carlson, Pozehl, Hertzog, Zimmerman, & Riegel,

2013), 영적 영역에서는 신념, 대처, 영적관계로 구성된 치료영적안녕(the Functional

Assessment of Chronic Illness Therapy-Spiritual Well-Being ,FACIT-Sp)이 삶의 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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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있음이 확인되었다(Bekelman et al., 2010). 심부전 환자의 삶의 질 관련요인을 

통합적으로 고찰하였을 때 Ferrell의 삶의 질 4영역으로 구성됨을 알 수 있다.

폐동맥고혈압은 호흡곤란, 피로, 부종 등의 신체증상은 심부전과 비슷하나, 젊은 여

성에서 높은 유병률, 평균 생존률이 5~6년, 희귀질환으로 특별한 치료제가 없는 것이 

특징으로(Orem, 2017) 우울, 불안, 돌연사에 대한 두려움, 사회적 고립, 생업의 위협 

등 심리사회적 반응은 암환자와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Ferrell 등

(1995)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의 4영역의 삶의 질 정의에 따라 삶의 질과 관

련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그림 2).

Physical well Being and Symptoms
Functional Activities

Strength/Fatigue
Sleep and Rest

Overall Physical Health
Fertility

Pain

Psychological Welling Being
Control
Anxiety

Depression
Enjoyment/Leisure
Fear of Recurrence
Cognition/Attention

Distress of Diagnosis and Control
of treatment

Social Well Being
Family Distress

Roles and Relationships
Affection/Sexual Function

Appearance
Enjoyment
Isolation
Finances

Work

Spiritual Well Being
Meaning of illness

Religiosity
Transcendence

Hope
Uncertainty

Inner Strength

Cancer 
Survivorship

그림 1. Ferrell의 건강관련 삶의 질 모델(Ferrell BR 등,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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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

Ferrell의 삶의 질을 구성하는 4가지 영역 중 신체적 영역은 신체기능과 신체증상을 

포함한다. 폐동맥고혈압 환자에서 WHO 기능분류는 선행연구에 삶의 질과 생존률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수로 보고 있으며(Corciova & Arsenescu-Georgescu, 2012;

Torres Dde et al., 2015), 20개의 삶의 질 연구에서 모두 기본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으

며, 삶의 질 예측요인으로 WHO 기능분류가 가장 중요한 변수로 알려졌다(Matura,

McDonough, & Carroll, 2016). 폐동맥고혈압 환자에게 신체기능은 삶의 질에 중요한 

변수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신체기능을 보다 세밀하고 객관적으로 평

가할 수 있는 KASI도구를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신체적 요인 중 신체증상을 선택했으며, Ferrell의 모델에서도 피로,

허약감, 통증 등 신체증상이 이 영역의 주요 주제로 포함되었다(Ferrell, Dow, Leigh,

Ly, & Gulasekaram, 1995). 폐동맥고혈압의 대표적인 신체증상은 숨이 찬 것과 피로

이며 그 외에 어지러움, 흉통, 두근거림, 부종 등 다양한 신체증상이 삶의 질에 영향

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Zlupko et al., 2008). Matura(2016)의 연구에서는 17개의 신

체증상에 관한 총점이 나이, 성별을 보정하고 삶이 질 예측에 중요 변수로 밝혀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체증상의 총점을 평가하여 삶의 질과 관련성을 평가하였다.

또한 신체적 요인으로 임상적 특징인 폐동맥압력, 진단 후 기간, 치료종류, 병인 등을 

포함하였으며, 일반적 특성으로 나이, 성별, 운동, 흡연을 평가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삶의 질 관련요인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심리적 요인은 질환의 진행과 치료과정에서 느끼게 되는 정서적 반응으로 Ferrell의 

모델에서는 우울, 불안, 재발에 대한 두려움 등이 포함되었다(Ferrell, Dow, Leigh, Ly,

& Gulasekaram, 1995). 폐동맥고혈압 환자는 제한된 신체기능과 다양한 증상을 평생

안고 생활해야하므로 대표적으로 알려진 우울과 불안을 평가하였다(Talwar, Sahni,

Kim, Verma, & Kohn, 2015).

사회적 안녕 영역은 가족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Ferrell모델을 바탕으로 

한 Mollica 등(2015)의 연구에서는 의료진에 대한 기대, 지지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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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폐동맥고혈압 환자에서는 삶의 질과 가족지지 및 의료인 지지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응급상황관리, 교육, 상담, 정보제공, 심

리적 지지 등을 위한 훈련된 의료전담 팀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으며, 의료진과의 

관계가 환자 예후와 삶의 질에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Ivarsson, Radegran,

Hesselstrand, & Kjellstrom, 2017; Sahay et al., 201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를 평가하면서 동시에 의료인지지를 평가하였다.

Ferrell의 모델에서 영적 영역은 신의 존재와 믿음, 영성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지만 

종교적인 믿음 이상의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내적 자아의 성장, 현실초월, 충만

한 삶을 살게 해주는 것을 포함한다. 간호학에서도 영적 안녕은 개인의 건강과 삶의 

질에 중요한 개념으로 받아들이면서 암 환자 외에도 심부전 등 만성질환을 겪고 있는 

다양한 대상자들에게 영적영역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Bean, Gibson, Flattery,

Duncan, & Hess, 2009). 그러나 폐동맥고혈압 환자의 영적 안녕 개념을 측정한 연구

는 확인되지 않았는데, 이는 희귀질환으로 폐동맥고혈압 환자의 삶의 질에 대한 연구

가 부족하고, 관련요인 또한 신체영역과 증상을 중심으로 이루어 졌기 때문에 상대적

으로 이 영역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것으로 유추된다. 본 연구에서는 영적개념을 측

정하는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심층면담을 통해 삶의 질 속성 중 영적개념에 대한 주

제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신체적 영역>

§ 신체기능

§ 신체증상
폐동맥고혈압 

환자의 삶의 질 
<사회적 영역>

§ 사회적 지지

§ 의료인 지지

<심리적 영역>

§ 우울

§ 불안

<영적 영역>

심층면담 통한 

주제 도출

그림 2. 본연구의 개념적 기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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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방법 

A.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폐동맥고혈압 환자의 삶의 질과 관련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횡단적 서술

적 조사연구이다. 폐동맥고혈압 환자의 ‘질병특이적 삶의 질’ 측정 도구(LPH)를 한국

어로 번역하고, 도구의 수정과 보완을 위해 심층면담과 인지면접을 시행 후, 수정된 

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는 방법론적 연구(methodological study)를 병행하였

다.

B. 연구 과정

1단계의 LPH도구 수정 및 타당도 검정(그림3)연구 후, 2단계에서는 한국어판 LPH

로 삶의 질과 관련요인을 조사하였다(그림 4).

LPH도구 번역

‘삶의 질’에 대한 심층면담(n=8명)

-->질적내용분석 후 주제도출

‘1차 수정된 LPH도구’에 대한

인지면담(n=4명)

‘최종 수정된 한국판 LPH도구’의

타당도, 신뢰도검정 (n=76)

§ 탐색적 요인분석

§ 신뢰도 검정

§ 준거타당도 검정

‘번역된 LPH도구’의 

문항추가 - 1차 수정

‘1차 수정된 LPH도구’의 

문항 수정-2차 수정‘2차 수정된 LPH도구’에 대한

내용타당도 검정(전문가 5인)

인터넷 서베이 이용

§ 문항분석, 요인분석

§ 내적일관성 신뢰도 검정

§ SF-12, VAS, KASI, WHO FC

그림 3 도구 수정 및 타당도 검정 과정(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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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 통한 대상자 스크리닝

대상자 방문-동의서 취득

설문지 작성 및 회수

검사결과 및 임상자료- 의무기록 확인

결과분석: 삶의 질과 관련요인 확인 

   <삶의 질>

§ 일반적 건강관련 삶의 질 

: SF-12, VAS

§ 질병특이적 건강관련 삶의 

질: 한국어판 LPH

  <삶의 질 관련요인>

§ 일반적 특성

§ 임상적 특성 

§ 신체증상: PAHSS

§ 신체기능: WHO 기능분류, KASI

§ 우울: PHQ-9

§ 불안: SAI

§ 의료인 지지: MS

§ 사회적 지지: MSPSS

그림 4 삶의 질과 관련요인 분석 과정(2단계)

C. 도구 수정 및 타당도 검정: 1단계

1단계의 연구로 폐동맥고혈압 환자의 질병특이적 삶의 질 측정 도구인 LPH를 번역

하고, 심층면담을 통해 질적 내용분석 후 LPH도구의 추가항목을 선정하고, 인지면접

과 내용타당도 평가를 통해 도구를 수정한 후, 한국어판 LPH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를 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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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PH도구 번역

LPH도구의 번역은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가 제시한 방법

과 절차에 따라(WHO, n.d.) 번역, 검토, 역번역, 재검토의 과정을 거쳤다. 폐동맥고혈

압 대상자의 질병특이적 건강관련 삶의 질 측정도구(LPH)를 개발한 Nicola Bonner에

게 도구사용 동의 문의 시 MLHF(Minnesota living with heart failure questionnaire)

를 바탕으로 도구가 개발되었기 MLHF기관에게 문의하도록 요청을 받았으며 MLHF

의 저작권을 담당하고 있는 ePROVIDE platform 기관에서 MLHF 도구사용의 승인을 

받았다.

LPH도구의 번역은 영문과 한글에 능통한 간호학과 박사과정생 2인이 번역(forward

translation)하였으며, 간호학과 교수2인과 심장내과 교수 1인이 번역의 정확성과 문화

적 차이로 수정이 필요한 문항을 검토한 후 수정하였다. 수정된 한국어판 설문지를 

영어가 모국어이면서 한국어에 능통하며 의학을 전공한 미국인 1인이 다시 영어로 역

번역(back translation)하여 원래의 영어 설문지와 비교하여 의미변화가 없는지 국문학

과 교수와 확인하였다(부록1).

2. 삶의 질에 대한 심층면담

1) 연구 설계

폐동맥고혈압 환자의 삶의 질에 대한 연구 목적에 준해서 대상자를 인터뷰하고  

Creswell(2013)의 질적 내용분석(Qualitative content analysis)법으로 분석하였다.

2) 연구 질문

연구 질문은 “요즘 어떻게 생활하고 계세요?”, “병원오기는 어떠셨어요?”등의 일상

적이고 개방적인 비구조적인 질문으로 시작하여 “폐동맥고혈압을 진단받은 지 얼마나 

되셨나요?”, “진단 받은 이후 생활하는데 달라진 점이나 혹은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

습니까?”와 같은 도입질문을 시작하면서 점차 구체적으로 질문의 범위를 좁혀 나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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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반구조적 질문을 이어 나갔다. 폐동맥고혈압 환자의 삶의 질에 관한 주요 질문은 

삶의 질 개념, 신체증상 및 기능, 심리적 영역, 영적 영역, 사회경제적 영역에 대한 것

이었다. 반구조적 질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표 5).

3) 연구 대상자

우심장 심도자술로 측정한 평균 폐동맥압력이 25mmHg이상 혹은 심장초음파로 측

정한 우심실 수축기 압력이 35mmHg이상으로 폐동맥고혈압을 진단받고 폐동맥고혈압

클리닉에서 외래 통원 치료 중이며, 질적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심층면담용 연구 

동의서’에 서명한 대상자로 총 8명이었다.

4) 자료 수집 방법

자료 수집은 2016년 10월 5일부터 2017년 1월 20일까지 이루어 졌으며 연구의 목

적, 방법, 익면성 보장, 녹음과정에 대한 설명 후 사전 동의를 받은 후 개방적 질문으

로 시작해서 반구조화된 면담질문지를 사용하여 진행하였다. 면담장소는 방해받지 않

는 조용한 외래 진료실에서 이루어 졌으며 면담시간은 1회 평균 60분이었다.

5) 자료 분석 방법

면담의 전 과정이 녹음 되었고 녹음된 내용을 대상자의 언어적 표현 그대로 녹취록

을 작성하였다. 자료 분석 방법은 Creswell(2013)의 질적 내용분석(Qualitative content

analysis)법으로 자료의 조직화, 읽기와 메모, 자료를 코드와 주제로 기술 분류, 자료해

석, 자료의 제시와 시각화 방법을 사용하였다. 1단계는 ‘자료의 조직화’로 녹음파일을 

컴퓨터 파일로 옮겨 자료를 정리하였고, 2단계는 ‘읽기와 메모’로 필사된 내용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며 의미 있는 문장에 줄을 긋고 핵심개념들을 따로 메모하였다. 3단

계는 ‘자료를 코드와 주제로 기술 분류’로 의미 있는 진술에 이름을 부여하고, 유사한 

이름끼리 묶고, 주제를 도출하여 종합하였으며, 4단계 ‘자료해석’, 5단계‘자료의 제시와 

시각화 방법’으로 폐동맥고혈압 환자의 삶의 질 측정도구(LPH)의 항목과 비교하기 위

해 삶의 질 구성 요소의 큰 틀 안에서 소주제들을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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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반구조적 면담 질문지

개념 내용 및 질문 시간

시작-소개 연구목적, 방법, 녹음에 대한설명, 동의서 작성 5분

도입질문:

폐동맥고혈

압 환 자 의 

삶

“진단받은 이후 생활하는데 달라진 점이나 혹은 어려운 점

이 있다면 무엇이었습니까?”

“폐동맥고혈압을 진단받고 삶에서 경험하고 느꼈던 것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0분

주요질문:

폐동맥고

혈압 환

자의 삶

의 질

1) 삶의 질 개념

“귀하에게 삶의 질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삶의 질에 무엇이 중요하게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최근 귀하의 삶의 질이 어땠다고 느끼십니까?

“숫자 0-100까지 중 귀하는 현재 몇 점에 해당 된다고 느끼

십니까?” “왜 귀하의 삶의 질이_몇 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0분

2) 신체증상 및 기능

“지금 불편하거나 힘든 점은 무엇입니까?”

“그 것으로 인해 생활 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3) 심리적 영역

“최근 기분이나 감정은 어떻습니까?” “그런 감정이 일상생활 

하거나 사회 활동하는데 어떤 영향을 줍니까?”, “미래 병의 

경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4) 영적 영역

“폐동맥고혈압이 있다는 것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주위에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의지하는 대상이 있습니까?”

“현재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까?”

5) 사회적 경제적 영역

“가족들과 관계는 어떠십니까?”,

“폐동맥고혈압 동호회나 동료환자와는 어떻게 지내십니까?”,

“담당의사나 간호사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치료받는 과정에서 힘든 점은 무엇입니까?”

“현재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마무리: 면담내용요약 삶의 질에 대한 간단한 요약과 확인. 감사 인사.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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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LPH도구의 추가문항 결정

질적 내용분석 결과를 통해 도출된 소주제를 번역된 LPH도구의 항목과 대응시켰

다. 비교결과 LPH도구에 없는 항목을 순서대로 배열하였으며, 그 중 선행연구결과를 

토대로 추가문항을 선정하였다.

4. 인지면접(Cognitive interview)

인지면접은 2017년 3월 15일~22일까지 4명의 대상자에게 이루어 졌으며, 동의서 취

득, 면담방법, 도입질문은 질적 연구방법과 동일하였다(표 5). 인지면접법은 

Willis(1999)의 사고구술과 구두탐색(“Think-aloud” interviewing & verbal probing)

방법을 적용하였다. 면접방식 중 문항을 읽고 떠오르는 생각이나 반응을 자유롭게 대

상자가 표현하도록 하는 사고구술(think aloud)방법과 개개의 문항과 용어에 대해 연

구자가 의도하는 대로 이해하는지에 초점을 두는 구두탐색(verbal probing)방법을 병

행하여 사용하였다. 면담 도입과 본론의 앞부분에서는 질적 연구방법에서 사용한 반

구조화 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사고구술 방법을 주로 사용하였고 면담 중간부분부터는 

문항하나하나에 대한 이해도를 보는 구두탐색 방법을 주로 사용하였다. 인지 면담 후 

수정된 설문지는 다시 국문학과 교수 1인이 검토 후 적절한 단어수정 및 문법과 띄어

쓰기를 보완하였다(첨부2).

5. 내용타당도 평가

내용타당도는 도구가 측정하려는 내용이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지 도구타당도의 

기본검정방법으로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가의 주관적인 의견으로 검정하는 방법이다

(이은옥, 2009). 전문가 수는 보통 3명이상에서 10명 이하를 권장하는 기준에 따라(이

은옥, 2009) 본 연구에서는 폐동맥고혈압 환자를 진료하는 심장내과 전문의 1명, 폐동

맥고혈압클리닉 간호사 3인, 폐동맥고혈압 상담 간호사 1인으로 총 5명에게 검정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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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내용타당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내용타당도 지수(Content validity

index, CVI)를 이용한다(이은옥, 2009). ICVI(Item CVI)는 각 문항을 ‘전혀 타당하지 

않다’는 1점, ‘타당하지 않다’는 2점, ‘타당하다’는 3점, ‘매우 타당하다’는 4점으로 평가

하여 각 항목 당 5명의 전문가 중 3점 혹은 4점을 준 전문가 수의 비율을 계산하였

다. 보통 50%이하면 타당도가 없다고 보며, 80%이상이면 타당도가 높다고 판단하여

(이은옥, 2009) 본 연구에서는 CVI값이 .80이하인 문항은 재평가 하고자 하였다.

6. 한국어판 LPH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검정

1) 연구 대상

서베이몽키를 이용하여 국내 대표 포털 사이트중 하나인 D사이트의 폐동맥고혈압 

인터넷 카페에서 2017년 3월 27 ~ 4월 30일까지 대상자를 모집하였다. 탐색적 요인분

석에서 필요한 표본크기는 일반적으로 변수의 5배 이상을 권장하나(이정렬, 2016), 질

환의 특성상 희귀질환임을 고려하여 1,247회원가입 대상자중 설문에 응답한 78명에 

대한 설문을 분석하였으며, 그 중 설문을 완성하지 않는 2명의 대상자는 제외하여 총 

76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연구 도구

① 일반적 건강관련 삶의 질

본 연구에서 일반적 건강관련 삶의 질은 SF-12와 VAS로 측정하였다.

§ SF-12: Ware 등(1998)이 개발한 Short Form-12 Health survey questionnaire을 사

용하였다. OPTUM.COM에서 도구사용의 승인을 받았다. SF-12는 SF-36에서 12개 

문항을 추출한 것으로 신체기능(Physical functioning, PF), 신체역할 제한(Role

physical, RP), 통증(Bodily pain, BP), 일반적 건강인식(General health, GH), 정신

건강(Mental health, MH), 정서적 역할 제한(Role emotional, RE), 사회적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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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functioning, SF), 활력(Vitality, VT)의 8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앞의 

4영역은 신체적 건강관련 삶의 질로 신체적 건강지수(Physical component score,

PCS), 뒤의 4개 영역은 정신적 건강관련 삶의 질로 정신적 건강지수(Mental

component score, MCS)로 분류 할 수 있다. 각 영역은 Likert 척도로 삶의 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은 1점으로 하고 최고 3~5점으로 점수화하여 점수가 높을

수록 삶의 질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PCS는 Cronbach’s alpha= .89,

MCS는 Cronbach’s alpha= .81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PCS Cronbach’s alpha= .88,

MCS Cronbach’s alpha= .87이었다.

§ VAS: 단일 문항 건강관련 삶의 질(Single item of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은 단순 서술형으로 시각적 상사 척도(Visual Analogue Scale, VAS)로 질문하는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관련 삶의 질이 좋은 것을 의미한다. 국내 심부전환

자를 대상으로 0~10점의 VAS도구를 사용한 연구에서는 평균 5.17점으로 SF-36, 심

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개발된 질병-특이적 건강관련 삶의 질 측정 도구인 MLHF

와 타당도에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EQ-5D에서 사용

하는 시각적 상사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최상의 건강상태 100점, 최저의 

건강상태 0점을 양끝으로 하는 수직으로 된 눈금자로 만들어진 시각화 척도 방법

이다. 설문당일의 주관적이고 전체적인 건강상태를 눈금자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② 질병특이적 건강관련 삶의 질-LPH

질병특이적 삶의 질 측정도구는 Bonner 등(2013)이 기존의 심부전환자를 대상으로 

개발된 삶의 질 도구(Minnesota living with heart failure questionnaire, MLHF)를 바

탕으로 폐동맥고혈압 환자에게 맞게 삶의 질 도구를 개발하고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

증한 폐동맥고혈압 환자의 삶의 질(The Living with pulmonary questionnaire, LPH)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다. LPH는 신체적 영역 8문항, 정서적 영역 5문항, 기타 8문항

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6점 likert척도로 총 21문항으로 구성되며, 0~105점의 범위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낮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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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pha=.92였고, 본 연구에서 7문항을 추가하여 수정된 28문항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96이었다.

③ 신체기능

본 연구에서 신체기능은 WHO 기능분류와 KASI로 측정하였다.

§ WHO 기능분류: WHO 기능분류(World Health Organization Functional Class,

WHO FC)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4단계의 폐고혈압 분류기준을 의미하며, 의료

진이 환자에게 일상적인 활동에서 숨이 어느 정도 찬지 질문하여 다음의 I~IV단계 

중 하나를 매기게 된다. 1단계는 일상적인 활동 중에 증상이 없는 상태로 심장기

능은 정상이지만 폐동맥 압력은 상승되어 있다. 2단계는 안정 상태에서는 별다른 

증상이 없지만 일상생활에서 숨이 차거나 흉통, 피로, 실신할 듯 한 느낌이 드는 

등 신체활동에 약간의 제약이 있다. 3단계는 안정을 취했을 때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지만 일상생활 중 움직일 때 숨이 차거나 흉통, 피로, 실신할 듯 한 느낌이 드는 

등 보통신체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다. 4단계는 편히 쉬고 있는 상태에서도 여러 

차례 호흡곤란과 피로감을 느끼고 어떤 신체활동을 해도 증상이 나타나며 우심부

전의 증상과 일상생활 중에서 실신을 경험하는 경우이다.

§ KASI(Korean Activity Scale Index): KASI는 Duke activity status index(DASI)를 

모델로 국내 실정에 맞게 성지동 등(2000)이 개발한 도구로 저자의 블로그에 도구

사용에 대한 승인이 있어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도구는 일상생활, 스포츠, 여가활

동, 집안일, 성생활 등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범위는 0~77점으로 점수가 

낮을수록 신체기능이 나쁨을 의미한다. 각 항목별로 ‘가능’, ‘불가능’으로 선택하게 

되어 있으며 ‘가능’일 경우 항목별로 가중치를 두어 계산하게 된다. 점수결과는 

KASI functional class로 분류되는데 46점 이상은 1단계, 24점에서 45점까지는 2단

계, 23점 이하는 3단계로 분류된다. 개발 당시 운동부하 검사 상 기능수행등급과의 

상관관계수가 .62(p<.00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83

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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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병원 내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 및 승인(4-2016-0697)을 받았다. 연구 대

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한 설명 후 참여 여부를 자발적으로 결정하도록 하

였다. 질적 및 인지 면접 대상자는 연구 진행 동안 수집된 자료는 연구나 관계 당국

(모니터 요원, 점검실시 자, 심의 위원회)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연구목

적으로 공개 될 때 대상자의 신분을 익명으로 처리할 것과 비밀보장에 대한 것을 설

명하였으며, 면담 전 과정이 연구자의 휴대폰으로 녹음되며 참여자가 원할 경우 언제

든지 면담을 거절하거나 중단 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사전 동의를 받은 후 면담을 시

행하였다. 수집된 녹음파일과 필사자료는 개인별 신원을 파악할 수 없는 코드번호로

만 분석되며, 비밀번호가 설정된 개인 컴퓨터에 보관함을 설명하였다. 대상자의 편의

를 위해 외래진료를 위한 병원 방문 시 진료가 끝난 후 조용한 진료실에서 이루어 졌

으며 면담종료 시 감사인사와 함께 소정의 사례품을 제공하였다.

8.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3.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를 서술통계로 확인하였다.

2) 한국어판 LPH의 요인별 문항분포를 확인하기 위해 주성분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3) 한국어판 LPH도구의 신뢰도는 내적 일관성 검증을 위해 Cronbach’s alpha계수를 

산출하였다.

4) 한국어판 LPH도구의 준거타당도는 상관관계(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을 통

해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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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삶의 질과 관련요인 분석: 2단계  

1. 연구 대상자

본 연구는 2017년 4월 5일 ~ 2017년 5월 31일까지 서울소재 일개 대학병원 폐동맥

고혈압 클리닉 외래를 내원한 대상자로 다음의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자를 설문 대상

자로 선정 하였다. 표본크기는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해 다중회귀분석에서 검

정력 .80, 유의수준 α=.05, 중간도의 효과크기 .15, 예측변수 10개로 표본 수를 산정하

였을 때 118명의 대상자가 필요하였고, 탈락률을 고려하여 총 140명의 대상자를 표집

하였으나 불성실하게 응답하여 사용이 어려운 2부를 제외한 총 138부를 분석하였다.

1) 대상자 선정 기준

(1) 만 19세 이상의 성인 환자

(2) 우심장 심도자술로 측정한 평균 폐동맥압력이 25mmHg이상 혹은 심장초음파로 

측정한 우심실수축기압력이 35mmHg이상으로 폐동맥고혈압을 진단받은 자 

(3) 의식상태가 명료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

(4) 설문지 응답이 가능하고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

2) 대상자 제외 기준

(1) 현재 입원 중이면서 혈역학적 상태가 불안정한 자 

(2)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신경계 질환, 위장관계 질환, 악성종양 등 연구결과에 영향

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의학적인 상태

2. 연구 도구

1) 일반적 건강관련 삶의 질: SF-12, VAS

§ SF-12: 본 연구의 1단계에서 사용한 도구와 동일하게 사용하였으며, 2단계(조사연



- 41 -

구)에서의 신뢰도는 PCS Cronbach’s alpha= .92, MCS Cronbach’s alpha=. 87, 전

체도구의 Cronbach’s alpha=.95이었다.

§ VAS: 본 연구의 1단계에서 사용한 도구와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2) 질병특이적 건강관련 삶의 질: 한국어판 LPH

1단계 연구에서 연구자가 LPH도구를 번역, 수정한 후 타당도를 검증한 최종 28문

항의 ‘한국어판 LPH도구’를 사용하였으며, 0~140점 범위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낮음을 의미한다. 1단계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96이었고, 2단

계의 조사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96이었다.

3) 신체기능

§ WHO 기능분류: 본 연구의 1단계에서 사용한 도구와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 KASI: 본 연구의 1단계에서 사용한 도구와 동일하게 사용하였으며, 2단계 연구(조

사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2이였다.

4) 신체증상: PAHSS

폐동맥고혈압의 신체증상은 Matura(2015)에 개발한 폐동맥고혈압 증상 척도

(pulmonary artery hypertension symptom interference scale, PAHSS)를 저자의 동의

를 받은 후 메일로 보내준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17개의 폐동맥고혈압의 신

체증상을 나열하고 현재 느끼는 정도를 “전혀 그렇지 않다”0에서 “매우 그렇다” 10점

까지 likert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0에서 170점의 범위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 증

상이 심함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1이었고, 본연구

의 Cronbach’s alpha= .95이었다.

5) 우울: PHQ-9

우울척도는 Korenke와 Spitzer, Williams(1999)가 개발한 환자건강설문지-9(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PHQ-9)을 박승진 등(2010)이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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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는 정신건강의학 전문의와 같은 임상전문가가 평가 하지 않아도 우울 증상에 대

한 객관적 평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병원외래나 일반인에서 우울장애의 선별검

사로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DSM-IV의 우울증의 진단 기준에 해당하는 문항으로 총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 2주 동안 겪은 증상의 정도를 ‘전혀 없음’은 0점, 1

점은 ‘3∼4일’, 2점은 ‘8∼10일’, 3점은 ‘12∼14일’의 4점 척도로 평가되며, 범위는 0∼

27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증상의 정도가 심함을 의미한다. 계산된 점수는 0~5점 

이하는 우울증이 아닌 경우로, 5점 이상~10점 이하는 가벼운 우울증, 10이상은 주요 

우울장애로 평가한다. 이 도구의 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6이었고, 본

연구의 Cronbach’s alpha= .92였다.

6) 불안: SAI

불안정도는 Spielberger(1072)가 개발한 상태-기질 불안 측정(State-Trait Anxiety

Inventory. STAI)도구를 김정택과 신동균(1978)이 번역 수정 한 40문항 중 20문항의 

상태불안 측정 도구를 저자의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하였다. 4점 Likert척도로 “전혀 그

렇지 않다.” 1점에서 “대단히 그렇다” 4점으로 역코딩 10문항(1, 2, 5, 8, 10, 11, 15,

16, 19, 20번 문항)을 포함하여 최저 20점에서 최고 8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7이었고, 본연구의 

Cronbach’s alpha= .88이었다.

7) 사회적 지지: MSPSS

사회적 지지는 Zimet 등(1998)이 개발하고 신준섭과 이영분(1999)이 번역한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MSPSS)를 사용하였으며, 원저자

의 동의를 받은 후 메일 보내준 한글 번역본을 사용하였다. 도구는 주변 사람들로부

터 적절한 사회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인식하는 정도를 자가보고 형식으로 평가하도

록 되어 있다. 구성은 가족지지 4문항(3, 4, 8, 11문항), 친구지지 4문항(6, 7, 9, 12문

항), 의미 있는 타인의 특별지지 4문항(1, 2, 5, 10)의 3개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의미 있는 타인은 의료진, 친구, 가족을 제외한 이웃, 직장동료, 연인, 종교인 등이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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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된다. 각 영역별 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

렇다” 5점 Likert척도로 총 12문항이다. 각 영역별 점수는 4~2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

록 사회적 지지가 좋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개발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83(Zimet 등, 1988)이었고, 본 연구의 Cronbach’s alpha= .92이었다.

8) 의료인지지: MS

의료인지지(Medical staff Support)는 태영숙(1986)이 암환자를 대상으로 의사와 간

호사의 지지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도구를 저자의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하였

다. 구성은 환자의 말에 충고나 비판 없이 귀 기울여 들어주는 ‘경청(Listening)’, 환자

가 올바르게 자신을 돌볼 수 있도록 잘한 일에 칭찬해 주는 ‘기술적 인정(technical

appreciation)’, 치료에 소극적일 때 그의 생각에 자극을 주도록 솔직히 이야기 하여 

잘못을 깨닫게 해주는 ‘기술적 도전(technical challenge)’, 치료과정에서 어려움에 처했

을 때 곁에 있어 힘이 되어 주는 ‘정서적 지지(emotional support)’, 너무 감정에 치

우쳐 현실을 바로 알지 못하는 경우 명확한 답을 주어 현실적 상황 잘 볼 수 있게 하

는‘정서적 도전(emotional challenge)’, 비슷한 질환을 성공적으로 적응한 사람을 만나

보게 하거나 건전한 충고를 주어 현실에 동참하게 하는 ‘사회적 현실의 분담(sharing

social reality)’의 6가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혀 안 해 주었다” 1점에서 “항상 

해주었다” 5점 Likert 척도로 총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점수가 높을수록 의료인

지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84였고, 본연

구의 Cronbach’s alpha= .86이었다.

9) 의무기록 분석 - 6분 보행검사

6분 보행검사는 신체기능 상태를 보는 객관적 지표로, 6분 동안 걸을 수 있는 최대

거리를 측정함으로써 대상자의 운동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검사이다. 반

환지점을 표시한 30m의 딱딱하고 평평한 보행로를 6분 동안 걸은 후, 총 환자가 이동

한 거리, 검사 전후, 종료 2분후 호흡곤란, 피로도, 맥박, 혈압, 산소포화도를 측정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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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자료수집 기간은 2017년 4월 5일부터 2017년 5월 31일까지였으며, 병원 내 연구윤

리위원회의 심의 및 승인(4-2016-0697)을 받았다. 서울소재 일개 대학병원 심장내과 폐

동맥고혈압 클리닉을 내원한 환자명단을 확인 후 외래예약 시간에 맞추어 대상자에게 

방문하였다.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한 설명 후 참여 여부에 자발적으로 

동의하고, ‘설문조사 대상자’의 사전 동의서에 서명 한 대상자에게 설문지를 배부한 

후 대상자 스스로 작성하게 하게 한 후 회수 하였다. 총 140부를 회수하였고 이중 불

충분한 자료 2부를 제외한 총 138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대상자의 복용약물종류, 검

사결과 등 임상관련 정보는 의무기록을 통하여 수집하였다.

4.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3.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임상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2) 대상자의 삶의 질, 신체기능, 신체증상, 우울, 불안, 의료인지지, 사회적 지지 정도

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3) 대상자의 일반적, 임상적 특성에 따른 삶의 질, 신체기능 및 신체증상 비교는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Scheffe's test로 분석하였고, 비모수 분석은 

2집단 비교는Mann-Whitney검정을, 3집단비교는 Kruskal-Wallis검정을 사용하였다.

4) 삶의 질과 변수들 간의 관련성은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5) 대상자의 삶의 질 영향 요인은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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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연구결과

A. 도구 수정 및 타당도 검정: 1단계

1. LPH도구 번역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가 제시한 방법에 따랐으며 LPH도

구의 번역은 영문과 한글에 능통한 간호학과 박사과정 생 2인이 번역(forward

translation)하였으며, 간호학과 교수2인과 심장내과 교수 1인이 번역의 정확성과 문화

적 차이로 수정이 필요한 문항을 검토한 후 수정하였다(별첨 2). 특히 원문에 많이 등

장하는 'difficult'단어를 모두 ‘어렵다’로 해석하였으나 전문가 검토 후 ‘힘들다’와 ‘어

렵다’로 구분하여 사용하기로 하였다. 수정된 설문지는 다시 국문학과 교수 1인이 검

토 후 적절한 단어수정 및 문법과 띄어쓰기를 보완하였다. 수정 내용은 설문지 도입

부분을 원문을 살리면서 좀 더 부드러운 직역으로 바꾸었으며, 7번 문항의 “원활한 

관계가 어렵거나 문항을 ”관계를 맺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로 수정하였고, 24번“가족

의 요구를 들어주는데”는 “들어주는 데”로 띄어쓰기를 수정하였고, 14번 문항 “지난 

한달 내에”를 “지난 한 달 동안”으로 수정 하였다. 21, 25번 문항의 “우울함”, “불안

함”의 단어는 “우울하다고 느꼈습니까?”, “불안하다고 느꼈습니까?”로 수정하였다. 수

정된 한국어판 설문지를 영어가 모국어이면서 한국어에 능통하며 의학을 전공한 

American 1인이 다시 영어로 역번역(back translation)하였으며 국문학과 교수와 원래

의 영어 설문지와 비교하여 의미변화가 없는지 확인하였다(부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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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자
성별/
나이

삶의
질
(VAS)

WHO
기능
분류

학력 종교 결혼/자녀 직업 진단 
기간

1 남/54 70 I 고졸 무교
기혼/대학생, 고
등 학생

급식업

체운영
1개월

2 여/35 50 II~III 대졸 무교 기혼/11살, 8살 주부 5년
3 여/38 80 II 대졸 천주교 기혼/자녀 없음 주부 3년
4 여/67 70~80 I 고졸 기독교 기혼/자녀2명 주부 3년
5 여/41 20 III 대졸 무교 기혼/12살, 11살 주부 9년
6 여/37 70 II~ III 대졸 무교 기혼/9살, 7살 주부 6년

7 여/47 70 III 대졸 기독교 기혼/8살
대학교

교직원
11개월

8 여/58 20 III~IV 고졸 기독교 이혼/딸1, 아들2 주부 2년

2. 삶의 질에 대한 심층면담 

심층면담에 참여한 대상자는 자료가 포화될 때까지 이루어졌으며, 총 8명으로 남자

가 1명, 여자가 7명이었으며 연령분포는 20~67세였고, 8명 모두 자녀가 있었으며, 진

단기간은 1개월에서 9년이었고, 학력은 고졸 이상이었다. 직업은 주부가 가장 많았고,

VAS삶의 질은 20점~80점이었으며, WHO 기능분류는 II~III단계가 가장 많았다(표 6).

심층면담을 통해 수집한 자료는 Creswell(2013)의 ‘질적 내용 분석’방법에 따라 소주제

를 도출하였다. 도출한 소주제는 신체증상 영역, 신체기능 영역, 심리적 영역, 사회적 

영역, 영적 영역 등의 삶의 질 구성요소 틀에 따라 소주제를 분류 하였다(표 7). 신체

증상 영역은 21개의 소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계단을 오르거나 걸을 때 숨이 참”,

“피곤이 너무 빨리 찾아옴”의 주제가 가장 많이 언급 되었고, 신체기능 영역은 8개의 

소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하는 만큼 움직이지 못함”의 주제가 8명 모두에게 나타

났다. 심리적 영역은 9개의 소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심장이 멎을까 불안함”이 가

장 많았고, 사회적 영역은 5개의 소주제로 배우자, 지역사회, 직장, 동호회 등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영적 영역은 “현재 상태에 몸과 마음을 적응시킴”의 주제

가 8명 모두에서 나타났다.

표 6. 심층면담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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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주  제

신체  

증상

(1) 계단 오르거나 걸을 때 숨이 참-8 (12) 다리가 부음-3

(2) 팔에 힘이 들어가면 숨이 참-7 (13) 깊이 잠을 잘 수 없음-3

(3) 찬바람 쐬면 숨이 참-3 (14) 복부가 불룩해짐-1

(4) 피곤이 너무 빨리 찾아옴-8 (15) 마른기침을 함-3

(5) 몸살이 쉽게 남-3 (16) 목소리가 안 나옴-1

(6) 기운이 없어 뭔가에 집중 할 수가 
없음-5

(17) 손과 발가락, 입술이 푸르스름
함-1

(7) 어지럽고 쓰러질 것 같음-5 (18) 냄새에 민감해짐-1

(8) 의식을 잃고 쓰러짐-1 (19) 차멀미하는 것 같이 매스꺼움-2

(9) 심장이 마구 뜀-3 (20) 약물 부작용에 시달림
-저혈압, 두통, 숨 막힘, 흉통, 늘어
난 생리 양-5

(10) 심장을 트는 통증-3

(11) 심장에서 열이 나는 것 같이 더
움-3 (21) 시시각각 변하는 카멜레온 같은 

증상-4

신체

기능  

(1) 원하는 만큼 움직이지 못함-8

(2) 취미생활이 제한됨-7

(3) 외출이 부담스러움-7

(4)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소심해짐-7

(5) 일을 하기 어렵게 됨-5

(6) 자녀를 돌보는 게 몸에 부침-4

(7) 조심스러워지는 부부관계: 성생활-5

(8) 임신에 대한 아쉬움 -1

심리  

(1) 존재감이 없어지면서 죽고 싶은 생각이 듦-1

(2) 죽음에 대한 공포가 밀려옴-3

(3) 심장이 멎을까 불안함-8

(4) 뛰지 못하는 불안함-2

(5) 깨끗해야 한다는 강박감-2

(6) 병의 예후에 대한 우울함-5

(7) 자식에 대한 걱정으로 맘이 무거움5

(8) 건강해 보이는 외모로 인한 생활 속의 난처함-6

(9) 환자로 보이고 싶지 않아 비밀로 함-2

사회

(1) 배우자의 무관심에 대한 섭섭함-2

(2) 배우자의 도움에 대한 고마움-3

(3) 사회적 지원에 대한 고마움-4

(4) 희망과 절망을 동시에 주는 카페 글-4

(5) 힘이 되어 주는 직장-1

영적 
(1) 현 상태에 몸과 마음을 적응시킴-8

(2) 불확실한 예후 대한 두려움-4

표 7. 심층면담 후 도출된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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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LPH도구의 추가문항 결정

질적 내용분석결과를 통해 도출된 소주제를 삶의 질 측정도구(LPH)의 항목과 비교

하였다. LPH에 없는 항목은 신체증상 영역에서 12개, 신체기능 영역에서 1개, 정서 

및 심리적 요인에서 2개, 사회적 요인에서 4개였다(표 8).

Matura 등(2016)의 연구에서 폐동맥고혈압 환자의 다양한 신체증상 중 ‘숨참, 피로,

심계항진, 흉통, 어지러움’이 주 증상으로 나타났으며, 위장장애, 수면장애, 성대마비,

레이노이드 현상, 실신 등은 부 증상으로 분류하였다. Barnett 등(2016)의 연구에서는 

폐동맥고혈압의 전형적인 신체증상을 피로와 호흡곤란으로 보았고, 특이증상 중 하나

로 실신을 꼽았다. 이를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폐동맥고혈압의 주요 신체증상과 특이

증상을 추가항목으로 결정하여 “가슴이 뛰거나 아픈 적이 있었습니까?”, “어지럽거나 

쓰러질 것 같았던 적이 있었습니까?”문항을 추가하였다. 국내 폐동맥고혈압의 유병률

이 여자가 80%, 평균나이가 47.6세, 최초진단 시기가 20~30대 임을 감안할 때(Chung

et al., 2015) “가족을 돌보거나 가족의 요구를 들어주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항

목을 추가하였다. 내용분석결과 ‘임신에 대한 아쉬움’의 주제에서는 유럽심장학회

(2015)의 가이드라인에서 WHO 기능분류의 4단계에 해당하는 경우 임신이 금기되고,

환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임신과 출산이 가능하다는 기준에 따라 추가항목에서 제외 

시켰다. Vanhoof 등(2014)의 연구에서는 정서적 반응으로 우울과 불안이 가장 많았고,

Corciova & Arsenescu-Georgescu (2012)연구에서도 불안과 우울을 주요 심리적 증상

으로 보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돌연사에 대한 불안과 뛰지 못하는 불안이 소주제로 

도출되어 최종 “불안하다고 느꼈습니까?”의 항목을 추가하였다. 현재 생활의 만족유

무를 삶의 질의 주요 요인으로 보는 견해와(Matura et al., 2013), Matura 등(2013)의 

연구에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받아들이고 적응하는 것이 현재 삶의 만족정도에 영향

을 주는 것으로 드러나 “현재 삶이 불만족스럽습니까?”항목을 추가하였다. Ferrell의 

모델에서 사회적 안녕 영역은 가족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Ferrell모델을 바

탕으로 한 Mollica 등(2015)의 연구에서는 의료진에 대한 기대, 지지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어, 배우자와 직장 및 지역사회의 지지를 추가항목으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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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 내용분석 결과 LPH 문항 비고

신

체

증

상

계단 오르거나 걸을 때 숨이 참-8 12. 숨이 찼습니까?

4. 집안일일 하기 힘들었습니까?

3. 걷거나 계단을 오르기가 힘들었습니까?

팔에 힘이 들어가면 숨이 참-7

찬바람 쐬면 숨이 참-3

피곤이 너무 빨리 찾아옴-8 13. 지치고, 피곤하거나 기력이 떨어진다고 느꼈습니까?

2. 낮에 앉거나 누워서 쉬어야 했습니까?몸살이 쉽게 남-3

기운이 없어 뭔가에 집중 할 수가 없음-5 20. 집중하거나 무언가를 기억하기가 어려웠습니까?

다리가 부음-3 1. 발목 또는 다리가 부었습니까?

깊이 잠을 잘 수 없음-3 6. 밤에 잠을 잘 자기가 어려웠습니까?

약물 부작용에 시달림-저혈압, 두통, 숨 막힘,

흉통, 늘어난 생리양-5
16. 치료로 인한 부작용이 있었습니까?

심장이 마구 뜀-3
추가문항) “가슴이 뛰거나 아픈 적이 있었습니까?” Matura 등

(2016)

/Barnett등(2016)

심장을 트는 통증-3

어지럽고 쓰러질 것 같음-5

추가문항) “어지럽거나 쓰러질 것 같았던 적이 있었습니까?”
의식을 잃고 쓰러짐-1

표 8. 질적 내용분석 결과와 LPH 문항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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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른기침을 함-3

비추가 문항
Matura 등
(2016)

목소리가 안 나옴-1

손과 발가락, 입술이 푸르스름함-1

냄새에 민감해짐-1

차멀미하는 것 같이 매스꺼움-2

시시각각 변하는 카멜레온 같은 증상-4

심장에서 열이 나는 것 같이 더움-3

복부가 불룩해짐-1

신
체 
기
능

원하는 만큼 움직이지 못함-8
3. 걷거나 계단을 오르기가 힘들었습니까?

4. 집안일이나 하기가 힘들었습니까?

취미생활이 제한됨-7 9. 여가생활, 스포츠나 취미생활이 어려웠습니까?

외출이 부담스러움-7 5. 외출하기가 어려웠습니까?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소심해짐-7
7. 친구와 가족과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무언가를 함께
하기가 힘들었습니까?

일을 하기 어렵게 됨-5 8. 생계를 위해 일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조심스러워지는 부부관계-성생활5 10. 성생활이 어려웠습니까?

자녀를 돌보는 게 몸에 부침-4
추가문항) “가족을 돌보거나 가족의 요구를 들어주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Ferrell등 

(1995)

임신에 대한 아쉬움 -1 비추가 문항
E S C 치료가
이드(2015)

11.좋아하는 음식을 줄여야 했습니까?

14. 병원에 얼마동안 입원해야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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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서

심

리

적 

요

인 

존재감이 없어지면서 죽고 싶은 생각이 듦-1 21. 우울증을 느꼈습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가 밀려옴-3 18. 생활에 있어 자제력을 잃었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깨끗해야 한다는 강박감-2

19. 근심걱정이 되었습니까?병의 예후에 대한 우울함-5

자식에 대한 걱정으로 맘이 무거움5

심장이 멎을까 불안함-8
추가문항) “불안하다고 느꼈습니까?”

Vanhoof 등 
(2014)뛰지 못하는 불안함-2

사
회
적
요
인

건강해 보이는 외모로 인한 생활 속의 난처함-6 추가문항) “내 건강에 대해 사회(직장이나 지역)의 배려  
가 적다고 느꼈습니까?”

Mollica

등(2015)환자로 보이고 싶지 않아 비밀로 함-2

사회적 지원에 대한 고마움-4 15. 의료비지출에 경제적 부담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배우자의 무관심에 대한 섭섭함-2 추가문항) “배우자가(없으면 가장 가까운 사람)가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힘이 되어 주지 못했습니까?” Mollica

등(2015)

배우자의 도움에 대한 고마움-3

희망과 절망을 동시에 주는 카페 글-4 추가문항) “내 건강에 대해 사회(직장이나 지역)의 배려  
가 적다고 느꼈습니까?”힘이 되어 주는 직장

영
적
요
인

현 상태에 몸과 마음을 적응시킴-8 추가문항) “현재삶이 불만족스럽습니까?”
Matura등 
(2013)

불확실한 예후 대한 두려움-4 19. 근심걱정이 되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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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자

성별/

나이
삶의 질 
(VAS)

기능
분류

학력 종교 결혼/자녀 직업
진단
기간

1 여/42 70 III 대졸 기독교 기혼/딸1 공무원 1년

2 여/61 20~30 IV 고졸 기독교 기혼/아들1,딸1 주부 3년

3 남/37 70 II 고졸 무교 기혼/아들1 건설업 11개월

4 여/46 50 III 고졸 무교 기혼/입양예정 주부 10년

4. 인지면접 

인지면접 대상자는 남자1명, 여자 3명으로 총 4명이었다. 진단기간은 11개월에서 10

년으로 다양하였고, WHO 기능분류는 II, III, IV단계였으며 구체적 사항은 표 4와 같

다. 인지면접 후 신체증상에 대한 항목은 앞쪽으로 이동하였고, 16번 ‘의료비지출이 

있었습니까?’의 문항은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부담이 되었습니까?’의 문구로 수정하

였으며, 문항의 척도가 ‘아주 약간’과 ‘아주 많이’사이에 한글표시가 없어 대답하기 애

매하다는 지적이 있어 0~ 5점 척도별로 한글 명칭을 0점은 ‘아니오’, 1점은 ‘아주약

간’, 2점은 ‘약간’, 3점은 ‘보통’, 4점은 ‘많이’, 5점은 ‘아주 많이’로 이름을 부여하였다.

표 9. 인지면접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5. 내용타당도 평가

수정된 한국어판 LPH도구의 28개 문항에 대한 Item CVI(ICVI)를 측정한 결과 19개 

문항이 1점, 8개의 문항이 0.8점, 1개의 문항이 0.4점으로 측정되었다. 14번 ‘좋아하는 

음식을 덜 먹게 되었습니까?’의 ICVI지수가 .40으로 재평가 항목으로 선정되었다. 유

럽심장학회 가이드라인(2015)에서 저염식이가 권장되고 우심부전이 심할 경우 저염식

이가 치료의 필수사항이기 때문에 14번 문항을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였다(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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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한국어판 LPH도구의 ICVI점수

문 항 ICVI

1. 발목이나 다리가 부었습니까? 1

2. 가슴이 뛰거나 아픈 적이 있었습니까? 1

3. 어지럽거나 쓰러질 것 같았던 적이 있었습니까? 1

4. 낮에 활동하던 중에도 앉거나 누워서 쉬어야 했습니까? 1

5. 걷거나 계단을 오르기가 힘들었습니까? 1

6. 집안일을 하기가 힘들었습니까? 1

7. 외출하는 것이 힘들었습니까? 1

8. 밤에 잠을 잘 자기가 어려웠습니까? 0.8

9. 친구와 가족과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무언가를 함께하기가   
힘들었습니까?

0.8

10. 가족을 돌보거나 가족의 요구를 들어주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0.8

11. 생계를 위해 일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1

12. 여가생활이나 취미활동, 스포츠를 즐기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0.8

13. 성생활이 어려웠습니까? 1

14. 좋아하는 음식을 덜 먹게 되었습니까? 0.4

15. 숨이 찼습니까? 1

16. 지치고, 피곤하거나 기력이 떨어진다고 느꼈습니까? 1

17. 지난 한 달 동안 폐동맥고혈압과 관련하여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습  
니까?

1

18. 의료비 지출에 경제적 부담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1

19. 치료로 인한 부작용이 있었습니까? 1

20. 친구나 가족에게 짐이 된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1

21. 일상생활에서 자제력을 잃었다고 느꼈습니까? 0.8

22. 걱정이 되었습니까? 0.8

23. 집중하거나 무언가를 기억하기가 어려웠습니까? 0.8

24. 우울하다고 느꼈습니까? 1

25. 불안하다고 느꼈습니까? 1

26. 현재 삶이 불만족스럽습니까? 0.8

27. 내 건강에 대해 직장이나 지역사회의 배려가 적다고 느꼈습니까? 1

28. 배우자(없으면 가장 가까운 사람)가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힘이  
되어 주지 못했습니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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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한국어판 LPH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검정

1) 대상자의 일반적, 임상적 특성

연구 대상자는 남자가 19명(25%), 여자가 57명(75%), 평균 연령은 42.5세로 30대가 

28명(37.5%), 40대가 23명(27.8%)이었다. 결혼 상태는 기혼이 37명(48.7%), 미혼이 34명

(44.7%)이었으며, 교육정도는 고졸이 33명(43.4%), 대졸이상이 38명(50.0%)이었다. 종교

는 무교가 43명(56.6%), 기독교가 18명(23.7%)이었고, 직업은 주부, 회사원, 무직 순이

었다.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가 62명(81.6%)이었고, 진단기간은 평균 7.13년이었다. 폐

동맥고혈압의 원인으로 특발성이 35명(46.1%)으로 가장 많았고, 선천성심장병이 30명

(39.5%), 자가면역 질환 8명(10.5%), 기타 질환이 3명(3.9%)이었다. 산소호흡기를 사용

하는 경우는 8명으로 10.5%로 나타났다. 구체적 사항은 표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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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대상자의 일반적, 임상적 특성                                      (N=76)

특성 구분 빈도 ( %) 평균±표준편차
성별 남 19(25.0)

여 57(75.0)

연령(세) <30 6(7.9) 42.46±11.61

30~39 28(36.8)

40~49 23(30.3)

50~59 12(15.8)

≥60 7(9.2)

결혼상태 기혼 37(48.7)

미혼 34(44.7)

기타(이혼 및 사별) 5(6.6)

교육정도 중졸이하 5(6.6)

고졸 33(43.4)

대졸이상 38(50.0)

종교 무교 43(56.6)

기독교 18(23.7)

천주교 9(11.8)

불교 6(7.9)

직업 주부 25(32.9)

회사원 22(28.9)

무직 14(18.4)

학생 5(6.6)

기타 10(13.2)

동거형태 가족과 함께 62(81.6)

혼자 13(17.1)

기타 1(1.3)

월 가계 수입

(만원)

<100 16(21.0)

100~299 26(34.2)

300~499 28(36.9)

≥500 6(7.9)

진단 기간(년) <1 5(6.6) 7.13±8.55

1~4 37(48.7)

5~9 13(17.1)

≥10 21(27.6)

병인(etiology) 특발성 35(46.1)

선천성 심장병 30(39.5)

자가면역질환 8(10.5)

기타질환 3(3.9)

산소호흡기 사용 무 68(89.5)

유 8(10.5)



- 56 -

2) 한국어판 LPH도구의 문항 분석

수정된 28개의 LPH문항에 대하여 변별력이 낮거나, 유사문항을 제거하기 위하여 

문항분석을 시행하였다. 수정된 문항-총점 간 상관계수(corrected item-total correlation

coefficient)는 최저 .177에서 최고 .799의 분포를 보였으며(표 12) 문항 간 상관계수가 

.30이하인 경우 문항의 기여도가 낮으며, 0.4이상일 때 중요한 유의성을 가지는 것으

로 평가되는데(이정렬, 2016) “지난 한 달 동안 폐동맥고혈압과 관련하여 병원에 입원

한 적이 있습니까?”의 17번 문항이 .177으로 측정되어 조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검토하였을 때 각 문항의 평균은 1.43~3.26이었으나 17번 

문항의 평균은 .26으로 변별도를 떨어뜨리는 항목으로 나타났으며, 자료의 정규성을 

측정할 수 있는 왜도는 절대값이 2이상 경우 재 확인 할 필요가 있는데(이학식 등,

2010) 17번 문항은 3.142로 변별도를 떨어뜨리는 항목으로 나타났다.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가 .957으로 문항 삭제 시 신뢰도가 높아지는 항목은 17번이 해당 

되었다.

문항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문항 간 상관계수, 신뢰도를 평가한 결과 17번 문항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문항 전체 신뢰도가 .957로 높았고, 17

번 문항은 내용 타동도 지수(CVI)가 0.8로 높게 측정 되어 제거하지 않고 선택되었다.

또한 병원에 입원한 경우 온라인 접근이 자택보다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주로 외

래 환자들이 설문에 응한 경우가 많을 것이라는 점을 감한하여 최근 입원경험을 묻는 

17번 문항은 삭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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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한국어판 LPH도구의 문항 분석                                                                                      (N=76)

문 항 평균 ± SD 왜도
수정된 항목

전체 상관계수

삭제된 경우

Cronbach’s alpha

1. 발목이나 다리가 부었습니까? 1.67±1.64 .511 .478 .957

2. 가슴이 뛰거나 아픈 적이 있었습니까? 2.21±1.41 -.062 .629 .956

3. 어지럽거나 쓰러질 것 같았던 적이 있었습니까? 1.78±1.48 .245 .687 .955

4. 낮에 활동하던 중에도 앉거나 누워서 쉬어야 했습니까? 1.92±1.79 .338 .783 .954

5. 걷거나 계단을 오르기가 힘들었습니까? 3.26±1.56 -.690 .736 .955

6. 집안일을 하기가 힘들었습니까? 2.17±1.64 .111 .799 .954

7. 외출하는 것이 힘들었습니까? 2.05±1.71 .293 .790 .954

8. 밤에 잠을 잘 자기가 어려웠습니까? 1.63±1.63 .676 .654 .955

9. 친구와 가족과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무언가를 함께하기가 힘들

었습니까?
1.89±1.66 .279 .769 .954

10. 가족을 돌보거나 가족의 요구를 들어주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1.78±1.62 .547 .783 .954

11. 생계를 위해 일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2.28±1.76 .035 .789 .954

12. 여가생활이나 취미활동, 스포츠를 즐기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3.21±1.75 -.712 .695 .955

13. 성생활이 어려웠습니까? 1.99±1.82 .305 .690 .955

14. 좋아하는 음식을 덜 먹게 되었습니까? 1.79±1.65 .273 .609 .956

15. 숨이 찼습니까? 3.11±1.57 -.517 .752 .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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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평균 ± SD 왜도
수정된 항목

전체상관계수

삭제된 경우

Cronbach’s alpha

16. 지치고, 피곤하거나 기력이 떨어진다고 느꼈습니까? 3.14±1.40 -.443 .784 .955

17. 지난 한 달 동안 폐동맥고혈압과 관련하여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습니까? .25±.82 3.249 .177 .958

18. 의료비 지출에 경제적 부담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2.91±1.68 -.550 .303 .959

19. 치료로 인한 부작용이 있었습니까? 1.43±1.53 .752 .610 .956

20. 친구나 가족에게 짐이 된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2.75±1.79 -.386 .640 .956

21. 일상생활에서 자제력을 잃었다고 느꼈습니까? 1.72±1.61 .230 .751 .955

22. 걱정이 되었습니까? 3.55±1.55 -.880 .549 .956

23. 집중하거나 무언가를 기억하기가 어려웠습니까? 1.74±1.60 .304 .632 .956

24. 우울하다고 느꼈습니까? 2.55±1.68 -.164 .648 .956

25. 불안하다고 느꼈습니까? 2.74±1.60 -.324 .669 .955

26. 현재 삶이 불만족스럽습니까? 2.53±1.62 -.328 .720 .955

27. 내 건강에 대해 직장이나 지역사회의 배려가 적다고 느꼈습니까? 2.55±1.60 -.148 .574 .956

28. 배우자(없으면 가장 가까운 사람)가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힘이 되  

어 주지 못했습니까?
1.58±1.69 .625 .433 .957

총 계 
62.18±30.71

(범위: 0~140점)
.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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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어판 LPH도구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검증

(1) 요인분석의 적합성 검정

총 28문항의 한국어판 LPH도구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의 

적합성검정을 위해 Kaiser Meyer Olkin(KMO)와 Bartleet의 구형성 검정을 실시하였

다. 특히 KMO는 표본수가 탐색적 요인분석에 적합한지를 분석하는 것으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다른 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로 0.90보다 클 경우 훌륭하다고 보

며, 최소 0.5이상이면  받아들이기 적합한 것으로 본다(이정렬, 2016). 본 연구에서는 

.901로 표본수가 적당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Bartleet의 구형성 검정은 p<.05이면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유의함을 나타내며 동시에 탐색적 요인분석이 적합한 것으로 보는데

(이정렬, 2016), 본 연구에서는 X2= 1646.929, 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적합성 검

정을 만족하였다(표 13).

표 13. KMO 와 Bartleet의 검정                                           (N=76)

검정 종류 조건 결  과

표본의 적합성 검정 KMO 0.5 이상 .902

변수간의 상관성 검정 Bartleet p< .05 p< .001

X
2
=1646.929, 자유도(df)=378

(2) 주요성분 분석 및 공통요인 분석

각 변수들이 추출된 요인들에 의해 설명되어 지는 정도에서 7번 ‘외출의 어려움’, 6

번 ‘집안일의 어려움’을 묻는 항목이 공통성이 .838, .806으로 모든 요인들에 포함되어 

설명하는 정도가 가장 컸다. 공통성이 0.4보다 작은 변수는 제거해 주는 것을 권장하

나(이학식, 2010) 본 연구결과 공통성이 .04이하에 해당되는 변수는 없어, 28문항 그대

로 요인분석을 진행하였다(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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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판 LPH도구의 총 28문항에 대한 주요성분 분석과 고유값(Eigenvalue) 1을 기

준으로 요인 추출하였을 때 총 5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5개 요인들은 전체 분산

의 69.24%의 설명력을 보여 주었다(표 14). 요인 수 결정방법 중 고유값 1일 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너무 많은 요인들이 도출된다는 단점이 있어 스크린 도표를 함께 요인 

수를 결정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이학식 등, 2010). 스크린 테스트는 갑자기 고유값이 

작아지고 그 값이 평준화 되는 지점까지를 적절한 요인수로 보는데 본 연구 결과 요

인수가 2~3개 지점부터 경사가 완만해 지므로 추출 요인 수는 2개에서 3개가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5). 따라서 스크린 도표를 기준으로 28개 문항을 3개의 요인으

로 분류하였으며, 3개의 요인에 포함되지 않는 17, 18, 27문항은 기타항목으로 명명하

였다.

28개 문항의 요인분석은 정보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보다 적은 수의 요인을 추출

하고자 할 때 주로 사용되는 직각요인외전의 Varimax 방식을 사용하였다. 요인적재량

은 요인과 변수간의 상관관계로 요인적재량값이 .40이상이면 추출된 요인으로 통계적

으로 의미가 있다고 보며(이정렬, 2016), 본 연구에서는 모든 요인적재값은 .453이상이

었으며 2개 이상의 요인에 .40 이상인 공통 적재되는 변수도 없었다(표 15). 따라서 28

개 문항을 3개 요인으로 최종 분류하였으며 3개의 요인으로 분류되지 않는 17, 18, 27

문항은 기타 문항으로 명명하였다.

제 1요인은 13개의 문항으로 주요 신체증상과 그 증상으로 인한 신체기능 제한 문

항으로 구성되어 ‘신체적 영역’으로 명명하였고, 제 2요인은 감정과 정신건강에 대한 

문항으로 ‘정서적 영역’으로, 제 3요인은 숨참, 피로의 주 증상 외에 나타나는 부수적

인 증상들에 대한 문항으로 ‘부 증상 영역’으로 명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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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한국어판 LPH도구의 요인추출 - 주성분 분석                        (N=76)

성분 Eigenvalue
추출 제곱합 적재량

전체 누적%

1 13.383 13.383 47.798%

2 2.256 2.256 55.855%

3 1.451 1.451 61.038%

4 1.206 1.206 65.344%

5 1.170 1.170 69.244%

그림 5. 요인분석 - 스크린 도표

(3) 신뢰도 검정

폐동맥고혈압 환자의 질병특이적 건강관련 삶의 질을 측정하는 한국어판 LPH도구

의 28개 문항에 대한 최종 신뢰도는 Cronbach’s alpha는 .957이었다. 1요인의 신뢰도

는 .954였으며, 2요인의 신뢰도는 .904, 3요인의 신뢰도는 .802로 수정된 도구의 신뢰

도가 검정 되었다(표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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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한국어판 LPH문항에 대한 요인분석                                 (N=76)

문 항
회전된 성분 행렬 공 통

성요인1 요인2 요인3 기타

12. 여가생활이나 취미활동 .831 .214 .020 .773

7. 외출하는 것이 .828 .160 .351 .838

5. 걷거나 계단을 오르기가 .812 .157 .220 .768

6. 집안일을 하기가 .747 .277 .353 .806

15. 숨이 찼습니까 .746 .155 .332 .768

10. 가족을 돌보거나 가족의 요구를  .729 .422 .138 .744

4. 낮에 활동하던 중에도 쉬어야 .728 .179 .451 .767

9. 친구와 가족과 관계를 맺는데 .701 .443 .140 .736

13. 성생활이 .620 .346 .227 .568

8. 밤에 잠을 잘 자기가 .591 .237 .405 .698

11. 생계를 위해 일하는 데  .588 .415 .322 .697

16. 지치고, 피곤하거나 기력이 .583 .299 .511 .706

14. 좋아하는 음식을 덜 먹게 .511 .312 .224 .487

24. 우울하다고 .148 .848 .217 .805

25. 불안하다고 .308 .803 .078 .786

20. 친구나 가족에게 짐이 .228 .703 .227 .641

22. 걱정이 .290 .690 -.101 .644

26. 현재 삶이 불만족 .386 .682 .2011 .682

21. 일상생활에서 자제력을 잃었다고 .298 .680 .384 .761

23. 집중하거나 무언가를 기억하기가 .265 .592 .278 .616

28. 배우자(없으면 가장 가까운 사람) .113 .580 .280 .686

1. 발목이나 다리가 부었 .165 .132 .737 .610

3. 어지럽거나 쓰러질 것 같았던 적이 .429 .190 .673 .695

2. 가슴이 뛰거나 아픈 적이 .432 .179 .600 .648

19. 치료로 인한 부작용이 .389 .219 .582 .553

17. 지난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 .164 .043 .016
요인4

.828
.714

18. 의료비 지출에 경제적 부담을 -.049 .331 .175
요인5

.693
.672

27. 직장이나 지역사회의 배려가 .441 .394 .089
요인 5

.453
.598

고유치 7.740 5.487 3.517

분산% 27.644 19.595 12.561

누적분산 27.644 47.239 59.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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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한국어판 LPH의 최종 문항 및 내적 일관성 신뢰도                   (N=76)

영 역 문 항
Cronbach’s

alpha

신체적 

영역

(13문항)

12. 여가생활이나 취미활동, 스포츠를 즐기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954

*7. 외출하는 것이 힘들었습니까?

*5. 걷거나 계단을 오르기가 힘들었습니까?

*6. 집안일을 하기가 힘들었습니까?

*15. 숨이 찼습니까?

10. 가족을 돌보거나 가족의 요구를 들어주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4. 낮에 활동하던 중에도 앉거나 누워서 쉬어야 했습니까?

*9. 친구와 가족과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무언가     
를 함께하기가 힘들었습니까?

13. 성생활이 어려웠습니까?

*8. 밤에 잠을 잘 자기가 어려웠습니까?

11. 생계를 위해 일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16. 지치고, 피곤하거나 기력이 떨어진다고 느꼈습니까?

14. 좋아하는 음식을 덜 먹게 되었습니까?

정서적 

영역

(8문항)

*24. 우울하다고 느꼈습니까?

.904

25. 불안하다고 느꼈습니까?

*20. 친구나 가족에게 짐이 된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22. 걱정이 되었습니까?

26. 현재 삶이 불만족스럽습니까?

*21. 일상생활에서 자제력을 잃었다고 느꼈습니까?

*23. 집중하거나 무언가를 기억하기가 어려웠습니까?

28. 배우자(없으면 가장 가까운 사람)가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힘이 되어 주지 못했습니까?

부 증상

영역

(4문항)

1. 발목이나 다리가 부었습니까?

.802
3. 어지럽거나 쓰러질 것 같았던 적이 있었습니까?

2. 가슴이 뛰거나 아픈 적이 있었습니까?

19. 치료로 인한 부작용이 있었습니까?

기 타

(3문항)

17. 지난 한 달 동안 폐동맥고혈압과 관련하여 병원에 입      
원한 적이 있습니까? 비 

분류

항목

18. 의료비 지출에 경제적 부담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27. 내 건강에 대해 직장이나 지역사회의 배려가 적다고       
느꼈습니까?

전 체 .957

* 원도구의 포함 영역(신체적 영역:8문항, 정서적 영역:5문항)



- 64 -

4) 한국어판 LPH도구의 준거 타당도 검증

(1) 대상자의 일반적 건강관련 삶의 질 정도

대상자의 일반적 건강관련 삶의 질을 평가하는 SF-12총점은 12~56점의 범위에서 평

균 33.54±9.72점이었다. 이 중 신체적 요소의 총점은 14.32±5.05점이었고, 정신적 요소

의 총점은 19.22±5.19점이였다. 100점으로 환산하였을 때 신체적 요소의 총점은 

55.06±19.43이었고, 정신적 요소의 총점은 64.08±17.30점이었으며, 전체 총점은 

59.89±17.35점이었다. 0~100점 사이의 범위를 갖는 VAS는 61.84±21.52점이였다.

표 17. 대상자의 일반적 건강관련 삶의 질 점수                             (N=76)

문 항 평균 ±SD 범위 100점 환산

SF-12 ① 신체기능(PF) 3.17±1.17 2~6 52.85±19.51

② 신체역할 제한 (RP) 5.51±2.66 2~10 55.13±26.60

③ 통증 (BP) 3.57±1.15 1~5 71.32±22.94

④ 일반적 건강인식(GE) 2.07± .98 1~5 41.32±19.69

신체적 영역(PCS) 14.32±5.05 6~26 55.06±19.43

⑤ 정신 건강(MH) 6.54±1.69 2~10 65.39±16.85

⑥ 정서적 역할 제한(RE) 6.28±2.32 2~10 62.76±23.19

⑦ 사회적 기능 (SF) 3.50±1.14 1~5 70.00±22.75

⑧ 활력(VT) 2.91±1.07 1~5 58.16±21.46

정신적 영역(MCS) 19.22±5.19 6~30 64.08±17.30

총 계 33.54±9.72 12~56 59.89±17.35

VAS 시각 61.84±21.52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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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의 신체기능 정도

신체기능을 측정하는 KASI는 0~77점 범위에서 평균 35.65±16.36점이었다. 1단계는

26명(34.2%), 2단계는 34명(44.7%)가, 3단계는 16명(21.1%)이었다. WHO 기능분류는 I

단계는 8명(10.5%), II단계는 32명(42.1%), III단계는 31명(42.1%), IV는 4명(5.3%)으로 

나타났다(표 18).

표 18. 대상자의 KASI, WHO 기능분류 점수                             (N=76)

구분 빈도(%) 평균 ± SD 범위

KASI

1단계 26(34.2) 54.33±8.49 46이상
2단계 34(44.7) 30.99±6.70 24~45

3단계 16(21.1) 15.29±4.23 4~23

총점 72(100) 35.65±16.35 0~77

WHO

기능분류

I 8(10.5)

II 32(42.1)

III 32(42.1)

IV 4(5.3)

(3) 준거타당도 분석

준거타당도 분석을 위해 한국어판 LPH도구와 삶의 질 측정 도구인 SF-12, VAS, 신

체기능을 확인하는 KASI와 WHO기능분류를 비교하였다. 한국어판 LPH도구와 4개의 

도구 모두 상관관계를 보여(p<.001) 준거타당도가 입증되었다(표 19).

표 19. 한국어판 LPH와 변수 간의 상관관계                                (N=76)

LPH

영역

상관계수(P)

SF-12
VAS KASI

WHO

기능분류신체 심리 총점

신체적
-.855

(p<.001)

-.832

(p<.001)

-.889

(p<.001)

-.767

(p<.001)

-.814

(p<.001)

.772

(p<.001)

정서적
-.539

(p<.001)

-.713

(p<.001)

-.661

(p<.001)

-.666

(p<.001)

-.556

(p<.001)

.524

(p<.001)

부 증상
-.622

(p<.001)

-.599

(p<.001)

-.643

(p<.001)

-.543

(p<.001)

-.505

(p<.001)

.638

(p<.001)

전체
-.793

(p<.001)

-.842

(p<.001)

-.862

(p<.001)

-.775

(p<.001)

-.751

(p<.001)

.739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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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삶의 질과 관련요인: 2단계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는 총 138명으로 남자가 30명(21.7%), 여자가 108명(78.3%)으로 여성이 많았

으며, 평균 연령은 46.12세였다. 결혼 상태는 기혼이 88명(63.8%)으로 많았으며, 교육

정도는 대졸이상이 67명(48.6%), 종교유무는 78명(56.5%)이 종교가 있었고, 직업은 무

직이 34명(24.6%), 가정주부가 54명(39.1%), 회사원 및 자영업이 50명(36.2%)이었다. 동

거형태는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가 116명(84.1%)이었고, 가계수입은 월 100만원 미만

이 44명(31.9%)로 가장 많았다. 술을 마시는 경우가 29명(21.0%)이었고, 흡연을 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7명(5.1%)이었으며, 운동을 하는 경우가 58명(42%)이었다(표 20).

2. 대상자의 임상적 특성

진단기간은 평균 7.13±8.55년이었고, 병인은 특발성이 47명(34.1%), 선천성 심장병이 

56명(40.6%), 결체조직질환이 19명(13.8%), 기타원인이 16명(11.6%)이었다. WHO의 기

능분류는 I단계는 10명(7.2%), II단계는 76명(55.1%), III단계는 43명(31.2%), IV단계는 9

명(6.5%)이었다. 심장초음파로 측정된 우심실 수축기 압력은 평균 77.80+28.27mmHg

이었으며, 경증은 25명(18.1%), 중등증은 44명(31.9%), 중증은 75(50.0%)였다. 138명중 

52명의 대상자가 최근 1년 내에 6분 보행검사를 하였으며 평균 총 보행거리는 

387.76m이었다. 산소호흡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22명(15.9%)이었고, 표적치료약물로 프

라스타노이드 계열을 복용하는 경우가 4명(2.9%), 엔도셀린 길항체가 121명(87.7%),

PDE-5길항체가 56명(40.6%), 2가지 이상 약을 복용하는 병합요법을 받는 경우가 51명

(37%)이었다. 심방중격 천공술을 받은 경우가 3명(2.17%), 폐동맥 풍선확장술을 받은 

경우가 4명(2.9%), 폐 이식 수술을 받은 경우가 1명(0.7%)이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21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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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38)

특 성 구 분 빈도(%) 평균±SD

성별 남 30(21.7)

여 108(78.3)

연령(세) < 30 13(9.4) 46.12±13.71

30~45 58(42.0)

46~59 40(29.0)

≥60 27(19.6)

결혼상태 기혼 88(63.8)

미혼 36(26.1)

이혼 및 사별 14(10.1)

교육정도 중졸이하 17(12.3)

고졸 54(39.1)

대졸이상 67(48.6)

종교 유 78(56.5)

무 60(43.5)

직업 주부 54(39.3)

회사원/자영업/기타 50(36.2)

무직 34(24.6)

동거가족 유 116(84.1)

무 22(15.9)

월 가계 수입(만원) < 100 44(31.9)

100~299 41(29.7)

300~499 39(28.3)

≥500 14(10.1)

음주 유 29(21.0)

무 109(79.0)

흡연 유 7(5.1)

무 131(94.9)

운동 유 58(42.0)

무 80(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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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대상자의 임상적 특성                                           (N=138)

특 성 구 분 빈도(%) 평균±SD

진단 기간
(년)

<1년 9(6.5) 7.13±8.55

1~4 56(40.6)

5~9 44(31.9)

≥10 29(21.0)

병인
(etiology)

특발성 47(34.1)

선천성심장병 56(40.6)

결체조직질환 19(13.8)

기타(간문맥, 폐질환, 폐혈전) 16(11.5)

WHO기능
분류(단계)

I 10(7.2)

II 76(55.1)

III 43(31.2)

IV 9(6.5)

우 심 실 수 축 기 
압력(mmHg)

경증(35이상~50미만) 25(18.1) 77.80±28.27

중등증(50이상~75미만) 44(31.9)

중증(75이상) 69(50.0)

6분보행검사* 총 보행거리(m) 387.76±105.46

산소호흡기
사용

유 22(15.9)

무 116(84.1)

표적치료제
약물 

Prostanoid analogs 4(2.9)

Endothelin receptor

antagonist(ERA)
121(87.7)

phosphodiesterase type-5

inhibitors(PDE-5 inhibitor)
56(40.6)

병합요법 51(37.0)

고식적 약물 Diuretics 102(73.9)

Digoxin 60(43.5)

Warfarin 31(22.5)

Calcium channel blockers 10(7.2)

안정제 및 항우울제 20(14.5)

시술 및 수술 심방중격천공술 3(2.17)

폐동맥풍선확장술 4(2.9)

폐이식 1(0.7)

*n=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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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 정도

1) 일반적 건강관련 삶의 질(SF-12, VAS)

일반적 건강관련 삶의 질로 SF-12총점은 12~56점의 범위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좋음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평균 33.54±9.718점이었다. 100점 환산 시 전체 

평균은 61.97±20.05였으며, 신체적 영역은 평균 57.27, 정신적 영역은 평균 66.04로 신

체적 영역의 삶의 질이 정신적 영역보다 낮았다. VAS는 0~100의 범위에서 평균 

59.73±20.64점이었다. 각 영역별 평균 점수는 표 22와 같다.

2) 질병특이적 건강관련 삶의 질(한국어판 LPH)

질병특이적 건강관련 삶의 질로 한국어판 LPH는 0에서 140점의 범위에서 낮을수록 

삶의 질이 좋음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평균 59.10±33.41점이었다. 신체적 영역은 

평균 29.384±18.69점이었으며, 정서적 영역은 평균 18.29±10.23점, 부 증상 영역은 평

균 6.08±4.49점, 기타 영역은 평균 5.38±3.43점이었다. 문항별 평균 점수는 표 23와 같

다.

표 22. 대상자의 일반적 건강관련 삶의 질 점수                           (N=138)

문 항 평균 ± SD 범위
100점 환산 
평균 ± SD

SF-12

① 신체기능(PF) 3.39±1.33 2~6 56.52±22.19

② 신체역할 제한 (RP) 5.91±2.78 2~10 59.13±27.75

③ 통증 (BP) 3.53±1.11 1~5 70.58±22.17

④ 일반적 건강인식(GE) 2.06± .91 1~5 41.16±18.21

신체적 영역(PCS) 14.89±5.44 6~26 57.27±20.91

⑤ 정신 건강(MH) 6.72±2.05 2~10 67.17±20.47

⑥ 정서적 역할제한(RE) 6.83±2.63 2~10 68.33±26.27

⑦ 사회적 기능 (SF) 3.52±1.35 1~5 70.44±26.93

⑧ 활력(VT) 2.74±1.10 1~5 54.78±21.93

정신적 영역(MCS) 19.81±6.27 6~30 66.04±20.91

총 계 (높을수록 좋음) 34.70±11.23 12~56 61.97±20.05

VAS 시 각 (높을수록 좋음) 59.73±20.64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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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한국어판 LPH의 문항별 평균                                    (N=138)

영 역 문 항 평균±SD

신

체

적 

12. 여가생활이나 취미활동, 스포츠를 즐기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3.02±1.72

7. 외출하는 것이 힘들었습니까? 1.84±1.75

5. 걷거나 계단을 오르기가 힘들었습니까? 2.99±1.62

6. 집안일을 하기가 힘들었습니까? 1.99±1.73

15. 숨이 찼습니까? 2.80±1.66

10. 가족을 돌보거나 가족의 요구를 들어주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1.94±1.77

4. 낮에 활동하던 중에도 앉거나 누워서 쉬어야 했습니까? 2.06±1.81

9. 친구와 가족과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무언가를 
함께하기가 힘들었습니까?

1.70±1.79

13. 성생활이 어려웠습니까? 2.02±1.81

8. 밤에 잠을 잘 자기가 어려웠습니까? 1.70±1.71

11. 생계를 위해 일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2.30±1.89

16. 지치고, 피곤하거나 기력이 떨어진다고 느꼈습니까? 3.39±2.99

14. 좋아하는 음식을 덜 먹게 되었습니까? 1.63±1.57

총 계 (도구범위: 0~65점) 29.38±18.69

정

서

적 

24. 우울하다고 느꼈습니까? 2.36±1.67

25. 불안하다고 느꼈습니까? 2.60±1.62

20. 친구나 가족에게 짐이 된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2.52±1.85

22. 걱정이 되었습니까? 3.42±1.45

26. 현재 삶이 불만족스럽습니까? 2.57±1.71

21. 일상생활에서 자제력을 잃었다고 느꼈습니까? 1.61±1.62

23. 집중하거나 무언가를 기억하기가 어려웠습니까? 1.86±1.69

28. 배우자(없으면 가장 가까운 사람)가 현재의 어려움을 극
복하는데 힘이 되어 주지 못했습니까?

1.36±1.70

총 계 (도구범위: 0~40점) 18.29±10.23

부

증

상

1. 발목이나 다리가 부었습니까? 1.45±1.62

3. 어지럽거나 쓰러질 것 같았던 적이 있었습니까? 1.46±1.43

2. 가슴이 뛰거나 아픈 적이 있었습니까? 2.04±1.48

19. 치료로 인한 부작용이 있었습니까? 1.13±1.37

총 계 (도구범위: 4~20점) 6.08±4.49

기

타

17. 지난 한 달 동안 폐동맥고혈압과 관련하여 병원에 입원
한 적이 있습니까?

.39±1.14

18. 의료비 지출에 경제적 부담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2.73±1.82

27. 내 건강에 대해 직장이나 지역사회의 배려가 적다고 느
꼈습니까?

2.25±1.75

총 계 (도구범위: 0~15점) 5.38±3.43

전 체 (도구범위: 0~140점, 낮을수록 삶의 질 좋음) 59.10±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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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체기능, 신체증상, 우울, 불안, 의료인 지지, 사회적 지지 정도

대상자의 신체기능, 신체증상, 우울, 불안, 의료인 지지, 사회적 지지 측정 점수는 

표 24와 같다. 신체기능을 측정하는 KASI 점수는 최소 0에서 최대 77점 범위 안에서 

평균 35.52±15.37점이었다. 신체기능의 수행 정도에 따라 3단계로 나뉘는데 I 단계는 

46점 이상으로 81명(58.7%)이 I 단계에 해당 되었고, II 단계는 24점에서 45점 사이로 

32명(23.2%)이, 0점에서 23점인 III단계는 25명(18.1%)이 해당되었다.

대상자의 우울(PAQ-9)점수는 0~27점 범위에서 평균 7.56±6.93점이었으며, 4점 이하

인 정상범위에 속하는 비율이 60명으로 43.5%이며, 5~9점에 해당하는 가벼운 우울은 

36명(26.1%)이었고, 10점 이상인 주요 우울증이 의심되는 경우는 41명(29.7%)이었고,

불안(SAI)점수는 20~80점의 범위에서 평균 44.77±12.22점이었다.

의료인지지(MS)는 8~40점의 범위에서 평균 28.78±7.03점이었으며, 경청과 정서적 

도전 영역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정서적지지 영역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사회

적 지지는 12~80점의 범위에서 평균 47.93±9.99점이었으며, 각 영역별 4~20점의 범위

에서 가족지지는 평균 16.09±4.15점, 친구지지는 평균 13.37±5.14점, 의미 있는 타인의 

특별지지는 16.30±4.08점이었다.

신체증상(PAHSS)점수는 0~170점의 범위에서 평균 48.80±36.60점이었으며, 17개의 

증상에 대한 문항 중 ‘활동 시 숨이 차다’, ‘피곤하다’의 증상이 10점 만점에 평균 5점 

이상의 높은 점수 분포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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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신체기능, 신체증상, 우울, 불안, 의료인 지지, 사회적 지지 정도       (N=138)

특성 구분 빈도 ( %) 평균±SD 도구범위
신 체 기 능
(KASI)

1단계(46이상) 37(26.8) 35.52±15.37 0~77

2단계(24~45) 68(49.3)

3단계(0~23) 33(23.9)

우울 정상(0~4) 60(43.5) 7.56±6.93 0~27

가벼운 우울(5~9) 36(26.1)

주요 우울(10이상) 41(29.7)

결측:1

불안 44.77±12.22 20~80

의료인
지지

경청(1문항)-1~5점 4.30± .90 8~40

기술적 인정(2문항)-1~5점 3.99±1.20

기술적 도전(3,4문항)-2~10점 7.92±2.37

정서적 도전(5문항)-1~5점 4.08±1.04

사회적 현실분담(6문항)-1~5점 2.90±1.40

정서적지지(7,8문항)-2~10점 5.33±2.68

총 계 28.78±7.03

사회적
지지

가족지지(4~20) 16.09±4.15 12~80

친구지지(4~20) 13.37±5.14

타인지지(4~20) 16.30±4.08

총 계 47.93±9.99

신체증상 1. 활동 시 숨이 차다(0~10) 5.54±3.13 0~170

2. 누워있을 때 숨이 차다(0~10) 2.20±2.69

3. 휴식 시 숨이 차다(0~10) 1.75±2.51

4. 밤에 숨이 차서 깬다(0~10) 1.83±2.77

5. 피곤하다(0~10) 5.73±2.98

6. 잠들기 어렵다(0~10) 3.36±3.36

7. 가슴이 아프다(0~10) 2.79±2.87

8. 속이 더부룩하다(0~10) 2.59±2.90

9. 발목, 다리가 붓는다(0~10) 2.96±3.30

10. 실신한 적이 있다(0~10) .89±2.19

11. 가슴이 두근거린다(0~10) 3.54±3.24

12. 어지럽다(0~10) 3.11±3.09

13. 기침을 한다(0~10) 2.66±2.99

14. 메스껍다(0~10) 1.61±2.35

15. 입맛이 없다(0~10) 2.33±2.82

16. 쉰 목소리가 난다(0~10) 1.77±2.44

17. 손, 발이 차갑다(0~10) 4.42±3.70

총 계 48.80±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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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관련 삶의 질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삶의 질은(표 25) 교육정도, 직업, 음주유무, 운동유무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교육정도는 질병특이적 삶의 질(LPH)에서 차이가 있었

으며(p=.001) 사후검정에서 중졸이하가 고졸, 대졸 그룹보다 LPH점수가 높아 삶의 질

이 낮았다. 일반적 건강관련 삶의 질(SF-12)에서도 중학교 졸업 이하가 고등학교, 대학

교졸업 그룹보다 측정 점수가 낮아 삶의 질이 낮았다(p<.001). 직업은 무직, 주부, 회

사/기타 그룹에서 LPH(p<.001), SF-12(p=.027) 모두 삶의 질 점수에 차이가 있었으며,

사후검정에서 직업이 없는 경우가 회사/기타 직업군보다 삶의 질이 낮았다. 음주는 

술을 마시는 경우가 LPH(p=.024), SF-12(p=.031)모두 삶의 질이 높았다. 운동유무는 

LPH(p<.001), SF-12(<.001) 모두 차이가 있었으며, 운동을 하는 경우가 운동을 하지 않

는 경우보다 삶의 질 수준이 높았다.

6. 임상적 특성에 따른 건강관련 삶의 질

임상적 특성에 따른 삶의 질(표 26)은 WHO 기능분류, 우심실수축기 압력, 6분 보

행검사, 산호호흡기 사용유무, 병용약물요법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WHO 기능분

류는 LPH(p<.001)와 SF-12(p<.001)모두에서 차이가 있었으며, 사후검정에서 1단계가 

2,3,4 단계보다 삶의 질이 좋았고, 2단계는 3,4단계보다 삶의 질이 좋았다. 우심실수축

기압력은 LPH(p=.003)와 SF-12(p=.032)모두 차이가 있었으며, 경증과 중등증이 중증보

다 삶의 질이 좋았다. 52명의 대상자들이 시행한 6분 보행검사에서 총 보행거리는 

LPH와는 음의 상관관계(p=.007), SF-12에서는 양의 상관관계(p<.001)를 보여 보행거리

가 길수록 삶의 질이 높았다. 산소호흡기를 사용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는 경우에서는 

LPH점수와(p<.001), SF-12점수(p<.001)에 차이가 있었으며, 산소호흡기를 사용하는 경

우 삶의 질이 낮았다. 표적치료제의 병용약물 요법에서는 LPH(p=.021)와,

SF-12(p=.003)에서 차이가 있었으며, 병용요법을 받는 경우 단독요법보다 삶의 질이 낮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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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관련 삶의 질                                 (N=138)

특성 구분
SF-12(높을수록 좋음) 한국어판 LPH(낮을수록 좋음)

평균±SD t/F/Z* P 평균±SD t/F/Z* P

성별
남 65.71±18.23

1.158 .249
51.63±31.57

-1.389 .167
여 60.93±20.49 61.18±33.75

연령

(세)

<30 69.23±19.14

.893 .447

50.62±32.61

1.257 .292
30~45 62.32±18.84 56.48±32.49

46~59 61.65±19.40 58.73±33.01

≥60 58.20±23.77 69.37±35.80

결혼

상태

기혼 61.12±20.98

1.441 .240

59.77±35.69

.734* .693미혼 66.22±17.90 53.42±29.74

이혼/사별 56.38±18.48 69.50±25.46

교육

정도

중졸이하a
48.00±25.13

6.890
<.001

a>b,c
†

84.53±36.34

7.895
<.001

a<b,c
†고졸b

60.25±18.13 61.50±31.63

대졸이상c
66.90±18.45 50.72±30.84

종교
유 63.76±19.45

-1.197 .233
57.45±33.90

.661 .510
무 59.64±20.74 61.25±32.91

직업
무직a 56.30±21.40

3.725
.027

a>c†

72.29±34.36

5.547
.005

a<c†
60.57±34.14주부b

60.25±19.94

회사/기타c
67.68±18.06 48.54±28.78

동거

가족

유 62.28±19.99
-.466

*
.642

58.91±34.17
-.268* .789

무 60.31±20.77 60.09±29.76

월 가
계 수
입(만
원)

<100 56.74±21.39

1.920 .129

69.55±34.77

2.490 .063
100~299 66.63±17.81 52.46±29.10

300~499 63.69±20.00 53.23±33.11

≥500 59.95±20.08 62.07±36.50

음주
유 68.90±19.63

-2.152* .031
47.41±34.71

-2.255* .024
62.21±32.51무 60.12±19.84

흡연
유 62.50±11.76

-.087
*

.930
52.57±7.57

-.184
*

.854
무 61.94±20.43 59.45±34.22

운동
유 69.89±18.66

-4.181 <.001
47.05±29.91

3.778 <.001
67.84±33.26무 56.23±19.15

*비모수검정,
†

Schef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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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임상적 특성에 따른 건강관련 삶의 질                                (N=138)

특성 구분

SF-12(높을수록 좋음) 한국어판 LPH(낮을수록 좋음)

평균
t/F/

Z
*
/x

2* P 평균
t/F/

Z
*
/x

2* P

진단
기간
(년)

<1 61.11±22.93

.518 .671

58.89±39.08

.466 .707
1~4 64.54±18.99 55.14±32.92

5~9 60.06±20.35 61.80±31.89

≥10 60.16±21.70 62.72±35.78

병인 특발성 65.53±18.52

2.159 .096

51.21±59.95

2.263 .084

선천성심
장병 63.07±20.06 58.98±33.88

자가면역
질환 52.44±21.30 72.90±34.96

기타질환 58.93±20.76 66.31±35.73

WHO

기능분
류
(단계)

Ia 89.46±4.16

77.37
* <.001

a>b>c,d†

13.50±6.31

86.15
* <.001

a<b<c,d†

IIb 70.68±13.75 43.07±20.02

IIIc 45.97±14.45 87.59±23.23

IV
d

34.33±9.89 109.22±16.37

우심실 
수축기
압력

경증a
70.14±20.10

3.530
* .032

a>c
†

45.60±30.59

6.030
* .003

a<c
†중등증b

63.27±21.60 52.25±32.53

중증c
58.18±18.62 68.36±32.63

6 분 보
행검사

총보행

거리** 387.76±105.46 -.456
***

<.001 387.76±105.46 -.368
***

.007

산소호
흡기

유 47.16±17.84
-3.699

*
<.001

88.12±26.79
-4.310

*
<.001

무 64.78±19.26 53.56±31.74

병용약
물요법

유(병합) 55.50±20.33
2.986 .003

67.61±34.54
-2.237 .021

무(단독) 67.76±18.99 54.12±31.88

†
Scheffe, * 비모수검정, **n=52, ***Coefficient of corre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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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신체기능, 신체증상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신체기능(KASI)은 성별, 결혼상태, 교육정도, 직업, 음주유무,

운동유무에서 차이가 있었으며, 신체증상은 교육정도, 직업, 음주, 운동유무에서 차이

가 있었다. 결혼 상태는 KASI에서 차이가 있었으며(p=.024), 교육정도는 KASI(p<

.001)와 신체증상(p=.007)에서 차이가 있었다. 직업은 KASI(p=.005)와 신체 증상(p=

.014)에서 차이가 있었으며 무직이 회사원이나 기타 직업군보다 KASI점수가 낮았고,

신체증상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음주유무에서는 KASI(p=.044)와 신체증상(p=.044)에서 

차이가 있었으며 술을 마시는 경우가 KASI점수가 높았고 신체증상 점수가 상대적으

로 낮았다. 운동유무에서는 KASI(p<.001)와 신체증상(p<.001)에서 차이가 있었으며 운

동을 하는 경우 KASI점수가 높았고 신체증상 점수도 상대적으로 낮았다. 구체적 사항

은 표 27과 같다.

8. 임상적 특성에 따른 신체기능, 신체증상

임상적 특성에 따른 신체기능(KASI)과 신체증상은 WHO기능분류, 우심실수축기 압

력, 6분 보행검사의 총 보행거리, 산호호흡기 사용유무, 병용약물요법에서 차이가 있

었다. WHO기능분류는 KASI(p<.001)와 증상(p<.001)모두에서 차이가 있었으며 사후검

정에서 1단계가 2,3,4단계보다 KASI점수가 높고, 증상점수는 낮았으며, 2단계가 3,4 단

계보다 KASI점수는 높고, 신체증상 점수는 낮았다. 우심실 수축기 압력은 KASI(p<

.001)와 신체증상(p<.001)모두 차이가 있었으며, 경증과 중등증이 중증보다 KASI에서 

점수가 높았고, 신체증상 점수는 낮았다. 산소호흡기 사용, 병용약물 요법에서도 KASI

와 신체증상에서 차이가 있었으며, 산소호흡기를 쓰는 경우, 병용약물 요법을 시행하

는 경우 KASI점수가 낮고, 신제증상 점수가 높았다. 6분 보행검사(52명 대상)에서는 

총 보행거리가 길수록 KASI점수가 높았고, 신체증상 점수는 낮았다(표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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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신체기능(KASI) 및 신체증상                       (N=138)

특성 구분

신체기능(KASI) 신체증상(PAHSS)

평균±SD
t/F/

Z
*
/x

2* P 평균±SD
t/F/

Z
*
/x

2* P

성별
남 40.65±16.63

2.093 .038
48.53±36.76

-.046 .964
여 34.09±14.77 48.88±36.73

연령

(세)

<30 41.01±13.93

2.532 .060

42.00±41.62

.972 .408
30~45 37.27±14.72 45.69±36.69

46~59 35.63±16.49 48.73±34.80

≥60 28.94±14.36 58.89±36.63

결혼

상태

기혼a 34.39±15.56

7.482
* .024

b>c
†

48.73±38.02

4.322
*

.115미혼b
40.84±15.17 44.14±37.07

이혼/사별c 28.90±10.82 61.29±22.75

교육

정도

중졸이하a
24.24±14.07

8.256
<.001

a<c
†

73.77±41.82

5.141
.007

a>b,c
†고졸B 33.80±13.86 48.35±33.08

대졸이상C
39.76±15.32 42.84±35.80

종교
유 36.98±16.32

1.643 .202
47.08±35.08

.631 .529
무 33.61±13.95 51.05±38.67

직업
무직a

30.05±15.35

5.469
.005

a<c
†

63.71±40.89

4.424
.014

a>c
†47.30±36.32주부B 34.20±14.24

회사/기타C
40.65±15.26 40.30±31.03

동거

가족

유 35.32±15.43
-.341* .733

46.65±36.91
-1.879* .060

무 36.57±15.37 60.18±33.43

월 가
계 수
입(만
원)

<100 31.53±15.63

2.263 .084

59.71±37.60

2.437 .067
100~299 38.18±12.44 43.68±31.75

300~499 38.58±16.98 40.21±36.28

≥500 31.70±16.60 53.50±41.98

음주
유 41.09±17.55

-2.016
*

.044
37.14±32.81

-2.012
*

.044
51.91±37.07무 34.03±14.47

흡연
유 39.43±9.85

-.914
*

.361
64.14±16.64

-.496
*

.620
무 35.31±15.61 47.99±37.22

운동
유 41.59±14.58

-4.181 <.001
33.91±28.13

-3.993* <.001
59.60±38.56무 31.12±14.48

†Scheffe, *비모수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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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임상적 특성에 따른 신체기능(KASI) 및 신체증상                         (N=138)

특성 구분

신체기능(KASI) 신체증상(PAHSS)

평균
t/F/

Z
*
/x

2* P 평균
t/F

/Z*/x
2* P

진단

기간

(년)

<1 32.84±12.25

2.646 .052

47.44±42.03

.227 .877
1~4 39.84±16.51 45.91±39.52

5~9 31.89±13.25 51.68±33.75

≥10 33.49±15.62 50.45±34.64

병인 특발성 37.29±14.37

.408 .748

38.26±31.51

2.572 .057
선천성심장병 35.24±14.99 51.21±37.72

자가면역질환 33.12±17.66 63.26±41.10

기타질환 34.13±17.52 54.19±35.77

WHO

기능분
류(단
계)

I
a

56.92±12.53

72.441
*

a>b>c,d†
<.001

4.30±2.67

76.28
*

a<b<c,d†
<.001

II
b

41.64±11.29 32.41±22.03

III
c

24.30±9.92 75.80±29.74

IV
d

13.58±3.48 107.78±29.73

우심실 
수축기
압력

경증a
43.04±16.51

8.377

a,b>c
† <.001

33.36±35.33
7.217

a,b<c
† .001중등증b

38.91±15.69 40.18±32.48

중증c 30.62±13.10 59.90±36.48

6분보
행검사

총보행
거리** 387.76±105.46 .498

***
<.001 387.76±105.46 -.375

***
.006

산소호
흡기

유 22.25±11.01
-4.481

*
<.001

75.55±38.67
-3.531

*
<.001

무 38.03±14.81 43.73±34.60

병용약
물요법

유 31.18±13.75
2.592 .011

62.37±40.25
-3.466 .001

무 38.06±15.77 40.85±31.92

†Scheffe, *비 모수검정, ** n=52, ***Coefficient of corre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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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건강관련 삶의 질과 변수들 간의 관계

대상자의 질병특이적 삶의 질(LPH)은 SF-12, VAS, KASI, 신체증상, 우울, 불안, 사

회적 지지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어판 LPH점수가 낮을수록(삶의 

질이 좋을수록) SF-12, VAS도 점수가 높아 삶의 질이 좋았다(p<.001). KASI와 사회적 

지지는 신체기능이 좋고,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LPH점수가 낮아 삶의 질이 좋았다

(p<.001). 신체증상, 우울, 불안은 점수가 높을수록 SF-12, VAS점수는 낮고, LPH점수

는 높아, 삶의 질이 낮았다(p<.001). 삶의 질과 의료인 지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

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 SF-12, VAS, KASI, 신체증상, 우울, 불안, 사회적 지지는 의

료인 지지 외에 LPH와 동일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우울은 의

료인 지지에서도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046) 의료인지지가 낮을수록 

우울감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사회적 지지와 의료인 지지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나(p=.014)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의료인 지지도 높았다. 구체적 사항은 표 

29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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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N=138)

변수
한국판어판LPH SF-12 VAS 신체기능 신체증상 우울 불안 사회적지지 의료인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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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판LPH 1.0

-.876

(<.001)
1.0SF-12

VAS
-.750

(<.001)

.774

(<.001)
1.0

신체기능
-.832

(<.001)

.805

(<.001)

.691

(<.001)
1.0

신체증상
.823

(<.001)

-.774

(<.001)

-.688

(<.001)

-.740

(<.001)
1.0

우울
.756

(<.001)

-.750

(<.001)

-.677

(<.001)

-.658

(<.001)

.774

(<.001)
1.0

불안
.769

(<.001)

-.769

(<.001)

-.713

(<.001)

-.627

(<.001)

.665

(<.001)

.747

(<.001)
1.0

사회적지지
-.654

(<.001)

.589

(<.001)

.609

(<.001)

.565

(<.001)

-.597

(<.001)

-.629

(<.001)

-.725

(<.001)
1.0

의료인지지
-.006

( .941)

.041

( .639)

.023

( .794)

.002

( .977)

-.099

( .257)

-.172

( .046)

-.168

( .053)

.272

( .01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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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일반적 건강관련 삶의 질 영향요인

폐동맥고혈압 환자의 일반적 건강관련 삶의 질(SF-12)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

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입력방법)을 시행하였다(표 30). 독립변수로 성별 및 나이,

상관분석과 평균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었던 신체기능(KASI), 신체증상, 우울,

불안, 사회적 지지, 우심실 수축기 압력, 교육정도, 직업을 선택하였고, WHO 기능분

류와 KASI는 상관성이 높아 좀 더 객관적인 측정변수인 KASI를 신체기능 변수로 선

택하였다. 3개의 카테고리를 가진 명목변수는 가변수를 만들어야 하는 기준에 따라(이

정렬, 2016) 교육정도와 직업은 가변수 처리하였다. 모형의 적합성 검정은 각 변수들 

간의 잔차를 분석하는 Durbin Watson 값으로 확인 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1.721로 

서로 독립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는 

모두 10이하로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일

반적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신체기능(p<.001), 신체증상(p<.024),

불안(p<.001)으로 확인 되었다. 본 모형은 수정된 R2(Adjusted R2)이 .797으로 일반적 

건강관련 삶의 질에 79.7%의 설명력을 보였다.

표 30. 일반적 건강관련 삶의 질 영향요인(종속변수: SF-12) (N=138)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t p VIF

B SE β

(상수) 73.76 17.59 4.194 <.001

성별 1.91 3.09 .04 .619 .538 1.44

나이 .05 .11 .03 .419 .676 2.03

신체기능 .61 .13 .45 4.653 <.001 3.81

신체증상 -.14 .06 -.26 -2.314 .024 5.00

우울 -.15 .32 -.05 -.460 .647 4.70

사회적 지지 -.18 .17 -.09 -1.111 .270 2.47

불안 -.51 .14 -.33 -3.657 <.001 3.25

우심실수축기압력 .03 .04 .04 .689 .493 1.38

교육
고졸 3.54 3.86 .08 .918 .362 3.25

대졸 .15 3.33 .00 .044 .965 2.20

직업
주부 -2.70 2.98 -.06 -.906 .368 1.99

회사원 .15 3.33 .00 .044 .965 2.20

R
2
= .827 , Adjusted R

2
= .797 , F=27.866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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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질병특이적 건강관련 삶의 질 영향요인

폐동맥고혈압 환자의 질병특이적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

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입력방법)을 시행하였다(표 31). 독립변수는 ‘일반적 건강관련 

삶의 질 영향요인 분석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행하였고, 모형의 적합성 검정은  

1.655로 서로 독립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는 모두 10이하로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결과 질병

특이적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신체기능(p<.001), 신체증상(p<.001),

불안(p<.008)으로 확인 되었으며 본 모형은 수정된 R2(Adjusted R2)이 .833으로 질병특

이적 삶의 질에 83%의 설명력을 보였다.

표 31. 질병특이적 건강관련 삶의 질 영향요인(종속변수: LPH) (N=138)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t p VIF

B 표준오차 β

(상수) 67.14 25.82 2.601 .011

성별 1.27 4.54 .02 .279 .781 1.44

나이 -.07 .17 -.03 -.474 .637 2.03

신체기능 -.89 .19 -.41 -4.632 <.001 3.81

신체증상 .31 .09 .36 3.578 <.001 5.00

우울 -.12 .47 -.03 -.261 .795 4.69

사회적 지지 -.15 .24 -.04 -.612 .543 2.47

불안 .56 .20 .22 2.752 .008 3.25

우심실수축기압력 -.01 .06 -.01 -.180 .857 1.38

교육
고졸 -3.41 5.66 -.05 -.602 .549 3.25

대졸 -4.26 6.46 -.04 -.561 .577 2.20

직업
주부 -.95 4.38 -.01 -.217 .829 1.99

회사원 -2.74 4.88 -.0.4 -.561 .577 4.39

R
2
= .857. , Adjusted R

2
= .833 , F= 35.02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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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논 의

A. 도구 수정 및 타당도 검정: 1단계 

폐동맥고혈압 환자의 삶의 질 측정은 기존의 일반적 건강관련 삶의 질 측정도구인 

SF-36, EQ-5D위주로 이루어져 왔으며, 해외에서 폐동맥고혈압 환자의 특성을 반영한 

삶의 질 측정 도구가 일부 개발되었으나 국내에서는 검증된 도구가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외에서 개발된 폐동맥고혈압 환자의 삶의 질 측정(LPH)도구를 번역

하고, 폐동맥고혈압 환자와 심층면담을 통해 질적 내용분석 후, 이를 바탕으로 LPH도

구를 국내실정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타당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LPH도구를 수정하기 위해 먼저 심층면담을 통해 질적내용분석을 시행하였고, 본 

연구 결과 자주 나타나는 현상과 전체 내용들의 중심에 있는 주제는 ‘원하는 만큼 움

직이지 못함’이었다. 폐동맥고혈압 환자들의 삶의 질이 결정되는 과정은 숨이 차고,

피곤한 증상이 신체활동과 움직임을 제한하며, 이런 신체기능의 제한은 심리사회적 

고립을 초래하며 우울, 불안, 걱정, 외로움 등의 정서적 감정을 일으키고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는 연구와 비슷하다(Yorke, Armstrong, & Bundock, 2014). 원하는 만큼 움

직이지 못하는 것은 생활 곳곳에 제한을 가져오게 되는데 집안일에서부터 취미활동,

자녀양육, 성생활 나아가서는 생업까지 위협받게 되면서 자신의 존재감이 없어지고,

무가치한 사람으로 느끼게 되었다. Kingman(2014)의 폐동맥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주요 주제가 ‘질환이 신체적, 심리적으로 나를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올라온 내용을 분석한 질적 연구(Matura et al., 2013)

에서도 ‘삶의 재조명(refocusing life)’이 주요 주제로 도출되었다. 폐동맥고혈압을 진단

받은 후 일상활동, 취미생활, 직업 등 자신의 삶이 전반적으로 변화되었으며, 현재 몸

의 상태에 자신을 적응시키고, 조정하고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신체제한이 사

회, 심리적 위축을 불러일으키면서 우울, 불안, 걱정 등의 정서적 감정을 일으키게 하

였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현재 건강상태에 행동과 생각을 변화시키면서 현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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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에 적응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렇게 신체기능의 제한은 일상범위 축소, 생

업의 위협, 고립을 만들기 때문에 신체기능 제한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관심과 지원

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현재 건강상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우울, 불안 등의 심리

적 문제를 중재해 줄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폐동맥고혈압과 비슷한 증상을 가지고 있는 심부전환자들의 삶에 대한 질적연구에

서(Paturzo et al., 2016)는 도출된 주제가 생활의 변화, 사회적 고립, 우울, 불안, 미래

의 불확실성이었으며, 호흡곤란과 관련된 신체기능 제한, 정서적 반응이 본 연구 결과

와 비슷하였다. 그러나 ‘자녀양육의 어려움’과 ‘자식에 대한 걱정’은 본 연구에서만 두

드러지게 많이 언급되었다. 이는 심부전 환자들의 평균 연령이 71세였으며, 본 연구에

서는 47세로 자녀에 대한 걱정이 상대적으로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폐동맥고혈압 환

자의 연령이 30~40대가 70%임을 감안할 때 심부전환자들이 증상으로 겪는 어려움에

서 자녀양육에 대한 신체적, 심리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암환자의 삶에 대한 질적연구 결과를 체계적 문헌고찰 한 연구(Rittenmeyer,

Huffman, Alagna, & Moore, 2016)에서는 ‘불확실성’과 ‘불안’을 주요 주제로 보았으

며, 본 연구에서도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걱정, 불안, 우울감을 나타내어 비슷한 결과

를 보였다. 그러나 암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건강해 보

이는 외모로 인한 생활 속의 난처함’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폐동맥고혈압 환자 39명을 

대상으로 일상을 비디오 촬영하여 분석한 문화기술지 연구에서는(Kingman et al.,

2014) 주제가 ‘보이지 않는(invisible)’으로 나타났다. 외모가 아픈 사람 같이 보이지 않

아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이 질환에 대한 인식이 떨어지며, 이는 환자를 더욱 고립상

태로 만들며, 환자 자신도 질환을 숨기거나 증상을 은폐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설명하고 있다. 폐동맥고혈압이 희귀질환으로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고, 건

강해 보이는 외모로 인해 주위에서는 환자상태를 잊어버리게 된다. 그 결과 환자로서 

배려와 간호를 받지 못하게 되면서, 환자는 혼자 힘든 생활을 감당하고 신체적, 사회

적, 심리적으로 더욱 고립하게 됨을 알 수 있다.

Kingman 등(2014)의 문화기술지 연구에서는 폐동맥고혈압 환자들이 인지하는 삶의 

질을 ‘진단 전’, ‘진단 시’, ‘질환과 함께’로 설명하고 있다. 진단 전은 자신이 겪는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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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게으르고, 약하고, 나이 탓으로 생각 하다가 증상에 대한 걱정이 깊어지면서 삶

의 질이 떨어지게 된다. 진단 시에는 치료약으로 생활이 향상되면서 삶의 질이 빠르

게 올라가고, 질환과 함께 생활하면서는 치료 전 기억이 현재의 상태와 혼동되면서 

현재 삶의 질 측정이 어렵게 되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현재 자신의 삶의 질을 

인지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진단 전 자신의 증상을 운동부족으로

(환자1, 2, 5, 7)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진단 받은 직후에는 낮은 생존률에 대한 

충격과 공포로 삶의 질이 떨어지며(환자 2, 3, 6, 7), 약 복용 후 점차 증상이 향상되고 

생활에 적응하면서 삶의 질이 좋아지거나(환자3, 6, 7) 유지되는 경향을 보였다(환자 

5). 이렇게 폐동맥고혈압 환자들이 진단 후 시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단계에 따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접근이 필요 할 것이다.

도구의 타당도 검정을 위해 요인추출을 시행하였고, 총 3개의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도구의 첫 번째 구성 요인은 신체적 영역으로 전체 28문항 중 13문항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신체적 영역은 신체증상과 신체기능 제한을 의미하며, 폐동맥고혈압 

환자의 삶의 질 측정에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Post & Mager, 2015). 폐

동맥고혈압의 가장 대표적인 신체증상은 숨이 찬 것과 피로(Barnett, Alvarez, & Park,

2016)였으며, 이런 증상으로 인해 신체기능이 제한되는 움직임 정도, 취미활동, 외출,

집안 일, 가족을 돌보는 일, 주위 사람들과 사회적 관계, 성생활, 수면, 생계 정도를 

평가하는 문항으로 묶여졌다. 원 도구에서의 신체적 영역은 4, 5, 6, 7, 8, 9, 15, 16번

으로 총 8개의 문항이 이 영역에 속했으며, 본 연구에서도 모두 신체적 영역으로 묶

여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원 도구에서 특별한 영역으로 분류되지 않았던 12(여가활동 

제한), 13(성생활의 어려움), 14(좋아하는 음식 제한)번 문항이 본 연구에서는 신체적 

영역으로 분류되었고, 추가문항인 12번(가족 돌보는 어려움)이 신체적 영역으로 묶여

졌다. 신체기능 제한이란 개인이 원하는 특수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어려운 상

태를 말하는 것(Wilson & Cleary, 1995)이라는 정의 볼 때, 12, 13, 14, 12번 문항이 

신체기능 제한의 문항으로 분류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 진다.

두 번째로 요인은 정서적 영역으로 폐동맥고혈압 환자의 심리적 증상은 삶의 질을 

구성하데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 요인으로 보았으며(Post & Mager, 2015) 우울,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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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 현재 삶의 만족 정도, 짐이 되는 감정, 자제력, 기억력, 배우자의 지지가 포함되

었다. 원 도구에서는 20(짐이 되는 느낌), 21(자제력 상실), 22(걱정), 23(기억력), 24(우

울)번 5개의 문항이 정서적 영역에 포함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분류되었

다. 추가 항목인 불안, 현재 삶의 만족정도, 배우자의 지지가 이 요인으로 묶였다.

부 증상영역은 1(다리부종), 2(가슴 아픔), 3(어지러움), 19(치료부작용)번 항목이 포

함되었으며, 원 도구에서는 다리부종이나 치료부작용이 기타 항목으로 분류되어, 본 

연구 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폐동맥고혈압의 가장 특징적인 증상은 숨이 차고(99%),

피로감을 느끼는 것(93%)이었고, 어지러움, 심계항진, 흉통, 다리부종 등이 부 증상으

로 나타났다(Swetz et al., 2012). 또한 폐동맥고혈압의 주 증상을 숨참과 피로감으로 

분류하고, 어지러움, 흉통, 심계항진, 부종은 기타 심혈관계 증상으로 구분하는 기준에 

따라(Barnett et al., 2016) 본 연구에서는 ‘호흡곤란’과 ‘피로’외에 이차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을 ‘부 증상’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한국어판 LPH도구의 신뢰도(Cronbach’s alpha)는 본 연구 결과 신체적 영역은 

.954, 정서적 영역은 .904, 부 증상 영역은 .802였으며, 전체도구의 신뢰도는 .957이었

다. 원 도구의 신뢰도는 신체적 영역 .89, 정서적 영역 .87, 전체는 .92였으며, 본 연구

에서 신뢰도가 좀더 높았다.

LPH도구의 준거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기존에 입증되고, 널리 사용된 삶의 질 

측정도구인 SF-12, VAS와 상관관계를, 신체기능이 삶의 질에 중요 영향을 주는 연구

결과에 따라 신체기능 정도를 측정하는 WHO 기능분류, KASI와 상관관계를 분석하

였다. 원 LPH도구는 WHO 기능분류, EQ-5D, VAS, 6분 보행검사로 준거 타당도를 평

가하였으며, WHO 기능분류와 6분 보행검사의 총 보행거리, EQ-5D와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VAS와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

다(Bonner et al., 2013). 본 연구에서는 VAS를 포함하여 4가지 도구 모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상관관계(p<.001)를 보임으로써 수정된  LPH도구의 준거 타당도가 검증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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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삶의 질과 관련요인: 2단계

폐동맥고혈압 환자의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는 일반적 건강관련 삶의 

질 측정은 SF-12와 VAS를, 질병특이적 건강관련 삶의 질 측정은 한국어판 LPH를 이

용하였다. SF-12는 평균 61.97점(범위: 0~100점, 높을수록 좋음), VAS는 평균 59.73점,

한국어판 LPH는 평균 59.10점(범위: 0~140점, 낮을수록 좋음)으로 3개의 도구로 측정

한 폐동맥고혈압 환자의 삶의 질은 모두 비슷한 수준이었다.

일반적 건강관련 삶의 질은 미국인 폐동맥고혈압 환자 104명을 대상으로 SF-36으로 

측정한 결과 평균 66.27점으로(Matura et al., 2014) 본 연구 대상자의 삶의 질과 비슷

하였고, VAS로 특발성 폐동맥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삶의 질을 조사한 해외연구에

서는 평균 59.3점으로(Roman, Barbera, Castillo, Munoz, & Escribano, 2013) 본 연구

의 59.73점과 비슷하였다. 국내 심부전환자의 일반적 건강관련 삶의 질과 비교해 보면 

김용숙(2009)의 연구에서는 SF-36으로 측정된 점수가 평균 62.41점으로, 본 연구의 폐

동맥고혈압 환자의 삶의 질과 비슷하였다. 그러나 김용숙(2009)의 연구에서 심부전 환

자의 평균 연령이 63.1세인데 반해, 본 연구의 대상자는 평균 46.12세로 사회적 활동

이 많은 나이임을 고려할 때, 비슷한 증상의 심부전 환자보다 삶의 질이 낮아 폐동맥

고혈압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분야의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질병특이적 건강관련 삶의 질은 한국어판 LPH도구로 측정한 결과 평균 59.10점(범

위: 0~140점, 낮을수록 좋음)으로 중간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미국

과 유럽인 196명을 대상으로 21문항의 LPH도구로 측정한 결과 평균 40.1점(범위:

0~105점, 낮을수록 좋음)으로 본 연구결과와 비슷하였고(Bonner et al., 2013), 미국인 

128명을 대상으로 MLHF로 조사한 결과 평균 49.5점(범위: 0~105점, 낮을수록 좋음)으

로 비슷한 점수를 보였다(Chen et al., 2011). 또한 폐동맥고혈압 환자의 삶의 질 측정

도구로 개발된 60문항의 CAMPHOR도구로 영국인을 대상으로 측정한 결과 평균 39.9

점으로(범위:0~80점, 낮을수록 좋음)으로 본 연구결과와 삶의 질이 비슷한 수준이었다

(McCabe et al., 2013). 이는 다양한 건강관련 삶의 질 측정도구로 측정한 폐동맥고혈

압 환자의 삶의 질이 특정 도구나 국가별로 큰 차이가 없이 유사한 수준을 나타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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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볼 수 있다. 비슷한 증상을 가진 국내 심부전 환자들의 질병특이적 건강관련 

삶의 질과 비교해보면 김용숙(2009)의 연구에서는 MLHF로 측정한 결과 평균 21.28점

으로(범위: 0~105, 낮을수록 좋음) 폐동맥고혈압 환자의 삶의 질보다 2배 정도가 좋았

다. 이는 폐동맥고혈압 환자들이 심부전 환자들이 겪는 신체증상 외에, 복잡하고 특수

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영역별 삶의 질 점수를 살펴보면 본 연구의 SF-12는 신체적 영역은 평균 57.27점,

정신적 영역은 평균 66.04점, 한국어판 LPH는 신체적 영역은 평균 29.38점, 정서적 영

역은 평균 18.29점으로 두 도구 모두 신체적 영역의 삶의 질이 낮았다. 이는 Matura

등(2014)의 연구에서 SF-36으로 측정한 점수가 신체적 영역 60.7, 정신적 영역 69.1로 

신체적 영역이 더 낮았다. 유럽인을 대상으로 한 Vanhoof 등(2014)의 연구에서도 신

체적 영역이 33.53점, 정신적 영역은 49.81점으로 신체적 영역의 점수가 정신적 영역

보다 낮았다. 이는 폐동맥고혈압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신체적 영역에 대

한 좀 더 집중적인 중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다.

폐동맥고혈압 환자의 삶의 질과 관련된 중요 요인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신체기능을 

들고 있으며, 질환의 중증도를 평가하는 중요 변수로 보고 있다(Barnett et al., 2016;

Corciova & Arsenescu-Georgescu, 2012). 폐동맥고혈압 환자의 삶의 질에 대해 체계

적 문헌고찰 한 연구에서 삶의 질 측정에 신체기능에 대한 평가가 모든 연구에 동반

되어 있었으며, 11개 연구에서 신체기능이 삶의 질에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Gu,

Hu, & Dong, 2016). 그러나 삶의 질 측정에 중요한 영향변수로 신체기능 상태를 꼽

고 있지만 대부분의 연구에서 신체기능을 일상에서 활동의 제한이 있냐는 추상적 표

현을 담고 있는 WHO 기능분류로 측정하여 한계가 있었다. KASI는 일상생활에서 활

동을 구체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면서도 1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측정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폐동맥고혈압 환자의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요인이 신

체기능을 측정하는 KASI(p<.001)로 나타났다. 국내 심부전환자를 대상으로 측정한 

KASI는 평균 35.78점이었으며(박선일, 2010), 본 연구 결과 35.52와 비슷한 수준이었

다. 그러나 심부전 연구에서는 평균 연령이 60.67세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47.12세로 

평균 연령을 고려할 때 심부전 환자보다 신체기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심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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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를 대상으로 측정된 KASI점수는 우울, 수면의 질과 상관성이 있었으며(박선일,

2010), 송은경(2006)의 연구에서는 KASI가 호흡곤란, 발목부종 등의 신체증상과 우울,

불안 등의 심리적 증상과도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도 KASI는 

삶의 질 외에 신체증상, 불안, 우울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p< .001)으로 나타나, 삶의 

질 외에도 신체, 심리적 요인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었다.

폐동맥고혈압의 대표적인 신체증상은 호흡곤란, 피로, 어지러움, 심계항진, 흉통, 부

종이며, 비율이 높지 않지만 폐동맥압력이 올라가고 우심부전이 심하면 실신하는 특

징적인 현상이 있다(Barnett et al., 2016). 폐동맥고혈압의 다양한 신체증상에 대한 비

율 분포를 보면 Wikens 등(2010)의 연구에서는 91%가 활동 시 호흡곤란을, 66%가 만

성 피로를, 43%가 권태감을 겪는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Mandura 등(2012)의 연구에서

도 99%가 활동 시 호흡곤란, 93%가 피로를 경험 하였다고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도 

활동 시 숨이 찬 것과 피곤이 평균 5.0이상으로 다른 증상보다 두드러지게 높았다.

호흡곤란과 피로 등의 신체증상은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중요 요인이면서, 병의 예후

와 관련 있다고 알려져 있다(Corciova & Arsenescu-Georgescu, 2012). 그러나 2개의 

특징적인 신체증상이 외에 수면장애, 성대마비, 레이노이드 현상 등 증상을 합산한 점

수가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17개의 신

체증상을 합산한 총점과 삶의 질과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신체증상의 총점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낮았으며, 회귀분석에서도 삶의 질 예측인자로 신체증상이 나타

났다. Mandura 등(2016)의 연구에서도 SF-36으로 측정된 건강관련 삶의 질 예측인자

로 나이, 성별을 보정하고 신체증상이 주요 변수로 밝혀져 증상조절에 대한 중재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불안과 우울은 폐동맥고혈압 환자의 대표적인 심리적 증상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Corciova & Arsenescu-Georgescu, 2012). 폐동맥고혈압 환자의 정서적 현상에 관한 8

개의 문헌을 분석한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심리적 증상이 우울,

불안, 인지기억 장애였으며, Vanhoof 등(2014)의 연구에서도 폐동맥고혈압 환자의 

32.6%가 우울증을, 48%가 불안을 겪는다고 나타났고, MLHF로 측정한 삶의 질에 불

안과 우울이 주요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도 주요우울 장애가 의심되



- 90 -

는 경우 41명(29.7%)이었으며, 불안은 회귀분석에서도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불안 점수는 평균 44.77이었으며, 동일한 도구(SAI)로 심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측정한 결과 평균 54.5점으로 삶의 질(MLHF)에 주요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어 본 연구 결과와 비슷하였다(Aggelopoulou et al., 2017). 이렇게 호흡곤란이

라는 비슷한 증상을 가진 경우 불안은 삶의 질에 중요 영향요인을 밝혀져 불안에 대

한 중재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불안은 호흡곤란으로 인해 나타나기도 하

지만 본 연구의 질적 내용분석 결과, 뛰지 못하는 문제로 나타나기도 했으며, 돌연사

라는 질환의 특성도 가중되어 삶의 질의 영향요인으로 우울보다 비중이 큰 것으로 보

여 진다.

최근 10년간 6개국의 나라에 등록된 폐동맥고혈압 환자의 특성을 분석한 연구에서 

유병률은 인구 100만 명당 15~30명이었고, 평균 연령은 45.25세, 여성이 71.5%였다

(Orem, 2017). 본 연구에서는 남성이 21.7%, 여성이 78.3%였고, 평균 연령은 46.12세로  

선행연구와 비슷하였다. 성별과 연령에 따른 삶의 질 정도는 본 연구에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성별과 연령에 따른 삶의 질 정도를 비교한 해외 연구에서 

SF-36, MLHF로 측정한 삶의 질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었고(Zlupko et al., 2008),

Matura(2014)연구에서는 연령에 따른 삶의 질이 차이가 없어 본 연구 결과와 동일하

였다. 그러나 Matura(2016)연구에서는 SF-36의 신체적 영역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삶의 

질이 높아(p=.014) 본 연구와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동일조건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신체능력이 좋아 신체적 영역에서 차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본 연구에서도 남성

이 여성보다 신체기능 점수가 높았다.

생활습관을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경우 그렇지 않는 경우

보다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났다. 폐동맥고혈압 환자에서의 적절한 유산소운동은 신체

기능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권장되고 있으며(Galie et al., 2016), 폐동맥고혈압 환자에

서 운동의 효과를 메타분석 한 결과에서도 6분 보행검사의 총 보행거리, 우심방 수축

기 압력 등 임상데이터가 호전 되었고, SF-36으로 측정한 삶의 질 점수가 신체기능 영

역에서 9.7%, 신체역할 영역에서 22.0%가 증가 되었다(Pandey et al., 2015). 본 연구

에서도 운동유무가 삶의 질 점수에 차가 있었지만, 회귀분석결과 영향요인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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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지 않았다. 이는 삶의 질 관련요인으로 신체기능이 가장 큰 변수로 확인되었기 때

문에, 운동 자체가 삶의 질에 영향을 준다기보다 신체기능이 높은 경우 운동이 가능

하고, 삶의 질도 높아서 나타난 결과로 보여 진다.

병인에 따른 삶의 질 차이는 Roman 등(2013)의 연구에서 특발성과 결체조직질환을 

비교하였는데, VAS로 측정한 결과 특발성은 평균 59.3점, 결체조직 질환은 평균 52.6

점으로 두 군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본 연구 결과도 병인 간 삶의 질 점수에 차

이가 없었다. 그러나 비율을 살펴보면 Zlupko 등(2008)연구에서는 특발성과 가족성이 

50%, 선천성 심장 질환이 2%였고, Chen 등(2011)의 연구에서도 특발성이 39%, 선천

성 심장 질환이 2%, Matura 등(2015)연구에서도 특발성이 60%, 선천성 심장질환이 

7%였다. 10년간 등록된 폐동맥고혈압 환자의 유병률을 조사한 연구에서는 선천성심장

병으로 인한 폐동맥고혈압 비율을 5~10%로 보고 있는데(Jiang & Jing, 2013), 본 연구

에서는 56명(40.6%)로 가장 많았다. 이는 선행연구 대부분이 미국과 유럽에 국한되어 

있었으며, 같은 동양권인 중국의 경우 특발성이 34.4%, 선천성 심장 질환이 54.8%로 

본 연구 결과와 비슷하였다. 이렇게 선천성 심장 질환의 비율이 높은 것은 선천성 심

장 질환에 대한 조기 발견 및 치료가 미흡하고, 치료하였더라도 체계적인 관리가 이

루어지지 않아 질병이 진행되면서 폐동맥고혈압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국내 폐동맥고혈압이 유병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선천성 심장 질환의 조기발견 및 치

료,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WHO 기능분류는 본 연구에서는 삶의 질에 차이가 있었으며(p<.001) 단계가 올라 

갈수록 한국어판 LPH, SF-12모두 삶의 질이 낮았다. 폐동맥고혈압 환자의 삶의 질을 

측정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WHO 기능분류가 함께 평가되고 있었으며, 삶의 질에 중

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었다(Gu et al., 2016). 특히 Stephen 등(2016) 연구에서는 삶

의 질 영향요인으로 평균 폐동맥압력, 폐동맥 저항성, 심박출량 등 임상적 주요 변수

는 삶의 질에 영향을 주지 않았고, WHO 기능분류가 SF-36으로 측정한 8개의 영역 

모두 삶의 질과 연관성이 있었다. Matura 등(2012)연구에서도 1단계에 속한 대상자의 

삶의 질은 신체적 영역은 평균 80.1점, 정신적 영역 평균 76.1점이었으며, 2단계는 신

체적 영역은 평균 69.4점, 정신적 영역은 평균 59.5점, 3단계는 신체적 영역은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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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점, 정신적 영역 평균 46.3점, 4단계는 신체적 영역은 평균 52.7점, 정신적 영역은 

평균 33.2점으로 단계가 올라갈수록 삶의 질 점수가 낮았으며, 본 연구와 비슷한 점수

를 보였다. 이는 폐동맥고혈압 환자에서 신체기능이 삶의 질에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으며, 신체기능에 대한 좀 더 객관적인 사정 및 신체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

양한 중재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우심실 수축기 압력이 평균 폐동맥압력을 대변하는 것으로 보아 경

증, 중등증, 중증으로 분류하여 삶의 질과 비교하였으며, 경증이 중증보다 삶의 질점

수가 높았다. 평균 우심방 압력과 삶의 질을 비교한 연구에서는 SF-36으로 측정한 신

체적 영역의 삶의 질 점수와 관련성(P=.010)이 있어 삶의 질과 관련된 중요 임상적 변

수로 볼 수 있다(Mathai et al., 2016).

6분 보행검사는 신체기능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객관적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 

22~59세 사이의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평균 보행거리를 측정한 결과 남자는 

628.5m이었고, 여자는 평균 580.9m이었다(김아림 외, 2012). 본 연구에서는 평균 보행

거리가 387.76m로 선행연구와 비교 시 일반인이 걸을 수 있는 거리의 절반보다 조금 

더 높은 정도의 수준이었다. 본 연구에서 총 보행거리는 삶의 질과 연관성이 있었으

며, Bonner 등(2013)의 연구에서도 LPH총점과 6분 보행검사결과 연관성이 있었으며

(p=.0437), 특히 신체적 영역과 깊은 상관관계(p=.012)를 보여, 6분 보행검사가 삶의 질 

평가에 객관적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Barnett(2016)의 연구에서도 

폐동맥고혈압 환자의 신체기능 및 삶의 질 평가에 6분 보행검사 등 객관적 지표가 필

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 대상자 중 산호호흡기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22명으로 15.9%가 해당되었

다. Matrua 등(2014)연구에서는 낮은 삶의 질 예측인자로 산소호흡기 사용이 보고되었

으며, 본 연구에서도 산소호흡기를 사용하는 경우 삶의 질이 낮았다. 산소호흡기는 치

료지침에 산소포화도가 92%미만 시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Galie et al.,

2016), 산소호흡기 사용 자체가 삶의 질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산소호흡기를 사용하

는 경우 이미 증상이 심하고, 신체기능이 제한되어 있어 삶의 질이 낮았을 것으로 추

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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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 대상자 중 표적치료제에 있어 병합요법을 받는 경우는 51명(37%)이었으며,

삶의 질 점수는 단독요법을 받는 사람보다 낮았다. 선행연구에서는 병합요법이 삶의 

질을 높이고 증상을 호전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Wu, Yang, Zhou, Li, & Huang,

2014) 이는 비슷한 폐동맥압력과 신체기능을 가진 대상자에게(WHO 3~4단계) 단독요

법이 효과가 없을 때 병합요법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결과이며, 본 연구에서

는 병합요법이 삶의 질을 낮추기 보다는 병합요법을 받는 대상자가 단독요법을 받는 

대상자보다 폐동맥 압력이 높고, 신체기능이 낮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여 진다.

본 연구 결과 의료인 지지는 삶의 질과 연관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

되지 않았다. 그러나 의료진이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환자 만족도를 조사한 연구에서 

질환의 정보에 대한 만족도는 70%, 약물 정보에 대한 만족도는 61%였고, 45%가 더 

많은 정보를 원한다고 답변하여(Ivarsson et al., 2017). 폐동맥고혈압 환자에게 상담과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 의료 팀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지지는 가족, 친구, 의미 있는 타인의 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내 암환자

를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를 조사한 연구에서는 가족지지는 평균 21.67점, 친구지지는 

평균 18.15점, 의미 있는 타인의 지지는 평균 20.30점이었다(조희숙, 김봉기, 이혜진, &

이보영, 2010). 본 연구에서 가족지지는 평균 16.09점, 친구지지는 평균 13.37점, 의미 

있는 타인의 지지는 평균 16.30점으로, 암환자를 대상으로 한 사회적 지지보다 낮았으

며, 특히 친구지지가 가족과 타인지지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는 폐동맥고혈압이 

희귀질환으로 일반인들의 병에 대한 인식이 낮고, 건강해 보이는 외모로 인해 배려와 

관심을 받지 못해 나타난 결과로 추측된다. 특히 사회적 지지는 본 연구에서 신체기

능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신체기능의 제한이 사회활동의 제한과 고립을 

가져오면서 친구지지 영역이 상대적으로 낮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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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연구의 제한점

1) 한국어판 LPH도구의 타당도 검정에서 표본수의 적합성 검정은 문제가 없었지만,

대상자가 76명으로 100명 이상을 권장하고 있는 기준에는 다소 미흡하였다.

2) 폐동맥고혈압 환자의 삶의 질에 신체기능(KASI)과 신체증상, 불안이 주요 예측인자

로 밝혀졌다. VIF가 10을 넘지 않았지만, 전체 VIF지수 중 위의 3개 변수가 3.0이

상으로 높게 나와 세 변수의 독립성을 단정 짓지 어렵다.

3) 6분 보행검사를 시행한 대상자는 52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38%에 그쳐 신체기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에 다소 미흡하였다.

4) 신체기능 제약과 신체증상이 심한 일부 대상자의 경우 외래방문을 위한 외출이 어

려워 보호자가 대리 방문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이는 표집편향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D. 연구의 의의

1) 간호실무 측면

본 연구는 폐동맥고혈압 환자의 삶의 질과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에서 처

음으로 시도된 연구이다. 폐동맥고혈압 환자의 삶의 질 정도, 신체기능, 신체증상, 우

울, 불안 정도를 파악함으로써 그 동안 희귀질환이라는 이유로 의료의 관심밖에 있던 

폐동맥고혈압 환자에게 관심과 지원, 간호 중재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

공하였다.

2) 간호이론 측면

폐동맥고혈압 환자의 삶의 질 측정 도구를 국내 실정에 맞게 수정, 보완하고 타당

도를 검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폐동맥고혈압 환자의 삶의 질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및 이론 개발의 밑바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폐동맥고혈압 환자의 삶의 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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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선행연구를 확인하고, Ferrell(1995)의 삶의 질 모델을 바탕으로 삶의 질과 영향

요인을 분석하여 폐동맥고혈압 환자의 삶의 질을 설명하는 간호 지식체를 제공하였

다.

3) 간호연구 측면

폐동맥고혈압 환자의 삶의 질에 대한 연구는 주로 해외에서 이루어 졌고, 연구의 

대부분이 치료약물의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었다. 국내의 경우 폐동맥고혈압 환자의 

삶의 질이나 증상, 우울, 불안을 측정한 연구는 확인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폐동맥고

혈압 환자의 삶의 질과 영향요인을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영적 측면에서 통합적으

로 분석함으로써 앞으로 폐동맥고혈압 환자의 삶의 질 연구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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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결론 및 제언

A. 결 론

본 연구는 폐동맥고혈압 환자의 삶의 질과 관련요인을 파악하여 폐동맥고혈압 환자

의 삶의 질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폐동맥고혈압 환자의 삶의 질 측정을 위해 LPH도구를 번역하고 타당도를 검증한 방

법론적 연구를 병행하였다.

1단계의 도구 타당도 검정연구에서는 LPH도구를 번역 후, 8명의 폐동맥고혈압 환

자에게 ‘삶의 질’에 대한 심층면담을 통해 질적 내용분석을 하였고, 질적연구 결과 도

출된 주제를 번역된 LPH도구와 비교 후 추가 항목을 선정하였다. 1차 한국어판 LPH

도구에 대해 전문가 5인에게 내용타당도를 검증하고, 4명의 대상자에게 인지면접을 

시행하고 최종문항을 수정하였다. 한국어판 LPH도구는 폐동맥고혈압 인터넷 카페 게

시판에 인터넷 서베이를 이용하여 2017년 3월 27~ 2017년4월 30일까지 76명의 대상자

에게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정하였다.

2단계 조사연구에서는 2017년 4월 5일부터 5월 31일 까지 서울소재 1개 대학병원 

폐동맥고혈압 클리닉을 내원한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사전동의

서를 취득 한 후, 설문지를 배부 후 대상자 스스로 작성한 설문지를 회수하였으며, 총 

140부의 설문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2부를 제외한 138부를 연구 자료로 분석하였

다. 자료 분석은 심층면담의 경우 Creswell(2013)의 질적 내용분석(Qualitative content

analysis)법에 따라 주제를 도출하였고, 인지면담은 Willis(1999)의 사고구술과 구두탐

색(“Think-aloud” interviewing & verbal probing) 방법을 적용하였으며, LPH도구번

역은 WHO가 제시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번역, 검토, 역번역, 재검토의 과정을 거쳤

다. 통계분석은 SPSS 23.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 기술통계, 피어슨 상

관분석, 일원배치분산분석, t-검정, Mann-Whitney검정, Kruskal-Wallis 검정, 다중회귀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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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한국어판 LPH 도구타당와 신뢰도>

1. 심층면담통한 질적 내용분석 결과 신체증상 21개, 신체기능 8개, 심리적 영역 2개,

사회적 영역 5영적 영역 2개로 총 45개의 소주제가 도출되었다.

2. 한국어판 LPH도구는 28문항의 6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탐색적 요인분

석 결과 신체적 영역(13문항), 정서적 영역(8문항), 부 증상 영역(4문항)으로 분류되

었으며, 특정요인으로 분류되지 않는 3문항은 기타로 명명하였다.

3. 한국어판 LPH도구의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957이었으며,

SF-12(r=-.862, p<.001), VAS(r=-.775, p<.001), 신체기능(r=-.862, p<.001), WHO 기능

분류(r=-.862, p<.001)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 준거 타당도를 입증하였다.

<2단계: 삶의 질 관련 요인 >

1. 일반적 건강관련 삶의 질 점수는 SF-12로 측정한 결과 평균 61.97±20.05점 이었고,

VAS로 측정한 결과는 평균 59.73±20.64점이었다. 질병특이적 건강관련 삶의 질 점

수는 한국어판 LPH로 측정한 결과 평균 59.10±33.41점이었다.

2. 신체기능(KASI)은 평균 35.52±15.37점으로 1단계는 37명(26.8%), 2단계는 68명

(49.3%), 3단계는 33명(23.9%)이었으며, 우울은 평균 7.56점으로 정상은 60명(43.5%),

가벼운 우울은 36명(26.1%), 주요 우울은 41명(29.7%)이었다. 증상은 평균 

48.80±36.60점이었으며, 불안은 평균 44.77±12.22점, 의료인 지지는 평균 28.78±7.03

점, 사회적 지지는 평균 47.93±9.99점이었다.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삶의 질은 교육정도, 직업, 음주, 운동에서 차이가 있었으며,

중졸이하가 고졸이나 대졸보다 삶의 질이 낮았고(p<.001), 무직이 직장이 있는 경우

보다 삶의 질이 낮았으며(LPH: p=.005, SF-12: p=.027), 음주와 운동을 하는 경우가 

하지 않는 경우 보다 삶의 질이 높았다(p<.001).

4. 임상적 특성에 따른 삶의 질은 WHO 기능분류, 우심실 수축기 압력, 6분 보행검사,

산소호흡기 사용, 병용약물 요법에서 차이가 있었으며, WHO 기능분류에서 높은 

단계일수록 삶의 질이 낮았으며(p<.001), 우심실 수축기 압력이 중증인 경우 경증보

다 낮았고(LPH: p=.003, SF-12: p=.032), 6분 보행검사의 총 보행거리가 길수록 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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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이 높았으며(LPH: p=.007, SF-12: p<.001), 산소 호흡기를 사용하는 경우(p<.001),

병용약물 요법을 받는 경우 삶의 질이 낮았다(LPH: p=.021, SF-12: p=.003).

5. 질병특이적 건강관련 삶의 질(한국어판 LPH), 일반적 건강관련 삶의 질(SF-12,

VAS), 신체기능(KASI), 신체증상, 우울, 불안, 사회적 지지는 변수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p<.001)를 보였으며, 의료인 지지는 우울(p=.046), 사회적 지지

(p=.014)와 상관관계가 있었다.

6. 일반적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신체기능(p<.001), 신체증상(p<

.024), 불안(p<.001)로 밝혀졌으며, 본 회귀모형은 일반적 건강관련 삶의 질에 79.7%

의 설명력을 보였다.

7. 질병특이적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신체기능(p<.001), 신체증상

(p<.001), 불안(p<.008)이 밝혀졌으며, 본 회귀모형은 질병특이적 건강관련 삶의 질

에 83.3%의 설명력을 보였다.

폐동맥고혈압은 신체기능 감소, 낮은 생존률, 돌연사, 뚜렷한 치료방법이 없는 것이 

특징인 희귀난치성 질환이다. 최근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정부의 경제적 지원이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희귀질환이라는 이유로 의료인들의 관심 밖에 있으며, 관련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폐동맥고혈압 환자의 삶의 질 

수준과 관련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시도된 연구이며 신체기능, 신체증상, 불안이 삶의 

질에 주요 영향요인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를 통해 폐동맥고혈압 환자의 신체기능을 

증진시키고, 신체증상을 조절하며,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간호 중재프로그램 개발

을 제언하며, 의료의 사각지대에 있는 폐동맥고혈압 환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확대

되길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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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제언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1. 폐동맥고혈압 환자의 삶의 질 측정을 위해 해외에서 개발된 도구를 국내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한국어판 

LPH도구의 타당도를 검증하였으며, 향후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한국어판 LPH도

구의 구성타당도 검증을 제언한다.

2. 삶의 질 관련요인으로 불안이 밝혀졌으며, 질적연구에서 증상으로 인한 불안 외에 

돌연사에 대한 두려움, 뛰지 못하는 불안이 주제로 도출되었다. 폐동맥고혈압 환자

의 위기상황관리에 대한 프로그램개발 및 전문상담센터 설립을 제언한다.

3. 폐동맥고혈압 환자는 가임기 여성에서 유병률이 높다. 본 연구의 질적 내용분석 결

과 임신을 포기하고, 임신에 대한 아쉬움의 주제가 도출되어 가임기 여성의 임신,

출산에 대한 상담, 지원, 모니터링 등 간호중재 프로그램 개발을 제언한다.

4. 폐동맥고혈압 치료의 일차적 과제는 생존률을 높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일부 

선행연구에서 삶의 질과 생존률이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시간에 따른 삶의 질, 신체기능, 신체증상, 우울, 불안, 사회적 지지의 변

화와, 생존률과의 관계에 대한 전향적 조사연구를 제언한다.

5. 본 연구 결과 폐동맥고혈압 환자의 삶의 질에 신체기능, 신체증상, 불안이 관련요

인으로 확인되었다. 폐동맥고혈압 환자의 신체기능을 높이고, 신체증상을 조절하고,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간호중재 프로그램개발과 이에 대한 효과검증 연구를 제

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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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질적 내용분석 결과

1. 신체적 증상 

(1) 계단 오르거나 걸을 때 숨이 참

“산에 올라가면 중간이상 못 가겠더라구요. 계단도 5층 이상은 못 가고, 그런 것이,

호흡이 힘들죠. 가만있으면 괜찮아요(환자1)”

“처음에는 회사에서 계단을 오르고 내리는데 숨이 찼어요. 몇 층 안 되는 계단인데.

평소에 가쁜 하게 오르고 내렸는데, 갑자기 짧은 기간에 확 숨이 찼어요(환자2)”

“건널목 건너는데 시간 다 되면 ‘삐삐’거리잖아요. 근데 그걸 시간 안에 못 건너겠더

라구요. 신호가 2초가 남았다는데 도로 중간에 서서. 끝까지 가는 게 너무 멀게 느껴

지는 거예요(환자3)”

“많이 움직이고 이러면 숨이 차고, 가슴이 벌떡 벌떡거렸어요(환자4)”

“지금 숨은 찬데, 평지는 걸어요…계단은 어렵고요. 처음에는 애 낳고 한 걸음도 못 

걸었어요. 숨이 너무 차가지고. 진짜 딱 한걸음, 두 걸음 정도, 아예 못 걸었어요. (환

자5)”

“숨찬 게 안 사라져가지고, 단거리를 걸어도 계속 숨이 차고, 몇 번 쉬었다 걸어야 되

고…또 말 많이 하면 숨차고, 걸으면서 말할 때도 숨차거든요(환자6)”

“비탈길도 안돼요. 전혀. 살짝 경사진 길도 안돼요. 제가 올라가 봤다가 바로 숨차서 

정리하고 내려왔어요(환자7)”

(2) 팔에 힘이 들어 가면 숨이 참

“애기 책가방을 들고, 뭐 마트에서 장 본 거 몇 개 들고 가는데, 평지 걷는데도 숨차

서 ‘헥헥’ 거리는 거예요. 무거운 거들면 절대 안돼요(환자7)”

“폐동맥고혈압은 숨찬 게 젤 커요. 빨래를 넌다든지 무거운 걸 든다 던지. 팔에 힘이 

들어가는 거 하면 바로 숨이 차요…가벼운 빨래는 너는데, 무거운 이불 같은 건 못 

털죠. 가벼운 빨래도 ‘탁탁’ 털면서 널면 숨이 차고, 내 몸이 ‘툭툭’ 뛰어요. 저는 장바

구니나 백도 안 들어요. 백도 애들이 대신 들지(환자8)”

“애들 씻기고 이런 것도 힘들고, 씻길 때는 몰라요. 씻기고 쉴 타임 되면 숨이 차요.

숨 찼던 게 한꺼번에 싹 올라와요. 심할 때는 구토까지 같이 나오고. 숨이 너무 많이 

차면 헛구역질도 하고, 토도 하고… 저는 빨리 걷는 거 보다 무거운 거 드는 게 힘들

어요….옷도 무겁다 싶으면 걸을 때 숨차고, 속도도 안 나고, 몸이 짓눌려 있는 느낌

이 들고(환자6)”

“청소기 한번 돌리고 방 닦으면 저는 숨이 차더라구요. 욕실청소나 뭐…힘쓰는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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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더 숨차요(환자5)”

(3) 찬바람 쐬면 숨이 참

“계단 오를 때와 무거운 거 들 때 그게 젤 문제예요. 또 뜨뜻한데 있다가 화장실이나 

약간 찬바람이 스치는데 가면 찬 공기가 들어왔을 때 ‘확’ 숨이 차요. 찬 공기가 갑자

기 들어 왔을 때 내 숨과 마찰이 생기면서, 잠깐 ‘헉’ 이렇게 돼요(환자8)”

“추울 때는 가급적 안 움직이고…찬바람 쐬면 숨이 더 차더라구요(환자2)”

“겨울에 찬바람 쐬면 갑자기 숨 막히는 느낌이 있어요. 한참을 서서 심호흡해야 좀 

사그라 들고. 아무래도 겨울에는 외출이 부담스럽죠(환자5)”

(4) 피곤이 너무 빨리 찾아옴 

“옛날에는 멀리 나가고, 여행도 가고, 막 돌아다니고 그랬거든요. 요즘에는 좀만 돌아

다니면 의자 어디 있냐고 찾고, 피곤이 너무 빨리 찾아 와요. 남들은 5시간 걸을 거,

2시간 움직이면 벌써 피곤하고, 졸립고, 집에 가서 쉬고 싶어요(환자6)”

“저는 그나마 애가 1학년이고, 애가 학교 갔다 오면 이모가 다 챙겨주고 저녁까지 먹

이고, 7시에 애 받아서 가방 좀 체크 해주고. 컨디션 좋을 때 만 잠깐 공부만 봐주고.

살림은 남편이 다하고. 그래도 피곤할 때가 있거든요(환자7)”

“내가 조금만 뭘 하면 갑자기 급 피로가 오면서 어쩔 줄 모르겠어요. 그럼 거실에 앉

아서 쉬어요(환자8)”

“방이 3개면, 이방 한번 청소기 돌리면 거실에서 한 30분을 쉬어요. 가만 앉아 있어

요. 그리고 다른 방 청소하고, 옛날 같으면 다 하고 쉬었는데 그렇게 하면 큰일나요.

그렇게 하면 급 피로하고, 눈은 풀리고, 혈압은 떨어지는 것 같고, 가슴은 뛰는 것 같

고, 금방 피로가 와요. 피로가 오면 바로 심장을 ‘툭’하고 건드려요... 그럼 아. 신호 오

는 구나 무리 했나 보다고 느끼죠(환자8)”

“수업 한 번하고 나면 기진맥진해 지고 힘이 쭉 빠지더라구요. 저질체력이예요...(환자

3)”

“이 병 때문에 지금 하는 일에 지장은 없는데, 남들보다 피곤한 건 있는 것 같아요(환

자1)”

“생활하는데 불편한 건, 좀 쉽게 피곤이 온다는 거(환자2)”

(5) 몸살이 쉽게 남

“처음에 비행기 타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괜찮다고 하셔서, 멀리 못 가고 가까운 

제주도로 갔어요…근데 이번에 비행기 타 봤는데 아팠어요. 몸살이 났어요. 좀만 무리

하면 쉽게 몸살 나는데, 여행이 무리였던가 봐요. 바로 나더라구요. 아! 가면 안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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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나 라고 느꼈어요(환자2)”

“저는 사실 여기 오는 동안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요. 여기 한번 왔다 가면 이 삼 일

은 힘들어서 꼼짝 못하고 누워있어야 돼요. 끙끙 앓아요(환자3)”

“많이 움직인 날은 집에서 이 삼일 앓아요. 며칠은 푹 쉬어야지 정신도 맑아지고, 활

동을 하게 돼요(환자6)”

“얼마 전 딸하고 둘이 제주도 여행 갔다 왔는데, 잠을 조금 못 자거나 하면 바로 온

몸이 쑤시고 몸살이 와요(환자8)”

“폐동맥고혈압이 감기를 거의 달고 살아요. 좀만 무리하면 감기몸살이 와요. 좀만 많

이 움직였다? 혹은 샤워할 때 팔을 많이 움직였다? 그러면 이제 몸살이 와요…감기 

몸살 약을 달고 살아요. 감기몸살 앓으면 몸이 막 쑤시잖아요. 딱 그런 거예요. 몸이 

막 쑤시고 아프고(환자8)”

(6) 기운이 없고 집중 할 수가 없음

“집안일 할 때, 숨찬 거 말고 그냥 힘에 부칠 때 가 있어요. 힘이 쭉 빠지면서 ...걸어

가는 것 조차 귀찮고, 가만히 티비 보는 것도 힘들고, 만사가 귀찮게 느껴질 때요(환

자2)”

“가끔씩 그냥 힘이 쪽 빠지고, 축 늘어질 때가 있어요. 노곤해 진다고 해야 하나?..새

롭게 뭘 배운다거나 취미생활을 한다거나 이런 건 앞으로 힘들 것 같아요. 그럴 에너

지는 없을 것 같아요(환자7)”

“전 항상 기운 없고, 뭘 할 수 없고, 그냥 집에서 가만 있다가 밥 시간되면 밥 먹고…

책을 보려고 해도 어렵고. 옛날에 저는 책도 많이 읽고 성경 공부하는 걸 좋아했어요.

근데 5분 이상 집중해서 뭘 할 수가 없어요. 성경책도 몇 줄 읽으면 무슨 내용이었는

지 몰라 또 읽고. 우선 집중이 안 되고 기운이 없어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뭘 할 

힘이 없어요. 어떤 때는 손을 위로 올릴 기운도 없어요. 그냥 축 늘어져 있는 거예요

(환자8)”

(7) 어지럽고, 쓰러질 것 같음

“근데 저혈압이 오니까 일이 안 잡혀요. 뒷머리가 땡 기고, 빙빙 도는 느낌이 들어요.

책상을 붙잡고 가만히 있었어요. 지금도 일하라고 하는데 어지럼증 땜에 못 하겠어

요…애들 학교 보내야 하는데 저혈압 오면 꼼짝 못해요…막 이런데 붙잡고 다녀요.

어지러워서. 거의 기다시피요(환자2)”

“숨차면 심장이 멎을 것 같아 불안하고, 어지럽고….(환자6)”

“한번은 10키로 정도 들고서, 한 5분정도 들었나? 갑자기 창백해지고, ‘아 어지럽다’

그러고 나서 짐을 내려놓으면 숨이 과하게 엄청 차는 거예요. 엄청 차면서 식은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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흘려 있고, 어질어질하고. 어! 이러다가 내가 죽겠는데 싶어서 내려놓으면 그때 식은

땀 쭉 나고, 얼굴 하얘지고, 길거리든 어디든 누워야 되고. 토할 것 같고. 그래서 무거

운 건 웬만하면 들지 않아요(환자6)”

“어제도 기절 할 뻔 했는데…점심 하려고 가스 불 딱 켜면서 돌아서는데 집이 빙빙 

도는 거예요. 내 눈알이 도는 것 같아요. 집이 빙빙 도는데 핸드폰은 거실 위에 탁자

에 있는데 거기까지 못 가겠는 거예요. 몸의 중심이 안 잡혀요. 집이 마구 뱅글뱅글 

도는데. 이거 내가 도는 거야, 내 눈알이 도는 거야 하면서, 아 정신 차려 야지, 정신 

놓으면 안 돼. 하면서... 핸드폰으로 가려고 하는데. 근데 못 가는 거예요. 중심이 안 

잡히니까. 어지러우면서 쓰러질 것 같았어요. 이러다 또 쓰러지면 어쩌지. 하면서…

아. 이러다 실신하겠구나. 아 정신 차려야 겠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붙잡고 있었어요.

다행히 이게 2~3분가량이었어요. 서서히 돌아오더라구요.(환자8)”

“양변기는 괜찮은데, 쪼그려 앉는 변기 있죠. 큰일 나요. 앉았다 일어날 때. 쪼그리고 

앉으면 절대 안돼요. 그냥 앞에 뭐가 있으면 쪼그리고 앉아서 주우면 큰일 나요. 앞에 

뭐가 있으면 그냥 쉭 닦고 말잖아요. 그럼 큰일 나요. 압이 확 올라와요. 숨이 확 차

면서 어지러우면서 아찔해요. 차라리 철퍼덕 주저앉으면 괜찮아요(환자8).”

(8) 의식을 잃고 쓰러짐

“딱 한번 기절했어요. 딸하고 장보러 나왔는데, 집 나서서 몇 발자국 걸었나? 숨차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약간 울렁거린다고 느끼는 순간 갑자기 필름이 딱 끊기면서 까무

라친 거예요. 사실 그때 저는 기억이 없어서 별로 안 놀랬어요. 대신 딸이 얼마나 놀

랬는지. 그때 119부르고 난리 났었어요. 다행히 곧바로 깨어났어요.”

(9) 심장을 트는 통증 

“심장도 너무 아팠어요. 가슴이 막 아파요. 조금자고 깨고. 푹 못 잤어요. (환자2)”

“쐐~ 한 흉통이 와요. 은단 같은 거 먹으면 쐐~ 한 거 있죠. 그게 여기서 올라오기도 

하고, 심장을 확 튼다 해야 되나…그런 아픈 느낌도 있고(환자7)”

“가슴을 막 짓누르는 것 같이 아파요(환자8)”

(10) 심장이 막 뜀

“갑자기 그냥 심장이 막 뛰어요. 차곡차곡 쌓이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막 벌떡벌떡 

뛰어요(환자6)”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많이 움직이고 이러면 가슴이 벌떡 벌떡거렸어요(환자4)”

“갑자기 심장이 막 뛰기도 하고(환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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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 달 같은 경우 뛰는 게 매주 왔어요. 이게 많이 뛰어서. 산소에 맥박수가 나와

요. 뛸 때 그걸 느껴 봤어요. 이게 막 뛰면 130, 140까지 올라가요. 이게 한참 뛰다가 

‘딸가닥’ 이래요. ‘툭’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럼 안 해요. ‘딸가닥’할 때 보니까 85

로 확 떨어지는 거예요. 막 뛸 때 식은땀이 나면서 힘들고, 복식호흡 하면서 시간 좀 

지나서 멈추려고 그러면 여기서 ‘딸가닥’하면서 툭 떨어지는 느낌이 나고 정상으로 돌

아와요. 심할 때는 10분 동안 그러기도 하고, 하루에 2~3번 오기도 하고. 딸네미가 보

면 밖에서 옷이 펄러덕 거릴 정도래요…또 이게 뛰려고 하면 여기서 ‘툭’ 건드려 와

요. 아 또 뛸 라고 그러네. 그러면 앉아서 복식 호흡하고… 어떤 때는 ‘툭’ 건드리고 

갈 때도 있고. 뛰는 게 시작 한다 이러면 벌써 불안하고, 호흡 계속 하면서, 여기서 

다다닥 뛰고. 잦을 땐 하루에 2~3번도 오고(환자8)”

(11) 심장에서 열이 나는 것 같이 더움 

“옛날에는 더위를 안탔는데…근데 더우면 혈압이 올라서 못 참겠더라구요. 심장에서 

열이 나는 것 같이 너무 더워요.(환자2)”

“이 병 알고 2년째 됐을 때는 하루에 샤워를 7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덥더라

구요. 열이 막 나더라구요. 평소 더위는 안탔는데, 집안에서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나

고, 샤워를 여러 번 하니까, 옷도 입을 수가 없더라구요(환자3)”

“다른 사람은 더우면 더운 데로 참는데, 저는 더우면 열이 막 나요. 피부는 차고, 심

장에서 열이 나요. 속은 뜨끈뜨끈해요. 근데 피부는 만져보면 싸늘하고 그니까 신체를 

어느 박자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어요. 속은 뜨겁고 벗자니 살결은 차고, 어떤 때는 여

름에는 냉수를 몇 잔씩 벌컥벌컥 마셔요. 속이 불 난 것 같으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시간 지나고 폐고 압력이 높아지면 대개 더워진다고 얘기 하더라구요. 겨울에도 외투 

걸치지 않을 정도로. 대개 많이 덥다고 얘기 하시더라구요(환자6)”

(12) 다리가 부음

“무리하면 일단 붓기가 안 빠지더라구요….전도 하루 종일 서서 붙여야 하는데, 그러

면 또 발목이 붓거든요…근데 저는 국물 있는 음식 좋아하는데 짜게 먹으면 많이 붓

더라구요. 물도 적당량 외에 너무 많은 양을 마시면 붓고(환자6)”

“직장연수를 1박2일 갔는데 얼굴이 부어올라 호빵맨이 된거예요. 피곤해서 그런가 보

다 했는데 이게 안 가라 앉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가라 앉지 하면서 직장 출근했는

데 이번에는 다리가 붓는 거예요. 쪼그리고 앉으면 불편하잖아요. 보니까 땡땡 부어있

는 거에요(환자7)”

“얼마 전에는 계속 발바닥이 쑤셨어요. 다리는 항상 약간씩 부어있거든요(환자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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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복부가 불룩해짐

“언제부턴가 윗배가 나오더라구요. 복부가요. 근데 저번에 교수님이 그러는데 이게 폐

동맥고혈압 이라고 그러던데요. 윗배 복부가 불룩해요. 지금은 제가 알아요. 배가 차

고 복부가 붓고 불룩 나오는 느낌이 들면 숨이 차요…배에 물 찼다고 그러더라구요.

어차피 하루 이틀 입원해도 주사를 못하니까 입원해도 이뇨제로 그냥 빼더라구요. 그

래서 이제 제가 알아서 이뇨제 먹고, 이뇨제 먹으면 윗배가 들어가면서 숨이 덜 차고,

부종이 없으면 몸이 좀 가볍고. 내가 숨이 많이 차면 배 보면 알아요. 윗배가 불룩하

게 나오면 숨이 차 올라요. 지금은 알아서 조절하고(환자8)”

(14) 깊은 잠을 잘 수 없음

“첨에 이 병을 몰랐을 때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숨차서….심장도 너무 아팠어요.

가슴이 막 아파요. 조금자고 깨고. 푹 못 잤어요(환자2)”

“내가 잠자고 있다가 그냥 죽을 수도 있구나. 숨을 안 셔서. 그냥 죽을 수 있겠다는 

불안감에 잠을 잘 못 자죠…또 이뇨제 땜에 화장실 왔다 갔다 하면 솔직히 깊이 못 

자죠. 조금자다 깨고, 자다 깨고(환자8)”

“판정 받고 나서는 잠을 더 못 자겠더라구요. 자면서 죽는다고도 하고….처음 진단받

고, 당시에 30분내지 40분 잤던 거 같아요(환자3)”

(15) 마른기침을 함(3)

“진단받고...특히 임신 중에 기침을 너무 많이 했거든요. 일 년 내내 기침을 했어요(환

자5).”

“임신후반에 마른기침을 대개 많이 했거든요. 증상은 마른기침이 젤 많았어요. 마른기

침을 달고 살았어요(환자6).”

“근데 환절기만 되면 감기는 아닌데 마른기침이 나가지고 그게 좀 불편하고(환자6)”

(16) 목소리가 안 나옴(1)

“말을 하면 말이 한쪽만 나오는 느낌이 들더라구요. 목이 쉰 느낌도 들고. 그때 성대 

마비라고도 들었는데. 폐고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하더라구요. 가끔씩 감기도 아닌데 

목이 쉬면서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환자5)”

(17) 손가락, 발가락, 입술이 푸르스름 함(1)

“발바닥을 보면 파랗고, 차갑고 그래요…손도 보면 끝이 푸르스름 하고, 입술도 푸르

스름 하고...아! 혈액순환이 안돼서 그렇구나…생각이 들죠(환자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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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냄새에 민감해짐

“저는 냄새에 엄청 민감해졌어요. 맨 처음에 냄새 땜에 더 했어요. 무슨 냄새를 탁 맡

으면, 그때는 개 똥 냄새였어요. 근데 뭔 냄새든 일단 딱 들어오면 가슴이 아프면서,

뛰는 게 나타나요. 냄새에 그렇게 반응하더라구요. 특히 고기도 냄새만 맡으면 뒤집어 

지는 것 같고(환자8)”

(19) 매스꺼워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짐

“음식을 너무 못 먹어요. 식욕도 없고. 먹고 싶은 생각도 없고, 항상 속이 차멀미하는 

것 같이 메스꺼워요. 애들이 엄마 기절하면 정말 안 되니까 엄마 잘 먹어야 한다고 

하는데. 억지러 먹어야 한다고. 근데 도통 입맛이 없어요(환자8)”

(20) 약물 부작용-저혈압, 두통, 목을 조이는 듯 한 숨참, 흉통, 늘어난 생리 양

“젤 힘든 건…약을 먹으니까 저혈압이 오더라구요... 그게 힘들었어요. 제가 많이 좋아

져서 용량을 낮춰야 하는데 용량적은 게 없대요. 그래서 저혈압을 달고 살아요(환자

2).”

“이게 약이 혈압을 다 낮추는 약이래요…어떤 때는 혈압이 70이러고, 보통은 거의 80

이예요(환자8).”

“처음에 약 먹을 때는 가슴이 많이 아프고 부작용 때문에 힘들었는데 한 달 정도 지

나면서 괜찮아 졌거든요(환자2).”

“첨에는 약을 먹고 두통이 너무 심했어요. 두통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막 두통이 오니까,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하니까…두통약 안 먹고 참았더니 차차 가

라 앉더라구요(환자7).”

“1달 병가 내고 그 약을 먹는데 방에서 거실도 못 나오는 거예요. 약이 바뀌니까. 숨

찬 게... 숨 쉬는 건 괜찮은데 숨이 확 올라오는 게 느낌이 있어요. 갑자기 목을 확 조

인다는 느낌이랄까? 안방에서 거실조차도 못 나왔어요. 어머 왜 이러지? 그러면서 병

원에 전화 했더니 한번 참아보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냥 참아 보라고...근데 도대체 이

걸 어디까지 참아야 되나? 그러다가 한 2주 지나니까 잡히더라구요(환자7).”

“진단받고 나서 이상하게 생리를 꼬박꼬박 한 달에 한번씩, 그것도 많은 양을 해요…

옛날에는 불규칙해서 몇 달에 한 번씩 했는데, 이상하게 폐고 약 먹고 나서 부터는 

꼭 한 달도 안 걸고 꼬박꼬박해요(환자3)”

“갑자기 생리가 많아진 거예요. 그런 것도 물어보면 약 때문에 그렇다고, 다들 생리 

양이 많아 졌다고 하고(환자7)”

(21) 카멜레온 같은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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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수첩에다 적었어요. 수시로 상태가 왔다 갔다 하니까, 막 아프다가 금방 멀

쩡해 졌다가 하니까(환자7)”

“일주일간은 흉통이 있다가, 이주 째는 말짱해요. 또 3주째는 또 흉통이 오고, 또 싹  

없어져요. 그러다 또 숨찬 게 며칠 올라와요. 또 가라앉아요. 숨찬 것도 무리하면 나

오는데, 어떤 때는 갑자기 막 숨찬 게 올라와요. 그러다가 멀쩡해져요. 그러니까 대비

를 못하겠어요. 이병에 대해. 수시로 증상이 바뀌니까. 카멜레온 같다니까요(환자7)”

“멀쩡할 때는 기분이 좋고, 이런 날도 있구나 하면서 즐기자 하는 생각도 들고. 돌아

다녀도 괜찮은데, 몸이 안 좋을 때는 꼼짝 못해요. 그럼 우울하고 이러다가 순간 어떻

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 들고(환자2)”

“약 먹고 적응되면서 처음에는 제가 아무래도 다 나은 것 같았어요. 그랬어요. 얼마 

전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증상도 없고, 숨도 안차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저 다시 병원 가서 검사해 봐야겠다고. 완전 나은 것 같다고, 그리고 댓

글을 기다렸어요…그랬더니 “저도 그랬어요. 첨에 약 먹고 저도 날아다녔어요. 날아다

녔다가 되려 악화됐어요. 나슨 게 절대 아니에요. 괜찮다고 싶어도 평상시처럼 몸 아

끼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무거운 거 들지 말고 똑같이 해야 되요” 그러더라구요. 자

기는 날아다닐 것 같았지만 더 안 좋아졌다고, 아 그렇구나, 나은 게 아니었구나. 다

들 착각했다고 너무 좋아 졌으니까 나 슨 줄 알았다고. 아 안 낫는구나, 판단하고 잠

깐 좋아 진 거구나, 이러기도 하구나…그랬죠(환자7).”

“이게 어떤 때는 숨도 덜 차고, 의욕도 생기고, 아픈 사람 같지 않아요. 근데 몸이 안 

좋을 때는 한없이 안 좋아요. 어지럽고, 숨도 더 차고, 기운 없고(환자5).”

2. 활동제한

(1) 원하는 만큼 빨리 움직이지 못함

“제가 성격이 급한데, 제 급한 성격대로 못 움직이니까. 숨차니까… 지금은 애들과 활

동을 많이 하는데…그래도 맘만큼 못 움직이니까 답답하죠. 중간 중간 쉬면되니까요.

평지는 한 10분 정도 걷다 쉬다가 가요. 계단은 가급적 피하고, 있으면 한 계단씩 아

주 천천히 올라가요(환자2)”

“현재도 평지밖에 못 걸어요. 계단도 몸이 좀 괜찮을 때는 한 2층, 보통 1층 정도 밖

에는 못 걸어요. 그것도 아주 천천히 해서. 산에는 아예 안가고, 계단은 빙 돌아서 가

고, 무조건 평지만 걸을 수 있는 데로 가요. 만약 계단으로 올라야 하는 거면 안가는 

거죠. 저 혼자 뺑 돌아서 엘리베이터 타고 가고. ‘응 좀 있다 갈께. 먼저 가라’ 하고.

저 혼자 뺑 돌아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고(환자5)”

“움직이는 게 젤 큰 것 같아요. 우선 자유롭게 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그게 삶의 질에 젤 큰 것 같아요(환자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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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에는 3미터 가다 쉬고, 3미터 가다 쉬고, 그리고 언덕은 한 3발자국 올라가면 숨차

서 못 올라가고. 약 먹고 나서는 좀 괜찮아졌어요. 걷는 것도 괜찮긴 한데… 이게 

좀… 대신 천천히 의식하면서 걸어야 돼요. 생각 없이 막 걸으면 나중에 숨차서 큰일 

나죠(환자6)”

“일상생활에서 신호등이 문제에요. 신호등이 자주 오면 문제가 없는데, 큰 사거리들은 

한번 지나면 엄청 오래 걸리잖아요. 요만큼만 달리면 저거 건널 수 있는데 파랑불이 

이제 켜졌어요. 내가 달리면 분명히 건널 수 있어 하면서 뛰었는데 어느 순간 너무 

숨찬 거예요. 토할 것 같고. 어지럽고. 그래 갖고 안 되겠다 하면서 그 뒤로는 안 뛰

죠. 신호등도 대각선일 때, 직진 이렇게 있으면 동시 신호가 있잖아요. 큰 사거리 에

서는 대각선이 훨씬 길잖아요. 근데 초는 똑 같아요. 삼분의 일 남았는데 빨간 불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 뛰는 것도 아니고, 걷는 것도 아니게, 눈치 보이니까, 비스므리하

게 빨리 가는척해서 근데 도착하면 되게 힘들죠(환자6).”

“무거운 짐은 거의 못 들죠. 무거운 거는…. 빨리 걷는 거 보다 힘든 게, 무거운 거드

는 거에요. 그래서 무거운 건 웬만하면 들지 않아요. 장봐도 거의 배달시키고, 못 들

고 오니까(환자6)”

“한번은 학교에서 행사 준비하다가 무거운 종이가방 들고 가는데 숨이 넘어갈 뻔 했

어요. 평지도 가다가 힘들다 하면 그냥 앉아서 쉬어야하고(환자7)”

“몸이 아직 그렇게 잘 안 따라가요. 성질이 급하고, 우선 빨리 올라가서 쉬자고 하는 

생각에 몇 계단 올라가면 숨이 엄청 차 가지고…우리 딸네미가 왜 그렇게 못하냐고 

한 계단 올라가고 1분 쉬고 이러면 되지. 그걸 못하냐고 막 뭐라 하는데, 막상 계단 

오르면 그게 안 돼요. 숙지가 안 돼요. 내 성격대로 움직이게 되지. 계단 오를 때와 

무거운 거 들 때 그게 젤 문제예요(환자8).”

(2) 취미생활이 제한됨

“사람들에게 병을 알리지 않았잖아요. 산에 가자고 얘기 하는데 계속 안 간다고, 산 

좋아하지 않는다고, 원래 산 대개 좋아하거든요. 산 대개 좋아해서 산 많이 올랐거든

요. 근데 평평한 산이라도 가면 갑자기 속도가 대개 느리게 되고, 천천히 가다가 중간

에 결국 못 올라가요. 못 올라가고 항상 쓰러질 것 같거나, 토할 것 같거나, 심장이 

엄청 빨리 뛰거나. 그래서 사람들하고 아무래도 산에 같이 가자고 해도 못 가고, 운동

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어차피 러닝머신도 못 뛰잖아요. 요가도 해 봤는데 동작이 너

무 빠른거예요. 일어났다 앉았다 해야 되고…운동하다 말고, 쓰러질 것 같아 도중에 

나갔는데. 안 되겠더라구요. 이런 식의 강도 높은 운동은 못할 것 같고, 이런 면에서

는 삶의 질이 좀 떨어져요. 그나마 쉬운 게 요가인데, 요가도 숨이 차서 못하고, 산도 

가팔라서 못 오르고, 그래서 운동은 아예 못하죠. 집에서 스트레칭 정도(환자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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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때문에 이제까지 가족여행을 한 번도 못 갔어요.(환자2)”

“헬스를 하려고 해도 일단은 힘든 걸 못하니까. 또 겁이 나서 아예 시작을 못 하겠더

라구요… 헬스장에서 가서 기계는 안하고 스트레칭 정도, 러닝은 안하고, 1주일에 3번 

정도 헬스장에 가요. 근데 같이 운동하는 사람들이 자기 왜 오는지 모르겠대요...운동 

와서 앉아 있는 것만 보는데 도대체 왜 여기 와서 샤워하고 가는지 모르겠대요. 저는 

사실 거기까지 가는 게 운동이거든요(환자3)”

“10년 전부터 축구나 농구 할 때 많이 힘들고 숨차서 못했죠. 그래서 내가 운동을 너

무 등한시 했구나 하는 생각만하고. 점점 운동을 더 기피하게 되고, 숨차니까. 그럼 

더 숨차고, 더 운동을 멀리하고, 더 힘들고, 그렇게 악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환자1)”

“여기에서 더 이상 새로운 어떤 걸 한다는 건 앞으로 어려울 것 같아요(환자7)”

“교회서 봉사활동 그렇게 많이 했는데 이제 그런 것도 못하죠. 여행가더라고 날 보호

해 줄 누군가가 있어야 되죠(환자8).”

(3) 외출이 부담스러움 

“삶의 질 점수는 첨에는 20점정도요? 왜냐면 아파서 어디 가기가 부담스러워요…제가 

빨발 거리며 쏘다니는 성격인데 그걸 못하니까. 그전에는 주말에 집에 있지 않았어요.

아이들과 어디 다니고요(환자2).”

“비행기 타면 고도가 높아지잖아요. 숨 찰 것 같아 무서워서 아예 안탔어요…(환자3)”

“아무래도 바깥에 잘 안 나가게 되죠.… 집에만 있게 되고(환자3)”

“그래서 시장도 일주일 치 먹을 거 봐놓고, 약속이 없지 않는 이상 항상 집에 있어요.

나가는 것도 싫고(환자6)”

“아무래도 바깥활동을 못한다는 건 많이 불편하죠. 사람들하고 어디 가고 싶긴 한

데....혼자 나가진 않아요. 쇼핑할 때도 혼자 가지 않아요(환자6).”

“겨울에는 웬만하면 외출 안하고 일주일 내내 집에 있을 때도 있고 길게는 열흘도 집

에 있어요. 한발 짝도 안 나가고, 갑자기 집에 있다가 추운 데로 나가면 내 심장이 멈

추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에 외출을 안 하죠(환자6)”

“저혈압을 달고 살아요. 어떤 때는 저혈압이 심하게 와서 운전하다가 죽을 뻔 할 때

가 있었어요. 나만 죽으면 되는데 다른 사람 피해줄 것 같아 그 뒤로 운전을 아예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 또 생활반경이 더 좁아지고…(환자2)”

“우리 집이 3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힘들어요. 계단 오르기가 어려우니까. 웬만

하면 잘 안 나가게 되죠. 그냥 내가 꼭 필요할 때 만 나가고. 집을 1층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어요. 일단 나가면 다시 3층까지 올라가야 한다는 두려움이 앞서니까 아예 안 

나가죠”



- 129 -

(4)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소심해짐

“빨리 걷고, 뛰고 그런 거 전혀 못하니까, 어디 가자고 할 때 소심해 지죠. 남들하고 

어울리는 것도 뒤로 빠져요. 운동도 혼자 해야 하고, 생활도 혼자 해야 하고, 그게 아

무래도 힘들고 다른 사람들도 비슷할 것 같아요. 같이 못해주니까. 분위기라는 게 있

잖아요. 그걸 못 따라 가니까...원래부터 활동적인 사람은 아니었는데 하던 일도 안 하

게 되니까 더 소심해 지는 부분도 있어(환자3).”

“회사에서 이 병이 알려지면.…불이익도 올까? 그런 생각도 들면서, 또 참기도 참아야 

한다는 생각도 있었고, 직장생활 하면서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게 제일 어려웠어요.

어디 나가서 같이 걷지를 못하니까요(환자5).”

“학부모들 만나면, 여기도 지하도를 건너는 길이 있어요. 근데 하도 ‘헉헉’ 거리니까 

사람들이 운동 좀 해라, 이렇게 되잖아요. 살 좀 빼고 운동 좀 하면 된다고...그니까 

항상 뒤쳐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항상 먼저 가라하고, 천천히 뒤따라가고. 아무래도 

같이는 못 움직여요(환자5).”

“항상 편한 길만 가게 되고, 모르는 사람하고는 왠지 꺼리게 되죠. 제가 같이 템포를 

못 맞추니까 되도록이면 안 만나고(환자5).”

“생활하는 게 모든 게 다 걸리적 거리니까. 사람들 만나는 것도 그렇고, 일단은 제가 

그쪽에 같이 못 있는 거잖아요. 다니자고 해도 제가 피하는 거죠. 딱 보고 동선이 이

런 것 같다 그러면 아예 안 간다 해버리니까, 아무래도 같이 어울릴 수 없는 것 같아

요. 얘기할 때도 없고…그럴 땐 많이 외롭죠(환자5).”

“그 병을 진단받은 뒤로는 친구들과 연락을 안 해요. 카톡으로 만 이야기 하지, 따로 

안 해요. 그전에는 중간지점에서 만나서 밥 먹고, 뭐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진단받은 

그 순간부터 나가기가 싫어지는 거예요(환자6).”

“진단받기 전에는 다들 흩어져 사니까 어느 지점에서 만나는데 진단 받고 나서부터는 

만남도 잘 안하고 동네 사람들, 학부모들이나, 아니면 동네서 알게 된 언니들하고만 

이야기 하고, 동네에서만 만남이 거의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거의 모든 생활이. 외부

로 나갈 때에는 거의 가족과 함께. 신랑 차타고 간다던가 하지(환자6).”

“스스로 안 나가요. 그냥. 안 나가고, 애 핑계 대는 거죠. 이래서 못나가고, 저래서 못

나가고. 나갈 수도 있는데 그냥 나중에 혹시… 라는 생각에 못나가요(환자6).”

“친구들끼리 모임 같은 경우는 등산을 주로 가는데 저는 등산 간다 하면 우선 고민부

터 되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몇 번 갔다가 운동부족이라고 잔소리 들으니

까…가능한 안 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하고도 좀 멀어지게 되고…(환자1)”

“주말이나 근무 마치고 누굴 만난다는 건 아예 엄두를 못 내죠…집에서도 일 안 하고 

쉬고만 있는데(환자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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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을 하기 어렵게 됨

“병을 알고 크게 달라진 점은….일을 그만 둔 것이요. 지금은 주부로, 아이만 보고 있

어요… 둘째 낳고도 육아휴직 한번 안하고 직장생활 다 했는데, 이거 알고 나서는 그

만 뒀어요. 힘들어서 직장생활을 할 수가 없더라구요. 일에 전념할 수가 없으니까. 무

엇보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 같아서….이거 알고 몇 개월 정도 있다가 그만 

둔 것 같아요. 애들은 어리고, 저는 숨이 차서 뭐 하나 할 수 없고, 계속 일하면 빨리 

죽을 것 같더라구요. 건강에만 신경 써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육아에, 회사에 도저

히 감당이 안되더라구요. 그리고 그때는 심적으로 일을 하고 계속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데 어떻게 계속 다니겠어요(환자2).”

“좀 좋아 졌다 싶어 회사에 다시 다녔는데 회사에서 저혈압이 왔어요. 회사에서 저혈

압이 와서 누워서 쉬고 싶은데 누워 있을 때도 없고, 일은 바쁘고 이러니까 괜히 다

른 사람에게 민폐 끼치는 것 같고. 못 다니겠더라구요. 그래서 그만 뒀어요(환자2).”

“이렇게 되면서 원래 하던걸 안 하거든요. 3개월에 한 번씩 이틀씩 빠져야 되니까. 자

주 빠지니까 일하는 곳에서 안 좋아하더라구…고등학생들까지 과외 했었는데 집에 들

어오면 새벽 2시 반이나 3시 이렇게 되요. 힘드니까 먼저 고등학생 애들 가르치는 거 

그만두고, 숨차서 판서 수업 못하게 하니까 학원도 주춤하다가…근데 남편이 이번에 

부산에 내려가서 혼자 있으니까…그만 뒀으면 하더라구요. 그래서 작년에 그만 뒀죠

(환자3).”

“숨이 차서. 회사는 계속 다니다가 희망퇴직도 권고하고. 그때 당시에는 또 너무 쉬고  

싶더라구요. 또 쉬면 좋아지려나 하는 마음도 생기면서 그만두게 된 게 한 6년. 그래

도 진단 받고 한 3, 4년은 다녔던 것 같아요…그때는 아무에게도 얘기 못했죠. 친한 

동료 한 명에게도 말 못했어요. 저는 그냥 국영 기업체. 관광공사에서 일했어요. 다행

히 앉아서 일을 해서… 힘들어도 참았어요. 괜히 몸 안 좋고 그러면…그 당시에는 또 

출산휴가도 여러 번 반복해서 썼고 그러니까. 그냥 참았어요. 회식이나 야유회 이런 

거는 핑계 대고 안가고(환자5)”

“직장은 이것 땜에 그만둔 것은 아니고 첫 애 낳고 그만 뒀어요. 근데 이거 땜에는 

절대 직장 못 다닐 것 같아요…아직 내보진 않았는데 탈락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일을 할 수 없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만약에 회사에 됐어도 마지막에 건강검진 떼오

라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병이 라는 게 있으면 채용 안 할 것 같아요. 건강한 사

람 많은데 굳이 아픈 사람을 회사 쪽에서 쓸까라는 생각도 들고....분명히 이력서 내면 

건강상의 문제로 탈락될 것 같고, 그리고 아무래도 많이 걸어야 되잖아요. 걷거나 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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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움직이고, 무거운 짐을 들고 이런 일이 있을 거 아니예요. 그런 일도 분명히 못할 

것 같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직장은 못 다니지 않을까….어디에서도 읽은 것 같아요.

젊은 남자였는데 대기업에 취직했다가 최종건강검진에서 떨어 졌다고…그런 면에서 

삶의 질이 떨어진다고 해야 하나?(환자6)”

“와이프는 저를 일을 되도록이면 못하게 하는데, 아직까지는 일하는데 지장이 전혀 

없거든요. 저는 움직이는 일해요. 급식업체운영하고 있어요. 저를 일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제가 빠지면 안 되는 상황이라…그런 것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일하는

데 크게 지장이 없으니, 굳이 그만둘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또 애들이 아직 어리니

까요. 와이프는 일하면 더 안 좋아 질까봐 자꾸 그만두라고 성화죠(환자1).”

“그 전에 음식장사 했었죠. 진단받기 전부터 정리하긴 했는데, 일하면서 힘들고, 몸에 

부치고 하니까 딸네미가 그냥 정리하라고 해서(환자8)”

(6) 자녀를 돌보는 게 몸에 부침

“애들하고도 못 놀아 줘요. 놀아줘야 하는데 저도 숨이 차니까. 청소기 한번 돌리고 

방 닦으면 저는 숨이 차더라구요. 그니까 그런 기본적인 것도 못하니까. 애들 놀아주

는 거 이런 거 절대 못하고. 씻기는 것도 숨이 차더라구요. 그니까 애들도 일찍 혼자 

씻게 됐어요. 시키게 되더라구요. 머리 감는 것부터 해서 아주 아가야 때부터 자기 스

스로 감게 되고, 왜냐면 내 몸도 씻는 게 힘든데, 애들 씻기는 걸 하면 너무 힘들더라

구요(환자5).”

“삶의 질이요? 일단, 몸을 못 움직이니까. 애한테 어릴 때부터 놀아줘야 하는 부분을 

저는 아무것도 못했으니까. 그게 안 좋더라구요. 놀이공원 가거나, 활동적으로 뭘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뛰어도 주고, 놀아도 주고 해야 되는데(환자5)”

“얘들은 어려서 막 뛰는데. 엄마는 못 따라가고. 엄마는 못 따라 가니까 멈춰라, 멈춰

라 소리 지르고, 신경질 내고(환자6)”

“애들 어릴 때도 애가 아무리 울어도 못 안아 줬던 것 같아요. 한번 안아서 달래다가 

애랑 같이 쓰러질 뻔 했거든요. 그래서 애 달래다가 오히려 다치게 하겠다 싶어서 그 

다음부터 엎거나 안지는 않았죠(환자6).”

“지금 아이가 1학년이다 보니까, 그게 애 돌보는 게 힘들어요. 저는 그나마 애가 1학

년이고 학교 갔다 오면 이모가 다 챙겨주고, 저녁까지 먹이고 7시에 애 받아서 저는 

가방 체크 해주는 정도. 컨디션 좋을 때 만 잠깐 공부만 봐 주고…애 씻기는 건 어려

워요. 저 씻고 애까지 씻기는 건 힘들어서 안돼요(환자7).”

(7) 조심스러워지는 부부관계-성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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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처음에는 둘 다 무서워서 부부관계를 피했는데, 시간 지

나고 익숙해지니까 크게 문제가 없더라구요. 그렇지만 혹시 어떻게 될 까봐….아무래

도 좀 꺼려지는 면은 있죠(환자2).”

“숨차다고 부부생활이 힘든 건 아니고, 그건 지장이 별로 없어요…만약 관계 맺자고 

하면 컨디션 물어보고. 아. 옛날이랑 다른 거는 관계를 맺기 전에 꼭 먼저 몸 상태를 

확인해요. 좀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아요. 숨 차 할 까봐. 그러니까 크게 달라진 것은 

없어요(환자3)”

“저는 그렇게 힘든 것 같지 않은데, 남편이 꺼려하더라구요. 그게 많이 숨차거나 크게 

힘들지 않거든요. 근데 니가 힘든 것 같으니까 하면서 꺼리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그

냥 내버려두니까. 자기가 먼저 그렇게 생각을 해 버리더라구요. 근데 거기다 대고 난 

괜찮으니까 하자고 할 수도 없고. 저도 그냥 두죠. 그니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환

자5)”

”성생활 같은 경우는 숨이 차니까 아무래도 꺼려지죠. 제가 약간 두렵고...둘 다 피임

을 따로 안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셋째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생겼더라도 낳을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것도 그렇고 그리고 결혼 한지 벌써 11년 됐고 하니까 신혼 때 

만큼 그렇게 는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숨찬 게 있어서 저는 좀 꺼려져요.

숨찬 게 모든 게 다 끝나면 한 번에 와요. 항상 중간에 몰라요. 걷든, 뛰든. 항상 멈춰 

있으면 그 숨이 한 번에 다 올라 와요. 그래서 그거에 두려움이 있어요. 숨이 한 번에 

몰아올 때 토할 것 같고 땀 흘리고, 이런 공포 같은 게 싫어지니까. 페이스 조절하고 

싶은 생각이 드니까. 그런 거 말고는 좋은 것 같아요. 아예 안 하는 건 아니니까. 제

가 좀 두려울 뿐이지.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숨참이 오는 것 땜에 두려움이랄까

요. 제가 좀 안 좋아하는 것 같다 그러면 남편이 알았다 하면서 단념하죠(환자6).”

(8) 임신에 대한 아쉬움 

“애를 갖는 것도 이제 힘들 것 같고. 아직 없는 상태에서 약을 먹고 있으니까. 남편 

말에 의하면 약을 안 먹으면 안 되는데, 임신하면 약을 끊어야 되는데 그럼 안 될 것 

같다고. 애를 갖지 말자. 필요 없다고 말을 그렇게 하는데 속마음은 어떨지 모르죠.

저는 시집을 늦게 갔어요. 아직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외지에 있으니까. 남편이 

바람을 핀다는 불안감이 있죠. 자식이 없으니까. 애를 못 가진다는 것에 대한 괴로움

은 별로 없지만 아쉬움은 좀 있죠(환자3).”

“약 먹고 나서 이상하게 생리를 꼬박꼬박 한 달에 한번 씩 해요. 그걸 갖고 엄마가 

짜증을 내지. 임신을 할 수 있는데 이제는 못하니까. 친정엄마 입장에서는 자식이 있

었음 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눈치가 보이죠. 애를 못 갖게 하는 거에 대해서(환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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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리적 증상

(1) 존재감이 없어지면서 죽고 싶은 생각이 듦 

“올 봄에만 해도 우울증이 심했어요. 이게 밖에 안 나가고 혼자 집에 있으니까 우울

감이 오더라구요. 막 기분이 다운되고, 이유 없이 눈물 나고. 심할 땐 이대로 죽고 싶

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환자8).”

“전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장사도 했고, 막 활발하게 이거 저거 했던 사람인데 이제 

아무것도 안하고, 못하니까, 우울감과 상실감이 더 큰 것 같아요. 저는 집에 있으면서.

어제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무의미한 존재구나. 내가 과연 살아있나? 아무런 의

미가 없잖아요. 살아있는 있다는 것은 ‘활력’ 이런 게 있어야 하는데. 전 항상 기운 없

고, 뭘 할 수 없고, 그냥 집에서 가만있다가 밥 시간되면 밥 먹고…그게 집안에 있던 

사람 같으면 큰 지장이 없을 거예요. 덜할 거예요. 근데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 이 

병에 걸리면. 저는 음..제 존재감이 없어지는 것 같고, 삶이 무의미해 지는 것 같고,

내가 과연 살아 있는 게 맞나 싶고. 어제도 거실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너무 

무의미하게 사는 것 같다고. 그냥 데려가 달라고 그랬어요...(눈물). 보통은 15년만 연

장시켜 달라고 하나님한테 늘 기도했는데, 이번에는 그걸 그냥 받았다고 생각하고, 좀 

더 일찍 데려가 주면 안 되겠냐고…(환자8)”

“우울증 약은 더 힘들어져서 못 먹겠어요. 아침에 못 견디겠어요. 우울증 약을 먹으면 

정신이 맑지가 않고 흐리멍텅한 느낌이어서 몇 번 먹다가 안 먹었어요. 우울증 오면 

기분이 다운되면서 축 늘어지고, 만사가 다 귀찮아요. 또 날씨가 비가 오거나 그러면 

더 심해져요. 옛날에는 성격이 밝다고 많이 들었는데. 제가 우울증이 올지 몰랐어요.

어느 날 창가에서 밖을 쳐다보는데 떨어져 죽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자살

하는 사람이 이렇게 충동적이 되는 구나 느꼈죠. 내가 확 죽어 없어져 버릴까? 그랬

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들어요. 기운이 다운되면서 사람 만나는 거도 

싫고. 우울증이 그렇게 와요(환자8).”

“심장이 막 뛰면 힘들고 어쩔 줄 모르거든요. 그때 울면서 이렇게 살바엔 차라리 죽

는 게 낫다고, 하나님 제발 날 데려가라고(환자8).”

“이러다가 이병, 저병 다 오는 것 같고..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걱정되고 우울해 지

기도 하고. 너무 젊은 나이에 왔잖아요. 나이가 좀 들어서 와도 괜찮은데(눈물)(환자

5)”

(2) 죽음에 대한 공포

“인터넷은 초기에 아예 안 봤어요. 너무 무서워서. 맘이 약해서(눈물)….그냥 좀 진정

된 다음에 찾아 봤어요. 그렇게 심각한지 몰랐어요. 인터넷 찾아보고 그냥 무서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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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2)”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 잘 때 좀 힘들어요. 애기 생각 때문에. 이대로 자면 과연 아침

에 눈 떠질까? 하는 불안감 때문에(환자2)”

“인터넷에서 보니까 막 죽더라구요. 그때는 진짜 멘붕이었어요. 두근두근하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나 하고.. 한 1년 정도 혼란 기간이었어요(환자2).”

“또 갑자기 예고도 없이 돌연사 같은 게 생길까봐 무섭고. 아무래도 이게 숨하고 관

련된 거니까… 그거 걱정되더라구요(환자5)”

“충격이 처음에 너무 크니까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거니까, 아무래도 공황장애가 온 

것 같다고 하더라구요. 폐고 앓는 분들 중에 공황장애가 많다고 들었어요…그전에 3

개월 동안 외출을 못했어요. 땅이 울퉁불퉁하게 보이고, 화면도 좀 이상하게 보이고,

집안에서 걸어도 뭔가 기울어져 있어서 걷는 것 같고, 근데 공황장애라고…아무래도 

폐고라는 공포증 그런 것들이 함께 찾아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더라구요. 공황장애 있

는 것도 문제지만, 심장이라는 게 또 언제 멈출지 모른다는 생각도 들고,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환자6)”

“입원했을 때, 검사당일 아침에 샤워를 했는데,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잖아요. 그때가 

3월 이었는데. 춥찮아요. 근데 습기가 점점 차는 거예요. 거기서 호흡곤란이 온거예요.

그래가지고 화장실 문 열고 도와달라고 외치고, 발가벗은 것도 다 잊고 죽을 것 같으

니까. 문 열고 소리치고 그랬어요. 그때부터 공황이 온 것 같아요. 그때 호흡곤란이 

오면서, 숨을 못 쉴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 뒤부터는 엘리베이터 타도 갑갑시럽고,

병원 휠체어 타고 바람 쐬러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때도 답답시럽고, 앉아 있으면 사

람이 앞으로 막 다가왔다가, 멀리 있는 것도 보이고 얼굴이 작게 보였다가 크게 보이

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불안하고… 약 먹고 좋아졌어요. 지금도 먹고 있구요(환자6)”

“근데 저는 폐고보다 더 무서운 게 공황이었어요. 그때는 제가 공황인줄 몰랐잖아요.

땅이 왔다 갔다하고, 보이는 것도 이상하고, 바깥에 나가고 싶은데 바닥도 이상하고,

이게 폐고의 증상이 맞나 싶기도 하고, 약발을 안 받아서 이런 건가 그 생각을 가장 

많이 했던 거 같아요. 왜 이렇게 보이지, 왜 땅이 평평하게 안보이지. 앉아 있는데 땅

이 푹 꺼졌다가 벌떡 일어난 느낌이 들고 이러니까. 공황 약을 먹기 전까지는 계속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 이러지, 몸이 왜 이러지…근데 공황도 약간 정신적인 

문제잖아요. 내 몸이 피곤하다고 느끼면 공황이 딴 데보다 조금 더 찾아와요. 서로서

로 연결된 것 같아요. 폐고 하고 공황하고. 폐고 때문에 공황이 생겼고 그 생각이 머

리 속에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좀 무리했다. 피곤하다 하면 벌써 공황이 와요.

어지러워 눈동자가 도는 것 같아 하면서 같이 찾아 오더라구요(환자6)”

(3) 심장이 멎을까 불안



- 135 -

“어떻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 젤 큰 것 같아요…초반에 감정이 많이 불안했었

어요(환자2)”

“계속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애기들 생각하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하니까 살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처음에는 생활하는데 데게 불안했어요. 뭐하나 하더라도 

어떻게 되지 않을까 하고. (환자2)”

“밖에 나가는 것도 첨에는 좀 그렇더라구요. 초조하고 안 좋은 생각이 들고,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환자3)”

“너무 과하게 운동 하다가 죽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선을 모르니까, 그것도 불안하

고, 근데 운동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옛날에는 대개 불안했거든요. 지금

은 덜 불안한데, 처음에는 많이 불안했죠. 처음 진단 받을 때 많이 힘들고, 무섭고 불

안했죠…움직이는 것 자체가 불편하긴 해요. 돌연사 된다고 하니까. 불안하죠(환자3)”

“자면서도 겁이 나요. 너무 깊이 잠들었다가 못 일어날까 봐. 그니까 잠이 온다 싶으

면 스스로 인지하고 일어나는 거야. 쏙 들어가서 영영 못 일어날까 봐. 최근에는 좀 

덜했는데 지진 일어나면서 또 그런 거야(환자3)”

“기침을 하면 숨이 딱 멎을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럼 굉장히 불안해요. 이대로 숨을 

못 쉴 까봐(환자5)”

“이게 또 언제 심장이 멈출지 모른다는 생각도 들고, 심장이라는 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런 생각도 들고 이런저런 생각이 드니까 집에서 멀리 떨어진다는 생각 

자체는, 보호자 없이 집에서 떨어진다는 생각은 좀 불안하고 무섭죠(환자6)”

“폐고는 일상생활에서 장애 되는 것 같아요. 겨울에는 거의 외출을 안 해요. 겨울에는 

왜냐면 너무 춥잖아요. 너무 추우니까 어떻게 될까 봐. 무서워서. 일단 겁이 나니까 

무서워서. 걸으면서도 계속 심장을. 손을 얹고 심장이 뛰는지 봐요. 여름에도 너무 더

우면 몸이 쳐지잖아요. 그럼 맥박이 느리게 뛰는 것 같아서. 심장이 뛰는 건가? 위치

를 잘못 잡았나? 혼자서 뛰나 안 뛰나 가슴에다 이렇게 손 얹고 계속 확인해요(환자

6)”

“잘 생활하지만 ‘혹시’ 싶은 생각은 들어요. 갑자기…. 어떻게 될까 하는(환자4)”

“어떻게 아픈데? 물어보면 제가 그러죠. 그냥, “야 일본에 화산이 있지. 그럼 “응”. 그

래요. “화산 옆에 집 짓고 산다. 내가”. 제가 화산 옆에 집 짓고 산다고 해요. 늘 불안

하잖아요. 얘가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그러면서 다스리고 사는 거잖아요. 게도 좀 다

스리고 준비를 해가면서. 딱 그 심정인 것 같아요.

(4) 뛰지 못하는 불안

”움직이는 것도 불안한데 그렇다고 혼자 있는데 해결할 수 있는 건 없고. 지진일어 

날 때 도 마찬가지고, 남들은 도망가서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난 남들만큼 뛰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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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죠. 그렇잖아요.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엘리베이터 타고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15층인데 1층까지 어떻게 뛰어서 내려가라고… 위로 올라갈까?

아래로 내려갈까? 엄청 생각 많이 했어요(환자3).”

“내가 못 느끼는 여진이 일어날까 봐. 그런 생각. 남들보다 못 뛰는데, 어디에 있어야 

하나. 그게 항상. 어딜 다닐 때도 여기가 안전하나? 저기가 안전하나? 그게 항상 신경 

쓰여요(환자3)”

“어딜 가나 안전지대를 수시로 확인해요… 재빨리 움직여야 하는데 남들보다 못 움직

이니까. 그렇잖아요. 병자들은 어딜 가나 약하잖아요(환자3).”

“말하자면 남들보다 달리기를 못하니까, 똑같이 기다려도 나는 치이면 치이는 대로 

있어야 하니까 남들은 치이면 도망가면 되니까, 나는 잡히면 잡히는 대로 있어야 하

니까 불안하죠. 못 뛰니까. 3시간, 4시간동안 정류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

아요. 앉아있는 것도 불안하고 가만히 또 한군데만 있으면 타겟이 될 것 같고, 그것도 

걱정이고, 요세 워낙 무서우니까, 찜질방 같은데도 겁이 나고(환자3).”

“참! 이번에 지진 났을 때, 뛰어서 내려가야 하는데, “어떻게 뛰노” 하면서. “어야노”

이러다가, 또 “무슨 일 생기면 우짜겠노” 이러면서, 혼자 동동거렸어요. 지난번에 저

희 아파트에서 불났다고 밤에 방송이 난 적 있어요. 그때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면서 

지금 뛰어 내려가야 하는데 우짜노, 우짜노 하면서. 숨이 막 차오르면서 턱 막히고,

공포감이 온몸이 쫙 생기더라구요. 몸이 덜덜 떨렸어요. 우짜노 우짜노, 하면서 저는 

못 뛰잖아요. 다행히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 내려갈 수는 있겠다 하면서. 맘을 진정시

켰죠. 근데 다 뛰는데, 나는 못 뛸 것 같더라구요. 애들 둘을 데리고 우째뛰노 하면

서.. 막 숨이 막혀 오더라구요. 지진이나 불이 겁나는 게 아니라 뛰어야 하는데 못 뛰

는 게 겁나더라구요(환자5).”

(5) 깨끗해야 한다는 강박증

“강박증도 생긴 것 같아요. 개 한 마리 고양이 한 마리 키우는데 그런 거 땜에 더 집

안을 깨끗이 하거든요. 털도 그렇고. 이 병 앓고 나서 더 예민해진 것 같아요. 옷도 

입었다 하면 먼지 털어야 되고. 이불도 계속 털고, 아침저녁으로 이불을 털어야 되고.

압박감이랄까요. 숨 쉬는데 먼지 땜에 문제 생길까 봐. 먼지에 대한 강박관념이 생긴 

것 같아요. 호흡기 때문에 더 강박관념이 생긴 것 같아요(환자8)”

“이게 호흡과 연관 있으니까 청소하는데 신경을 많이 쓰게 돼요. 수시로 청소기를 돌

려요. 먼지 쌓이면 기침도 더 많이 하는 것 같고. 미세 먼지 많다는 날은 창문도 꽁꽁 

닫고 아예 안 나가죠(환자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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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병의 예후에 대한 우울 

“정서적으로 좀 오락가락 해요. 병에 대해 생각하면 우울해지고…일 다시 시작할 때

는 바쁘게 생활하면 우울한 생각도 덜 들고 좋겠다고 싶어 일을 다시 시작했어요(환

자2).”

“누가 죽었다고 하면 더 우울하고 힘들어서, 누가 하늘나라에 갔다는 글 보고 카페에 

아예 안 들어갔어요(환자2).”

“진단받았을 때 그때는 계속 울고 다녔어요…처음에는 충격으로 침대에만 누워 있었

으니까요. 처음 얘기 듣고 일주일을 누워만 있었거든요(환자6)”

“제가 우울해하고 힘들어할 겨를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살아야겠다고 그렇게 맘

을 먹었던 것 같아요…숨은 차고, 또 회사는 복귀는 해야 하고, 애는 봐야 하고, 참아

야 겠다 고만 생각 했던 것 같아요(환자5).”

“진단받고 엄청 후회 했어요. 병을 아나 모르나 생활은 똑 같은 거 아니에요? 차라리 

모르고 지내면, 늦게 진단받으면 그 기간 동안 환자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으로 마음 

편하게 생활할 거 아니에요(환자3)”

“제가 이러고 나서 직장을 한 달을 쉬었거든요. 근데 다른 병이 같이 와요. 우울증이 

오더라구요. 제가 밖에 안가고, 안에 있으면서 뭘 생각 했냐면……인터넷 보면 2년 안

에 다 죽어요. 그거보고, 아! 내가 2년 안에 죽는구나. 글만 막 보니까. 애가 1학년이

니까. 유서를 써놔야 되나? 재산을 관리 해 놔야 되나? 애 앞으로 얼마 쓰고, 나중에 

얼마, 얼마 쓰라고 해 놔야 되나, 언니한테 관리를 맡길까?....대학 때까지 챙겨달라고?

애가 이제 1학년인데, 그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한달 동안(환자7)”

(8) 자식에 대한 걱정으로 맘이 무거움

“아이 생각이 먼저 났어요.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지? 아. 갑자기 눈물이(환자2)”

“예전보다 불안은 많이 없어 진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애들 시집장가 갈 때 까지는 

살아야 하는데.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환자2)”

“이거 하나 때문에 여러 가지가 겹쳐서 몸이 악화되고 수명이 더 짧아지는 게 아닌지 

걱정돼요. 애들 클 때까지 있어야 하는데….그런 게 걱정돼요(환자5)”

“그때는 애기가 너무 어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 들고, 내 애를 누가 

키워야 되나 생각도 들고, 누구한테 부탁해야 되나. 그랬죠... 자식 생각이 젤 컸죠. 그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자식 생각을 제일 많이 하게 되죠(환자6)”

“남은 사람에 대한 걱정을 안 해야 되는데. 남은 사람에 대한 걱정이 또 크다 보니까.

아직 애들 결혼을 한 명도 안 시켰고. 그렇다고 노년을 넉넉하게 준비해 놓은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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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죠. 노동을 5년을 더할 수 있을지 10년을 더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죠…아무래도 

가장이니까. 근데 여자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식 때문에 자기 몸만 생각 못할 

걸요. 가족들 먼저 생각하게 되니까 그게 힘든 거죠(환자1)”

“저는 다른 거 안 바라고 애들 결혼 할 때 까지만, 클 때 까지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환자5).”

“휴직하고 한달 동안 있을 때는 나 죽는구나! 유서도 써놔야겠다. 그러고 애 앞으로 

돈을 옮기고, 통장도 만들어 놔야겠다. 집도 팔아야겠다. 이런 고민만 했어요(환자7).”

(10) 건강해 보이는 외모 인한 생활 속의 난처함

“남편이 첨에는 신경을 좀 많이 썼죠. 이제는 그러지 않아요. 집안 일… 잘 안도와 주

는데.….보기에 멀쩡하잖아요. 저는 초월했어요(환자2).”

“그냥 빈혈이 심하다고만 하고. 지난번에 한번 얘기 했었어요. 큰애 학교에서. 제가 

키가 크니까 멀쩡해 보이잖아요. 달리기 잘 뛸 것 같아서. 저 잘 뛰는데 숨차서 못 뛴

다고 저 때문에 질 거라고 했는데, 근데 선생님이 계속 뛰어 달라는 거예요. 어머니 

잘 뛰실 것 같다고. 어머니가 뛰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아무도 없을 때 선생님한테 

사실대로 얘기 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너무 미안해하는 거예요. 마주 칠 때마다 미안

하다고. 괜찮다고 해도 만날 때마다 죄송하다고 하니까 얘기하지 말걸 후회 되더라구

요(환자2)”

“주위사람들은 저를 보고 안 아픈 것 같대요. 아프게 안보이고…시댁은 한 달에 한 

번씩 제사가 있는 거예요. 병원에서 수혈 받고 있는 데도 제사 음식 하러 오라고, 그

때부터 피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며느리가 아프다고 간병까지 하면서도 제사나 음식

은 또 해야 해요. 어른들은 그렇더라구요. 어머님 하시는 말씀은 첫째고, 둘째고 똑같

이 해야 된다고… 아프다고 배려하는 건 없죠....형제들이 아픈 건 알아도 인지를 잘 

못해요. 얼굴보고 생활하는 거 보면 멀쩡하니까(환자3)”

“손 한참 갈 때 애들 키우면서 엄청 힘들었죠. 겉으로는 멀쩡하니까. 애들 키우면서 

학교나, 주변 엄마들에게 얘기 했었어요. 근데 얘기해도 잘 모르더라구요. 겉으로는 

너무 멀쩡해 보이니까. 너무 건강해 보이잖아요. 누가 이런 병을 앓고 있겠다고 하겠

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얘기 했는데, 이제는 그냥 안 해요…근데 이해를 못하잖아요.

누가 제 얼굴 봐서 이렇게 숨 차 할지 어떻게 알겠어요. (환자5)”

“저는 부산인데도 감기 걸려서 병원가면 제 먹은 약이랑 진단은 얘기 해 줘야 할 것 

같은데 폐동맥고혈압 입니다. 그러면 뭔지를 모르데요(환자5)”

“근데 아무래도 기사님이 보면 젊은 사람이 가까운 거린데 택시 탄다고 생각할 수 있

을 거란 생각도 들고. 자격지심이죠. 그냥 ”몸 안 좋아 병원 갑니다“ 하고 먼저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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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요(환자5)”

“전부다 계단이니까 너무 힘들더라구요. 가다가 계속 쉬어야 하니까. 나름대로 멀쩡한 

젊은 사람이 저러고 있으니까 쓸데없이 핸드폰 봤다가 좀 쉬면서 올라갔다가(환자5)”

“아무래도 신랑 손이, 많이 도와줬으면 어쩌면 좀 편했을 텐데. 신랑이 그때 사업 땜

에 너무 신경 쓰는 일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다른 걸로 더 스트레스를 받다 보

니까. 제 생각할 겨를은 없었던 것 같아요. 본인이 보기에도 멀쩡해 보이잖아요. 자기

도 병에 대해 찾아 봤을 텐데 약 먹으면 괜찮다고 들리고 하니까(환자5).”

“천천히 할라 하면 주위엄마들이 너무 느슨하게 하는 거 아니니? 그러고. 너는 젊은 

애가 너무 느슨하게 운동한다고, 뭐하러 다니니? 그러잖아요. 그런 소리를 듣고 싶지

는 않고(환자6)”

“겉으로는 티가 안 나니까 사람들 보기에 좀 그렇죠. 시어머니하고 쉬는 날 같이 장

보잖아요. 배달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안 되는 거 들고 와야 하는데 어머

님이 드세요. 멀쩡한 젊은 애는 그냥 가방 메고 왔다 갔다 하고, 옆에 있는 나이든 어

머니는 짐 들고 있고, 사람들 보기에는 뭐 저러냐고 그럴 수 있죠(환자6)”

“시어머니는….이제까지 집안일 해주신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청소기를 민다

던가 닦아 준다던가 한 번도 안 해 주신 것 같아요. 설거지도 하나 안 하시고…그럴 

땐 내가 아픈걸 아시나? 하는 생각도 들죠(환자6)”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이렇게 앉아서 얘기할 때는 전혀 아픈 사람인지 모르더라구

요(환자7)”

“응급실 갔을 때 제가 첨에는 보호자인줄 알았대요. 모습이 이러니까, 근데 제가 환자

라고 하면 왜 그렇게 위급한 환자를 내버려 뒀냐고 이러기도 하고(환자7)”

“내가 밖에 나가서 사부작, 사부작 활동을 해도 되긴 하는데, 남이 10발 갈 때 나는 

한 3발가야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겉에서 보면 멀쩡해요. 누가 아픈 사람 같아

요? 교회에서도 권사님들도 겉은 멀쩡한데 어디가 아프냐고, 전혀 아픈 사람으로 안 

보인다고. 그런 소리 들으면 상처받죠.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정말 친해서 나를 보호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움직이게 돼요. 사람들이 가면 나도 천천히 따라가고,

첨에는 티를 안 내려고 무진장 애썼어요. 근데 ‘헥헥’하고 그러니까. 딸네미가 엄마!

그냥 엄마 병 알려도 된다고. 많이 아프니까 걷는 거 못한다고 그러라고. 근데 아프다

고 해도 사람들이 잘 모르고,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데 못 가면 이상하죠. 사람들이 아

픈 사람으로 인식을 안 해주니까. 그게 어떤 때는 굉장히 힘들어요. 천천히 간다던가 

하는 배려를 안 해주니까. 그리고 아프다고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맘 적으로

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밖에 안 나가게 되고. 안 나가니까, 문제는 또 우울감이 와요

(환자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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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환자로 보이고 싶지 않아 비밀로 함

“아주 친한 옛날 친구들. 친한 사람만 알지 그 이후에 사귄 사람은 얘기 안 해요. 내 

가족 몇 명 만 알고 말 안 해요. 주위에 알리고 싶지는 않더라구요. 학교 학부모, 친

구 다 말 안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서(환자2)”

“다른 사람들한테 아픈 사람 이렇게 인식되는 게 싫더라구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병

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이 살다 보면 아플 때도 있잖아요. 그 정도로 알아 

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부담스럽고, 너무 또 괜찮냐고 물어보고. 신경 쓸까봐. 괜찮으

니까 나간 건데 괜찮냐고 물어보니까. 부담스럽고 싫죠(환자2)”

“가족 외에는 아무도 몰라요. 가족과 친척 만 알아요. 아무도,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말하고 싶지도 않고. 말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이 병을 앓고 있는 언니들이 말하면 주

위의 시선이, 대게 불쌍한 시선으로 쳐다본다 해가지고 그래서 말 안 했어요(환자6)”

“학교에서 청소하러 오라고 하면 어떡하지? 청소하다가 대걸레 하다가 숨차면 어떡하

지, 들키면 어떡하지, 쓰러지면 어떡하지. 소문날 텐데.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벌써 멀

리까지 다 생각한 거야, 아. 일 있다고 바쁘다고 해야지.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요”

이러죠. 그 전에는 간다는 말을 해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참석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날이 다가오면 두려운 거야. 어 내가 걸레질 하다가 숨차면, 선풍기 닦다가 숨차면,

떨어지면 어떡해, 내 병이 들키면 어떡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럼 내 아이들이 모르

니까. 내 아이들이 알면 어떡해. 엄마가 약을 먹지만 항상 엄마 영양제 먹어. 엄마 영

양제 먹는다고 애기 하니까. 영양제 먹는다고 알지, 아직 모르잖아요. 어리기 땜에. 애

들이 알게 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들 때문에 아무래도 학교 활동 못하게 되죠.

(환자6)”

“가능 한한, 최대한 알리지 않는 방향으로 계속 하고 싶어요. 시선도 그렇고 내 아이

가 친구를 사귀잖아요. ‘니네 엄마 아프다며’ 라는 말을 내 아이가 듣는 것도 싫고, 그

래서 그냥 몰랐으면 좋겠어요(환자6)”

4. 사회적 지지

(1) 배우자의 무관심에 대한 섭섭함

“남편과는 그냥 잘 지내고 있어요. 서운한 것은 많은데…. 제가 다 기대할 수 없잖아

요. 애도 아니고 그러나 다 해달라고 할 수 없으니, 그냥 포기해요. (환자2).”

“저는 그렇게 힘들었을 때 그냥 혼자서 견뎠거든요. 애기 보면서 그냥(눈물) (환자2)”

“가장 희망적인 것은 가족, 애기예요. 남편은 절대 아니구요. 아직 제가 없으면 안되

니까. (환자2)”

“남편한테 100프로 의지하지도 않고 언젠가는 떠날 수 있다는 생각에 100프로 다 주

지도 않는다고 해요. 언제 등 돌릴지 모르는데 맨날 남편만 바라볼 수 없다고. 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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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 생각해야 잖아요. 남편이 옆에서 많이 놀아주고 하는 것 남편으로서의 의무라고 

생각이 들죠. 정말 그렇게 밖에 생각 안 해요(환자3)”

“남편과 같이 다닐 때도 높은 곳 이런 데는 같이 안 다니는 거죠. 같이 안 다니려고 

하고. 제가 못 따라 가니까 답답해 하죠. 아예 따로 다니죠. 같이 안 다녀요. 지금은 

사업이 한번 무너져가지고, 저도 그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애들 보는 건 아파도 제

가 다 했어요(환자5)”

“신랑이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부모님한테 얘기하기에는 그렇죠. 마음 아프

신 것 같고. 맘 터놓고 얘기할 사람이 없네요(환자5)”

“남편은 우선 사업으로 힘들어요. 한번 망하기도 했고, 또 사기도 당했고, 그래서 나

한테 신경 쓸 겨를이 없죠. 저도 그렇게 정신없는 남편한테 심적으로 기대하는 거 없

고 그냥 사업에 충실해서 또 망하지만 말아줬으면 하고(환자5)”

“신랑은 더 모른척해요. 그럴 때 섭섭할 때가 있죠. 남편이 한번이라도 괜찮냐고 절대 

안 물어요. 전혀 안 꺼내요. 진단받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병에 대해서 아예 

얘기를 안 해요. 티를 안내요. 특별한 언급을 안 하니까 저도 그냥 뭐. 사람이 또 힘

들다, 힘들다 하면 옆에 사람이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아닌 척 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환자5)”

“주변 사람 역할도 큰 것 같아요. 맘을 알아주면 좀 좋았을 텐데. 그런 사람이 없네

요…. (환자5)”

(2) 배우자의 도움에 대한 고마움

“집안일은 거의 안하고, 신랑이 한다던가, 아니면 애들이 이제 커서 웬만하면 다 알아

서 해요. 집 청소 같은 경우는 신랑이 하고, 걸레질 한다던가, 화장실 청소는 신랑이 

다 알아서 하고. 아프면서 바뀐 거는 나는 쉬고 남편은 계속하고 있고, 퇴근하고 나서

도 집에 오면 청소하고, 대청소는 주말에 하고… 저는 주로 쉬고. 고맙게 생각해요(환

자6)”

“그나마 저는 아픈 뒤로 애 아빠가 살림을 다 해요. 제가 결혼한지가 얼마 안 돼요.

한 7년 됐어요. 그래서 애 아빠가 딱 살림 시작하면서 제가 힘들겠다 그러니까 자기

가 7년 했으니까 앞으로 내가 해야지. 70년을 내가 할께. 그러더라구요. 그 뒤로 다 

해요. 남자들은 깨끗하게는 못하니까 뒤로 손 잠깐 보는데 다 해요. 퇴근해서 본인이 

저녁준비 다 하고. 직장에서 저녁 반찬 뭐할까 저한테 물어보고, 장봐서 저녁 다 하고 

제 몸 피곤하지 않게 하려고(환자7)”

(3) 사회적 지원에 대한 고마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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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산정특례 때문에. 지금 괜찮아요. 첨부터 제가 조건

에 맞아서 산정특례 받았는데, 그래도 3개월에 99만원 정도 들었어요. 10%만 본인 부

담으로 해도 약값만 그 정도 들었어요. 진료비까지 하면 130정도. 그때 힘들어 가지

고. 4년을 그렇게 약값을 유지해 왔고, 저도 아프고, 회사도 그만두고, 신랑도 사업한

다고 회사 그만두고. 돈이 너무 부족 한 거예요. 많이 힘들어서 정말 쪼개고, 쪼개고 

썼어요. 어떻게,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나마 요즘은 많이 나아졌죠….봄부터 

보건소에서 나머지도 다, 100% 지원 받고 있어요(환자2).”

“제가 그때 희귀난치성으로 안되었을 때였어요. 약값이 너무 비쌌으니까. 숨도 차지.

여러 면에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조금 지나고 나서 난치병으로 되면

서 병원비도 저렴하게 되면서 도움 받았던 것 같아요. 그 도움이 굉장히 켰죠…근데 

그때 당시 병원비로 너무 부담되니까, 병도 병이지만 저는 경제적인 게 너무 신경 쓰

이더라구요. 그렇잖아요. 제가 아프다고 제 몸에 돈 들어간다고 하니, 눈치가 보이더

라구요. 첨에는 그것도 컷 던 것 같아요. 한 달에 백만원 정도 들어갔던 것 같은데,

그니까 회사를 그만둘 엄두를 못 내겠더라구요. 저는 그때 신경 쓸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환자5).”

“일단은 경제적 부담이 많이 줄었어요. 난치병으로 얼마 들지 않는데, 보건소 지원도 

나오니까 아예 부담이 없어졌어요. 병원 오는 비용만 들고, 약값은 정말 부담이 전혀 

없어 졌죠. 약값이 들어가면 많이 눈치보고 힘들텐데. 약값이 해결되니까 많이 도움이 

되요. 계속 도움을 받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저는 옛날이랑 

완전 비교 되죠.. ”점점 관심있어지네“하고. 한 달에 100만원 들던 게 아예 하나도 안 

드니까요. 사회가 정말 좋아 진 것 같아요(환자5)”

“나라에 지원했어요. 나라에 지원했더니 이거 저거 케묻잖아요. 첨에 시청에서 안 된

다고 했는데 보건소 넘어가서 된다고 하더라구요. 아무리 재산을 떠나서 희귀질환이

면 보조 해줘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 들어요. 한 2년 정도 나라에서 해주니까 하나

도 안 낸거예요. 약값 하나도 안내고 병원비도 천원 이 천원정도 내고, 근데 2년 뒤에 

또 심사 들어갔는데 어머님과 같이 사니까 어머님 재산까지 합쳐버리니까 안 되는 거

예요. 따로 살면 재산이 나누어 지니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같이 살면 3억 넘으면 

혜택을 못 받고.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런 거 좀 해결되면 좋죠. 장애인도 좀 받았으

면 좋고. 그런 거 있으면 엘리베이터 탈 때 눈치 안보고 타죠. 탈 때는 목걸이 하고 

내릴 때는 빼고.. 어른들 눈치 안보게끔 했으면 좋은데 없더라구요. (웃음).(환자6)”

(4) 희망과 절망을 동시에 주는 카페 글

“카페 글이 도움이 되기도, 안 되기도 해요. 누가 죽었다고 하면 더 우울하고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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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누가 하늘나라에 갔다는 글 보고 카페에 아예 안 들어갔어요. 한 몇 년은.… 초반

에는 안 들어가고. 지금은 죽었다는 얘기는 머리 속에서 지워버리고, 일단은 10년 넘

게 살고 있다는 희망적인 얘기만 머리 속에 남기려고 해요(환자2)”

“사실 몇 번 들어가 봤는데 일부 좋은 정보를 얻는 건 있어요. 근데 너무 절망적인 

얘기뿐이야. 그래서 아예 활동 안 해요. 언제 내가 마지막으로 뭘 봤냐면, 호흡기 끼

고 있는 아이인데 예쁘게 살다 죽었다고. 그거 보고 충격이었어요. 보면 볼수록 심란

한 거예요. 내용이 거의 안 좋아요. 좋은 내용이 없어요. 봐서 희망을 갖는 내용이 아

니라 절망적인 내용이 거의 다예요. 저는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 아니니까, 쓸만 한 내

용이 없더라구요. 아직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는데(환자3)”

“카페 글은, 다 나쁜 얘기. 다들 우울한 얘기,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동감이 

되는 거예요. 제 기분이 우울하니까. 처음에는 음, 나도 그래. 나도 그래. 댓 글도 달

고 그랬는데, 어느 날 근데 궁금해서 들어갔는데 너무 우울한 얘기 밖에 없는 거예요.

나 지금 좋아져서 기분이 너무 좋은데. 나까지 기분이 다운되고, 나도 저 사람 같이 

되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안 들어가게 됐어요. 새로 오신 분 있잖아요. 새로 오신 분

이 걷기가 힘들어요. 뭐가 어때요. 주로 많이 올리죠. 근데 나는 지금 괜찮은데 지금 

충분히 만족하는데, 아픈 사람 치고 이렇게 잘 움직이고, 할 거 다하고, 먹을 거 다 

먹고 있는데… 단지 다른 사람보다 느리고, 무거운 거 못 들고, 좀 불편하고, 할만 한 

건 다 하고 다니는데, 우울해서 안가요. 그래서 안 들어가요…이분들도 초반에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이병이 뭔지. 누구누구 걸려 있는지 궁금하잖아요. 처음에는 병원 오면 

부딪치게 되잖아요. 오면 얘기도 하고, 또 첨에 입원했을 때, 그때 폐고 언니가 2명 

입원해 있었어요. 그래서 연락하고, 연락 하면서, 처음에는 위로가 됐는데 어느 순간

은 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고 있고, 왜냐면 이 병이라는 게 종류가 다 비슷하잖아요.

증상이 다 비슷하니까는 이 언니가 없는 정보를 내가 갖고 있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

내용이 거기서 거니니까. 옆에서 아프다고 하면, 안 아픈데 괜히 아픈 것 같고, 숨 안

찬데, 숨찬가 싶기도 하고, 약간 공포에 휩싸인다고 해야 하나. 안 좋은 얘기 보면 그

날 하루 기분이 막 다운돼요. 그래서 안 들어가고 안 보려고 해요(환자6)”

“카페에 질문하고. 제 증상. 지금 제가 이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

렇게 한번 해보라고 하고, 또 자기들이 판단하기 어려운 거는 ooo교수님한테 물어보

라고 하고, 그래서 카페 때문에 많이 안정되고, 정보도 빨리 빨리 주니까 좋은 거 같

아요. 교수님한테만 진료 받으러 다니고 정보가 없다 보면 ‘나 이거 오늘도 살아 있구

나’ 이 생각밖에 못 할 거 같아요. 교수님도 구체적으로 답이 없잖아요. 물론 안 좋은 

얘기도 있기도 한데 내게 필요한 것만 보면 되니까(환자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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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도 가입해서 들어가 보니까 밴드에 초대해서 가입하라더라구요. 밴드 갔더니, 많

지 않고, 한100명 정도? 다 여자 분들이예요. 그리고 애들이 다 어려요. 공통정보가 

그래요. 나이 때도 30~40대고 강oo씨라는 분이 이런 분 만 골라서 만들었더라구요.

이게 댓글이 엄청 빨라요. 누가 어디 간다고 하면 갔다가 정보 알려 달라고 하고. 서

로 빨라서 좋아요. 병원보다 빨라요. 한밤중에 병원에 통화 못하잖아요. 근데 한밤중

에 글 올리면 난 이러했다. 공유도 되고 빨리 안정도 찾게 되고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밤중에 전화하면 뭐 딱히 못해주잖아요. 여기에 글 올리면 바로 바로 답변이 와요. 다

들 젊고, 여기는 여러 병원 다니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또 여자들만 있으니까 묻기 

애매한 거. 물을 수도 있고(환자7)”

5) 힘이 되어 주는 직장

“제가 통화하게 되면, 요즘 네 기도가 부족하다. 그럼 더 열심히 할 께. 그러고. 주위

에서 동료들이 많이 도와주고 위로해 줘요. 그럼 직장생활이 많이 수월해 지죠. 근무

지도 휴가 내기는 편해요. 진단서만 있으면 며칠이든, 한 달이든 바로 쉴 수 있으니까

(환자7)”

“제가 몇 달을 고민했는데…직장은 출퇴근만 하면 되니까, 차라리 쉬는 것보다 직장

을 다녀보자고 생각했어요. 직장 가서도 컨디션 좀 안 좋다 싶으면 바로 1, 2분 내에 

침대가 있는 휴게실이 있어요. 여학생 휴게실이. 제가 가서 좀 누워있거든요. 미리 양

해 구하고. 보건진료소도 5분만 걸어가면 있으니까 가서 누워있어도 되고 하니까. 제

가 공식적으로 웃으면서 저 안보이면 휴게실에 있어요. 그러기도 해서. 제가 피곤하지 

않게 하고, 따뜻하게 하고, 저는 도움을 주는 분들이 직장과 가족에 있으니까 다행인

데 다른 분들은 어떡할까. 안타깝고 정말 힘들겠구나 생각이 들어요(환자7)”

“근데 어떤 분은 놀래요. 자기는 확정 받고부터 직장을 그만 두었대요. 집에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스스로 판단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제가 이러

고 나서 직장을 한 달을 쉬었거든요. 근데 다른 병이 같이 와요. 우울증이 오더라구

요…학교를 나갔는데 집에 있을 때보다 생각이 180도 긍정적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직장을 다니고 나서부터는 병에 대한 집착도 좀 덜하게 되고, 동료도 만나고 이러니

까 훨씬 맘이 편해지는 거예요(환자7)”

5. 영적 요인

(1) 현 상태에 몸과 마음을 적응시킴.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제가 걸리고 싶어서 걸린 것도 아니고, 뭐 여기서 제가 코 

빠뜨리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되니까. 가장이니까요. 힘 내고 중심 잡으려고 많이 노력

하고 있어요(환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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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글을 보면 8년째, 10년째 잘 지낸다는 거 보면 희망이 되기도 해요. ‘와! 10년 

살았어’ 라고. 그리고 저도 5년 동안 별 문제없이 잘 살고 있다고 다른 사람에게도 얘

기해 주고 싶기도 하고요. 희망이 있다고. 불안해하지 말고, 이 병이 죽을병같이 느껴

지는데 그게 아니라고요(환자2)”

“계단 오르내리는 것도 운동 삼아, 숨이 차더라도 쉬었다가. 자꾸 움직여야 될 것 같

아요. 숨이 차더라도 쉬었다가 천천히 움직이는 게 나아요. 움직이면 풀리는 느낌이 

들더라구요. 중간 중간 쉬면되니까요(환자2)”

“초기에는 숨이 많이 찼는데 그 이후에는 약 먹고 많이 좋아 졌어요. 또 좋아졌다고 

말씀해주니까. 긍정적인 생각이 들더라구요. 좋아지는구나. 나빠지지 않겠구나. 지금은 

맘 편히 먹고 있어요.. 음... 맘을 놨다고 하나. ‘괜찮을 거야’ 하면서 나쁜 생각 해 봤

자 해결이 안되잖아요(환자2)”

“마음을 컨트롤을 좀 하는 편이에요. 그렇게 욕심이 없어요. 어떻게든 살아야지 하는 

욕심이 없어요. 내가 요거를 꼭 먹어서, 좋은 걸을 먹어 갖고서 더 오래 살아야지 이

런 게 없어요. 그냥 받아들이려고 해요. 모든걸 내가 안 되는걸 가지고 억지로 하려 

하지 않아요(환자3)”

“차근차근 걷는 습관 좀 갖고, 기다리는 동안 물을 수시로 먹고 하려고…진단받고 1

년 좀 힘들고, 2년 넘어서니까 조금 덜해 지더라구요. 지금은 만성 돼가듯이, 어쩔 수 

없는 거구나. 그러면서 다만, 약은 안 바뀌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환자3)”

“사실 첨에는 진단받고 맘이 무겁고 그랬는데, 병도 심하지 않다 하고, 또 마음을 비

우고 편하게 사니까…이래 사나 저래 사나 사는 건 똑같은데 될 수 있으면 즐겁게 받

아들이면서 살아야지. 살다 보면 어려운 점도 있죠. 그럴 때 지혜롭게 헤쳐나가야지.

근데 신앙 생활하면서 보니까 사람이 눈물 흘리는 날이 있으면 웃을 때도 오고, 맨날 

걱정 근심 있다고 해서 한평생 걱정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 잠시 왔다가 또 좋은 일 

있고, 그러니까 인간이 사는 것 같아. 내 나이 돼서 아픈 데가 없는 게 이상하지. 그

건 과한 욕심이죠(환자4)”

“그나마 저는 약 먹고 이정도 걸을 수 있구나 하며 사니까. 이제 그거를 적응해서 사

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한 계단? 두 계단을 올라가는 게 어려웠는데 지금 약을 먹고 

나니까 조금 좋아졌어요. 평지라도 걷는 게 어디예요. 또 이렇게 사는 게 그렇게 나쁘

지만은 않아요(환자5)”

“한 6년 지났으니까 괜찮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6년이나 지났는데 괜찮구나. 진단 

받을 때는 첨에 내가 죽겠구나 1, 2년 안에 죽겠구나, 조만간 죽겠구나 생각이 들었는

데 약 먹고 조금 편해지고 하니까 ‘어 요것도 살만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1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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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힘들고, 2년 까지도 조금 힘들고 집에만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3년째는 집

에만 있어도 살만 하는구나, 재미있구나. 4, 5년 지나니까 이 상태로만 쭉 유지 되면 

감사하다. 왜냐하면 나이가 먹어가잖아요. 나이 들면 당연히 노화되고 몸이 안 좋아지

고, 근데 안 좋은 상태에서 노화되면 더 안 좋아 지게 되잖아요. 이 상태로만 유지 되

면 정말 감사할 일이 되겠더라구요. 변하더라구요. 사람 맘 이라는 게…. 아까 점수 

물어 보셨는데 처음 1년은 한 10점정도 됐던 것 같아요. 몇 년 지나면 한 50점… 5년 

지나면 70점 정도로 적응되는 것 같아요(환자6)”

“숨차면 심장이 멎을 것 같아 불안하고 어지럽고, 그때부터는 이렇게 걸으면 안 되지 

그러면서 박자에 맞춰서 또 걷고.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노하우가 생기는 것 같아

요. 웬만하면 빨리 안 걸을려고 의식하고, 무거운거 안 들고, 무리하지 않고, 힘들면 

바로 눕고 (환자6)”

“만약 어디든 장시간 외출할 것 같다 하면 내가 필요한 것만 딱 챙기고, 최대한 가방

은 가벼운 걸로, 일단 짐이 무거우면 못 걷거든요. 옷도 웬만하면 겨울에도 가벼운 옷

을 입게 되죠. 옷이 무겁다 싶으면 벌써 몸에서 걸을 때 숨차고 속도도 안 나고 몸이 

짓눌려 있는 느낌이 들고(환자6)”

“근데 한달 정도 되니까 약이 자리를 잡더라구요. 좀 편해졌어요. 학교를 나갔는데 집

에 있을 때보다 생각이 180도로 긍정적으로 달라지는 거예요...직장을 다니고 나서부

터는 아 이게 아니구나. 심장도 적응을 한다고. 내가 밖에 나가서 조금씩 산책해주고 

활동해주고 하면 그 상태에서 적응하겠구나. 예를 들어 기형이면 기형인 채로, 나 늙

어서까지 꾸준히 갈 수 있겠구나. 잘 하면…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환자7)”

“평지도 가다가 힘들다 하면 그냥 앉아서 쉬고 하니까. 제가 이렇게 조절 해야지 안

되겠더라구요. 서서히 적응점을 찾는 것 같아요(환자7)”

(2) 불확실한 예후에 대한 두려움

“고민인 것은....이것이 제가 언제까지 활동할 수 있을 것인가 에요. 관리 받는다 해도 

최소한 앞으로 10년은 사회 생활해야 하는데. 그게 가장 걱정이죠…제가 과연 3년을 

더할 것인가? 5년을 더할 것인가? 그런 확증이 없으니까…문제는 정확한 그게 없어요.

이게 70까지 갈지, 80까지 갈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사선생님도 말씀 없으시고(환자

1)”

“계속 가야 한다는 게 힘들더라구요. 돌연사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사실 그

게 무섭다기 보다는…내일 당장 어떻게 될까 봐 겁나기 보다는, 기약이 없는 게 힘들

죠(환자1)”

“나도 저렇게 갑자기 죽게 되면 어쩌지? 생각하고. 사람이 망상을 하게 되잖아요. 근

데 하루 지나면 일상으로 돌아가고 또 잊어버려 지니까. 사람들 잘 지내다가 부고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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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들으면 맘이 안 좋고...그렇게는 안 갔음 좋겠어요(환자5)”

“제가 대놓고 인터넷에서 4, 5년 얘기 하길래, 얼마만큼 살 수 있어요? 했더니 교수님

이 “내일 죽든, 다음에 죽든 저는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길 하길래. 첨에

는 그게 더 힘들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 암은 6개월 남았습니다. 이

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건 그런 게 없으니까(환자3)”

“저는 도대체 이게 최대수명이 언제까지 일까 이게 젤 궁금해요. 모든 사람이 궁금하

죠. 암 환자도 그거부터 따지잖아요. 저 몇 달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저도 그게 궁금

했는데 차마 교수님한테 그걸 못 여쭙겠는거예요. 저 분도 확실치 않으니까 이 병도 

딱히 원인도 없고, 완치약도 없고, 모르실 것 같아요. 괜히 질문해봤자 난처할 것 같

아서 안 물어봤어요….이제 카페 회원들한테 물어보죠. 이런 얘기 하다가 혹시 몇 년 

되셨어요? 물어보면 어떤 분은 20년이 넘었다고 하시는 분도 계셨고….또 발견한지 

얼마 안됐는데 하늘나라로 갔다는 글도 있고.. 그런걸 보면서 아. 이 병도 천지 차이 

구나 생각했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모두가 2, 3년 안에 다 죽는 거 아

니구나(환자7)”

“병원오기 일주일, 열흘 전부터 잘 소화가 안돼요. 신경 쓰여서. 뭘 먹어도 언치는 것 

같고. 뭐 할 수도 있다 그러면 더 심해지죠. 지난번에 병원 오기 전에 “어쩌면 주무시

고 갈수도 있습니다” 그러는데, 심장초음파가 괜찮아가지고 검사 안하고 내려갔거든

요. 결과 괜찮다고 해가지고. 그때 이후로 3달 있다가 오니까, 석 달이 다가올 때마다 

불안하죠…(환자3)”

“뭐가 자꾸 생기니까 더 우울해지죠. 또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이것도 안 좋아지고 

저것도 안 좋아지고. 그 전에 너무 멀쩡하게 지내서 그런지 갑자기 진단받고 계속 조

금씩 병이 오고 이러니까 그게 젤 걱정돼요(환자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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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H 영문 번역본
Living with Pulmonary hypertension

questionnaire (LPH)

These questions concern how your

pulmonary hypertension has

prevented you from living as you

wanted during the last month. The

items listed below describe different

ways some people are affected. If

you are sure an item does not apply

to you or is not related to your

pulmonary hypertension then circle 0

(no) and go on to the next item. If

an item does apply to you, then

circle the number rating how much it

prevented you from living as you

wanted.

폐고혈압 환자대상 설문조사 (LPH)

이 설문조사는 지난 달 폐고혈압으로 인
해 얼마나   당신이 원하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아래에 
나열된 사항들은 사람들에게 미치는 여러 
다른 영향들을 보여줍니다. 질문사항이 당
신에게 해당되지 않거나, 당신의 폐고혈압
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0 (아니오)에 동
그라미로 표시하시고 다음 질문에 답해주
십시오. 질문사항이 당신에게 해당된다면,

얼마나 당신이 원하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었는지 알맞은 숫자에 동그라미로 표시
해주십시오.

Did your pulmonary hypertension

prevent you from

Living as you wanted during the last

month by:

당신은 지난 달 폐고혈압으로 인해 원하
는 일상생활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할 수 
없었습니까?

1. Causing swelling in your

ankles, legs?

해석1) 발목, 다리가 부었습니까?

해석2) 발목이나   다리가 부었습니까?

2. making you sit or lie down

to rest during the day?

해석1) 낮에 앉거나 누워서 쉬어야 했습니까?

해석2) 낮동안 앉거나 누워서 쉬어야만 했습니까?

3. making it difficult to walk

about or climb stairs?

해석1) 걷거나 계단 오르기가 어려웠습니까?

해석2) 걷거나 계단을 오르기가 어려웠습니까?

4. making it difficult to work

around the house or in the

garden?

해석1) 집안일을 하기가 어려웠습니까?

해석2) 집안일이나 정원 가꾸는 일을 하기 어려웠
습니까?

5. making it difficult to go

anywhere away form home?

해석1) 외출하기가 어려웠습니까?

해석2) 집밖으로 나가는 것이 어려웠습니까?

6. making it difficult to

sleep well at night?

해석1) 밤에 숙면을 취하기가 어려웠습니까?

해석2) 밤에 잠을 잘 자는 것이 어려웠습니까?

7. making it difficult to

have relationships or do

things with your friends or

해석1) 친구나   가족과의 원활한 관계가 어렵거
나(혹은 관계를 이어나가거나) 무언가를   함께하
기가 어려웠습니까?

부록 2. LPH 번역, 검토, 역번역

1) LPH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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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ily ?
해석2) 친구나 가족과 관계를 맺거나 어떤 것을 
함께하기가 어려웠습니까?

8. making it difficult to work

to earn a living ?

해석1)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웠습니까?

해석2)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하는 것이 어려웠습
니까?

9. making your recreational

pastimes, sports or hobbies

difficult?

해석1) 여가생활, 스포츠나 취미생활을 하기가 어
려웠습니까?

해석2) 여가생활, 스포즈나 취미활동을 하는 것이 
어려웠습니까?

10. making your sexual

activities difficult

해석1) 성생활이 어려웠습니까?

해석2) 성생활이 어려웠습니까?

11. making you eat less of

the things you like?

해석1) 좋아하는 음식을 덜 먹어야 했습니까?

해석2) 당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덜 먹어야 했습니
까?

12. making you short of

breath?

해석1) 숨쉬기가 힘들었습니까?

해석2) 숨이 찼습니까?

13. making you tired, fatigued

or lacking energy?

해석1) 피곤함이나 에너지가 부족함을 느꼈습니
까?

해석2) 지치고 피곤하거나 에너지가 부족한 것을 
느꼈습니까?

14. making you stay in a

hospital?

해석1)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까?

해석2) 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까?

15. costing you money for

medical care?

해석1) 의료비 지출이 있었습니까?

해석2) 의료비로 인한 비용지출이 있었습니까?

16. giving you side effects

from treatments?

해석1) 치료로 인한 부작용이 있었습니까?

해석2) 치료로 인한 부작용이 있었습니까?

17. making you feel you are a

burden to your family or

friends?

해석1) 가족이나 친구에게 부담이 된다고 느꼈습
니까?

해석2) 친구나 가족에게 짐이 된다고 느꼈습니까?

18. making you feel a loss

of self-control in your life?

해석1) 당신의 생활에서 자제력을 잃었다고 느낀 
적이 있었습니까?

해석2) 생활에서 있어 자제력을 잃었다고 느낀 적
이 있습니까?

19. making you worry? 해석1) 걱정한 적이 있었습니까?

해석2) 걱정이 있습니까?

20. making it difficult for

you to concentrate or

remember things?

해석1) 무언가에 집중하거나 기억하는 것이 어려
웠습니까?

해석2) 집중하거나 기억하는 것이 어려웠습니까?

21. making you feel

depressed ?

해석1) 우울한 적이 있었습니까?

해석2) 우울한 느낌이 들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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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본 (2명) 검토 (3명)

폐고혈압 환자대상 설문조사 (LPH)

이 설문조사는 지난 달 폐고혈압으
로 인해 얼마나 당신이 원하는 일
상생활을 할 수 없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아래에 나열된 사항들은 
사람들에게 미치는 여러 다른 영향
들을 보여줍니다. 질문사항이 당신
에게 해당되지 않거나, 당신의 폐고
혈압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0

(아니오)에 동그라미로 표시하시고 
다음 질문에 답해주십시오. 질문사
항이   당신에게 해당된다면, 얼마
나 당신이 원하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었는지 알맞은 숫자에 동그라
미로 표시해주십시오.

원문을 살리면서 좀 더 부드러운 직역이 필
요하겠다.

→다음의 질문은 지난 달(4주) 폐동맥고혈압
이 당신의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를 알아보기 위함입니다. 아래의 항목은 사
람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항목이 당신
에게 해당되지 않거나 폐동맥고혈압과 관련
이 없는 것이 확실하면 0 (아니오)에 동그라
미로 표시하고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십시오.

만약 어떤 항목이 당신에게 해당된다면 그것
이 당신의 일상생활을 얼마나 방해했는지에 
따라 1에서 5 사이의 숫자를 동그라미로 표
시해주십시오.

당신은 지난 달 폐고혈압으로 인해 
원하는 일상생활을 다음과 같은 이
유로 할 수 없었습니까?

부정적 표현을 지적, 문제를 겪었냐로 해석
→1달 동안 폐동맥고혈압으로 인해 일상생활
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겪었습니까?

해석1) 발목, 다리가 부었습니까?

해석2) 발목이나 다리가 부었습니
까?

좀도 자연스러운 문장을 선택
→발목이나 다리가 부었습니까?

해석1)낮에 앉거나   누워서 쉬어
야 했습니까?

해석2)낮 동안   앉거나 누워서 쉬
어야만 했습니까?

‘The day’가 낮이라는 의미보다 활동하는 것
을 의미함. 그러나 ‘활동하는 동안’만 쓰면 
질문이 어렵게 느껴짐 →낮에 활동하던 중에
도 앉거나 누워서 쉬어야 했습니까?

해석1) 걷거나 계단을 오르기가 어
려웠습니까?

해석2) 걷거나 계단을 오르기가 어
려웠습니까?

우리말로는 이런 상황에서 ‘difficult’를 ‘어렵
다’보다는 ‘힘들다’가 조금 더 매끄럽게 느껴
짐
→계단을 오르기가 힘들었습니까?

해석1) 집안   일을 하기가 어려웠
습니까?

해석2) 집안   일이나 정원 가꾸는 
일을 하기 어려웠습니까?

가벼운 집안일이란 개념이 포함된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원문을 볼 때 가벼운 일뿐
만 아니라 힘든 일도 포함되는 문항이고, 사
람들마다 ‘가벼운 일’에 대한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굳이 원문에 없는 ‘가벼운’을 추가할 
필요는 없어 보임
→집안일을 하기가 힘들었습니까?

해석1) 외출 하기가 어려웠습니까?

해석2) 집밖으로 나가는 것이 어려
웠습니까?

difficult를 어렵다는 단어 말고 다른 표현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 외출과 집밖으로 나가
는 것 둘 사이의 논쟁이 있었으나 최종 ‘외

2) LPH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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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이라고 번역해도 충분히 자연스럽다고 결
론지음
→외출하는 것이 힘들었습니까?

해석1) 밤에 숙면을 취하기가 어려
웠습니까?

해석2) 밤에 잠을 잘 자는 것이 어
려웠습니까?

숙면은 깊은 잠을 의미하고, 잠을 드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두 개념을 포괄적으로 
모두 포함하는 질문이 필요 
→밤에 잠을 잘 자기가 어려웠습니까?

해석1) 친구나 가족과의 원활한 관
계가 어렵거나(혹은 관계를 이어나
가거나) 무언가를 함께하기가 어려
웠습니까?

해석2) 친구나 가족과 관계를 맺거
나 어떤것을 함께하기가 어려웠습
니까?

Relationship이 단순한 관계를 의미하기 보
다는 원활한 관계를 포함하고 있음.

→친구나 가족과의 원활한 관계가 어렵거나,

무언가를 함께하기가 어려웠습니까?

해석1)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웠
습니까?

해석2)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하는 
것이 어려웠습니까?

생계, 생업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적이 적절
할 것 같다.

→생계를 위해 일하기가 힘들었습니까?

해석1) 여가생활, 스포츠나 취미생
활을 하기가 어려웠습니까?

해석2) 여가생활, 스포즈나 취미활
동을 하는 것이 어려웠습니까?

Difficult를 어렵다고 번역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여가생활, 스포츠, 취미생활을 즐기기 어려
웠습니까?

해석1) 성생활이 어려웠습니까?

해석2) 성생활이 어려웠습니까?

적절하다는 의견
→성생활이 어려웠습니까?

해석1) 좋아하는 음식을 덜 먹어야 
했습니까?

해석2) 당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덜 
먹어야 했습니까?

주어를 넣자는 의견이 있었으니 나머지 문항
이 모두 주어가 생략되어 있어 빼는 게 좋다
는 의견으로 모아짐.

→좋아하는 음식을 덜 먹게 되었습니까?

해석1) 숨쉬기가 힘들었습니까?

해석2) 숨이 찼습니까?

숨이 찼냐는 번역이 적절해 보임
→숨이 찼습니까?

해석1) 피곤함이나 에너지가 부족
함을 느꼈습니까?

해석2) 지치고 피곤하거나 에너지
가 부족한 것을 느꼈습니까?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해석하기는 문제가 있
음.

→지치거나 피곤하거나 기력이 떨어진다고 
느꼈습니까?

해석1)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까?

해석2) 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까?

주어와 기간을 다시 언급하는 걸 권유. 입원 
한 적이 있는 지로 묻는 게 적절할 것 같다.

→지난 한 달 내에 폐동맥고혈압과 관련하여 
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까?

해석1) 의료비 지출이 있었습니까?

해석2) 의료비로 인한 비용지출이 
있었습니까?

주어가 있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모
아짐 
→폐동맥고혈압과 관련된 의료비 지출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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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습니까?

해석1) 치료로 인한 부작용이 있었
습니까?

해석2) 치료로 인한 부작용이 있었
습니까?

적절하다는 의견으로 모아짐
→치료로 인한 부작용이 있었습니까?

해석1) 가족이나 친구에게 부담이 
된다고 느꼈습니까?

해석2) 친구나 가족에게 짐이 된다
고 느꼈습니까?

burden 단어를 부담, 짐으로 해석하는 하는 
의견이 있었으나 짐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의
견이 모아짐→가족이나 친구에게 짐이 된다
고 느꼈습니까?

해석1) 당신의   생활에서 자제력
을 잃었다고 느낀 적이 있었습니
까?

해석2) 생활에서   있어 자제력을 
잃었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self-control’이 ‘절제’(예: 식사 절제)를 의미
한다면 ‘자제력’도 맞지만, ‘주체성/주인의
식’(예: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을 의미할 수
도 있음. 그러나 전자의 의미에 가깝다고 모
아짐.

→일상생활에서 자제력을 잃었다고 느꼈습니
까?

해석1) 걱정한 적이 있었습니까?

해석2)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주어가 들어가는 것이 의미전달이 명확할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폐동맥고혈압으로 
인해’는 ‘주어’가 아니라 ‘부사어’로 보는 것
이 맞을 거라는 의견으로 모아짐. 그리고 여
기서는 생략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이 모아
짐.→걱정이 되었습니까?

해석1) 무언가에 집중하거나 기억
하는 것이 어려웠습니까?

해석2) 집중하거나 기억하는 것이 
어려웠습니까 ?

기억은 목적어가 있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여
things를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집중하거나 무언가를 기억하기가 어려웠습
니까?

해석1) 우울한 적이 있었습니까?

해석2) 우울한 느낌이 들었습니까?

우울함을 느끼는가로 묻는 게 절절할 것 같
다.

→우울함을 느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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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3명) 역번역
다음의 질문은 지난 달(4주) 폐동맥고
혈압이 당신의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
을 미쳤는지를 알아보기 위함입니다.

아래의 항목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묘사하고 있습
니다. 만약 어떤 항목이 당신에게 해
당되지 않거나 폐동맥고혈압과 관련이 
없는 것이 확실하면 0 (아니오)에 동그
라미로 표시하고 다음 항목으로 넘어
가십시오. 만약 어떤 항목이 당신에게 
해당된다면 그것이 당신의 일상생활을 
얼마나 방해했는지에 따라 1에서 5 사
이의 숫자를 동그라미로 표시해주십시
오.

The purpose of the following

questions are to find out how your

pulmonary hypertension affected your

everyday life during the last month(four

weeks). The items listed below

describe various ways of how people

can be affected. If you are sure that an

item does not apply to you or has

nothing to do with pulmonary

hypertension, circle 0 (no) and move

on to the next item. If an item does

apply to you, circle a number

between 1 to 5 according to how much

it hindered you from living your

everyday life.

1달 동안 폐동맥고혈압으로 인해 일상
생활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겪었습
니까?

Did you have the following problems

in your everyday life because of

pulmonary hypertension during the last

month?

발목이나 다리가 부었습니까?
Was there any swelling in your ankles

or legs?

낮에 활동하던 중에도 앉거나 누워서 
쉬어야 했습니까?

Did you have to sit or lie down to rest

when you were active during the

day?

걷거나 계단을 오르기가 힘들었습니
까?

Did you have difficulties walking or

climbing stairs?

집안일을 하기가 힘들었습니까?
Did you have difficulties doing

housework?

외출하는 것이 힘들었습니까? Was it difficult to go outside?

밤에 잠을 잘 자기가 어려웠습니까?
Was it difficult to sleep well at

night?

친구와 가족과의 원활한 관계가 어렵
거나, 무언가를   함께하기가 힘들었
습니까?

Was it difficult having a smooth

relationship or doing something with

friends or family?

생계를 위해 일하기가 힘들었습니까?
Did you have difficulties working for

a living?

여가생활, 스포츠, 취미생활을 즐기기 
어려웠습니까?

Was it difficult to enjoy leisure times,

sports or hobbies?

성생활이 어려웠습니까? Did you have difficulties with sexual

3) LPH 역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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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ities?

좋아하는 음식을 덜 먹게 되었습니까?
Did you have to eat less of the

things you like?

숨이 찼습니까? Did you have shortness of breath?

지치고, 피곤하거나 기력이 떨어진다
고   느꼈습니까?

Were you tired, fatigued or lacking

energy?

지난 한 달 내에 폐동맥고혈압과 관련
하여 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까?

Did you have to stay in a hospital

due to a problem concerning

pulmonary hypertension during the

last month?

폐동맥고혈압과 관련된 의료비 지출이 
있었습니까?

Was there a cost for medical care

concerning pulmonary hypertension?

치료로 인한 부작용이 있었습니까?
Was there any side effects from

treatments?

가족이나 친구에게 짐이 된다고 느꼈
습니까?

Did you feel that you are a burden

to your family or friends?

일상생활에서 자제력을 잃었다고 느꼈
습니까?

Did you feel you had lost self-control

in your daily life?

걱정이 되었습니까? Were you worried?

집중하거나 무언가를 기억하기가 어려
웠습니까?

Was it difficult to concentrate or

remember something?

우울함을 느꼈습니까? Did you feel depre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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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동맥고혈압에 대상 삶의 질 설문지
다음의 질문은 지난 한 달 동안 폐동맥고혈압이 당신의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아보기 위함입니다. 아래의 항목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항목이 당신에게 해당되지 않거나 
폐동맥고혈압과 관련이 없는 것이 확실하면 0 (아니오)에 동그라미로 표시하고 다
음 항목으로 넘어가십시오. 만약 어떤 항목이 당신에게 해당된다면 그것이 당신의 
일상생활을 얼마나 방해했는지에 따라 1에서 5 사이의 숫자를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십시오.

지난 1 달 동안 폐동맥고혈압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겪었습니까?

아
니
오

아
주 
약
간

아
주 
많
이 

1. 발목이나 다리가 부었습니까? 0 1 2 3 4 5

2. 낮에 활동하던 중에도 앉거나 누워서 쉬어야 했습니
까?

0 1 2 3 4 5

3. 걷거나 계단을 오르기가 힘들었습니까? 0 1 2 3 4 5

4. 집안일을 하기가 힘들었습니까? 0 1 2 3 4 5

5. 외출하는 것이 힘들었습니까? 0 1 2 3 4 5

6. 밤에 잠을 잘 자기가 어려웠습니까? 0 1 2 3 4 5

7. 친구와 가족과의 원활한 관계가 어렵거나 무언가를  
함께하기가 힘들었습니까?

0 1 2 3 4 5

8. 생계를 위해 일하기가 힘들었습니까? 0 1 2 3 4 5

9. 여가생활, 스포츠, 취미활동을 즐기기 어려웠습니까? 0 1 2 3 4 5

10. 성생활이 어려웠습니까? 0 1 2 3 4 5

11. 좋아하는 음식을 덜 먹게 되었습니까? 0 1 2 3 4 5

12. 숨이 찼습니까? 0 1 2 3 4 5

13. 지치고, 피곤하거나 기력이 떨어진다고 느꼈습니까? 0 1 2 3 4 5

14. 지난 한 달 내에 폐동맥고혈압과 관련하여 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까?

0 1 2 3 4 5

15. 폐동맥고혈압과 관련된 의료비 지출이 있었습니까? 0 1 2 3 4 5

16. 치료로 인한 부작용이 있었습니까? 0 1 2 3 4 5

17. 친구나 가족에게 짐이 된다고 느꼈습니까? 0 1 2 3 4 5

18. 일상생활에서 자제력을 잃었다고 느꼈습니까? 0 1 2 3 4 5

19. 걱정이 되었습니까? 0 1 2 3 4 5

20. 집중하거나 무언가를 기억하기가 어려웠습니까? 0 1 2 3 4 5

21. 우울함을 느꼈습니까? 0 1 2 3 4 5

22. 가슴이 뛰거나 아팠습니까? 0 1 2 3 4 5

부록 3. 인지면접 전과 후 설문지 비교

1) 인지면접 전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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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동맥고혈압에 대한 삶의 질 설문지

지난 한 달 동안 폐동맥고혈압이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조
사하고 있습니다. 아래 28가지 항목은 폐동맥고혈압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문항들입니다. 여러분은 각 질문에 대해 강한 부정(0/아니오)부터 강
한 긍정(5/아주 많이)까지 선택해서 대답하실 수 있습니다. 0부터 5까지의 답변 중 
선택해서 동그라미 해주십시오.

지난 한 달 동안 폐동맥고혈압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겪었습니까?

아
니
오

아
주 
약
간

약
간

보
통

많
이

아
주 
많
이 

1. 발목이나 다리가 부었습니까? 0 1 2 3 4 5

2. 가슴이 뛰거나 아픈 적이 있었습니까? 0 1 2 3 4 5

3. 어지럽거나 쓰러질   것 같았던 적이 있었습니까? 0 1 2 3 4 5

4. 낮에 활동하던 중에도 앉거나 누워서 쉬어야 했습
니까?

0 1 2 3 4 5

5. 걷거나 계단을 오르기가 힘들었습니까? 0 1 2 3 4 5

6. 집안일을 하기가 힘들었습니까? 0 1 2 3 4 5

7. 외출하는 것이 힘들었습니까? 0 1 2 3 4 5

8. 밤에 잠을 잘 자기가 어려웠습니까? 0 1 2 3 4 5

9. 친구와 가족과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무
언가를 함께하기가 힘들었습니까?

0 1 2 3 4 5

10. 가족을 돌보거나 가족의 요구를 들어주는 데 어
려움이 있었습니까?

0 1 2 3 4 5

11. 생계를 위해 일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0 1 2 3 4 5

12. 여가생활이나 취미활동, 스포츠를 즐기는 데 어려
움을 겪었습니까?

0 1 2 3 4 5

23. 어지럽거나 쓰러질 것 같았습니까? 0 1 2 3 4 5

24. 가족을 돌보는데(혹은 요구를 들어 주는데) 어려움
이 있었습니까?

0 1 2 3 4 5

25. 불안함을 느꼈습니까? 0 1 2 3 4 5

26. 현재 삶의 질이 불만족스럽습니까? 0 1 2 3 4 5

27. 내 건강에 대해 사회(직장이나 지역)의 배려가 적다
고 느꼈습니까?

0 1 2 3 4 5

28. 배우자(없으면 가장 가까운 사람)가 현재의 어려움
을   극복하는데 힘이 되어 주지 못했습니까?

0 1 2 3 4 5

2) 인지면접 후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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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성생활이 어려웠습니까? 0 1 2 3 4 5

14. 좋아하는 음식을 덜 먹게 되었습니까? 0 1 2 3 4 5

15. 숨이 찼습니까? 0 1 2 3 4 5

16. 지치고, 피곤하거나 기력이 떨어진다고 느꼈습니
까?

0 1 2 3 4 5

17. 지난 한 달 동안 폐동맥고혈압과 관련하여 병원
에 입원한 적이 있습니까?

0 1 2 3 4 5

18. 의료비 지출에 경제적 부담을 느낀 적이 있습니
까?

0 1 2 3 4 5

19. 치료로 인한 부작용이 있었습니까? 0 1 2 3 4 5

20. 친구나 가족에게 짐이 된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
까?

0 1 2 3 4 5

21. 일상생활에서 자제력을 잃었다고 느꼈습니까? 0 1 2 3 4 5

22. 걱정이 되었습니까? 0 1 2 3 4 5

23. 집중하거나 무언가를 기억하기가 어려웠습니까? 0 1 2 3 4 5

24. 우울하다고 느꼈습니까? 0 1 2 3 4 5

25. 불안하다고 느꼈습니까? 0 1 2 3 4 5

26. 현재 삶이 불만족스럽습니까? 0 1 2 3 4 5

27. 내 건강에 대해 직장이나 지역사회의 배려가 적
다고 느꼈습니까?

0 1 2 3 4 5

28. 배우자(없으면 가장 가까운 사람)가 현재의 어려
움을 극복하는데 힘이 되어주지 못했습니까?

0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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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연구대상자 설명문 및 동의서



- 159 -



- 160 -



- 161 -



- 162 -



- 163 -



- 164 -



- 165 -

부록 5.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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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actors Affecting the Quality of life among the Patients with

Pulmonary Artery Hypertension

Kim, Jae Hee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Pulmonary artery hypertension(PAH) is a rare disease leading to right

ventricular failure and premature death, if not treated appropriately. The most

prevalent symptoms of PAH such as shortness of breath with exertion and fatigue

cause limited physical function and may impact on the quality of life (QoL)

among patients with PAH. However, no studies have been conducted to measure

the QoL of patients with PAH in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factors affecting the QoL of patients with PAH.

The first step is translating the LPH(The Living with pulmonary questionnaire)

and modifying it through qualitative research and cognitive interviews. The

modified LPH tool was applied to 76 subjects, both the validity and the reliability

were tested. In the second step, the quality of life and the related factors were

analyzed. Total 138 patients who visited a PAH outpatient clinic in Seoul, Korea

from April 5 to May 31, 2017 participated in this study. QoL was measured by

Medical Outcomes Survey Short Form-12(SF-12) and Korean version LPH., physical

function by the Korean activity scale index (KASI). symptoms by the pulmonary

artery hypertension symptom interference scale (PAHSS) and anxiety by State

Anxiety Inventory(SAI).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were performed to analy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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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actors and QoL.

1. The Korean version of the LPH is consisted of 28 items' in 6 point Likert scale.

According to the exploratory factor analysis result, it was classified into the

physical domain (13 items), the emotional domain (8 items), the sub-symptom

domain (4 items) and others (3 items).

2. The reliability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LPH tool turned out to be

Cronbach's alpha =.96. It's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the SF-12(r=-.862, p<.001),

VAS(r=-.775, p<.001), physical function(r=-.862, p<.001), WHO functional

class(r=-.862, p<.001) proved its criterion-related validity.

3. The average of general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measured by SF-12 was

61.97±20.05, the average of VAS was 59.73±20.64, and the average of

disease-specific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measured by the Korean version of

LPH was 59.10±33.41.

4. QoL was likely to be higher in patients more educated, holding jobs, doing

exercise, with lower right ventricular systolic pressure. And the significant

correlations were found among QoL and physical function (p<.001), symptoms

(p<.001), depression (p<.001), anxiety (p<.001), and social support (p<.001).

5. The final model for general health related QoL of the patients with PAH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physical function(p<.001), symptoms(p<.024), and

anxiety(p<.001), explaining 79.7%. Conclusions

6. The final model for disease-specific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of the patients

with PAH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physical function(p<.001),

symptoms(p<.001), and anxiety(p<.008), explaining 83.3%.

This study suggests that an interventional approach to improve physical function,

symptoms, and anxiety is needed for the Patients with PAH.

Key words: Pulmonary artery hypertension, Quality of life, Physical function,

Symptom, Anx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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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요약

Factors Affecting the Quality of life among the Patients with

Pulmonary Artery Hypertension

Kim, Jae Hee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1. Introduction

PAH (Pulmonary Artery Hypertension) is a fatal disease that patients end up

dying due to right-sided heart failure as the inside area of pulmonary artery is

narrowed down, while pressure increases due to pathological alteration of

pulmonary artery (Sobanski, Launay, Hachulla, & Humbert, 2016). PAH is relevant

to a rare disease that only 15 to 50 people out of one million population suffer

from them. In the beginning of the 1980s, PAH has become a major concern as

national registration business was proceeded as a rare disease in America

(Corciova & Arsenescu-Georgescu, 2012). Rare is diversely defined in each country.

In Korea, it is used in equivalent terms with 'rare and intractable disease' and

also defined when the number of population suffering from the disease is less

than 20 thousand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7). Rare

and intractable disease is in the meaning that combines 'rarity' of disease when

compared with general diseases and 'intractability' for difficulty on the treatment

(Hoyoung Choi, 2016). Therefore, it is defined as a social disease that is difficult

to meet patients and their family members and diagnose conditions, chronic, h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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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expect full recovery, and also entails much economic, mental, and domestic

burden along with physical pain on patients due to high expenses even though

there are treatments available to use (Minyoung Lee & Minhwa Yoon, 2010).

As for such rare and intractable diseases, government has started expanding the

medical expenses supporting business from 2012 and operating the rare and

intractable disease help-line (www.helpline.nih.go.kr) to provide information.

However, psychological and social support has been evaluated to be insufficient

compared to various demands of patients suffering from rare and intractable

diseases (Hyunhee Lee, 2012). In addition, as for rare and intractable diseases,

treatment medicines have been less developed due to low profitability. In the

perspective of research, it is difficult to find subjects along with low efficiency in

the utilization of results. Therefore, due to less related researches compared to

other diseases, it has been called as 'loner' in the field of medical system

(Hoyoung Choi, 2016).

The number of PAH patients suffering from rare and intractable diseases is

estimated to be about 5000 in Korea. However, there has not been accurate

statistics for the prevalence and survival rate (Chung et al., 2015). However,

related researches are limited to the pathological physiology on diseases and

verification of effects from treatment drugs, while domestic researches in dealing

with the quality of lives of PAH patients and psychological/social issues have not

been confirmed. Therefore, they are regarded to be in a blind spot in the field of

medicine and health in Korea.

As for prevalence of PAH, average age turned out to be 45.3, and 71.5% of

female patients were known to have average survival period as 2.8 years if they

were not to be treated (Orem, 2017). 3 years-survival rate constituted 48% without

specific treatment up to 10 years ago. However, as the targeted agent has recently

been developed, survival rate was extended (Orem, 2017). According t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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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by Benza et al. (2012), 3-years survival rate constituted 68%. In the study

by Escrbano et al. (2012), it was 75%. 3 years-survival rate in the recent studies

turned out to be 84.4% (Chung et al., 2015). However, after targeted agents were

developed, 5 years-survival rate turned out to be as low from 50 to 60%.

Therefore, it is still classified into a fatal disease (Chung et al., 2015).

Causes of PAH have not been clearly revealed. However, it is known to be

idiopathic as it mostly occurs on young women without particular causes or to

occur as secondary phase due to connective tissue disease, congenital heart disease,

other diseases, and drug toxin (Harari, 2016). PAH occurs due to the narrowed

artery and vascular resistance due to proliferation from endothelium, smooth

muscle layer, and adventitial layer, and hyperplasia and muscularization (Harari,

2016). In the beginning, pulmonary artery pressure starts increasing followed by an

increase in pressure on right ventricle, right heart failure, difficulty in breathing,

edema, fatigue, arrhythmia, and faint (Vonk Noordegraaf, Groeneveldt, & Bogaard,

2016). Physical symptoms of PAH are similar with the ones of cardiac

insufficiency. However, PAH instantaneously causes ventricular tachycardia or

ventricular fibrillation due to the load when blood is released from narrowed

pulmonary artery when right ventricle contracts and hence Sudden death on

patients. Hereupon, PAH patients tend to experience the anxiety and fear of

unexpected death other than difficultly from symptoms from symptoms

(Tartavoulle, 2015). In the study by Vanhoof et al., (2014), 32.6% of the PAH

patients had depression, and 48% of them turned out to experience anxiety.

Symptoms such as difficulty in breathing and fatigue of PAH tend to limit

physical activities on daily lives, and reduced physical functions negatively

influence on lives along with depression (Larisch et al., 2014). In addition, low

survival rate and Sudden death are lead to the anxiety and fear on death

influencing on the quality of lives (Larisch et al., 2014). Life quality model rel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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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health by Ferrel (Ferrell, Dow, Leigh, Ly, & Gulasekaram, 1995) explains that

quality is not dependent upon one particular area but is integrated with physical,

psychological, social, and spiritual areas. In order to comprehensively identify the

factors related to life quality of PAH patients, it is required to make an approach

on various aspects depending on life quality areas.

In the foreign researches in investigating the life quality of patients suffering

from cardiac insufficiency with similar symptoms, average score turned out to be

40.7 according to the results of measurement with MLHF(Minnesota Living with

Heart failure) (Rajati et al., 2016). However, life quality of PAH patients measured

with the same tool (life quality increases with lower values) turned out to be 49.5

(Chen et al., 2011). Therefore, life quality of PAH patients was lower than the one

of patient suffering from cardiac insufficiency. In the foreign study comparing the

life quality of PAH patients with regular group, score turned out to be 50 in

physical and mental areas in the regular group according to the results of

measurement with SF-30. Therefore, they represented a similar distribution of

scores. However, PAT patients represented significantly lower score distribution

compared to the regular group in the physical function and limitation on physical

roles (Mathai et al., 2016). In addition, the severer the PAH symptoms were, the

more physical activities were limited. Limitation on activity function has caused

psychological issues including depression and anxiety and hence lowering the life

quality (Matura et al, 2016). Low life quality was correlated with the survival rate

in the end. Life quality measured with SF-36 supplemented age, types of disease,

and status of heart function in the proportional risk regression model by Cox.

Physical areas and mental areas turned out to influence on survival rate with HR

0.95(CI: 0.92~0.98, p<.009) and HR 0.97(CI: 0.95~0.99, p<.006) (Mathai et al., 2016).

Therefore, importance of life quality has been confirmed.

In order to confirm the life quality of PAH patients in Korea, it is requir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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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 characteristics of diseases and tools reflected with socio-cultural backgrounds

(Youngho Yoon, 2011). However, heath-related life quality tool of PAH patients

(LPH, the living with pulmonary questionnaire) has been developed and evaluated

by Bonner et al., (2013). Therefore, they have not been verified with PAH patients

in Korea. Wisdom et al. (2013) have emphasized that it was important to confirm

the constitutional concept of tools and questionnaires through advanced interview

with subjects as primary procedures when developing or modifying tools. As for

qualitative research of PAH patients, there are studies analyzing the contents

posted on the club bulletin board on Internet in foreign countries (Matura,

McDonough, Aglietti, Herzog, & Gallant, 2013) and cultural statements recording

and analyzing videos for daily lives of PAH patients (Kingman, Hinzmann, Sweet,

& Vachiery, 2014). However, qualitative research through advanced interview has

not been confirmed. This study is intended to attempt advanced interview with

PAH patients in Korea to modify and supplement life quality measuring tools

(LPH) on PAH patients developed in foreign countries.

In order to increase life quality of PAH patients, there is a need to analyze

factors that influence on life quality of PAH patients. It is difficult to equivalently

apply the life quality related factors in PAH patients to PAH patients in Korea

with different socio-cultural backgrounds as they are part of the researches

conducted in foreign countries. In addition, most of the studies have been limited

to physiological factors and symptoms while analyzing several variables and

correlation. Therefore, it is required to proceed work for comprehensively verifying

life quality-related factors in various aspects. This study is intended to

comprehensively identify a degree of life quality and life quality-related factors

based on life quality model by Ferrell in various aspects and seek for a way for

improving life quality of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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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factors related to life quality of PAH

patients and provide fundamental resources for developing the nursing intervention

program to improve the life quality of PAH patients.

In the stage 1, LPH (The Living with pulmonary questionnaire) tool is to be

translated to measure the life quality of PAH patients, modify tools through

advanced and cognitive interview, and verify reliability and validity. In the stage

2, it is to measure life quality of PAH patients with modified LPH in Korean and

to identify factors related to life quality.

3. Methods

In the stage 1, LPH tool was translated performing advanced interview on 'life

quality' on 8 PAH patients, comparing the derived themes with LPH, and

modifying LPH tool for the first time. Firstly modified LPH tool has been finally

modified with inquiries by performing cognitive interview on 4 subjects and

verifying the validity of contents by experts. Modified LPH tool has been verified

with validity and reliability by performing survey on 76 subjects. In the

investigation and research from stage 2, survey has been conducted on 138

patients hospitalized in one university hospital PAH clinic located in Seoul from

April 5 to May 31, 2017, while analyzing computer medical records and collecting

resources. Resource analysis has been performed with exploratory factor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 correlation, one-way ANOVA, t-test, Mann-Whitney

test, Kruskal-Wallis tes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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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esults

A. Stage 1: Reliability and validity of LPH tool in Korean version

1) Finally modified LPH tool in Korean version is comprised of 6-score Likert

criteria with 28 questions. In addition, it is classified into physical areas (13

questions), emotional areas (8 questions), and other symptom areas (4 questions)

according to the exploratory factor analysis. 3 inquiries not classified into

specific factors have been named as others.

2) Reliability of LPH tool in Korean version turned out to be Cronbach’s

alpha=.96. Validity has been confirmed with similar correlation in life quality

with SF-12(r=-.862, p<.001), VAS(r=-.775, p<.001), physical function (r=-.862,

p<.001), and WHO function class (r=-.862, p<.001).

B. Stage 2: Factors related to life quality

1) General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measured with SF-12 turned out to be

score 61.97±20.05 in average. VAS turned out to be score 59.73±20.64 in

average, and disease-specific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measured with LPH

in Korean version was 59.10±33.41 in average.

2) The score of physical function (KASI) was 35.52±15.37 in average, and the one

of physical symptoms was 48.80±36.60 in average. The score of depression was

7.56±6.93 in average, and the one of anxiety was 44.77±12.22 in average. The

score of medical staff support was 28.78±7.03, and the one of social support

was 47.93±9.99 in average.

3) Life quality from general characteristics turned out to be higher in colle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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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s than middle school graduates (p<.001), the ones with work than the

unemployed (SF-12: p=.027, LPH: p=.005), and the ones drinking alcohol (SF-12:

p=.031, LPH: p=.024) and exercising than the ones who did not (p<.001).

4) Life quality from clinical characteristics turned out to be low if the function

was low in the WHO function class (p<.001), right ventricular systole pressure

was low (SF-12: p=.032, LPH: p=.003), total pedestrian distance for 6 minutes

was short (SF-12: p<.001, LPH: p=.007), respirator was used (p<.001), and

combination therapy were requested at the same time (SF-12: p=.003, LPH:

p=.021).

5) Disease-specific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measured by LPH in Korean

version and also to general health (SF-12, VAS), physical function (KASI),

physical symptoms, depression, anxiety, and social support turned out to be

statistically and significantly correlated (p<.001) among variables, and medical

staff support turned out to be correlated with depression (p=.046), anxiety (p=

.053), and social support (p=.014).

6) As for factors that influence on the general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there

are physical function (p<.001), physical symptoms (p<.24), and anxiety (p<.001)

representing 79.7% of explanatory power.

7) As for factors that influence on disease specific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there are physical function (p<.001), physical symptoms (p<.001), and anxiety

(p<.008). This regression model had 83.3% of explanatory power on the

disease-specific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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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Health-related Qol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38)

Characteristics Categories

SF-12 Korean version LPH

Mean±SD t/F/Z
* P mean±SD

t/F/

Z
* P

Sex
Male 65.71±18.23

1.158 .249
51.63±31.57 -1.38

9
.167

Female 60.93±20.49 61.18±33.75

Age

(year)

<30 69.23±19.14

.893 .447

50.62±32.61

1.257 .292
30~45 62.32±18.84 56.48±32.49

46~59 61.65±19.40 58.73±33.01

≥60 58.20±23.77 69.37±35.80

Marital status

Married 61.12±20.98

1.441 .240

59.77±35.69

.734* .693Singe 66.22±17.90 53.42±29.74

Others 56.38±18.48 69.50±25.46

Education

≤Middle schoola 48.00±25.13

6.890

<.001

a>b,c
†

84.53±36.34

7.895

<.001

a<b,c
†

High schoolb 60.25±18.13 61.50±31.63

≥Universityc 66.90±18.45 50.72±30.84

Religion
Yes 63.76±19.45

-1.197 .233
57.45±33.90

.661 .510
No 59.64±20.74 61.25±32.91

Occupation

None
a

56.30±21.40

3.725
.027

a>c†

72.29±34.36

5.547
.005

a<c†
60.57±34.14Housewife

b
60.25±19.94

employee/Otherc 67.68±18.06 48.54±28.78

Living

arrangements

with family 62.28±19.99
-.466* .642

58.91±34.17
-.268* .789

Alone 60.31±20.77 60.09±29.76

Monthly

income

(10,000won)

<100 56.74±21.39

1.920 .129

69.55±34.77

2.490 .063
100~299 66.63±17.81 52.46±29.10

300~499 63.69±20.00 53.23±33.11

≥500 59.95±20.08 62.07±36.50

Drinking
Yes 68.90±19.63

-2.152* .031
47.41±34.71 -2.25

5* .024
62.21±32.51No 60.12±19.84

Smoking
Yes 62.50±11.76

-.087
*

.930
52.57±7.57

-.184
*

.854
No 61.94±20.43 59.45±34.22

Exercise
Yes 69.89±18.66

-4.181 <.001
47.05±29.91

3.778 <.001
67.84±33.26No 56.23±19.15

*Nonparametric test,
†

Schef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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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Health-related Qol according to Clinical Characteristics (N=138)

Characteristics Categories

SF-12 Korean version LPH

Mean±SD
t/F/

Z*/x2* P Mean±SD
t/F/

Z*/x2* P

years since

diagnosis
<1 61.11±22.93

.518 .671

58.89±39.08

.466 .707
1~4 64.54±18.99 55.14±32.92

5~9 60.06±20.35 61.80±31.89

≥10 60.16±21.70 62.72±35.78

Etiology Idiopathic 65.53±18.52

2.159 .096

51.21±59.95

2.263 .084

congenital
heart disease

63.07±20.06 58.98±33.88

connective
tissue disease 52.44±21.30 72.90±34.96

Others 58.93±20.76 66.31±35.73

WHO

functional

class

I
a

89.46±4.16

77.37*

<.001

a>b>c,

d†

13.50±6.31

86.15*

<.001

a<b<c,d
†

IIb 70.68±13.75 43.07±20.02

III
c

45.97±14.45 87.59±23.23

IV
d

34.33±9.89 109.22±16.37

RVSP Mild
a

70.14±20.10

3.530
* .032

a>c
†

45.60±30.59

6.030
* .003

a<c
†Moderate

b
63.27±21.60 52.25±32.53

Severe
c

58.18±18.62 68.36±32.63

6-minute

walking test

walking

distance
** 387.76±105.46 -.456

***
<.001 387.76±105.46 -.368

***
.007

Oxygens use Yes 47.16±17.84
-3.699

*
<.001

88.12±26.79
-4.310

*
<.001

No 64.78±19.26 53.56±31.74

Combination

therapy

Yes 55.50±20.33
2.986 .003

67.61±34.54
-2.237 .021

No 67.76±18.99 54.12±31.88

†Scheffe, *Nonparametric test, **n=52, ***Coefficient of correlation

RVSP=Right Ventricular Systole Right Ventricular Systole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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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rrelation matrix of Study Variables

Variable
K-LPH SF-12 VAS PF Symptom Depression Anxiety Social support Medical staff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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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LPH 1.0

-.876

(<.001)
1.0SF-12

VAS
-.750

(<.001)

.774

(<.001)
1.0

PF
-.832

(<.001)

.805

(<.001)

.691

(<.001)
1.0

Symptom
.823

(<.001)

-.774

(<.001)

-.688

(<.001)

-.740

(<.001)
1.0

Depression
.756

(<.001)

-.750

(<.001)

-.677

(<.001)

-.658

(<.001)

.774

(<.001)
1.0

Anxiety
.769

(<.001)

-.769

(<.001)

-.713

(<.001)

-.627

(<.001)

.665

(<.001)

.747

(<.001)
1.0

Social
support

-.654

(<.001)

.589

(<.001)

.609

(<.001)

.565

(<.001)

-.597

(<.001)

-.629

(<.001)

-.725

(<.001)
1.0

Medical
staff support

-.006

( .941)

.041

( .639)

.023

( .794)

.002

( .977)

-.099

( .257)

-.172

( .046)

-.168

( .053)

.272

( .014)
1.0

K-LPH=Korean Version LPH, PF=Physical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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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Associated factors of the General Health-related QoL (N=138)

Variable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p VIF

B SE β

(Intercept) 73.76 17.59 4.194 <.001

Sex 1.91 3.09 .04 .619 .538 1.44

Age .05 .11 .03 .419 .676 2.03

Physical Function .61 .13 .45 4.653 <.001 3.81

Symptom -.14 .06 -.26 -2.314 .024 5.00

Depression -.15 .32 -.05 -.460 .647 4.70

Social support -.18 .17 -.09 -1.111 .270 2.47

Anxiety -.51 .14 -.33 -3.657 <.001 3.25

RVSP .03 .04 .04 .689 .493 1.38

Education
High school 3.54 3.86 .08 .918 .362 3.25

≥University .15 3.33 .00 .044 .965 2.20

Occupation
Housewife -2.70 2.98 -.06 -.906 .368 1.99

employee .15 3.33 .00 .044 .965 2.20

R
2
= .827 , Adjusted R

2
= .797 , F=27.866 (p<.001)

Table 5. Associated factors of the Disease-specific Health related QoL (N=138) 

Variable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p VIF

B SE β

(Intercept) 67.14 25.82 2.601 .011

Sex 1.27 4.54 .02 .279 .781 1.44

Age -.07 .17 -.03 -.474 .637 2.03

Physical Function -.89 .19 -.41 -4.632 <.001 3.81

Symptom .31 .09 .36 3.578 <.001 5.00

Depression -.12 .47 -.03 -.261 .795 4.69

Social support -.15 .24 -.04 -.612 .543 2.47

Anxiety .56 .20 .22 2.752 .008 3.25

RVSP -.01 .06 -.01 -.180 .857 1.38

Education
High school -3.41 5.66 -.05 -.602 .549 3.25
≥University -4.26 6.46 -.04 -.561 .577 2.20

Occupation
Housewife -.95 4.38 -.01 -.217 .829 1.99

employee -2.74 4.88 -.0.4 -.561 .577 4.39

R
2
= .857. , Adjusted R

2
= .833 , F= 35.02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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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Discussion

A. Degree of life quality and related factors

In order to measure life quality of PAH patients, this study has used SF-12 and

VAS for general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and modified LPH for disease-specific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The score of SF-12 turned out to be 61.79 (range:

1-100 score, the higher, the better) in average followed by 59.73 in VAS and 59.10

in modified LPH (range: 0-140, the lower, the better). Life quality of PAH patients

measured by aforementioned three tools turned out to be similar.

The score of general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turned out to be 66.27 in

average according to the results of measurement with SF-36 on 104 subjects in

America (Matura et al., 2014) and hence were similar with the life quality of

subjects in this test. It turned out to be 59.3 in average in the foreign research

that investigated the life quality on idiopathic PAH patients with VAS (Roman,

Barbera, Castillo, Munoz, & Escribano, 2013). Therefore, it was similar with the

score of 59.73 in this study. When compared with general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of patients suffering from cardiac insufficiency in Korea, the score measured

with SF-36 in the study by Yongsook Kim (2009) turned out to be 62.41 in

average and hence was similar with life quality of PAH patients in this study.

However, average age of patients suffering from cardiac insufficiency in the study

by Yongsook Kim (2009) was 63.1, and the one in this study was 46.12 in average.

Therefore, considering that the average age in this study was more related to

active economic activities, life quality was lower than the patients suffering from

cardiac insufficiency with similar symptoms. Hence, it was known that support is

required from various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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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core of disease-specific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turned out to be

59.10±33.41 in average (range: 0 to 140, the lower, the better) according to the

results of measurement with modified LPH tool. Therefore, it was the value that

was a bit higher from the medium. Such results represents a similar score with

40.1 that was the score when measuring 196 subjects with LPH tools comprised of

21 inquiries (range: 0 - 105, the lower, the better), and, hence were similar with

the ones in this study (Bonner et al., 2013). According to the results of

measurement with MLHF on 128 subjects in America, average score was 49.5

(range: 0 - 105 score, the lower, the better) (Chen et al., 2011). In addition,

according to the results of measurement on English people with CAMPHOR tools

comprised of 60 inquiries that were developed as a life quality measuring tool on

PAH patients, average score was 39.9 (range: 0 - 80 score, the lower, the better).

Therefore, they represented similar level of life quality with this study (McCabe et

al., 2013). This represents that there was no particular difference of life quality

from PAH patients estimated with various health-related life quality measuring

tools depending on specific tools or countries, and, hence, shows similar levels.

According to the life quality scores in each area, physical area in SF-12 in this

study turned out to be 57.27 in average followed by 66.04 in mental area. Average

score of physical area of modified LPH was 29.38, and the one of mental area

was 18.29. Both represented lower life quality in physical area. In the study by

Matura et al. (2014), score measured with SF-36 in the physical area was 60.7 and

69.1 in mental area. Therefore, the score was lower in physical areas. In the study

by Vanhoof et al. (2014) conducted on European people, average score in the

physical area was 33.53, and the one in the mental area was 49.81. Therefore,

score was lower in the physical area than mental area. This represents that more

focused arbitration is required on the physical area of PAH patients.

According to the life habit, life quality turned out to be higher among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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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exercised regularly than those who did not. According to the meta-analysis

on the exercise effect among PAH patients, clinical data including total pedestrian

distance for 6 minutes and right ventricular systole pressure turned out to be

improved, and the score of life quality measured with SF-36 was improved

(Pandey et al., 2015). In this study, life quality was higher among people who

exercise than those who do not. However, this result seems to be derived due to

higher life quality among people with outstanding physical function who exercise

instead of being interpreted for how exercise influences on life quality.

As for the difference of life quality from pathology, idiopathy and connective

tissue diseases were compared in the study by Roman, et al. (2013). According to

the results from measurement with VAS, average score of idiopathy was 59.3, and

the one of connective tissue diseases was 52.6. Therefore,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 According to the results in this study, there was

no difference in the score of life quality among pathologies. In the study in

dealing with prevalence of PAH patients registered for the past 10 years (Jiang &

Jing, 2013), PAH proportion from congenital heart disease was 5 to 10%. In this

study, the proportion turned out to be the highest as 56 patients (40.6%). Higher

proportion of congenital heart disease was mostly likely related to the occurrence

of PAH as disease progressed due to insufficient identification or treatment on

congenital heart disease in advance or lack of systematic management after the

treatment. Therefore, it seems that early identification, treatment, and continuous

management of congenital heart diseases are required to reduce prevalence of PAH

in Korea.

As for WHO functional class, there was a difference in life quality in this study

(p<.001). The higher the stages were, the higher the life quality turned out to be

in both modified LPH and SF-12. In most of the researches measuring the life

quality of PAH patients, WHO functional class was evaluated at the sam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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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le serving as an important variable in life quality (Gu et al., 2016). Especially,

clinically significant variables including pulmonary artery Right Ventricular Systole

Pressure, pulmonary artery resistance, and cardiac output as factors that influence

on the life quality have not influenced on the life quality in the study by Stephen

et al. (2016). In the WHO functional class, all 8 areas measured with SF-36 were

related to life quality. This represents that physical function was an important

factor in life quality among PAH patients, and it seems that various intervention

programs are required to be developed to proceed more objective appraisal on

physical function and improve physical function

In this study, Right Ventricular Systole Pressure in right ventricle represented

the Right Ventricular Systole Pressure in pulmonary artery in average, and life

quality was compared in minor symptom, med-level symptom, and severe

symptom. The score of life quality in minor symptom was higher than the one of

severe symptom. In the study comparing the life quality with average Right

Ventricular Systole Pressure in right ventricle, it was correlated with the score of

life quality in the physical areas measured with SF-36 (P=.010) (Mathai et al.,

2016). Therefore, they are of an important clinical variable related to life quality.

6-minutes pedestrian test is known to be a representative and objective method in

evaluating physical function. According to the results of measurement of average

pedestrian distance on healthy adults aged from 22 to 59 in Korea, average

pedestrian distance turned out to be 628.5m among men and 580.9m among

women (Arim Kim, et al., 2012). In this study, average pedestrian distance turned

out to be 387.76m that was a bit longer than the half of distance where normal

people were able to walk when compared with previous studies. Total pedestrian

distance in this study turned out to be correlated with the life quality. In the

study by Bonner et al. (2013), there was a correlation (p=.0437)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otal LPH scores and 6-minutes pedestrian test. Especially, there wa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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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se correlation with physical areas (p=.012). Therefore, it implies that 6-minutes

pedestrian test was being utilized in the evaluation of life quality as an objective

index.

There were 22 patients (15.9%) who used respirator among subjects in this

study. In the study by Matrua et al. (2014), usage of respirator has been reported

as a predictory variable for low life quality. In this study, life quality turned out

to be low if using respirator. It is not that using respirator lowers the life quality,

but it is assumed that patients who use respirator tend to suffer from severe

symptoms with limited physical functions and hence to have low life quality.

There were 51 patients (37%) in this study who were required for combined

therapy on targeted agent on subjects in this study, and the score of life quality

of them was lower than the ones with single therapy. In the previous studies,

combined therapy is known to improve life quality and symptoms (Wu, Yang,

Zhou, Li, & Huang, 2014). This is the result showing how combined therapy was

effective when single therapy was in no effect on subjects with similar pulmonary

Right Ventricular Systole Pressure and physical function (WHO grade 3 to 4). In

this study, this shows a result that pulmonary artery Right Ventricular Systole

Pressure is higher, and physical function is lower among patients receiving

combined therapy than those with single therapy instead of representing that

combined therapy lowers the life quality.

As for important factors related to life quality of PAH patients, many of the

experts suggest physical function and treat it as an important variable for

evaluating severity of diseases (Barnett et al., 2016; Corciova &

Arsenescu-Georgescu, 2012). In this study, KASI(p<.001) that measured the physical

function turned out to be the biggest influential factor on life quality of PAH

patients. KASI measured on patients suffering from cardiac insufficiency in Korea

was 35.78 in average (Sunil Park, 2010).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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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 35.52 that was close to 35.78. However, the average age of patients in the

study in dealing with cardiac insufficiency was 60.67, and the one in this study

was 47.12. Considering the average age, physical function of them was worse than

the those suffering from cardiac insufficiency. KASI score measured on patients

suffering from cardiac insufficiency was correlated with depression and quality of

sleeping (Sunil Park, 2010). In the study by Eunkyung Song (2006), KASI turned

out to be correlated with physical symptoms such as difficulty in breathing, ankle

edema and psychological symptoms including depression and anxiety. In this

study, KAIS turned out to be correlated with physical symptoms, depression, and

anxiety other than the life quality (p< .001). Therefore, it served as an important

variable of physical and psychological factors other than the life quality.

Representative physical symptoms of PAH include the difficulty in breathing,

fatigue, dizziness, palpitation, pain in the chest, and edema. They are not in high

proportion, but once pulmonary artery Right Ventricular Systole Pressure increases,

and right heart failure is severe, patients tend to faint (Barnett et al., 2016).

According to the distribution of proportion in various physical symptoms of PAH,

the study by Wikens et al. (2010) represent that 91% of the patients tended to

experience difficulty in breathing when they participated in activities followed by

66% on chronic fatigues, and 43% on feebleness. In this study,

The score of cases with patients out of breath or experiencing fatigue during

activities turned out to be 5.0 or above. Therefore, they were shown to be

outstandingly high compared to other symptoms. Physical symptoms such as

difficulty in breathing and fatigues are known to be important variables that

reduce the life quality and are also related to prognosis of diseases (Corciova &

Arsenescu-Georgescu, 2012). In this study, total score of 17 physical symptoms and

correlation of them with life quality have been analyzed. As a result, the higher

the total score of physical symptoms was, the lower the life quality was. In the



- 196 -

regression analysis, physical symptoms were shown as a predictory factor of life

quality.

Anxiety and depression have been known to one of the representative

psychological symptoms among PAH patients (Corciova & Arsenescu-Georgescu,

2012). In the systematic literature researches in analyzing 8 literatures about

emotional phenomena among PAH patients, the most representative psychological

symptoms include the depression, anxiety, and disability in cognitive memory. In

the study by Vanhoof et al. 32.6% of PAH patients turned out to suffer from

depression, and 48% of them suffered from anxiety. Anxiety and depression were

shown as major influential factors in the life quality measured with MLHF.

In this study, there were 41 patients (29.7%) that were suspicious to suffer from

depression. Anxiety was confirmed to be an important influential factor in the life

quality in regression analysis. Anxiety score in this study was 44.77 in average.

According to the result of measurement on patients with cardiac insufficiency

with the same tool (SAI), average score of 54.5. Therefore, it was confirmed to be

an important influential factor in the life quality (MLHF) (Aggelopoulou et al.,

2017). Therefore, it was as similar as the results in this study. As for the cases

with similar symptoms of difficulty in breathing, anxiety turned out to be an

important influential variables on the life quality implying the necessity of

intervention-based approach on the anxiety. Anxiety tends to occur due to the

difficulty in breathing. However, according to the results of qualitative research in

this study, anxiety still occurred for not being able to run. In addition,

characteristics of disease named 'unexpected death' were added causing anxiety to

serve more as an influential factor in the life quality than depression.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has

been confirmed in the correlation of medical staff support with life quality.

However, satisfaction on the information of disease turned out to be 70% follo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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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61% on information of medicines in the study in dealing with satisfaction of

patients in information provided by medical service providers. In addition, 45% of

subjects responded to require more information (Ivarsson et al., 2017). Therefore, it

seems that the role of professional medical team in charge of consultation and

education on PAH patients is important.

Social support is comprised of the support on family members, friends, and

meaningful others. In the study investigating social support on patients suffering

from cancer in Korea, average score of social support was 21.67 followed by 18.15

for support on friends, and 20.30 for support on meaningful others (Heesook Cho,

Bonggi Kim, Hyejin Lee, & Boyoung Lee, 2010). In this study, average score of

family support was 16.09 followed by 13.37 for support on friends and 16.30 on

meaningful others. These values were lower than the ones of social support on

patients suffering from cancer. Especially, support on friends was relatively lower

than the ones for families and others. This seems that the public had lower

awareness on rare disease of PAH without paying much attention and concern

due to seeming healthy appearance. Especially, social support turned out to be

correlated with physical function in this study. Therefore, it assumes that limitation

on physical function has brought restriction on social activities and isolation that

support on friends was relatively low.

B. Verification of validity of tools

PAH is a life-long lasting and chronic disease and belongs to a rare disease in

terms of prevalence that 15 to 30 patients out of one million of population suffer

from it along with low survival rate as a fatal disease. Measurement of life quality

of PAH patients has been mostly performed with SF-36 and DQ-5D as an

estimating tool related to health in the past. Life quality measuring tool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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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lected characteristics of PAH patients in foreign countries has partially been

developed. However, there was no verified tool in Korea. Therefore, LPH as a

disease specific life quality measuring tool for PAH patients was translated in this

study and modified and supplemented according to domestic circumstances to

verify validity and reliability.

The first component of the tool is the physical area that turned out to be the

highest ratio with 13 questions out of total 28 inquiries. Physical areas mean to

limit physical symptoms and functions and are the most important fields for

measuring life quality (Post & Mager, 2015). The most representative physical

symptom of PAH includes the cases of patients out of breath and fatigue (Barnett,

Alvarez, & Park, 2016). Questions are comprised of a degree of limitation on

physical functions, hobbies, go-out, errands, taking care of family, social

relationship with others around, sexual life, sleeping, and livelihood. There were

total 8 questions in the number 4, 5, 6, 7, 8, 9, 15, and 16 for physical areas in

the original tool that were all grouped in physical areas in this study as well.

Hence, same results were shown. Questions number 12 (limitation on leisure

activities), 13 (difficulty in sexual life), and 14 (limitation on preferred food) that

were not classified as a special area in the original tool were classified into

physical areas in this study, and additional question number 12 (difficulty in

taking care of family) was grouped with physical areas. Limitation on physical

functions is defined for how individuals are not able to or find it difficult to

perform specific tasks (Wilson & Cleary, 1995). According to this definition, it

seems to be appropriate to classify the question numbers 12, 13, and 14 as

inquiries related to the limitation on physical functions.

Second factor is the emotional area. Psychological symptoms of PAH patients

were regarded as an inevitable factor in configuring the life quality (Post &

Mager, 2015) including depression, anxiety, concern, degree of satisfaction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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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 life, emotion on burden, control, memory, and support from spouse. In the

original tool, five questions number 20 (feeling to be a burden), 21 (loss of

control), 22 (concern), 23 (memory), and 24 (depression) were classified into

emotional areas. In this study, they were identically classified that additional

factors such as anxiety, degree of satisfaction on current life, and support from

spouse were grouped in this factor.

As for accessory symptom areas, questions were grouped in the number 1 (leg

edema), 2 (pain in the chest), 3 (dizziness), and 19 (side-effect from treatment). In

the original tool, leg edema and side-effect of treatment were classified into others

that were not categorized as physical or emotional areas. Therefore, there was a

difference in results from this study.

According to the criteria that major symptoms of PAH were classified into

shortness of breath and fatigue, and dizziness, pain in the chest, palpitation, and

edema were classified into other cardiovascular system symptoms (Barnett et al.,

2016), secondary symptoms other than 'difficulty in breathing' and 'fatigue' were

grouped as 'accessorial symptoms' areas.

Reliability of LPH tool in Korean version (Cronbach’s alpha) turned out to be

.954 in physical areas, .904 in emotional areas, and .802 in accessorial symptom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Reliability of the entire tool was .957.

Reliability of the original tool was .89 in physical areas, .87 in emotional areas,

and .92 in the entire areas. Reliability turned out to be higher in this study.

In order to verify the validity of criteria on LPH tool in Korean version,

correlation with SF-12, VAS, KASI, and WHO functional class has been analyzed.

Criteria validity has been evaluated with WHO functional class, EQ-5D, VAS, and

6-minutes pedestrian distance test for the original LPH tool. WHO functional class,

total distance of 6-minutes pedestrian test, and EQ-5D turned out to be correlated.

However, there was no statistically meaningful correlation with VAS (Bo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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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etz, Meunier, Sikirica, & Mathai, 2013). In this study, all four tools turned out

to represent statistically meaningful correlation (p<.001) including VAS verifying

the validity of criteria of modified LPH tools.

6. Conclusions

PAH is a rare and intractable disease entailing decreased physical ability, low

survival rate, and unexpected death without particular treatment method. Economic

support from the government on rare and intractable diseases has recently been

expanded. However, they are still out of radars among medical service providers

as they are rare diseases, and there has been insufficient amount of related

researches. This study has been conducted to identify factors related to the life

quality of PAH patients for the first time in Korea, and physical function and

symptoms, and anxiety turned out to be major influential factors of physical

functions. It is suggested to develop nursing intervention program for improving

physical function, adjusting physical symptoms, and reducing anxiety of PAH

patients and anticipated to expand the concern and support on PAH patients who

are at blind spot in the field of medicin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