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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심장이식 수혜자의 삶의 질 경로분석 

 

 

심장이식 후 삶의 질은 이식 전보다 개선되고 있으나 주로 신체적 기능, 증후, 일

상생활 수행 능력 등 신체적 측면의 개선이며, 시간이 경과될수록 거부반응, 감염 등

의 합병증과 추후 관리에 대한 경제적 부담, 직장으로 복귀하는 것의 어려움, 가족을 

비롯한 사회적 관계의 변화에 따른 불안이나 우울 등 정서적 문제들은 이식 후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이식 후 평생 동안 지속적인 자기 관리가 

요구되는 심장이식 수혜자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목표로서 무엇보다 삶의 질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이에 심장이식 수혜자의 삶의 질 영향요인을 확인하고, 요

인들 간의 직, 간접 효과를 확인하고자 경로분석을 수행하였다.  

Ferrans 등의 건강관련 삶의 질 모델을 기반으로 선행연구 고찰과 회귀분석 결

과를 바탕으로 가설적 경로모형을 구축하였고, 현재 직업유무,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

지, 경제수준을 외생변수로, 스테로이드 복용 여부, 합병증의 수, 증상고통감, 기능상

태, 지각된 건강상태, 삶의 질을 내생변수로 구성하였다. 자료수집은 심장이식 수술을 

받은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로서 서울 소재의 일 종합병원의 외래에 방문한 환자와 심장

이식 수혜자 자조모임에 참여한 203명을 대상으로 2019년 6월부터 11월까지 면대면 설문

조사를 통해 수행되었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 WIN 24.0 프로그램과 Amos 24.0 프

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가설적 경로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 χ2/df=5.410, GFI=.951, SRMR=.053, 

RMSEA=.148, TLI=.723, CFI=.938이었고, χ2/df와 RMSEA 및 TLI가 수용기준을 

충족시키기 못하였기 때문에 가설적 모형을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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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정지수와 관계의 논리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기능상태와 삶의 질 경로를 추가하

였으며, 모형에서 추정 계수 값이 작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던 경로를 유의

하지 않은 순으로 총 17개 경로를 삭제하였다. 모형 수정 후 χ2/df=1.822, 

GFI=.974, SRMR=.045, RMSEA=.064, TLI=.948, CFI=.982로 높은 적합도 향상

을 보였다.  

3. 모형을 수정한 후 모든 적합지수가 수용기준을 충족하여 수정모형을 채택하였고, 총 14

개의 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정모형 분석을 통한 가설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증상고통감은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경제상태가 좋을수록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스테로이드를 복용하는 경우에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변수들에 의해서 증상

고통감 변인의 13.4%가 설명되었다.  

2) 기능상태는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현재 직업이 있는 경우, 증상고통감이 낮을수

록, 합병증의 수가 적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 변수들에 의해서 기능상태 

변인의 42.9%가 설명되었다.  

3) 지각된 건강상태는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현재 직업이 있는 경우, 기능상태가 좋

을수록 좋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 변수들에 의해서 지각된 건강상태 변인의 56.0%

가 설명되었다.  

4) 삶의 질은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경제상태가 좋을수록, 지각된 건강상태가 좋을

수록, 기능상태가 좋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 변수들에 의해서 삶의 질 변

인의 76.4%가 설명되었다.  

 

본 연구는 Ferrans 등(2005)의 건강관련 삶의 질 모델을 이론적 기틀로 하여 심장이식 

수혜자의 삶의 질 영향요인들의 대한 직, 간접 효과를 탐색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사회적 지지, 경제상태, 지각된 건강상태, 기능상태가 심장이식 수혜자의 

삶의 질에 대한 직접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자기효능감, 직업 유무, 스테로이드 

복용, 합병증의 수, 증상고통감이 간접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이러한 요인들이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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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를 통해 심장이식 수혜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였고, 삶의 질을 설명

하는 제 변수의 예측력이 76.4%로 나타나 심장이식 수혜자의 삶의 질 예측모형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심장이식 수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 

확인된 요인들에 대한 지속적인 사정과 본 모형을 기반으로 한 간호중재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에 대한 추후 연구를 제언한다.   

 

 

 

 

 

 

 

 

 

 

 

 

 

 

 

 

 

 

 

 

 

 

핵심되는 말: 삶의 질, 심장이식, 경로분석 



1 

I. 서론 

 

A. 연구의 필요성 

 

인구 고령화와 허혈성 심질환, 당뇨병, 비만의 증가로 인해 심부전의 유병율은 계

속 증가하고 있고, 심장 질환 후 생존 확률 증가로 인하여 심부전의 환자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Lee & Oh, 2017). 심장이식은 내과적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말기 심부

전 환자의 생존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효과적인 치료법이다(Lee & Oh, 

2017). 한국에서는 1992년에 처음 심장이식이 시작된 이래(송명근 et al., 1993) 이식 

후 1년 생존률이 77.1%였으나(노준량, 원태희, 이정렬, 김기봉, & 김용진, 1997) 

2017년에는 1년 생존율은 85%, 5년 75%, 9년 68%, 11년 생존율은 66% 이었고(질

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2018). 20년 생존율은 21.6%로 보고되었다(Galeone et 

al., 2014).  

심장이식이 말기 심부전 환자의 생존률은 향상시켰으나 심장이식 수혜자는 평생 

면역억제제를 복용해야 하고 그로 인한 감염, 암, 비만,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골다

공증, 통풍, 신독성과 같은 주요한 부작용에 노출되어 있다(Lindenfeld et al., 2004). 

또한 약물부작용에 따른 피로, 시력 저하, 근력저하, 모발 증가 등의 외모와 체형변화

로 인한 자존감 저하, 감정조절의 어려움으로 인한 무력감을 경험하고, 거부반응에 대

한 불안과 두려움, 이식 후 사회활동 제한으로 인한 소외감, 지속적인 병원비 지출에 

대한 부담감, 경제생활의 위축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금순 등, 2002; 황

영희 & 이명선, 2017; Tung, Chen, Wei, & Tsay, 2011). 심장이식 후 삶의 질은 이

식 전보다 개선되고 있으나 주로 신체적 기능, 증후, 일상생활 수행 능력 등 신체적 

측면의 개선이며, 시간이 경과될수록 거부반응, 감염 등의 합병증과 추후 관리에 대한 

경제적 부담, 직장으로 복귀하는 것의 어려움, 가족을 비롯한 사회적 관계의 변화에 

따른 불안이나 우울 등 정서적 문제들은 이식 후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

다(Pinson et al., 2000; 김수진, 2001). 따라서 간호사는 이식 후 평생 동안 지속적인 



2 

자기 관리가 요구되는 심장이식 수혜자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목표로서 무엇보다 삶의 

질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박병준 & 신나미, 2014).   

심장이식 수혜자의 삶의 질에 대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경제상태(Tung, 

Chen, Wei, & Tsay, 2011 ; 김수진, 2001), 직업상태(김수진, 2001 ; Chou, Lai, Wang, 

& Shun, 2017), 피로, 증상, 건강상태에 대한 지각(Chou et al., 2017; Tung et al., 

2011), 합병증과 입원 횟수, 이식 혈관 질환(Graft Vascular Disease[GVD], Delgado 

et al., 2015), 자기효능감, 스트레스, 우울(Tung et al., 2011; 김인옥, 2006), 사회적 

지지(Tung et al., 2011; White-Williams et al., 2013; 김수진, 2001; 김인옥, 2006)가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대다수의 선행연구에서는 이를 특정 요인

과 심장이식 수혜자의 삶의 질을 상관관계나 회귀분석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삶의 질

에 대한 요인들 간의 직, 간접 관계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또한 심장이식 수혜자의 삶

의 질에 대해 모형화를 시도한 연구는 국내외 문헌에서 단 두 편으로 미흡한 상태이

다. 두 편 중 한 연구는 심장이식 수혜자의 삶의 질을 예측하되 신체적 요인을 제외

한 일반적, 심리 사회적 요인만을 포함하였고(김수진, 2001), 다른 한 편의 연구는 심

장이식 전 기능 수행 정도와 이식 후 합병증이 이식 후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모

형화(Butler et al., 2003)하여 신체적 요인뿐 아니라 사회심리적, 환경적 요인 등을 

포함한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 모형화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만

으로는 심장이식 후 평생 면역억제제를 복용하며 자기관리를 수행해야 하는 다양한 

특성을 가진 심장이식 수혜자의 삶의 질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제한이 있다.  

간호사는 심장이식 수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식 후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상대적으로 낮은 삶의 질에 처할 위험이 높은 대상자 특성에 대한 이해

를 기반으로 적절한 모니터링과 치료적 맞춤 중재를 제공해야 한다(Grady, 2017). 따

라서 심장이식 수혜자의 삶의 질과 이에 대한 영향 요인을 규명하고, 이 요인들과 매

개변인들 간의 구체적인 경로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확인하여 삶의 질

에 대한 예측요인을 제시할 수 있는 통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Tierney, Facione, Padilla와 Dodd (2007)는 치료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삶의 

질을 측정할 때 연구를 안내할 수 있는 이론적 모델이 없는 것을 근본적인 우려라고 

지적하면서 연구 결과를 해석하고 결과를 일반화하여 이론 중심의 중재를 설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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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이론적 토대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Bakas 등(2012)은 건

강관련 삶의 질 모델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미래의 건강관련 삶의 질 연구 

및 실무를 위한 가장 잠재력을 지닌 모델로 Ferrans, Zerwic, Wilbur와 Larson 

(2005)의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 모델은 Wilson과 Cleary (1995)가 질병의 원인, 병

태생리, 치료에 집중하는 임상적 패러다임과 기능 영역과 전반적인 안녕에 초점을 둔 

사회과학적 패러다임을 통합하여 개발한 ‘Conceptual model of patient outcome in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을 Ferrans 등(2005)이 수정한 것이다. 이 모델은 개인

적 특성, 환경적 특성, 생물학적 기능, 증상, 기능적 상태, 일반적 건강지각이 삶의 질

에 직·간접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제시함으로써 역동적이고 다차원적인 측면에서 삶

의 질을 설명한다. 이 모델을 기반으로 심장이식 수혜자의 특성을 반영하는 개인적 

요인, 환경적 요인과 심장이식 수혜자만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는 생물학적 

요인, 증상, 기능상태, 건강상태 지각 요인간의 관계를 검증하는 것은 심장이식 수혜

자의 삶의 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간호중재를 위한 실증적 근

거를 제공할 수 있는 면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문헌고찰을 바탕으로 심장이식 수혜자의 삶의 질 영향 요인을 확

인하여 Ferrans 등(2005)의 건강관련 삶의 질 모델을 기반으로 심장이식 수혜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러한 검증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심장이식 수혜자의 살의 질 증진 전략을 모색하고 이론에 기반한 삶의 

질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이다. 

 

B.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심장이식 수혜자의 삶의 질 정도를 파악하고,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 Ferrans 등(2005)의 건강관련 삶의 질 모델을 기반으로 경로를 확인하고자 위

함이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심장이식 수혜자의 삶의 질 영향 요인들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가설적 경로모형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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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한다.  

둘째, 가설적 모형의 적합도 검증을 통하여 수정 경로모형을 제시한다.  

셋째, 심장이식 수혜자의 삶의 질 영향 요인들 간의 직, 간접 경로를 확인함으로써 요인들 

간의 인과적 관계 및 강도를 규명한다.  

 

C. 용어의 정의  

 

1. 심장이식 수혜자 

 

말기 심장질환으로 인해 심장이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어려워서 심장을 이식 

받은 사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19세 이상 성인으로 말기 심장질환으로 단일 

장기 즉 심장을 이식 받은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였고, 외래에서 정기적으로 추후 관

리를 받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  

 

2. 삶의 질 

 

개인의 전반적인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만족한지와 연관된 주관적인 안녕상태를 

말한다(Wilson & Cleary, 1995). 본 연구에서는 세계보건기구(1998)가 개발한 World 

Health Organization Quality of Life assessment instrument(WHOQOL)-BREF를 민

성길 등(2000)이 한국어로 번안한 한국판 세계 보건기구 삶의 질 간편형 척도

(WHOQOL-BREF)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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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본 문헌고찰의 목적은 선행연구를 토대로 심장이식 수혜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자료검색은 1900년도 이후부터 2018년 11월 15

일까지 간호학, 의학, 보건학 등의 분야에서 발표된 국내외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검색에 활용된 database는 국내 논문의 경우 KoreaMed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었고, 

국외 논문은 PubMed, CINAHL, EmBase이었다. 일부 문헌은 연구자가 직접 검색하

는 과정을 통해 추가하였다. 검색을 위해 사용된 주요 핵심어는 ‘심장이식’, ‘삶의 질’, 

‘cardiac transplantation’, ‘heart transplantation’, ‘quality of life’,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QoL’, ‘HRQOL’, ‘life quality’, ‘quality-of-life’ 등이며, 영어와 한국

어로 발표된 연구로 제한하였다. 자료 검색과 선별의 전 과정은 연구자가 검토하였다. 

본 고찰에서는 첫째 심장이식 수혜자의 삶의 질에 대해서 살펴보고, 둘째 심장이식 

수혜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A. 심장이식 수혜자의 삶의 질  

 

삶의 질은 안녕, 삶에 대한 만족이나 불만족, 혹은 행복이나 불행에 대한 개인의 

느낌을 의미하여(Ferrans & Powers, 1985), 주관적이고 다차원적이며 삶의 긍정적이

고 부정적인 측면을 포함하고 삶의 다양한 사건에 반응하는 역동적인 조건으로 실직, 

질병이나 다른 대변동이 삶의 질의 정의를 빠르고 극적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다는 특

징이 있다(Barcaccia, 2016). 삶의 질은 간호에 있어서 중심적인 현상이고 인간의 건

강 경험에 근본적인 현상으로 개인의 전반적인 안녕에 대한 감각을 보존하거나 회복

하기 위한 간호 연구와 실무의 결과로 언급되고 있다(Bakas et al., 2012), 삶의 질 평

가는 건강관리에서 중요해지고 삶의 질 연구는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도 엄격하고 정교

해지고 있다(Ferrans et al., 2005).   

심장이식 후 삶의 질에 관한 연구들을 보면 초기에는 주로 심장이식의 효과를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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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하기 위해서 생존율이나 신체 기능의 향상 정도, 일상활동 회복 정도의 측면에서 

삶의 질을 측정하였다(김수진, 2001). 심장이식은 말기 심부전 환자를 위한 효과적인 

외과적 치료로서 심장이식 후에는 생존율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상태가 향상되

면서 심장이식 수혜자의 삶의 질은 이식 전보다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orba, 

Jasińska, & Religa, 2014). Kugler 등(2010)은 이식 후 60개월까지의 삶의 질을 전

향적으로 조사하여 이식 후 신체적 및 심리 사회적 영역의 삶의 질이 크게 증가함을 

보고하였고, Jakovljevic 등(2014)은 이식 후 3, 6, 9, 12개월 시점의 삶의 질이 좌심

실 보조 장치(left ventricle assistance device : LVAD) 환자와 비교하였을 때 더 우

수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식수혜자와 일반인의 삶의 질을 비교한 연구를 살

펴보면, Saeed, Rogers와 Murday(2008)는 이식 후 1, 3, 5년 대상자의 삶의 질이 일

반인 보다 정신 건강을 제외하고 모든 측면에서 더 낮은 점수가 건강관련 삶의 질 수

준을 보인다고 보고하였고, Galeone 등(2014)은 이식 후 20년 이상을 생존한 수혜자

의 삶의 질이 일반 인구에 비해 신체적 기능, 일반 건강, 활력, 사회적 기능, 신체적 

및 정신적 영역에서 낮은 점수를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평생 복용해야 하는 면역억제제로 인한 증상도 수혜자의 삶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 김금순 등(2002)은 심장이식, 신장이식, 간이식 수혜자를 대상으로 면역

억제제의 부작용 관련 증상 경험을 빈도와 불편감 정도를 파악하였다. 이식 수혜자들

이 가장 다빈도로 경험하는 증상은 피로, 모발의 증가, 식욕증가, 집중력 감소, 시력 

감퇴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이 중 피로는 증상의 빈도 외에 불편감 정도도 가장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식 수혜자들이 경험하는 평균 증상 빈도를 측정한 결과 심장

이식 대상자들이 66.38점으로 신장이식(50.53점), 간이식(44.13점)보다 높게 나타났

으며, 평균 증상 불편감도 심장이 76.8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신장이식 60.58점, 

간이식 53.12점). 무엇보다 심장이식은 신장이나 간 이식과는 달리 뇌사자의 장기로

만 이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식 후 장기를 제공한 공여자의 삶을 살고 있는 듯한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심리사회적인 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고, 심장이식이 실

패한 경우 다시 심장이식을 받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Pinson et al., 2000; 송영숙, 2007). 따라서 간호가 대상자에게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건강관리를 제공하여 인간으로서 가치 있고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돌보는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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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을 고려할 때 심장이식 수혜자의 삶의 질은 간호사가 중재하고 관리해야 하는 최

종 목표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B. 심장이식 수혜자의 삶의 질 영향 요인 

 

심장이식 수혜자의 삶의 질 영향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의 결과를 Ferrans 

등(2005)의 건강관련 삶의 질 모델에서 제시한 개인적 특성, 환경적 특성, 생물학적 

기능, 증상, 기능상태, 일반적 건강지각으로 각각 분류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개인적 특성은 건강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학적, 발달적, 심리적, 생물학적 

요인을 의미한다(Ferrans et al., 2005). 개인적 특성 중 심장이식 수혜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학적 요인은 성별(Aguiar et al., 2011; Delgado et al., 2015), 연

령(Grady, Jalowiec, & White-Williams, 1999 ; Ruzyczka et al., 2011 ; Shamaskin 

et al., 2012) 이었다. 성별과 삶의 질의 관계성을 살펴보면 여성에서 삶의 질의 사회

적 관계와 환경 요인에서 보다 만족하는 것에 반해 신체적 영역과 심리적 영역은 여

성 수혜자에서 낮게 나타났고(Aguiar et al., 2011), Delgado 등(2015)은 일반적 특성 

중 여성과 삶의 질은 부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Phan 등(2010)은 

SF-12로 측정한 삶의 질과 성별은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반복적인 확인

이 필요하다. 연령과 삶의 질의 관계는 60세 이상의 성인의 경우 59세의 성인과 비교

하여 삶의 질과 사회적 지지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Shamaskin et 

al., 2012),  Ruzyczka  등(2011)은 이와 반대로 나이가 들수록 삶의 질과 건강에 대

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제시하였다.  

개인적 특성 중 심리적인 요인으로는 자기효능감(Milaniak et al., 2014; Tung et 

al., 2011; 김수진, 2001; 김인옥, 2006), 대처(Grady et al., 1999; Milaniak et al., 

2014;  Ruzyczka et al., 2011; Trevizan, Miyazaki, Silva, & Roque, 2017), 일관성

(sense of coherence[SOC], Milaniak et al., 2014;  Ruzyczka et al., 2011), 낙관주

의(Jowsey et al., 2012; Milaniak et al., 2014), 강인성(김인옥, 2006)이 삶의 질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은 삶의 질의 하부 영역인 기능수준, 안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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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전반적 건강평가 모두에서 양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김인옥, 2006), 

특히 운동에 대한 자기효능감은 신체적, 정신적 영역의 삶의 질과 양적 상관관계를 

보였다(Tung et al., 2011). Trevizan 등(2017)은 WHOQoL-BREF로 측정한 삶의 질

의 모든 영역에서 문제 중심의 대처 전략과는 긍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감정 중심

의 대처와는 부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개인적 성격 특성 중에는 낙천주

의와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신을 통제하고 변화를 발전의 기회로 삼아 적극적으로 삶

에 임하는 인성을 의미하는 강인성이 삶의 질과 긍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Jowsey et al., 2012; Milaniak et al., 2014; 김인옥, 2006). 

환경적 특성은 사회적 환경과 물리적 환경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회적 환경은 

가족, 친구, 건강 관리 제공자의 영향을 포함한 건강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대인 관계 

또는 사회적 영향을 의미한다. 물리적 환경은 건강 결과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가정, 이웃 및 직장과 같은 환경을 의미한다(Ferrans et al., 2005). 이식 

후 직업상태 및 구직 어려움(Tung et al., 2011; 김수진, 2001)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어 경제상태가 좋고 이직 후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을수록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수진, 2001). 또한 정서적 지지와 물질적 지지에 대한 

만족도는 심장이식 수혜자의 삶의 질과 긍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며(White-Williams et 

al., 2013), 가족에 의한 지지는 신체적 및 심리 사회적 영역의 삶의 질에 대한 예측

인자로 나타났다(Sirri, Magelli, & Grandi, 2011; Tung et al., 2011; 김인옥, 2006). 

또한 건강전문인과의 관계가 좋고 제공 받은 정보가 유용할수록 삶의 질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Grady, Jalowiec, & White-Williams, 1999; 김수진, 2001). 이 외에도 입

원(Delgado et al., 2015), 보호자의 불안과 우울(Perez-San-Gregorio, Martin-

Rodriguez, & Perez-Bernal, 2008), 스트레스(Grady et al., 1999)가 삶의 질에 영향

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살펴보았을 때 심장이식 수혜자가 경험하는 

사회적 지지는 삶의 질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심장이식 수혜자의 삶의 질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지의 영향력에 관

련된 요인들의 관계를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생물학적 기능은 세포, 신체기관, 계통체계의 기능에 관한 것으로 진단 검사, 신

체검진, 의학적진단과 같은 지표에 의해 확인된다(Ferrans et al., 2005). 선행 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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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확인된 요인은 합병증(Delgado et al., 2015; Grady et al., 1999), 최대산소소비

량(Karapolat et al., 2008)이었다. Karapolat 등(2008)은 심장 이식 후 기능 수행 정

도, 호흡 기능 및 골밀도 감소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기능 수행 정

도를 최대 산소 소비량(pVO2)로 측정하였다. SF-36로 측정한 삶의 질의 신체적 기능

과 신체적 역할 영역 점수와 최대 산소 소비량 사이에 유의한 양적 상관관계가 있음

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좌심실 구혈률(left ventricular ejection fraction : LVEF)와 

SF-36 점수 사이에는 유의한 관계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식 후 경과기간이 삶의 질

에 미치는 영향은 Martín-Rodríguez et al. (2008)은 심장이식 후 3개월, 6개월, 9개

월, 12개월 시점에 삶의 질을 측정하였다. 정신 건강을 제외한 영역에서 3개월~6개월

에서 유의한 향상을 확인하였고, 6개월 시점과 12개월 시점을 비교하여 유의한 차이

가 없는 것으로 보아 심장이식 후 삶의 질의 향상이 수술 후 6개월에 안정화된다고 

제시하였다. 반면, Chou 등 (2017)은 이식 후 3개월 이상의 대상자를 대상으로 이식 

후 경과기간이 삶의 질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고, Saeed 등(2008)도 이식 

후 1년, 3년, 5년 시점의 삶의 질이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국내에서도 김수진(2001)

의 연구에서 이식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수혜자를 대상으로 이식 후 기간에 따른 삶

의 질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다고 보고되었다. 따라서, 이식 후 경과기간이 수혜자의 

삶의 질 변화를 확인하는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Delgado et al. (2015)은 이식 후 6

개월에서 120개월 경과한 수혜자를 대상으로 삶의 질을 확인한 결과 10년 경과 시점

에 고혈압, 당뇨병 등의 합병증 발생이 매우 증가함을 보고하였고, 합병증을 삶의 질

을 설명하는 예측 요인으로 제시하였다.  

증상은 대상자가 인지하는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증상을 의미한다(Ferrans et 

al., 2005).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심장이식 수혜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증상은 

우울(Kugler et al., 2014; Tung et al., 2011; 김수진, 2001), 통증(Forsberg, 

Lorenzon, Nilsson, & Backmana, 1999; Holtzman, Abbey, Stewart, & Ross, 2010), 

피로(Chou, Lai, Wang, & Shun, 2017), 증상고통감(Grady et al., 1999; Stiefel et al., 

2013; Tung et al., 2011; 김금순 et al., 2002), 위장증상(Jokinen et al., 2010) 등 이

었다. 우울은 위에 제시한 여러 연구에서 심장이식 수혜자의 삶의 질에 강력한 영향

을 미치는 심리적 예측요인으로 확인되어 이식 수혜자의 추적 관리 시 우울 정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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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정기적인 사정이 이뤄져야 함을 시사한다. Holtzman 등(2010)은 심장이식 수혜

자의 46%에서 경미한 통증을 경험하고 21%는 중등도 이상의 통증을 경험하고 있음

을 제시하였다. 통증을 경험하는 대상자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직업을 유

지할 가능성은 낮아질 수 있고 우울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orsberg 

et al., 1999; Holtzman et al., 2010; Kugler et al., 2011). 신체건강 및 질병 관련 요

인 중 피로로 인한 방해와 증상고통감, 개인이 자각하는 건강상태는 수혜자가 원하는 

활동과 일상생활을 어렵게 하여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Chou et al., 2017; Tung et 

al., 2011). 이외에도 심장이식 수혜자가 경험하는 증상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면역억

제제 투여로 인한 부작용과 관련된 증상의 발생 빈도와 고통감 정도가 삶의 질에 미

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Grady et al., 1999; Tung et al., 2011; 김금순 et al., 2002). 

면역억제제를 복용하는 심장이식 수혜자가 가장 다빈도로 경험하는 증상은 피로

(88.8%), 에너지 부족(79.5%), 긴장감(74.5%)이었고, 가장 고통을 주는 증상은 남성

에서는 발기 부전(22.8%), 성욕 감소(16.2%), 근력약화(15.5%)이었다. 대상자가 경험

하는 증상은 복용하는 면역억제제의 종류에 따라 나타나는데 증상 중 떨림(tremor)은 

코르티코스테로이드(corticosteroid)를 투여하는 경우에 나타났다. 또한 증상에 대한 

고통감 정도는 성별, 연령, 이식 후 경과기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남성보다 여성

이 높은 수준의 증상고통감 정도를 보고하였고, 우울과 성기능 문제에 따른 증상 불

편감은 40세 미만의 대상자에서 높게 발생하였고, 40세 이상의 대상자에서는 청각소

실과 같은 증상이 높은 발생률을 보였다(Stiefel et al., 2013). 또한 이식 후 경과 기

간에 따른 평균 증상 빈도 점수는 이식 후 36개월 이전의 수혜자가 48.29점으로 36

개월 지난 대상자들 53.98점보다 낮았고, 평균 증상고통감 점수도 36개월 이전 대상

자들이 57.31점으로 36개월 지난 수혜자들의 64.57점보다 낮았다(김금순 등, 2002). 

또한 Jokinen et al. (2010)은 중증도의 위장 증상을 호소하는 대상자에서 SF-36으로 

측정한 삶의 질의 모든 영역에서 낮은 점수를 보이는 것을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선

행연구를 통하여 심장이식 수혜자의 증상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

다. 수혜자가 경험하는 증상은 기능적인 상태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므로 증상의 

경험과 이에 대한 평가와 개인 및 환경적 특성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도 확인해 볼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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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상태는 개인이 주어진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을 의미하며 신체

적 기능, 심리적 기능, 사회적 기능, 및 역할 기능을 포함한다. 기능상태는 기능 장애

의 관점에서 기능의 상실과 그로 인한 일상생활에 대한 영향에 초점을 맞출 수 있고, 

남아있는 기능의 최적화에 대한 관점에서 정의할 수 있다(Ferrans et al., 2005). 선행

연구에서 심장이식 수혜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기능적 상태는 기능장애(Grady 

et al., 1999), 심리사회적 적응(김수진, 2001), 이식 후 관리에 대한 이행(Grady et al., 

1999), 성기능장애(Phan et al., 2010), 신체적 활동수준(Jakovljevic et al., 2014)으로 

제시되었다. Grady 등(1999)은 기능장애를 신체적 및 작업적 기능, 심리상태, 사회적 

상호작용 영역으로 측정하였고, 신체적 기능장애와 심리적 기능장애가 적을수록 높은 

삶의 질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제시하였다. 성기능장애는 우울과 함께 심장이식 후 삶

의 질을 예측하는 주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김수진, 2001). 또한 Phan 등(2010)은 

이식 후 신체적 기능이 향상되는 것에 비해 성기능은 기대 만큼 향상되지 않음으로써 

성기능장애가 삶의 질에 영향을 확인하였고, 성기능장애가 있는 경우에 장애가 없는 

대상자에 비해 SF-12로 측정한 삶의 질 영역 중 신체적, 정신적 건강 영역에서 모두 

저하되어 있음을 보고하였다(Phan et al., 2010). Ferrans 등(2005)의 모델에 의하면 

기능상태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및 역할 기능을 모두 포함하고 증상에 의해 영향

을 받게 된다. 따라서 심장이식 수혜자의 삶의 질을 설명하고 예측하기 위해서는 증

상과 기능상태의 인과관계와 영향을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각된 건강상태는 전반적인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의미한다(Ferrans 

et al., 2005). 건강상태에 대한 지각은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우울, 일반적 성향, 삶에 

대한 관점과 같은 심리학적인 상태를 포함하는 다양한 변수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다(Connelly, Philbrick, Smith , Kaiser, & Wymer, 1989). 이러한 건강상태에 대한 지

각은 기능상태나 증상 등을 측정하여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임상의에 의해서 

진단된 건강상태의 객관적 지수로도 반영되지 않는다(Ferrans et al., 2005; Mattera, 

Leon, Williams, Wang, & Krumholz, 2000). Ferrans 등(2005)은 건강 지각을 하나의 

일반적인 질문에 대해 Likert 척도를 이용하여 개인이 직접 평가하여 측정할 것을 제

안하였다. Grady 등(1999)과 Tung 등(2011)은 지각된 건강상태를 심장이식 수혜자

의 삶의 질 예측인자로 제시하면서 건강하다고 지각할수록 삶의 질이 높다고 보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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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따라서 건강상태에 대한 지각은 심장이식 수혜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심장이식 수혜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개인적 특성, 환경적 

특성, 생물학적 기능, 증상, 기능상태, 건강 인식 측면에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문헌

고찰 결과를 요약하면, 심장이식 수혜자는 개인적 및 환경적 특성, 생물학적 기능, 증

상, 건강상태에 대한 지각, 기능상태에 따라 삶의 질이 다르게 나타났다. 특히, 삶의 

질과 정적 관계가 요인은 경제상태, 자기효능감, 강인성, 사회적 지지이었다. 또한 심

장이식 수혜자의 삶의 질과 부적인 관계에 있는 요인은 스트레스, 우울, 심리사회적 

적응, 경제상태, 피로로 인한 방해와 증상고통감, 성기능 장애, 합병증과 입원 횟수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여러 연구들이 이뤄졌으나 주로 심장이식 수혜자의 삶의 질 영

향요인에 대하여 단편적으로 확인하였고 여러 영향요인들 간의 관계를 포괄적으로 설

명할 수 있는 경로모형을 구축하여 검증함을 통해 요인간의 직, 간접적인 관계를 규

명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심장이식 수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재

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심장이식 수혜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관계

를 확인하고, 이 요인들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13 

Ⅲ. 이론적 기틀 

 

본 연구에서는 Wilson과 Cleary(1995)가 개발한 건강관련 삶의 질 모델을 

Ferrans 등(2005) 수정한 ‘건강관련 삶의 질 모델(Figure 1)’을 이론적 기틀로 하였

다. Wilson과 Cleary(1995)는 삶의 질의 세부 영역을 구분하는데 초점을 두는 기존 

연구에서 발전하여 건강관련 삶의 질의 요소와 그 결정 요인을 통하여 건강관련 삶의 

질을 평가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인과 관계 모델을 개발하였다. 이 모델은 생의학적 

요소와 사회과학적 요소를 포함하여 삶의 질에 미치는 다차원적인 요인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자 시도하였으나, 실제 연구에 적용하는데 제한점이 있어서 

널리 사용되지 못하였다(Ferrans et al., 2005). 이에 Ferrans 등(2005)은 Eyler 등

(2002)의 생태모델을 기반으로 건강관련 삶의 질에서 개인 및 환경 수준에서 건강 결

과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자 원래 모델의 다섯 가지 주요 영역을 유지하면서 개인 

및 환경적 특성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하고, 생물학적 기능에 대한 개인적 특성과 환

경적 특성의 영향을 화살표로 추가하였고, 기존 모델에서 비의학적 요인을 제거하여 

모델을 단순화하였다.   

이 모델의 중심은 다섯 가지의 환자 결과 측정 유형이다. 첫째, 생물학적 및 생리

학적 변수로 칭할 수 있는 생물학적 기능은 세포, 기관 및 장기 시스템의 기능에 초

점을 맞추는 것으로 실험실 검사, 신체 평가 및 의학 진단과 같은 지표를 통해 평가

된다. 둘째, 증상은 환자가 인지한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증상을 의미한다. 셋째, 기

능적 상태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및 역할 기능으로 구분되며, 지각된 건강상태는 

모든 건강 개념을 포함하는 주관적인 평가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삶의 질

은 주관적인 웰빙을 의미하는 것으로, 누군가가 삶 전체에 얼마나 행복하거나 만족 

하는지를 나타낸다. 요인 간의 화살표는 지배적인 인과 관계를 나타내며 상호 관계가 

존재할 수도 있으나 그림에서는 제시하지 않았다(Ferrans et al., 2005).  

Ferrans 등(2005)에 의해 수정된 모델은 건강관리자로 하여금 대상자의 삶의 질

과 관련 요인 전체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안내한다. 또한 본 모델은 건강관련 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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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을 향상하기 위한 계획과 중재 개발을 위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고자 개발되었으

므로 심장이식 수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재 개발에 중요한 특성이나 변수를 

확인하는데 가장 적절한 근거가 될 수 있다.  

 

 

 

Figure 1. Theoretical Model of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Ferrans et al., 2005) 

 

본 연구에서는 Ferrans 등(2005)의 ‘건강관련 삶의 질 모델’을 기반으로 이론적 기

틀로 하여 선행 연구 분석을 통해 반복적으로 지지되거나 중요한 것으로 제시된 변수

와 연구자의 심장이식 수혜자를 간호한 임상적 경험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고찰할 

주요 변수를 선정하였다. 일반적 특성은 연령, 성별, 결혼상태, 종교, 교육수준, 현재 

직업 상태, 자기효능감을 포함하였고, 환경적 특성은 경제상태, 보호자 동거 여부, 자

조모임 참여, 사회적 지지를 포함하였고, 생물학적 기능으로 합병증의 수, 스테로이드 

사용여부, 심장이식 후 기간을 포함시켰다. 증상으로는 면역억제제와 관련된 증상고통

감을 포함하였고, 기능상태와 지각된 건강상태를 선정하였다. 전반적인 삶의 질은 신

체적 건강, 심리적 건강, 사회적 관계, 환경을 포함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이론적 기틀

을 구축하였다(Figur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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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Theoretical Framework of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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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방법 

 

A. 연구설계 

 

본 연구는 심장이식 수혜자의 삶의 질 영향 요인과 요인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

한 횡단적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B. 연구대상  

 

본 연구의 모집단은 심장이식 수술 후 추후 관리를 받고 있는 수혜자이며, 근접

모집단은 심장이식 수술 후 종합병원 외래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거나 심장이식인 자

조모임에 참여한 자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위의 근접 모집단에서 편의 표출하였으며, 

대상자의 선정기준 및 제외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선정기준  

 

- 만 18세 이상의 성인으로 심장이식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  

- 설문지의 내용을 이해하고 직접 설문에 응답할 수 있는 자  

-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대해 서면으로 동의한 자  

 

2. 제외기준  

 

- 심장 이외에 다른 장기를 함께 이식 받은 자 

 

3. 대상자 수 산출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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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필요한 표본의 크기는 최대우도법을 적용하여 분석하는 연구에서 일

반적으로 사용하는 표본크기의 임계치가 200개(우종필, 2012)임을 근거로 200명으로 

선정하였다. 자료 수집 시 총 205명이 본 연구 참여에 동의하여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그 중 무응답 및 불성실한 응답이 포함된 2명의 설문지를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총 

203명의 설문지가 최종 분석에 포함되었다.  

 

C. 연구도구  

 

1. 개인적 특성 

 

개인적 특성으로는 연령, 성별 결혼상태, 종교, 교육수준, 현재 직업 유무, 자기효

능감 등을 조사하였다. 자기효능감은 신장이식 수혜자를 대상으로 사용한 도구(이지수, 

1997)를 바탕으로 해서 김수진(2001)이 심장이식 대상자를 대상으로 수정하여 구성

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10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

서 ‘매우 그렇다’ 4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김수진(2001)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84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80이었다.  

    

2. 환경적 특성  

 

환경적 요인으로서 경제상태, 가족동거 여부, 자조모임 참여 여부, 사회적 지지를 

조사하였다. 사회적 지지는 Zimet 등(1988)이 개발한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MSPSS)척도를 신준섭과 이영분(1999)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MSPSS척도는 총 12문항으로 가족 지지 4문항, 친구 지지 4문항, 주요 

타인으로부터 받는 특별 지지 4개 항목으로 구성되고, 본 연구에서 특별 지지는 의료

인에 의한 지지를 의미한다. 본 도구는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

까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개인이 지각하고 있는 사회적 지

지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개발 당시 신뢰도는 총 사회적 지지 Cronbac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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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이었고, 신준섭과 이영분(1999)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89이었다. 본 연

구에서는 총 사회적 지지의 Cronbach’s ⍺=.91이었고, 세부 영역별로는 가족 지지 

Cronbach’s ⍺=.89, 친구 지지 Cronbach’s ⍺=.92, 의료인 지지 Cronbach’s ⍺=.90이

었다. 

 

3. 생물학적 기능 

 

생물학적 기능은 이식 후 경과기간, 합병증의 수, 스테로이드 사용 유무를 설문지

를 통해 조사한 후 전자의무기록을 통해 확인하였다. 이식 후 경과기간은 심장이식 

수술일을 기준으로 대상자가 설문조사에 응한 시점까지 계산하였고, 합병증 항목은 

거부반응, 감염, 고혈압, 당뇨병, 신부전, 골다공증, 암, 비만, 관상동맥질환, 우울증, 

통풍, 재이식 여부 등을 조사하였다. 또한 해당 질환의 존재 유무를 조사한 후 존재하

는 합병증의 수를 합하여 총 몇 개의 질환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4. 증상 

 

증상은 경구용 면역억제제의 부작용에 따른 증상을 조사하였다. 면역억제제 투여

에 따른 증상 경험을 측정하는 도구로 Moons 등(2001)이 개발한 Modified 

Transplant Symptom Occurrence and Distress Scale(MTSOSD-45)을 바탕으로 

Dobbels 등(2008)이 개발한 Modified Transplant Symptom Occurrence and 

Distress Scale(MTSOSD-59R)을 이선영(2014)이 한글로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MTSOSD-59R은 Original 45-문항 MTSOSD가 개발 된 이후(Moons et al., 2001), 

기존의 도구가 새롭게 개발된 면역억제제들의 부작용을 모두 측정할 수 없음에 따라 

문헌고찰, 약물이상반응 확인, 국제적 전문가들의 견해, 예비 연구를 통하여 기존의 

도구를 개정하여 개발된 도구이다. 증상에 대한 경험을 발생과 고통감 정도 측면에서 

측정하는 도구로서 증상발생 59문항, 증상고통감 5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증상발생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또는 ‘전혀 없었다’ 0점에서 ‘항상 그랬다’ 또는 ‘대단히 극심했었

다’ 4점으로 구성한 5점 척도이고, 증상고통감은 ‘전혀 괴롭지 않았다’ 0점에서 ‘대단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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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로웠다’ 4점으로 구성한 5점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증상고통감을 증상발생에서 1

점 이상으로 답변한 증상 문항에 대한 증상고통감의 평균을 계산하여 사용하였다.  

 

5. 기능상태  

 

기능상태는 1996년 EORTC에서 개발한 EORTC QOL-30 version 3.0의 한국어

판 도구(Yun et al., 2004) 중 기능척도 15문항을 도구 승인을 받아 사용하였다. 기능

척도는 신체 기능 5문항, 역할 기능 2문항, 인지 기능 2문항, 정서 기능 4문항, 사회 

기능 2문항으로 구성된다. 응답은 4점 척도를 이용하고 영역별 점수는 EORTC 매뉴

얼에 따라 0점에서 100점으로 환산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기능상태가 좋은 것을 의미

한다. 개발 당시 기능척도 영역의 신뢰도는 Cronbach's α=.98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총 기능상태 Cronbach's α=.90이었다.  

 

6. 지각된 건강상태 

 

대상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지각 정도는 Lawton, Moss, Fulcomer와 Kleban(1982)

의 건강 자가 평가척도(Health Self-Rating Scale)를 강행선(2008)이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3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매우 건강하지 못하다’ 1점에서부터 

‘매우 건강하다’ 5점까지의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된 건강상태 정도가 높음

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90이었고, 강행선(2008)의 연

구에서 Cronbach's α=.89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89이었다.  

 

7. 전반적 삶의 질 

 

삶의 질 측정도구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개발한 세계보건기구 삶의 질 간편

형 척도(World Health Organization Quality of Life Assessment Instrument -BREF,

이하 WHOQOL-BREF로 약칭)를 민성길 등(2000)이 한국어로 번안하여 표준화한 것

을 승인을 받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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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QOL-BREF는 4개 하위영역으로 신체적 건강 7문항, 심리적 건강 6문항, 사

회적 관계 3문항, 환경 8문항과 전반적 삶의 질과 전반적 건강 1문항씩 총 26문항으로 

구성된다. 각 항목은 5점 Likert 척도를 이용하여 1점 ‘매우 불만족’ 또는 ‘전혀 아니다’

에서 ‘매우 만족’ 또는 ‘매우 많이 그렇다’ 5점으로 측정한다. 영역별 변환점수는 최저 

4점에서 최고 2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개발 

당시 Cronbach’s ⍺=.898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95이었다.  

 

D.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본 연구를 위한 자료수집은 2019년 6월 14일부터 11월까지 이루어졌다. 서울 소

재의 일 종합병원의 외래에 방문한 환자와 심장이식 수혜자 자조모임 참여자를 대상

으로 진행하였다. 일 종합병원의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해당병원 진

료과 교수들의 협조 하에 자료수집을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심장이식 수술을 받고 추적 관찰 중인 환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외래방

문 환자 명단을 확인하여 심장이식을 받고 외래에 방문한 환자 중 연구대상자 선정기

준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편의 표집하였다. 연구자가 진료를 위해 대기하고 있는 대상

자에게 직접 연구의 목적 및 절차 등을 설명한 후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

를 대상으로 대상자가 직접 설문지에 기입하는 방식으로 시행하였다. 설문은 외래 대

기실과 분리된 회의실에서 진행하였으며, 설문완료 시 연구자가 설문지를 확인하여 

누락된 항목을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응답을 기재하도록 하여 탈락 최소화를 위해 노

력하였다. 설문지는 연구 대상자가 직접 작성하도록 하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연구자

가 직접 면담을 통해 설문지를 작성하였고, 설문지는 완료된 직후 봉투에 넣어 회수

하였다. 자조모임을 통한 자료수집은 온라인 자조모임 사이트에 연구 공고를 낸 후 

자조모임 모임에 연구자가 참여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로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시

행하였다. 자료수집 전 심장이식 수혜자 5명에게 설문지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설문작성 소요시간과 설문 내용의 이해도를 확인하고 수정하였다. 설문조사에 소요된 

시간은 약 20~30분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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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대상자의 윤리적 보호  

 

본 연구의 자료수집 전 연구자가 소속된 서울소재 일 종합병원의 연구윤리심의위

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되었다(2019-05-061-001). 자료수집 시 연구를 통해 알

게 된 내용은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참여자의 익명성과 비밀보장에 대해 참여자

에게 자세히 설명하였다. 연구 참여는 본인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참

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참여 중단을 원할 때는 언제든지 중단이 가능함을 설명하였

으며, 연구 참여에 대해 서면 동의서를 받은 후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연구 동의서와 

설문지는 분리하여 동의서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통해 설문지를 유추할 수 없도록 하

였으며, 회수된 설문지는 즉시 부호화하였고, 자료는 일련번호로 관리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잠금 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하여 연구자 외에는 접근할 수 없도록 하였으

며, 3년 간 보관 후 폐기할 예정이다.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에게는 5천원 상당의 사례

품을 지급하였으며, 본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심장이식 수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재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F.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4.0 프로그램과 AMOS(Analysis of Moment 

Structure) 24.0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임상적 특성은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분석하였다. 

(2) 주요 변수의 빈도,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는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제 변수의 차이는 t-test와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Scheffé test를 통해 사후 검정을 시행하였다. 

(4) 변수 간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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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심장이식 수혜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

을 실시하였다.  

(6) 가설적 모형에 기반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의 결과 심장이식 수혜자의 삶의 질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 영향 요인들의 직, 간접 경로계수를 산출하기 

위해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직, 간접 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은 부트스트래핑

(Bootstrapping)을 사용하였고, 본 연구에서 설정한 재 표집 횟수는 1,0000회였으

며 95% 신뢰구간을 확인하였다.  

(7) 모형의 적합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적합도 검정은 χ2/df, GFI(goodness of fit 

index), SRMR(standardized root mean residual), RMSEA(root mean squared 

error of approximation), TLI(Tur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 BIC(Bayes information criterion)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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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결과 

 

A. 대상자의 특성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 중 남성은 146명(71.9%)으로 여성 57명(28.1%) 보다 많았으며, 

연령은 18세에서 77세로 평균 연령은 52.98(±13.98)세였고, 50세~65세가 

100명(49.3%)으로 가장 많았다. 대상자의 146명(71.9%)가 배우자가 있었으며, 

교육수준은 교육수준은 대졸 이상이 71명(45.5%)로 가장 많았고, 종교가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125명(61.6%)이었다. 대상자의 직업 유무를 심장이식 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 직업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는 이식수술 전에는 

160명(78.8%)이었으며 이식수술 후에는 112명(55.2%)으로 더 적었으며, 이식수술 

후 구직의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98명(48.3%)이었다. 경제상태는 

95명(46.8%)가 ‘그럭저럭 생활이 된다’라고 대답하였고,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가 186명(91.6%)이었고, 주요 간호제공자는 배우자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114명(56.2%)이었다(Tabl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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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203)  

Variables Categories n(%) 
Mean±SD 

(range) 

Sex Male 146(71.9)  

Female 57(28.1)  

Age(years) ≤29 19(9.4) 52.98±13.98 

(18-77) 30~49 50(24.6)

50~65 100(49.3)

≥66 34(16.7)

Marital Status Married 146(71.9)  

Unmarried 45(22.2)  

 Divorce/bereavement/separation 12(5.9)  

Educational 

Level 

≤ Middle school 28(13.8)  

High school 78(38.4)  

≥College 97(47.8)  

Religion Yes 125(61.6)  

No 78(38.4)  

Current Job Before Transplant Yes 160(78.8)  

No 43(21.2)  

After Transplant Yes 112(55.2)  

No 91(44.8)  

Difficulty of Job-

seeking 

Yes 98(48.3)  

No 105(51.7)  

Economic Status Poor 19(9.4)  

Somewhat poor 41(20.2)  

Average 95(46.8)  

Good 48(23.6)  

Living with 

Family 

Yes 186(91.6)  

No 17(8.4)  

Caregiver Type Spouse 114(56.2)  

Oneself 46(22.7)  

Parents 29(14.3)  

Children 10(4.9)  

Other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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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의 임상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이식 후 경과기간은 6개월에서 253개월로 평균 

58.63(±48.89)개월이었으며, 1년 이상 3년 미만인 그룹이 54명(26.6%)으로 가장 많았으며, 

5년 이상 10년 미만이 48명(26.6%)로 그 다음이었다. 이식 전 진단명은 

심근병증(cardiomyopathy)이 189명(93.1%)로 가장 많았으며, 감염으로 인한 재입원을 

경험한 대상자는 71명(35.0%)이었고, 거부반응으로 인해 재입원을 경험한 경우는 

59명(29.1%)이었다. 대상자마다 복용하고 있는 면역억제제의 수는 3개 이상인 경우가 

123명(60.4%)이었고, 현재 가지고 있는 합병증의 수는 1~2개인 대상자는 

112명(55.2%)이었고, 대상자 1인의 평균 합병증 수는 1.22(±1.15)개였다. 심장이식인 

자조그룹에 참여하고 있는 대상자는 53명(26.1%)이었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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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linic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203)  

Variables Categories n(%)
Mean±SD 

(range) 

Time Since Transplantation 

(months) 

<12 28(13.8) 58.63±48.89 

(6-253) 12 ~ <36 54(26.6)

36 ~ <60 45(22.2)

60 ~ <120 48(23.6)

120~ <180 23(11.3)

≥180 5(2.5)

Diagnosis Cardiomyopathy 189(93.1)  

 Congenital anomaly 4(2.0)  

 Valvular Heart disease 3(1.5)  

 Others 7(3.4)  

Readmission Experience Infection Yes 71(35.0)  

 No 132(65.0)  

Rejection Yes 59(29.1)  

 No 144(70.9)  

Number of 

Immunosuppressants 

2 80(39.4)  

≥3 123(60.4)  

Number of Complicationsa 0 64(31.5) 1.22±1.15 

 1~2 112(55.2)  

 ≥3 27(13.3)  

Use of Steroid Yes 19(9.4)  

 No 184(90.6)  

Participate in Self-help 

Groups 

Yes 53(26.1)  

No 150(73.9)  

Note: a  = Multiple Respo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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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주요 변수에 대한 서술적 통계  

 

본 연구의 주요 변수에 대한 서술적 통계결과는 <Table 3>와 같다. 대상자의 삶의 

질은 100점 만점에 평균 69.89(±14.09)점이었고, 하부 영역별로는 정신적 건강 영역의 

평균이 14.62(±3.19)점, 환경 영역이 평균 14.62(±2.64)점으로 가장 높았고, 신체적 

건강 영역이 평균 13.65(±3.35)점, 사회적 관계 영역이 평균 12.87(±3.54)점 

순이었으며, 전반적 삶의 질과 전반적 건강은 평균 14.2(±3.54)점이었다. 개인적 

특성의 변수인 자기효능감은 40점 만점에 평균 34.67(±4.23)점이었다. 환경적 특성의 

변수인 사회적 지지는 5점 만점에 평균 3.8(±0.75)점이었고, 하부 영역에서는 

가족으로부터 받는 지지가 평균 4.30(±0.79)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친구로부터 받는 지지가 평균 3.65(±0.97)점이었으며, 의료인으로부터 받는 지지가 

평균 3.47(±1.05)점 순이었다. 증상고통감은 평균 1.43(±0.67)점이었고, 기능상태는 

100점 만점에 평균 74.31(±18.24)점이었고, 하부 영역별로는 정서적 기능이 

76.23(±23.63)점으로 가장 높았고, 사회적 기능이 75.94(±20.65)점, 신체적 기능이 

73.73(±19.81)점, 인지적 기능이 73.07(±28.00)점, 역할 기능이 72.58(±27.81)점 

순이었다. 지각된 건강상태는 15점 만점에 평균 10.69(±2.39)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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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of Observed Variables  

(N=203)  

Variables Categories Mean±SD Range 

Quality of Life Total 69.89±14.09 30.62~100 

Physical Health  13.65±3.35 4.57~20 

Psychological Health 14.62±3.19 4~20 

Social Relationships 12.87±3.54 4~20 

Environmental  14.62±2.64 7~20 

Overall QoL & General Health 14.20±3.54 4~20 

Self-Efficacy   34.67±4.23 22~40 

Social Support 

  
Total 3.81±0.75 1.33~5 

Support from Family 4.30±0.79 1~5 

Support from Friends 3.65±0.97 1~5 

Support from Health Providers 3.47±1.05 1~5 

Symptom Distress  1.43±0.67 0~3.24 

Functional Status 

  
Total 74.31±18.24 19.33~100 

Physical  73.73±19.81 13.33~100 

Role  72.58±27.81 0~100 

Emotional  76.23±23.63 0~100 

Cognitive  73.07±28.00 0~100 

Social 75.94±20.65 0~100 

Perceived Health Status  10.69±2.39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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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주요 변수의 차이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삶의 질,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 증상고통감, 

기능상태, 지각된 건강상태의 차이에 대한 분석 결과는 <Table 4~5>와 같다.  

연구대상자의 삶의 질은 일반적 특성 중 연령(F=3.84, p=.008), 결혼상태(F=3.61, 

p=.030), 교육수준(F=6.52, p<.001), 현재 직업 유무(t=23.74, p <.001), 경제상태(F=14.20, 

p<.001), 스테로이드 사용 여부(t=6.62, p=.01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어 

연령, 결혼상태, 교육수준과 경제상태에 대해서 사후 검정을 시행하였다. 30~40대 대상자가 

65세 이상에 비해 삶의 질이 높았고, 미혼인 경우가 이혼이나 별거나 사별에 답한 

대상자보다 삶의 질이 높았으며,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대상자가 고졸 대상자보다 

삶의 질이 높았고, 현재 직업이 있는 경우가 직업이 없는 대상자에 비하여 삶의 질이 

높았으며, 경제상태에 대해서 ‘충분하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가장 삶의 질이 높았고, 

‘그럭저럭 생활이 된다’, ‘다소 부족한 형편이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그 다음이었고, 

‘생활하기에 매우 힘든 실정이다’라고 답한 순으로 나타났고, 스테로이드를 복용하지 않는 

경우가 복용하는 대상자에 비해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상자의 자기효능감은 연령(F=2.70, p=.047), 현재 직업 

유무(t=7.25, p=.008), 경제상태(F=4.23, p=.006)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연령, 경제상태에 대해서는 사후 검정을 실시하였다. 30~40대 대상자가 65세 이상에 비해 

자기효능감이 높았고, 현재 직업이 있는 대상자가 직업이 없는 대상자에 비해 높은 

자기효능감을 보였고, 경제상태가 ‘충분하다’고 답한 대상자가 ‘매우 힘든 실정이다’라고 

응답한 대상자에 비해 자기효능감이 높았다.  

사회적 지지는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중 결혼 상태(F=4.96, p=.008), 교육수준(F=3.36, 

p=.037), 경제상태(F=7.87,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 사후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기혼이나 미혼인 대상자가 이혼, 별거, 사별을 경험한 대상자보다 높은 사회적 

지지를 보였고, 대학 졸업 이상의 대상자가 중졸 이하의 대상자에 비해 높은 사회적 지지 

정도를 보였으며, 경제상태가 ‘충분하다’, ‘그럭저럭 생활이 된다’, ‘다소 부족한 형편이다’ 

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생활하기에 매우 힘든 실정이다’라고 응답한 대상자에 비해 높은 

사회적 지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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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상태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현재 직업 유무(t=27.05, p<.001), 

경제상태(F=7.26, p<.001), 스테로이드 복용유무(t=14.63, 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경제상태에 대해서는 사후 검정을 시행하였다. 현재 직업이 있는 

대상자가 직업이 없는 대상자에 비해 높은 기능상태를 보였고, 경제상태를 보통 이상으로 

응답한 대상자가 힘들다고 응답한 대상자에 비해 높은 기능상태를 보였고, 스테로이드를 

복용하지 않는 대상자가 더 높은 기능상태를 보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증상고통감은 결혼상태(F=4.29, p=.015), 현재 직업 유무(t=5.80, p 

=.017), 경제상태(F=4.14, p=.007), 주간호제공자(F=3.14, p=.046), 스테로이드 복용 

유무(t=7.61, p=.006), 자조모임 참여 여부(t=10.61, 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결혼상태와 경제상태에 대해서는 사후 검정을 실시하였다. 현재 이혼, 사별 

또는 별거 중인 대상자가 기혼인 대상자에 비해 증상고통감이 컸으며, 현재 직업이 있는 

사람에 비해 직업이 없는 대상자가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경제상태에‘매우 부족한 

실정이다’라고 응답한 대상자가‘다소 부족하다’라고 응답한 대상자에 비해 증상고통감이 

컸으며, 주간호제공자를 ‘부모나 자녀’로 응답한 대상자가 ‘배우자’ 라고 답변한 대상자에 

비해 증상고통감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대상자가 지각하는 건강상태는 일반적인 특성 중 연령(F=3.90, p=.001), 결혼상태(F=3.68, 

p =.027), 현재 직업 유무(t=28.94, p<.001), 경제상태(F=7.41, p<.001), 합병증의 

수(F=4.49, p=.012), 스테로이드 복용 여부(t=16.0, 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서 연령, 결혼상태, 경제상태, 합병증의 수에 대해서는 사후 검정을 시행하였다. 

30~40대와 50~65세의 대상자가 66세 이상의 대상자에 비해 건강상태를 더 좋게 

평가하였고, 현재 미혼인 경우가 이혼이나 사별 및 별거인 대상자에 비해 건강상태를 더 

좋게 지각하였고, 현재 직업이 있는 대상자와 경제상태를 ‘충분하다’고 답한 대상자가 ‘다소 

힘들다’, ‘매우 힘든 힘든 실정이다’라고 대답한 대상자에 비해 높은 건강상태 지각수준을 

보였다. 또한 합병증의 수에서 ‘0’으로 답한 대상자가 ‘3개 이상’이라고 보고한 대상자에 

비해 건강상태 지각 정도가 높았고, 스테로이드를 복용하지 않는 대상자가 복용하지 않는 

대상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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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Differences of Quality of Life, Self-Efficacy, Social Support, & Symptom Distres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203)  

Variables Categories
Quality of Life Self-Efficacy Social Support Symptom Distress 

M±SD t/F(p) M±SD t/F(p) M±SD t/F(p) M±SD t/F(p) 

Sex Male 70.67±14.08 1.73 

(.189) 

34.70±4.36 .02 

(.898) 

3.81±0.73 .01 1.40±0.66 1.18 

Female 67.88±14.03 34.61±3.90 3.80±0.80 (.932) 1.52±0.71 (.278) 

Age <30a 72.61±11.95 3.84 

(.011*) 

b>d 

34.79±4.28 2.70 

(.047*) 

b>d 

3.88±0.58 1.69 1.62±0.91 2.04 

30~49b 75.11±15.02 34.48±4.15 3.97±0.77 (.170) 1.43±0.63 (.110) 

50~65c 67.90±13.25 34.33±4.22 3.69±0.78  1.34±0.58  

≥66d 66.95±14.37 33.35±4.90 3.86±0.68  1.62±0.78  

Marital  

Status 

Unmarrieda 72.80±13.67 3.61 

(.030*) 

a>c 

35.16±3.89 .39 

(.679) 

3.78±0.79 4.96 1.60±0.73 4.29 

Marriedb 69.74±14.23 34.52±4.37 3.87±0.72 (.008**) 1.35±0.63 (.015*) 

Divorce  

et al.c 
60.72±10.06 34.75±3.74 3.17±0.72 

a,b>c 
1.80±0.76 

b<c 

Education 

Level 

≤Middlea 67.02±11.54 6.52 

(<.001***)

b<c 

33.96±3.46 2.27 

(.106) 

3.57±0.77 3.36 1.51±0.63 .22 

Highb 66.40±13.10 34.12±4.45 3.73±0.73 (.037*) 1.42±0.66 (.803) 

≥Collegec 73.52±14.72 35.33±4.18 3.94±0.74 a<c 1.42±0.69  

Current Job Yes 64.82±14.30 23.74 

(<.001***)

35.38±4.39 7.25 

(.008**) 

3.88±0.67 2.51 1.33±0.67 5.80 

No 74.00±12.54 33.80±3.86 3.71±0.83 (.115) 1.56±0.65 (.017*) 

Religion Yes 70.65±13.97 .95 

(.331) 

35.06±4.14 2.67 

(.104) 

3.85±0.71 1.37 1.41±0.67 .26 

No 68.67±14.28 34.06±4.31 3.73±0.81 (.243) 1.46±0.67 (.609) 

Economic  

Status 

Poora 56.70±10.98 14.20 

(<.001**) 

a<b, c<d 

33.16±4.43 4.23 

(.006**) 

a<d 

3.18±0.87 7.87 1.78±0.54 4.14 

Somewhat 

poorb 
67.19±12.47 34.34±4.28 3.66±0.82 

(<.001***) 

a<b,c,d 
1.49±0.69 

(.007**) 

a>b 

Averagec 69.41±13.56 34.23±4.22 3.86±0.68  1.46±0.67  

Goodd 78.36±12.49 36.44±3.66 4.07±0.61  1.19±0.63  

Note: * p<0.05, ** p<0.01, *** p<0.001; Divorce et al.=divorce, bereavement, separation; 

 a, b, c, d=Different alphabet mean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t by Scheffé’s multiple compariso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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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Differences of Quality of Life, Self-Efficacy, Social Support, & Symptom Distres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Cont.)                                                                                   
 (N=203)  

Variables Categories
Quality of Life Self-Efficacy Social Support Symptom Distress 

M±SD t/F(p) M±SD t/F(p) M±SD t/F(p) M±SD t/F(p) 

Living  

with Family 

No 68.87±15.15 .10 

(.757) 

34.53±4.06 .02 

(.883) 

3.59±0.83 1.56 1.53±0.88 .37 

Yes 69.98±14.03 34.69±4.25 3.83±0.74 (.213) 1.43±0.65 (.542) 

Caregiver 

Type 

Spousea 69.28±14.02 1.44 

(.240) 

34.37±4.32 .68 

(.506) 

3.81±0.76 1.62 1.33±0.60 3.14 

Oneselfb 68.44±13.47 35.09±4.03 3.66±0.71 (.201) 1.52±0.69 (.046*) 

Othersc 73.05±14.75 35.05±4.20 3.95±0.75  1.61±0.79 a>c 

Time Since 

Transplant 

(months) 

<12 72.12±12.12 .86 

(.487) 

34.46±4.28 .89 

(.473) 

3.93±0.73 1.02 1.37±0.68 .20 

12 ~<36 68.06±15.77 34.43±4.30 3.75±0.80 (.400) 1.42±0.64 (.938) 

36 ~<60 71.96±15.02 35.33±3.97 3.92±0.71  1.41±0.70  

60 ~<120 68.13±12.61 34.00±4.46 3.66±0.84  1.50±0.64  

≥120 70.86±13.40 35.46±4.03 3.86±0.54  1.46.±0.75  

Number of  0 72.78±12.49 2.93 34.80±4.08 .19 3.89±0.68 1.04 1.31±0.63 2.04 

Complications 1~2 69.20±14.42 (.056) 34.70±4.28 (.823) 3.79±0.80 (.356) 1.47±0.68 (.133) 

 ≥3 65.27±15.35  34.19±4.51  3.64±0.68  1.59±0.69  

Use of  

Steroid 

Yes 62.08±14.94 6.62 33.11±5.33 2.92 3.71±0.97 .37 1.83±0.77 7.61 

No 70.70±13.79 (.011*) 34.84±4.08 (.089) 3.82±0.73 (.546) 1.39±0.65 (.006**) 

Participate In Yes 70.79±15.20 .29 35.32±4.12 1.68 3.90±0.72 1.09 1.69±0.63 10.61 

Self-help Groups No 69.57±13.71 (.590) 34.45±4.25 (.196) 3.77±0.76 (.300) 1.39±0.66 (.001**) 

 

Note: * p<0.05, ** p<0.01, *** p<0.001; 

a, b, c, d=Different alphabet mean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t by Scheffé’s multiple compariso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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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Differences of Functional Status and Perceived Health Statu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203) 

Variables Categories 
Functional Status Perceived Health Status 

M±SD t/F(p) M±SD t/F(p) 

Sex Male 75.63±18.49 2.74 

(.100) 

10.74±2.41 .19 

Female 70.94±17.28 10.58±2.33 (.667) 

Age <30 76.98±17.99 1.56 

(.202) 

11.26±2.33 3.90 

30~49 76.37±16.91 11.26±2.33 (.001**) 

50~65 74.77±17.06 10.68±2.44 a,b>d 

≥66 68.44±22.69 9.59±2.02  

Marital Status Unmarrieda 75.18±17.36 1.29 

(.279) 

11.22±2.26 3.68 

Marriedb 74.71±18.59 10.66±2.41 (.027*) 

Divorce,bereavement, 

separationc 

66.17±16.41 9.17±2.04 a>c 

Education Level ≤ Middle Schoola 75.98±16.22 2.44 

(.089) 

10.54±2.06 1.36 

High Schoolb 70.76±18.01 10.40±2.41 (.258) 

≥Collegec 76.68±18.68 10.98±2.44  

Current Job Yes 79.96±14.87 27.05 

(<.001*) 

11.46±2.20 28.94 

No 67.36±19.63 9.76±2.28 (<.001**) 

Religion Yes 74.19±18.43 .01 

(.903) 

10.80±2.31 .63 

No 74.51±18.04 10.53±2.51 (.427) 

Economic Status Poora 59.89±13.91 7.26 

(<.001) 

a<c,d 

9.21±2.51 7.41 

Somewhat Poorb 71.33±18.91 10.37±2.31 (.<001**) 

Averagec 75.00±17.20 10.54±2.25 a,b<d 

Goodd 81.19±17.85 11.88±2.22  

Note: * p<0.05, ** p<0.01, *** p<0.001; Divorce et al.= divorce, bereavement, separation; 

a, b, c, d=Different alphabet mean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t by Scheffé’s multiple compariso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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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Differences of Functional Status and Perceived Health Statu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Cont.) 

 (N=203) 

Variables Categories 
Functional Status Perceived Health Status 

M±SD t/F(p) M±SD t/F(p) 

Living with Family No 73.53±19.58 .03 10.35±2.76 0.38 

 Yes 74.38±18.17 (.854) 10.73±2.35 (.539) 

Caregiver Type Spouse 74.44±18.34 .12 

(.884) 

10.50±2.37 1.03 

Oneself 73.24±18.71 10.80±2.38 (.360) 

Others 75.12±17.82 11.09±2.44  

Time Since Transplant 

(months) 

<12 73.52±17.11 1.13 

(.342) 

10.96±2.08 .92 

12 ~ <36 71.35±21.58 10.30±2.63 (.455) 

36 ~ <60 78.72±16.66 11.02±2.56  

60 ~ <120 73.08±16.04 10.48±2.29  

≥ 120 75.85±18.04 11.04±2.03  

Number of  

Complications 
0a 78.51±18.56 

2.55 

(.080) 
11.41±2.14 

4.49 

(.012*) 

 1~2b 72.84±15.18 10.42±2.46 a>c 

 
≥3c 70.88±18.94 10.12±2.37 

 

Use of steroid Yes 59.56±20.93 14.63 8.68±2.71 16.00 

 No 75.83±17.35 (<.001) 10.90±2.26 (<.001***) 

Participate in Self-help 

Groups 

Yes 74.82±18.06 .06 

(.812) 

10.79±2.39 .12 

No 74.13±18.36 10.66±2.39 (.729) 

Note: * p<0.05, ** p<0.01, *** p<0.001; 

a, b, c, d=Different alphabet mean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t by Scheffé’s multiple compariso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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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주요 변수 간의 상관관계   

 

가설 검증 전 주요 변수 간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본 연구 

대상자의 삶의 질은 경제상태(r=.402, p<.001), 자기효능감(r=.596, p<.001), 사회적 

지지(r=.651, p<.001), 기능상태(r=.684, p<.001), 지각된 건강상태(r=.766, p<.001)과 양의 

상관관계를, 합병증의 수(r=-.160, p=.030), 증상고통감(r=-.384, p<.001)과는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즉, 경제상태가 좋을수록,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기능상태와 지각된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합병증의 수와 증상고통감이 적을수록 삶의 질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은 변수 간의 상관계수가 .6이상 .8미만일 경우 

의심되고 .8이상인 경우 다중공선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변수 간의 

상관계수가 .6이상인 변수는 지각된 건강상태와 기능상태(r=.678), 사회적 지지와 삶의 

질(r=.651), 지각된 건강상태와 삶의 질(r=.766)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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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orrelations among Observed variables 

 

 
1 2 3 4 5 6 7 

 
   r(p)    

1. Economic Status 1.000       

2.  Number of 

Complications 

-.001 

(.984) 
1.000      

3.  Self-Efficacy .205** 

(.003) 
-.011 

(877) 
1.000     

4.  Social-Support .316*** 

(<.001)) 
-.065 

(.358) 
.525*** 

(<.001) 
1.000    

5.  Symptom Distress -.225** 

(.001) 
.115 

(.102) 
-.274*** 

(<.001) 
-.157* 

(.026) 
1.000   

6.  Functional Status .305*** 

(<.001) 
-.200** 

(.004) 
.484*** 

(<.001) 
.312*** 

(.001) 
-.494*** 

(<.001) 
1.000  

7. Perceived Health Status .295*** 

(<.001) 
-.187** 

(.008) 
.590*** 

(<.001) 
.397*** 

(.001) 
-.404*** 

(<.001) 
.678*** 

(<.001) 
1.000 

8. Quality of Life .402*** 

(<.001) 
-.160* 

(.030) 
.596*** 

(<.001) 
.651*** 

(.001) 
-.384*** 

(<.001) 
.684*** 

(<.001) 
.766*** 

(<.001) 

Note: * p<0.05, ** p<0.01, *** p<0.001; The economic status was considered as a continuous vari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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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심장이식 수혜자의 삶의 질 영향 요인  

 

심장이식 수혜자의 삶의 질 영향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개인적 특성, 환경적 특성, 

생물학적 기능, 증상, 기능상태, 지각된 건강상태에 관련된 요인을 변수별로 단변량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요인은 연령, 결혼상태, 교육수준, 

현재 직업 유무, 경제상태, 합병증의 수, 스테로이드 사용여부, 자기효능감, 증상고통감, 

기능상태, 지각된 건강상태로 나타났다. 연령은 많을수록(β=-.19, p=.006), 미혼인 경우에 

비해 이혼하거나 사별한 경우(β=-.20, p=.008), 교육수준은 대졸인 대상자에 비해 중졸인 

경우(β=-.16, p=.025), 고졸인 경우(β=-.25, p<.001) 삶의 질이 낮았고, 현재 직업이 있는 

경우(β=.33, p<.001), 자기효능감(β=.60, p<.001)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났다.  

환경적 특성 중 경제상태는 ‘충분하다’ 라고 응답한 대상자에 비해 ‘그럭저럭 

지낼만하다’(β=-.33, p<.001), ‘다소 부족하다’(β=-.33, p<.001), ‘매우 힘든 실정이다’(β=-

.46, p<.001)라고 응답한 대상자들의 삶의 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지지 

정도가 높을수록(β=.65, p<.001)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물학적 기능 요인 

중에는 합병증의 수가 많을수록(β=-.16, p=.022),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경우(β=-.18, 

p=.011) 삶의 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증상고통감이 적을수록(β=-.38, p<.001), 

기능상태가 좋을수록(β=0.68, p<.001), 지각된 건강상태가 좋을수록(β=.77, p<.001)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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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Univariate Regression Analysis for Quality of Life in Heart Transplant Recipients                                  

Note: * p<0.05, ** p<0.01, *** p<0.001; β=Standardized Coefficients; Ref: reference 

 

 

 

Variables B SE β p 

Age -.19 .07 -.19 .006** 

Sex (Ref: Female)     

Male -2.79 2.19 -.09 .206 

Marital Status (Ref: Unmarried)     

 Married -2.96 2.37 -.09 .212 

Divorce,bereavement,separation -12.09 4.51 -.20 .008* 

Education Level (Ref: ≥College)     

High School -7.26 2.08 -.25 <.001*** 

  ≤Middle School -6.64 2.94 -.16 .025* 

Current Job  (Ref: No)     

  Yes 9.18 1.88 .33 <.001*** 

Religion (Ref: No)     

  Yes -1.98 2.03 -.07 .331 

Self-Efficacy 1.99 .19 .60 <.001*** 

Economic Status (Ref: Good)     

Poor -21.96 1.85 -.46 <.001*** 

Somewhat Poor -11.46 2.73 -.33 <.001*** 

Average -9.23 2.27 -.33 <.001*** 

Living with family (Ref: No)   

  Yes 1.11 3.58 .02 .757 

Social Support 12.23 1.00 .65 <.001*** 

Participate in Self-help Groups (Ref: No)   

  Yes 1.22 2.25 .04 .590 

Time Since Transplant -.00 .00 -.02 .769 

Number of Complications -1.96 .85 -.16 .022* 

Use of Steroid (Ref: No)  

  Yes -8.62 3.35 -.18 .011* 

Rejection Episode (Ref: No)     

  Yes -2.11 2.18 -.07 .333 

Symptom Distress -8.07 1.37 -.38 <.001*** 

Functional Status .53 .04 .68 <.001*** 

Perceived Health Status 4.52 .27 .77 <.001*** 



39 

F. 심장이식 수혜자의 삶의 질 영향 요인의 경로분석 

 

 본 연구에서 Ferrans 등(2005)의 ‘건강관련 삶의 질’ 모델을 이론적 기틀로 설정한 

가설적 모형은 개인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을 외생변수로 포함하며, 생물학적 기능, 증상, 

기능상태, 지각된 건강상태, 전반적인 삶의 질을 내생변수로 포함하였다. 따라서 개인적 

특성 및 환경적 특성이 생물학적 기능, 증상, 기능상태, 지각된 건강상태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전반적인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적 모형을 구축하고 검증하고자 

하였다.  

경로분석의 첫 단계로 가설적 모형에 포함할 변수를 선정하기 위하여 심장이식 

수혜자의 삶의 질 영향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에서 유의하게 확인된 연령, 결혼상태, 

교육수준, 현재 직업 유무, 경제상태, 합병증의 수, 스테로이드 사용 여부, 자기효능감, 

증상고통감, 기능상태, 지각된 건강상태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이중 교육수준과 

경제상태를 교차분석한 결과 카이제곱값은 13.443(p=.037)으로 두 변수간에 차별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서 경로분석에는 경제상태를 포함시키고 교육수준을 제외하였다. 또한 

환경적 특성으로 사회적 지지를 분석 변수로 선정함에 따라 배우자와 가족 지지를 포함하게 

됨으로써 결혼상태도 분석 변수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경로분석을 위한 변수로는 개인적 

특성으로는 연령, 현재 직업 유무, 자기효능감을 선정하였고, 환경적 특성은 사회적 지지, 

경제상태를 선정하였으며, 생물학적 기능은 스테로이드 복용 여부, 합병증의 수를 

선정하였으며, 증상고통감, 기능상태와 지각된 건강상태를 선정하였다.  

다음 단계는 선정된 모든 변수를 기반으로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총 35개의 가설적 

경로를 설정한 초기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고 모형을 수정하여 검정한 결과 연령과 관련된 

모든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연령 자체가 제거되었다. 이에 가설적 모형을 

연령을 제외한 현재 직업 유무,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 경제상태, 스테로이드 사용 여부, 

합병증의 수, 증상고통감, 기능상태, 지각된 건강상태, 삶의 질을 토대로 <Figure 3>과 같이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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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Path Diagram for Hypothetical Pat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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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설적 모형의 연구가설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1) 삶의 질을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 1. 자기효능감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현재 직업 유무는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지각된 건강상태는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사회적 지지는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경제상태는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스테로이드  복용 여부를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 6. 자기효능감은 스테로이드 복용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7. 현재 직업 유무는 스테로이드 복용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8. 사회적 지지는 스테로이드 복용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9. 경제상태는 스테로이드 복용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합병증의 수를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 10. 자기효능감은 합병증의 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현재 직업 유무는 합병증의 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사회적 지지는 합병증의 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3. 경제상태는 합병증의 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증상고통감을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 14. 자기효능감은 증상고통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5. 현재 직업 유무는 증상고통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6. 사회적 지지는 증상고통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7. 경제상태는 증상고통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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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8. 스테로이드 복용 여부는 증상고통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9. 합병증의 수는 증상고통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5) 기능상태를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 20. 자기효능감은 기능상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 현재 직업 유무는 기능상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사회적 지지는 기능상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3. 경제상태는 기능상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4. 증상고통감은 기능상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6) 지각된 건강상태를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 25. 자기효능감은 지각된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6. 현재 직업 유무는 지각된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7. 사회적 지지는 지각된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8. 경제상태는 지각된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9. 기능상태는 지각된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43 

2. 모형의 적합도 분석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한 결과를 <Table 8>에 제시하였다. 

절대적합지수 중 표준 χ2/df는 3이하면 수용할 만하고, 2이하면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본 가설적 경로모형은 5.410으로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Goodness of fit 

index(GFI)의 경우 0과 1 사이의 값을 갖고 1에 가까울수록 완벽한 적합도를 나타내며 .90 

이상이면 양호하다고 판단되는데, .951로 적합성 기준을 만족시켰다. Standardized root 

mean residual(SRMR)과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RMSEA)은 0에 

가까울수록 적합도가 높다고 판단하고, 수용기준은 .08 이하다. SRMR의 경우 적합성 

기준을 만족시켰으나, RMSEA는 .148로 .08 이하의 수용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다. 

증분적합지수인 Turker-Lewis index(TLI)와 Comparative fit index(CFI)의 적합성 

기준은 .90 이상이다. TLI의 경우 .723으로 기준을 만족하지 못했고, CFI는 .938로 .90 

이상의 적합성 기준을 만족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적 경로모형은 표준 χ2/df와 

RMSEA 및 TLI를 만족시키지 못하였으므로 최종 모델로 수용할 수 없었다. 가설적 

경로모형의 모수 추정치는 <Table 9>에 제시하였다. 

 

Table 8. Model Fit Index of Hypothetical Path Model 

Fit index 

Absolute Fit Index Incremental Fit Index 

χ2/df GFI SRMR RMSEA TLI CFI 

Criteria for 

Acceptance 
≤3 ≥.90 ≤.08 ≤0.08 ≥.90 ≥.90 

Hypothetical  

Model 
5.410 .951 .053 .148 .723 .938 

Note. GFI=goodness of fit index; SRMR=standardized root mean residual;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TLI=Tur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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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Regression Coefficient of Hypothetical Path Model 

(N=203) 

Endogenous 

Variables 
Exogenous Variables β SE CR p SMC 

Use of 

Steroid 
← Self-Efficacy -.130 .006 -1.567 .117 .020 

 ← Current Job -.049 .043 -0.663 .507  

 ← Social Support .007 .033 0.086 .932  

 ← Economic Status .075 .025 0.980 .327  

Number of  ← Self-Efficacy .047 .023 .569 .569 .014 

Complications ← Current Job -.101 .170 -1.372 .170  

 ← Social Support -.094 .130 -1.102 .270  

 ← Economic Status .048 .099 .627 .531  

Symptom  ← Self-Efficacy -.225 .012 -2.894 .004 .146 

Distress ← Current Job -.061 .093 -.884 .377  

 ← Social Support .038 .071 .476 .634  

 ← Economic Status -.179 .054 -2.507 .012  

 ← Use of Steroid .161 .151 2.451 .014  

 
← Number of 

Complications 
.096 .038 1.459 .145  

Functional  ← Self-Efficacy .311 .278 4.821 <.001 .431 

Status ← Current Job .197 2.057 3.497 <.001  

  ← Social Support .043 1.569 .672 .501  

  

  

← Economic Status .092 1.204 1.559 .119  

← Symptom Distress -.348 1.534 -6.178 <.001  

Perceived 

Health Status 
← Self-Efficacy .301 .033 5.084 <.001 .569 

← Current Job .123 .241 2.444 .015  

← Social Support .072 .179 1.274 .203  

← Economic Status .036 .137 .697 .486  

← Functional Status .456 .007 8.121 <.001  

Quality of Life ← Self-Efficacy .052 .160 1.086 .277 .743 

 ← Current Job .054 1.106 1.380 .168  

 ← Social Support .373 .818 8.562 <.001  

  ← Economic Status .099 .622 2.518 .012  

 
← Perceived Health 

Status 
.539 .279 11.421 <.001  

Note. SE=standard error; CR=critical ratio; SMC=squared multiple cor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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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정 경로모형의 검증  

 

적합도 분석 결과, 절대적합지수인 표준 χ2/df와 RMSEA, 증분적합지수인 TLI를 

만족시키지 못하였으므로 가설적 모델을 일부 수정하였다. 모델수정 시 

수정지수(modification index)를 참고하여 논리적으로 타당한 관계에 한해 경로를 

추가하거나 제거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자유도가 1만큼 변할 때 수정지수가 3.84 

이상이면 유의성을 갖기 때문에, 수정지수가 13.031인 기능상태에서 삶의 질 경로와 

수정지수가 6.558인 합병증의 수에서 기능상태 경로를 추가하였다(Table 10). 경로를 

추가할 경우 정보의 수보다 추정하고자 하는 모수의 수가 더 커지므로 모형의 간명성을 

위하여 모형에서 추정 계수 값이 작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던 경로를 순차적으로 

삭제하였다. 먼저 사회적 지지에서 스테로이드 복용 여부(β=.007, p=.932)를 삭제한 후 

자기효능감에서 삶의 질(β=.018, p=.690), 사회적 지지에서 증상고통감(β=.038, p=.634), 

자기효능에서 합병증의 수(β=.047, p=.569), 경제상태에서 합병증의 수(β=.048, p=.528), 

현재 직업 유무에서 스테로이드 복용 여부(β=-.049, p=.504), 경제상태에서 지각된 

건강상태(β=.036, p=.486), 사회적 지지에서 기능상태(β=.043, p=.501), 현재 직업 

유무에서 삶의 질(β=.028, p=.451), 사회적 지지에서 합병증의 수(β=-.056, p=.429), 

경제상태에서 스테로이드 복용 여무(β=.063, p=.373), 현재 직업 유무에서 증상고통감(β=-

.063, p=.360), 현재 직업 유무에서 합병증의 수(β=-.089, p=.205), 사회적 지지에서 

지각된 건강상태(β=.081, p=.136), 합병증의 수에서 증상고통감(β=.098, p=.131), 

자기효능감에서 스테로이드 복용 여부(β=-.120, p=.087), 경제상태에서 기능상태(β=.103, 

p=.075) 경로를 삭제하여 총 17개 경로가 삭제되었다.  

수정 경로모형의 적합도 검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11). 절대적합지수의 경우 

모형 수정 후 표준 χ2/df가 5.410에서 1.822로 감소하여 양호 기준인 2 이하를 

만족시켰으며, GFI는 .951에서 .974로 증가하고, SRMR은 .053에서 .045로 감소하고, 

RMSEA도 .148에서 .064로 감소하여 모델의 적합도가 향상되었다. 증분적합지수의 경우 

TLI는 .723에서 .948로, CI는 .982로 향상되어 적합성 기준을 만족시켰다. 또한 

간명적합지수인 Akaike information criterion(AIC)과 Bayes information criterion(BIC)는 

모델간 비교를 위한 지수로 낮을수록 좋은 적합도를 의미하므로 수정모형의 적합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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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수정모형에서 AIC는 144.098에서 107.154로 감소하였고, 

BIC는 293.192에서 236.369로 감소하여 적합성이 향상되었다. 따라서 모든 적합성 

지수에서 수용기준을 만족시켰으므로 수정 경로모형을 최종 채택하였다. 

 

Table 10. Four Modification Indexes  

Path M.I.   Par change 

Quality of Life ← Functional Status 13.031 .099 

Functional Status ← Use of Steroid 7.821 -9.266 

Functional Status ← Number of Complications 6.558 -2.157 

Perceived Heath Status ← Use of Steroid 5.542 -.888 

Note. M.I.=modification index 

 

Table 11.  Fit Index of Modified Path Model 

Fit index 
Absolute Fit Index Incremental 

Fit Index 

Parsimonious Fit 

Index 

χ2/df 
 

GFI SRMR RMSEA TLI CFI AIC BIC 

Criteria for 

Acceptance 
≤3 ≥.90 ≤.08 ≤0.08 ≥.90 ≥.90   

Hypothetical 

Model 
5.410 .951 .053 .148 .723 .938 144.098 293.192 

Modified 

Model 
1.822 .974 .045 .064 .948 .982 107.154 236.369 

Note. GFI=goodness of fit index; SRMR=standardized root mean residual;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TLI=Tur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 BIC=Bayes information criter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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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정 경로모형의 모수 추정 

 

 수정모형에서 추정된 경로계수와 그 유의성 검정결과를 <Table 12>에 제시하였다. 

추가된 2개 경로를 포함하여 총 31개 경로 중 14개의 경로가 .05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기효능감에서 증상고통감 경로(β=-.215., 

p=.001.), 경제상태에서 증상고통감 경로(β=-.187, p=.005), 스테로이드 복용에서 

증상고통감 경로(β=.172, p=.009), 자기효능감에서 기능상태 경로(β=.352, p<.001), 현재 

직업 유무에서 기능상태 경로(β=.211, p<.001), 합병증의 수에서 기능상태 경로(β=-.139, 

p=.009), 증상고통감에서 기능상태 경로(β=-.351, p<.001.), 자기효능감에서 지각된 

건강상태 경로(β=.340, p<.001), 현재 직업 유무에서 지각된 건강상태 경로(β=.131, 

p=.008), 기능상태에서 지각된 건강상태 경로(β=.466, p<.001), 사회적 지지에서 삶의 질 

경로(β=.389, p<.001), 경제상태에서 삶의 질 경로(β=.082, p=.024), 지각된 건강상태에서 

삶의 질 경로(β=.424, p<.001), 기능상태에서 삶의 질 경로(β=.263, p<.001)가 해당되었다.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경제상태가 좋을수록 증상고통감은 낮았고, 스테로이드를 

복용하는 경우에 증상고통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증상고통감의 13%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현재 직업이 있는 경우, 합병증의 

수와 증상고통감이 적을수록 기능상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능상태의 43%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현재 직업이 있는 경우, 

기능상태가 좋을수록 건강상태도 좋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지각된 건강상태를 

56%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경제상태가 좋을수록, 지각된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기능상태가 좋을수록 삶의 질이 높았고, 이는 삶의 질을 76%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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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Regression Coefficient of Modified Path Model 

(N=203) 

Endogenous 

Variables 
Exogenous Variables β SE CR p SMC 

Symptom ← Self-Efficacy -.215 .011 -3.180 .001 .134 

Distress ← Economic Status -.187 .050 -2.796 .005  

 ← Use of Steroid .172 .152 2.605 .009  

Functional 

Status 

 

← Self-Efficacy .352 .240 6.286 <.001 .429 

← Current Job .211 1.972 3.877 <.001  

← Symptom Distress -.351 1.493 -6.333 <.001  

← Number of 

Complications 
-.139 .840 -2.598 .009  

Perceived 

Health 

Status 

  

← Self-Efficacy .340 .030 6.348 <.001 .560 

← Current Job .131 .235 2.646 .008  

← Functional Status .466 .007 8.383 <.001  

Quality of 

Life  
← Social Support .389 .600 10.350 <.001 .764 

 ← Economic Status .082 .562 2.264 .024  

  
← Perceived Health 

Status 
.424 .273 8.983 <.001  

 ← Functional Status .263 .036 5.645 <.001  

Note. SE=standard error; CR=critical ratio; SMC=squared multiple correlations 

 

5. 수정 경로모형의 효과 분석 

 

수정 경로모형에 포함된 요인의 직접 효과와 간접 효과, 총 효과 추정치를 <Table 

13>에 제시하였다. 증상고통감에 직접 효과를 보인 요인은 자기효능감, 경제상태, 

스테로이드 복용여부였다. 기능상태에 직접 효과를 보인 요인은 자기효능감, 현재 직업 

유무, 증상고통감, 합병증의 수이었고, 간접 효과를 보인 요인은 자기효능감, 경제상태, 

스테로이드 복용 여부였다. 지각된 건강상태에 직접 효과를 보인 요인은 자기효능감, 현재 

직업 유무, 기능상태였으며, 이들 중 자기효능감과 현재 직업 유무는 간접효과도 함께 

보였다. 스테로이드 복용 유무, 합병증의 수, 경제상태, 증상고통감은 기능상태에 간접 

효과를 나타내었다. 삶의 질에 직접 효과를 보인 요인은 사회적 지지, 지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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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태였으며, 경제상태와 기능상태는 직, 간접 효과를 모두 나타냈다. 삶의 질에 간접 

효과를 보인 요인은 자기효능감, 현재 직업 유무, 스테로이드 복용 유무, 합병증의 수, 

증상고통감이었다.  

 

Table 13. Standardized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 of Modified Path Model  

(N=203) 

Endogenous 

Variables 
Exogenous Variables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Symptom 

Distress 
← Self-Efficacy -.215**  -.215** 

 ← Economic Status -.187**  -.187** 

 ← Use of Steroid .172**  .172** 

Functional Status

 

 

← Self-Efficacy .352*** .075** .427*** 

← Current Job .211***  .211*** 

← Symptom Distress -.351***  -.351*** 

← Number of Complications -.139**  -.139** 

← Economic Status .066** .066** 

← Use of Steroid -.060** -.060** 

Perceived Health

Status 

  

← Self-Efficacy .340*** .199*** .539*** 

← Current Job .131** .098** .229*** 

← Functional Status .466***  .466*** 

← Use of Steroid -.028** -.028** 

 ← Number of Complications -.065* -.065* 

 ← Economic Status .031** .031** 

 ← Symptom Distress -.161*** -.161*** 

Quality of Life  ← Social Support .389***  .389*** 

 ← Economic Status .082* .030** .113** 

 ← Perceived Health Status .424***  .424*** 

 ← Functional Status .263*** .197*** .460*** 

 ← self-Efficacy .341*** .341*** 

 ← Current Job .152*** .152*** 

 ← Use of Steroid -.028** -.028** 

 ← Number of Complications -.064* -.064* 

 ← Symptom Distress -.161*** -.161*** 

Note.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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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연구가설의 검증 

 

가설적 경로모형을 통해 분석한 가설 검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Figure 4). 처음의 29개 

중 16개의 가설이 지지되었다. 또한 모형 수정 시 추가한 2가지 경로는 기능상태에서 삶의 

질 경로(β=.263, p<.001), 합병증의 수에서 기능상태 경로(β=-.139, p=.009)으로 분석 

결과 직접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1) 삶의 질을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 1. 자기효능감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가설은 간접 효과(β=.341, p<.001)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가설 2. 현재 직업 유무는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가설은 간접 효과(β=.152, p<.001)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가설 3. 지각된 건강상태는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가설은 직접 효과(β=.424, p<.001)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가설 4. 사회적 지지는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가설은 직접 효과(β=.389, p=.<.001)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가설 5. 경제상태는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가설은 직접 효과(β=.082, p=.024)와 간접효과(β=.030, p=.003)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2) 스테로이드 복용 여부를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 6. 자기효능감은 스테로이드 복용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가설은 모형 수정 시 경로제거로 가설검증에서 제외되었다. 

가설 7. 현재 직업 유무는 스테로이드 복용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가설은 모형 수정 시 경로제거로 가설검증에서 제외되었다. 

가설 8. 사회적 지지는 스테로이드 복용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가설은 모형 수정 시 경로제거로 가설검증에서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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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9. 경제상태는 스테로이드 복용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가설은 모형 수정 시 경로제거로 가설검증에서 제외되었다. 

 

(3) 합병증의 수를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 10. 자기효능감은 합병증의 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가설은 모형 수정 시 경로제거로 가설검증에서 제외되었다. 

가설 11. 현재 직업 유무는 합병증의 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가설은 모형 수정 시 경로제거로 가설검증에서 제외되었다. 

가설 12. 사회적 지지는 합병증의 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가설은 모형 수정 시 경로제거로 가설검증에서 제외되었다. 

가설 13. 경제상태는 합병증의 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가설은 모형 수정 시 경로제거로 가설검증에서 제외되었다. 

 

(4) 증상고통감을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 14. 자기효능감은 증상고통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가설은 직접 효과(β=-.215, p=.001)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가설 15. 현재 직업 유무는 증상고통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가설은 모형 수정 시 경로제거로 가설검증에서 제외되었다. 

가설 16. 사회적 지지는 증상고통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가설은 모형 수정 시 경로제거로 가설검증에서 제외되었다. 

가설 17. 경제상태는 증상고통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가설은 직접 효과(β=-.187, p=.005)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가설 18. 스테로이드 복용은 증상고통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가설은 직접 효과(β=.172, p=.009)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가설 19. 합병증의 수는 증상고통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가설은 모형 수정 시 경로제거로 가설점증에서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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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능상태를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 20. 자기효능감은 기능상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가설은 직접 효과(β=.352, p<.001)와 간접효과(β=.075, p=.002)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가설 21. 현재 직업 유무는 기능상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가설은 직접 효과(β=.211, p<.001)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가설 22. 사회적 지지는 기능상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가설은 모형 수정 시 경로제거로 가설검증에서 제외되었다. 

가설 23. 경제상태는 기능상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가설은 간접효과(β=.066, p=.003)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가설 24. 증상고통감은 기능상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가설은 직접 효과(β=-.351, p<.001)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6) 지각된 건강상태를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 25. 자기효능감은 지각된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가설은 직접 효과(β=.191, p<.001)와 간접효과(β=.112, p<.001)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가설 26. 현재 직업 유무는 지각된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가설은 직접 효과(β=.131, p=.008)와 간접효과(β=.098, p<.001)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가설 27. 사회적 지지는 지각된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가설은 모형 수정 시 경로제거로 가설검증에서 제외되었다. 

가설 28. 경제상태는 지각된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가설은 간접 효과(β=.031, p=.003)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가설 29. 기능상태는 지각된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가설은 직접 효과(β=.466, p<.001)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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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Path of Modified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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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논의 

 

A. 심장이식 수혜자의 삶의 질 영향 요인 

 

본 연구는 Ferrans 등(2005)의 ‘건강관련 삶의 질’ 모델을 이론적 기틀로 심장이

식 수혜자의 삶의 질 영향요인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가설적 모형을 설정하고 검증

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처음으로 심장이식 수혜자를 대상으로 Ferrans 등

(2005)의 ‘건강관련 삶의 질’ 모델을 적용하여 삶의 질 영향요인 간의 직, 간접 효과

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심장이식 수혜자의 삶

의 질 영향요인과 경로모형의 타당성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심장이식 수혜자의 삶의 질 점수는 100점 만점에서 평균 69.89점이었다. 

이는 심장이식 후 3개월 이상 경과한 18세 이상의 대상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측정도구로 

삶의 질을 보고한 Milaniak 등(2014)의 연구에서 삶의 질 점수 69.03점과 Ruzyczka 

등(2011)의 연구에서 보고한 68.90점과 비슷한 수준의 삶의 질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삶의 질 점수는 정신적 건강 영역과 환경 영역이 평균 14.62점으로 가장 

높았고, 신체적 건강 영역(13.65점), 사회적 관계 영역(12.87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관계 영역이 15.04점(Milaniak et al., 2014), 14.76점(Ruzyczka et al., 2011)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선행연구와 다른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 관계 영역의 

삶의 질은 대상자의 개인적 대인관계, 성생활 및 실질적인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 관계 영역 중 성생활에 대한 항목은 5점 만점에 

2.77점으로 사회적 관계 영역의 문항을 평균과 비교해보면 -0.45점으로 낮게 측정된 

결과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해석된다. 심장이식 수혜자는 이식 전부터 심장 수축력 

감소로 인해 성생활에서 제한을 경험하고, 이식 후에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신체적 

기능이 회복되지만 성기능의 장애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장이식 후 6개월 이상 

경과된 18세 이상의 성인 수혜자들을 대상으로 한 Phan 등(2010)의 연구에서도 남성의 

78%와 여성의 50%에서 성기능 장애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기능 장애에 대한 

원인과 관리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어야 함을 제안한 바 있다. 실제로 본 연구의 자료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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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수년 전 이식 수술을 받았으나 면역억제로 인한 감염에 대한 걱정으로 수술 후 성생활을 

중단하거나 회피한다는 대상자들이 있었다. 성기능과 성적 흥미는 이식 받은 새로운 장기에 

대해 수혜자의 적응상태와 이식 후 변화된 삶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지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식 수혜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성적인 문제에 대한 의료진들의 

관심과 상담이 필요하고, 이식인 자조모임과 같은 지지그룹 내에서 성생활에서의 변화에 

대한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것도 고려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특성 중 연령, 결혼상태, 교육수준, 현재 직업 유무, 경제상태, 

스테로이드 복용 여부에 따라 삶의 질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연령은 단변량 회귀분석 결과 나이가 들수록 삶의 질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30~40대 대상자가 50~65세 대상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삶의 질을 

나타냈다. 이는 이식 후 3개월 이상의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Ruzyczka 등(2011)의 연구 

결과와 이식 후 10년 이상 생존자를 대상으로 한 Politi 등(2004)의 연구에서 신체적 삶의 

질이 고령일수록 낮아진다는 결과와는 같은 맥락이지만, 이식 후 5년 이상의 심장이식 

수혜자를 45세 미만, 45세~60세, 60세 이상으로 구분하여 삶의 질 정도를 확인한 Shamaskin 

등(2012)의 연구에서 60세 이상에서 삶의 질을 높게 인식한다는 보고와는 상이한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수준과 현재 직업 유무가 삶에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경제상태가 좋을수록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Tung et al., 2011; 

김수진, 2001; 황영옥, 2004)와 직업이 있는 대상자가 더 높은 삶의 질 수준을 보인 연구 

결과(Politi et al, 2004; Tung et al., 2011; 황영옥, 2004)와는 같은 맥락이다. 본 연구에서 

결혼상태에 따른 삶의 질 수준은 미혼인 경우가 사별이나 이혼 및 별거 중인 대상자보다 높은 

삶의 질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결혼한 경우에 더 높은 삶의 질을 보였던 Grady 

등(2007)의 연구 결과와는 다른 결과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이식 후 경과기간은 평균 

58.80개월이었고, 이식 후 경과기간에 따른 삶의 질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Salyer 등(2003)의 연구에서 이식 후 기간이 경과할수록 높은 삶의 질 수준을 보고한 

것과는 다른 결과이다. 따라서 심장이식 수혜자의 삶의 질과의 관련성을 살펴볼 때 다양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이나 임상적 특성 요인을 함께 고려하여 분석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Ferrans 등(2005)의 건강관련 삶의 질 모델을 기반으로 확인된 삶의 질 

영향요인을 토대로 심장이식 수혜자의 삶의 질 경로모형을 구축하고 모형의 적합도 및 



56 

경로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은 Ferrans 등(2005)의 건강관련 삶의 

질 모델을 구성하는 주요 5가지 요소인 생리학적 기능, 증상, 기능상태, 전반적 건강인식, 

삶의 질을 중심으로 하였고, 문헌고찰을 통해 개인적 특성으로 자기효능감과 환경적 

특성으로 사회적 지지를 포함하였다. 또한 회귀분석을 통해 유의한 심장이식 수혜자의 삶의 

질 요인으로 확인된 요인 중 생리적 기능으로 스테로이드 복용 여부와 합병증의 수를 

포함하였고, 현재 직업 유무와 경제상태를 경로모형에 포함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심장이식 수혜자의 삶의 질 영향 요인에 대한 가설적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 

절대적합지수인 χ2/df, RMSEA, 증분적합지수 TLI를 만족도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다. 이에 

수정 지수를 이용한 수정과정을 통해 수정모형을 구축하였으며, 수정모형의 적합도가 

수용할만한 수준으로 향상되어 최종 모형으로 확정하였다. 최종 경로모형의 심장이식 

수혜자의 삶의 질에 대한 설명력은 76%로 나타났다. Ferrans 등(2005)의 건강관련 삶의 

질 모델을 토대로 한 모형 검증을 시도한 다른 연구에서의 삶의 질 설명력은 췌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이지선(2018)의 연구에서 63%였고, 퇴행성 관절염 노인을 대상으로 한 

오지현과 이명선(2014)의 연구에서는 83.7%로 보고되었다. 따라서 본 경로모형의 적합도와 

설명력은 심장이식 수혜자의 삶의 질 예측모형으로 수용할만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경로모형을 통해 삶의 질에 직접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요인은 지각된 건강상태, 

사회적 지지, 기능상태 및 경제수준이었고, 자기효능감, 현재 직업 유무, 증상고통감, 

스테로이드 복용 여부, 합병증의 수는 유의한 간접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스테로이드 사용, 합병증의 수와 증상고통감은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른 요인들은 모두 긍정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장이식 수혜자의 삶의 질에 가장 큰 직접 효과를 주는 요인은 지각된 건강상태였다. 

Ferrans 등(2005)는 지각된 건강상태를 건강관련 삶의 질과 관련된 모든 측면의 종합된 

결과로 정의하며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개념 변수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자신의 건강에 대한 지각된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삶의 질에 긍정적을 영향을 미치는 

선행연구(Tung et al, 2011)의 결과와 일치된다. 개인이 자신의 건강상태를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좌우되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지각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돕고, 건강상태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지각된 건강상태에 대해 직접 효과를 미치는 요인은 자기효능감, 현재 직업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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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상태로 확인되었고, 스테로이드 복용 여부, 합병증의 수, 경제상태 및 증상고통감도 

간접 효과를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심장이식 수혜자를 대상으로 자기효능감 

증진 프로그램을 적용하거나 기능상태의 개선을 위한 중재를 제공하고, 지각된 건강상태와 

삶의 질 향상에 대한 효과를 확인해보는 연구를 제안한다.  

다음으로 사회적 지지가 심장이식 수혜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지지가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Habwe, 2006; 

Tung et al., 2011; Shamaskin et al., 2012; White-Williams et al., 2013)의 결과와도 

일치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8점이었고, 하부 

영역에서는 가족으로부터 받는 지지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친구로부터 받는 지지, 

의료인으로부터 받는 지지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는 인생의 의미에 대한 

개인의 느낌을 향상시킴으로써 스트레스에 대한 어려움을 경감시키고 적응을 도와주는 

주요한 자원이 된다(김수진, 2001). 따라서 사회적 지지는 이식 후 치료적 이식 후 겪게 

되는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중요한 자원이 되며(White-Williams et al., 2013), 특히, 

의료인을 통한 지지는 평생 동안 감염과 거부 반응을 예방하고 면역억제제를 복용해야 하는 

등 추후 관리가 매우 중요한 심장이식 수혜자에게 강한 지지 자원이 된다. 따라서 

임상현장에서 의사와 간호사 및 장기이식 코디네이터들은 이식수술을 준비할 때부터 이식 

대상자와 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지 정도를 정확하게 사정하고, 상담이나 교육 시 신뢰감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상호소통을 통해 이들을 지지하며 이해함을 통해 공감하는 지지자, 

교육자, 상담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또한 대상자들이 심장이식 수혜자 자조모임에 

참여하여 심장이식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며 정서적 지지와 유대감을 경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것도 사회적 지지 수준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기능상태는 개인이 주어진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Ferrans et al., 2005)으로 본 

연구에서는 신체적 기능, 역할 기능, 정서적 기능, 인지 기능, 사회적 기능을 측정하였다. 

Ferrans 등(2005)의 건강관련 모형에 따르면 기능상태는 지각된 건강상태를 매개하여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모형 수정 시 수정지수에 

근거하여 기능상태에서 삶의 질에 직접적인 경로를 추가하여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 

기능상태가 삶의 질에 미치는 직, 간접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는 기능상태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Grady et al., 1999; Phan et al., 2010; Jakovljevic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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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14; 김수진, 2001)의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기능상태에 유의한 

직접 효과를 주는 요인은 증상고통감, 자기효능감, 현재 직업 유무, 합병증의 수로 나타났고, 

스테로이드 사용, 경제상태는 간접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모형 수정 시 

합병증의 수에서 증상고통감 경로는 삭제되었고, 합병증의 수에서 기능상태 경로가 

추가되었다. 이는 본 연구에서는 합병증을 거부반응, 감염, 고혈압, 당뇨, 신부전, 골다공증, 

암, 비만, 관상동맥질환, 우울증, 통풍, 재이식 등에 대해 존재 유무를 조사하였고, 

증상고통감은 면역억제제 투여와 관련된 증상 측정 도구를 사용한 것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합병증 측정 시 질병의 존재여부 외에 중증도를 고려하고 

면역억제제의 부작용으로 인한 증상 외에 질병특이적 증상도 함께 반영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여 합병증의 수와 증상고통감의 관계를 검증하는 반복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심장이식 수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능상태에 직접 효과를 주는 영향 

요인으로 나타난 면역억제제와 관련된 증상고통감을 최소화하고, 증상완화를 위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 효과를 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개인적 특성 중 현재 직업 유무는 삶의 질에 미치는 직접 효과는 

없었으나 유의한 간접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능상태와 지각된 건강상태에도 

유의한 직접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현재 직업 상태가 기능상태와 지각된 

건강상태를 매개하여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직업이 있다는 

것은 심장이식 수혜자의 삶의 질을 예측하는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고(김수진, 2001), 

직장으로의 복귀는 단순히 경제적 이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나은 심리사회적 

안녕과 사회적 기능을 유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Habwe, 2006). 본 연구에서 이식 전 

대상자의 78.8%가 직업이 있었던 것에 비해 이식 후 직업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는 

55.2%였고, 이식 후 구직의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48.3%로 나타났다. 심장이식 

후에는 주기적인 검사의 이행과 외래 내원 등이 요구되고, 감염에 대한 취약함으로 인해 

직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상황에 맞춰서 일을 줄이거나 직업을 전환하게 되어 

소득이 감소되거나 경제적인 부담이 늘어나는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황영희&이명선, 

2017; 김수진, 2001). 또한 에너지 부족과 심장 마비와 거부반응의 재발, 어지러움증, 

기억력과 집중력 문제, 골다공증으로 인한 통증과 같은 신체적 요인과 자신감 부족과 

차별과 부적응에 대한 염려, 취업 기회의 부족이 심장이식 수혜자들의 직업 복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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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Tseng, Wang, Chang,  & Shih, 2010).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평균 

연령이 53세로 남자가 71.9%로 나타났는데, 일반적으로 심장이식 수혜자가 여자보다 

남자가 훨씬 많고 평균 연령이 활발하게 일할 수 있는 생산적인 연령이라는 점에서 이식 후 

직업 복귀에 대한 관심과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증상고통감과 스테로이드 사용이 심장이식 수혜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직접적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부정적인 간접 효과를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심장이식 수혜자의 경우 모두가 2개 이상의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으로 이중 

60.4%는 3개 이상을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증상고통감은 4점 만점에 평균 

1.43점으로 나타났으나 최대 3.24점을 경험하는 경우도 보고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스테로이드 사용은 증상고통감에 유의한 직접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테로이드 

사용은 합병증과 광범위한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선행연구에서 

스테로이드를 복용하는 대상자에서 삶의 질의 모든 영역에서 낮은 점수를 보이는 

나타났다(Matas et al., 2002; Kugler, Fischer, & Gottlieb, 2007). 면역억제제 투여로 인한 

증상을 경험하는 것은 심장이식 수혜자의 전반적인 안녕과 삶의 질, 일상생활에 직, 

간접적으로 주요한 영향을 미치며, 결과적으로 치료적 이행에 대한 수혜자의 동기에도 

영향을 미친다(Kugler et al., 2009; Tung et al., 2011; Kim, kim, & Jang, 2019). 따라서 

우선적으로 대상자가 경험하는 면역억제제와 관련된 주관적 증상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개별화된 증상 관리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면역억제제의 종류 

및 용량과 관련된 증상에 대한 지식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과 함께 증상 관리 전략를 

개발하고 실제 적용하여 효과를 검증해보아야 한다.  

자기효능감은 본 연구에서 삶의 질에 유의한 직접 효과는 없으나 간접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은 이식 수혜자를 대상으로 개발된 도구를 

사용하여 조사하였고, 자기효능감 수준은 40점 만점에 평균 34.67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자기효능감 도구를 사용한 김수진(2001)의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이 심리사회적 적응, 

이식 후 구직의 어려움 다음으로 심장이식 수혜자의 삶의 질 예측 요인으로 높은 설명력을 

보였던 것과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한편으로, 본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은 증상고통감, 

기능상태, 지각된 건강상태에 유의한 직접 효과를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어 이들 경로를 

통하여 삶의 질에 간접효과를 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자기효능감 증진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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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을 통해 본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이 직접 효과를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된 

증상고통감이나 기능상태 및 지각된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Ferrans 등(2005)은 건강관리에 대하여 새로운 관점을 두어야 함을 주장하면서, 삶의 

질에 대하여 대상자와 관련된 전반적인 요인에 관심을 둘 것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심장이식 수혜자의 삶의 질 영향 요인을 전인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었으며, 삶의 질과 관련된 변수들의 인과관계와 각각의 효과를 비교적 명확하게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심장이식 수혜자에게 간호를 제공하는 실무자에게 간호중재 개발에 필요한 

경로모형을 제시하였고, 본 모형을 바탕으로 심장이식 수혜자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중재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B. 연구의 의의 

 

1. 간호이론 측면 

심장이식 수혜자의 삶의 질 영향 요인에 대한 인과적 경로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행연구

에서 밝혀진 요인들을 바탕으로 가설적 모형을 구축하고 검증한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또한 심장이식 수혜자를 대상으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삶의 질 경로모형을 구축한 연

구로서 여러 변수들 간의 복합적인 인과관계를 확인하여 간호의 현상을 이해하고 새로운 간

호 지식체 형성에 기여 할 수 있다.  

 

2. 간호 연구 및 교육 측면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모델을 기반으로 심장이식 수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간호

중재를 개발하고, 그 효과를 평가하는 연구와 임상간호지침을 작성하는데 이론적 근거로 활

용될 수 있다. 

 

3. 간호실무 측면 

심장이식 수혜자의 삶의 질과 관련된 요인들을 총체적으로 포함한 경로모형의 구축을 

통하여 심장이식 수혜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 사이의 관계의 확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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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며, 중재의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영향요인의 규명이 가능하다. 이러한 연구결과

는 간호중재 프로그램 개발의 근거를 제공하여 간호실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C.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일부 지역 병원의 심장이식 수혜자를 대상으로 편의 표집하여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하여 경로모형을 검증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해석하거나 일반화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Ferrans 등(2005)의 건강관련 삶의 질 모델을 근간으로 

하였으나 모델의 주요 개념을 반영하는 특정 변수를 선정하여 이들의 관계를 경로분석을 

시행한 것으로써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가 개념을 대표한다고 보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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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결론 및 제언 

 

A. 결론 

 

본 연구는 심장이식 수혜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 경로 분석을 

통하여 영향 요인들간의 직, 간접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횡단적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Ferrans 등(2005)의 건강관련 삶의 질 모델을 이론적 기틀로 설정한 가설적 경로모형은 외

생변수는 자기효능감, 현재 직업 유무, 사회적 지지, 경제상태이었고, 내생변수는 스테로이

드 복용 유무, 합병증의 수, 증상고통감, 기능상태, 지각된 건강상태, 전반적인 삶의 질로 설

정하였다. 가설적 경로모형의 적합도 검증을 실시한 결과, 적합지수가 수용기준에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모형을 수정하였다. 수정지수와 관계의 논리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2개 경

로가 추가되었고, 17개 경로가 삭제되었다. 모형을 수정한 후 모든 적합지수가 수용기준을 

충족하여 수정모형을 채택하였고, 총 14개의 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기효능감, 경제상태, 스테로이드 복용 여부가 심장이식 수혜자의 증상고통감에 직접

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요인들이 증상고통감의 13%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기효능감, 현재 직업 유무, 합병증의 수, 증상고통감이 기능상태에 직접적

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요인들이 기능상태의 43%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리고 자기효능감, 현재 직업 유무, 기능상태가 지각된 건강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요인들은 지각된 건강상태를 56%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

적 지지, 경제상태, 지각된 건강상태, 기능상태가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삶의 질을 76%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Ferrans 등(2005)의 건강관련 삶의 질 모델을 이론적 기틀로 하여 심장이식 

수혜자의 삶의 질 영향요인들의 대한 직, 간접 효과를 탐색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따라

서 본 연구 결과는 심장이식 수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재 개발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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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제언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1. 간호실무  

 

사회적 지지는 심장이식 수혜자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간호사 및 이식

코디네이터는 이식수술을 준비하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대상자의 사회적 지지체계를 확인하

여 가족이나 친구 등 의미 있는 사람과의 교류를 지속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회적 지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심장이식에 따른 자가 관리 교육 시 대상자뿐 

아니라 가족이나 친구 등 의미 있는 사람을 함께 참여시킬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경제상태와 이식 후 직업 유무가 삶의 질과 제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

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따라서 의료진은 필요 시 사회사업팀과 연계를 통해 대상자가 적

절한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이식 후 대상자의 직장으로의 복귀에 대

해 관심을 갖고 그에 필요한 자문과 상담을 제공해야 한다.  

 

2. 간호연구  

 

자조그룹이나 지지모임을 이용한 중재 프로그램이 심장이식 수혜자의 사회적 지지와 자

기효능감 증진을 통해 삶의 질 향상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 실험연구를 제안한다. 또한 

본 연구 결과를 선행연구와 비교하였을 때 결혼상태나 이식 후 경과기간 등에 따른 삶의 질 

정도는 일치하지 않은 결과를 보이고 있으므로 다양한 삶의 질 영향 요인을 함께 고려한 종

단적 연구를 제안한다.  

 

3. 간호이론 

 

본 연구는 Ferrans 등(2005)의 건강관련 삶의 질 모델을 기반으로 심장이식 수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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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 예측모형 구축을 시도해보았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이에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

기 위해서는 연구대상을 확대하여 반복 연구를 시행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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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ath Analysis of the Quality of Life in Heart 

Transplant Recipients 
 

 
Jang, Mi Ra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of Yonsei University 

 

 
As for health care goals in heart transplant recipients who require sustained 

self-care throughout their lives, nurses should pay an attention to the quality of 

life among other things. Therefor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factors affecting on quality of life in heart transplant recipients and analyze direct 

and indirect path between these factors. 

Based on the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model of Ferrans et al.’s a 

hypothetical path model was built with exogenous variables such as current job, 

self-efficacy, social support, and economic status, and with endogenous variables 

such as use of steroid, number of complications, symptom distress, functional 

status, perceived health status, and quality of life. Total 203 sample was recruited 

from who visit outpatient departments of a general hospital in Korea after the 

heart transplant to receive medical treatment or participate in a self-help group 

meetings for heart transplant. Data collection was carried out from June 2019 to 

December 2019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Statistical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the SPSS Statistics 24.0 program and 

AMOS 24.0 software.  

 

The major results are as 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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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idating the suitability of the hypothetical path model, GFI (.951) and SRMR 

(.053) met the satisfaction criteria, but the model could not be accepted as the 

final one because χ2/df, RMSEA, and TLI did not meet the satisfaction criteria. 

Thus, the path model was modified by adding or removing paths for logically valid 

paths after referring to modification index. Functional status and quality of life 

path with modification index of 13.031 and number of complications and functional 

status path with modification index of 6.558 were added. Besides, 17 paths in the 

model whose coefficients were small and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were deleted 

sequentially. After the model modification, the model fit was improved to meet the 

satisfaction criteria. 

Self-efficacy, economic status and use of steroid were found to have direct 

impacts on the heart transplant recipient's symptom distress, and these variables 

accounted for 13% of symptom distress. It also showed that self-efficacy, current 

job, number of complications, and symptom distress have direct impacts on 

functional status, and these variables account for 43% of the functional status. 

And it turns out that self-efficacy, current job and functional status directly affect 

perceived health status, and these variables accounted for 56% of perceived 

health status. Finally, social support, economic status, perceived health status and 

functional status directly affect the quality of life, which account for 76% of the 

quality of life. 

In conclusion, this study proposed a path model for developing nursing 

intervention to those who provide care to heart transplant recipients, and 

provided basic data for developing intervention methods on enhancing the quality 

of life in heart transplant recipients on the basis of the path model. 

 

 

Key words : Heart Transplantation, Quality of Life, Path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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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요약  

 

Introduction 
 

A heart transplant is an effective treatment to ensure quality of life as well as 

survival of terminal heart failure patients when other medical treatments have 

failed (Lee & Oh, 2017). In 1992 when the heart transplant began in Korea, the 

one-year survival rate was 77.1%(Rho, Won, Lee, Kim, & Kim, 1997), but in 2017, 

the one-year, the five-year, the nine-year and the 11-year survival rates were 

reported at 85%, 75%, 68% and 66%, respectively (Korean Network for Organ 

Sharing[KONOS], 2018). 

The quality of life after heart transplant is improving more than before, and 

the improvement is made mainly in physical aspects such as physical function, 

symptoms and ability to perform daily living. As time goes by, however, 

complications such as rejection and infection, financial burden on subsequent care, 

difficulty in returning to work and emotional issues including anxiety or 

depression due to changes in family and social relationship will have negative 

impacts on the quality of life (Pinson et al., 2000; Kim, 2001). Therefore, as for 

health care goals in heart transplant recipients who require sustained self-care 

throughout their lives, nurses should pay an attention to the quality of life among 

other things (Park & Shin, 2014). 

Previous studies illustrated that economic status (Tung, Chen, Wei, & Tsay, 

2011 ; Kim, 2001), current job (Kim, 2001 ; Chou, Lai, Wang, & Shun, 2017), 

fatigue, symptoms and perceived health status (Chou et al., 2017; Tung et al., 

2011), number of complications and times of admission, graft vascular disease 

(Delgado et al., 2015), self-efficacy, stress and depression (Tung et al., 2011; 

Kim, 2006), and social support (Tung et al., 2011; White-Williams et al., 2013; 

Kim, 2001; Kim, 2006) impacted on the quality of life in cardiac transplant 

recipients. Most studies, however, did not show direct or indirect relationsh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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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ong factors for quality of life since they used correlation or regression 

methods in analyzing specific factors and the quality of life in heart transplant 

recipients. Moreover, it is hard to find modeling studies that consider socio-

psychological and environmental factors as well as physical ones, which affect the 

quality of life in heart transplant recipients. 

In this sense, a comprehensive study is believed to be needed for identifying 

the quality of life in the recipients and the leading factors affecting it, verifying 

the specific paths among those factors and mediating factors and the extent of 

their influence on the quality of life, thus presenting predictors for quality of life.  

Based on Ferrans et al. (2005)’s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model, this 

study intend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s among factors affecting the quality of 

life in heart transplant recipients. The verification will help us to pursue much 

better way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in cardiac transplant recipients and to 

provide basic data for a hypothetical study on quality of life. 

 

Methods 

 

Study Design  

 

This study is a descriptive cross-sectional survey research aimed at 

identifying variables affecting the quality of life in heart transplant recipients and 

the relationships among them. 

 

Participants  

 

The target population was those who receive follow-up care after heart 

transplant, and the sample was recruited from those who visit outpatient 

departments of a general hospital in Korea after the heart transplant to rece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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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treatment or participate in self-help group meetings for heart transplant. 

The study subjects were selected from the convenient sampling, and the criteria 

for selection and exclusion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Criteria for Selection 

- Adults over the age of 18 years in full with more than 6 months after heart 

transplant  

- The person who can understand the contents of the questionnaire and respond 

to it on his(her) own 

- The person who understands the purpose of this study and agrees to participate 

in it in writing 

 

Criteria for Exclusion 

-The person who had been transplanted with another organ other than a heart 

 

The size of the sample required in this study was chosen to be 200 people 

based on the 200 threshold of sample size, which is commonly used in an 

analytical study with maximum likelihood. A total of 205 subjects agreed to 

participate in this study for collecting data. Finally, 203 were included in the 

analysis after two were excluded due to non-responsive and unfaithful responses. 

 

Measurements 

 

As for individual characteristics, age, gender, marital status, religion, 

education level, current job and self-efficacy were measured. Self-efficacy was 

evaluated with the tool that Kim (2001) modified and configured for heart 

transplant recipients based on the tools used for kidney transplant recipients (Lee, 

1997). The tool consists of 10 items and they are scored on a 4-point Likert-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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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le ranging from 1(strongly disagree) to 4(strongly agree). The Cronbach's 

alpha for these parts in Kim (2001)’s study and this present study was .84 and .80, 

respectively. 

As for environmental variables, economic status, family cohabitation, 

participation in self-help group meetings and social support were measured. 

Social support was measured using the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MSPSS), which was developed by Zimet et al. (1988) and translated by 

Shin and Lee (1999). The MSPSS comprises 12 items across three domains that 

evaluate support from family, friends and significant others, which were defined 

as health care providers in this study. Each item in this tool is scored on a 5-point 

Likert-type scale ranging from 1(strongly disagree) to 5(strongly agree). Higher 

scores indicate better perceived social support. The Cronbach's alpha for total 

social support in the study when the tool was developed was .85 and the 

Cronbach's alpha in Shin and Lee (1999)’s study was .89. In the present study, the 

Cronbach's alpha for total social support was 0.91. 

Biological function was identified through electronic records after 

questionnaire about duration of post-transplant, number of complications and use 

of steroid. Symptoms were measured using the Modified Transplant Symptom 

Occurrence and Distress Scale (MTSOSD-59R) that Dobbels et al. (2008) 

developed based on the Modified Transplant Symptom Occurrence and Distress 

Scale (MTSOSD-45) and Lee (2014) translated into Korean. MTSOSD-45 is a tool 

that measures the experience of symptoms associated with immuno-suppressants 

and was developed by Moons et al. (2001). MTSOSD-59R measures the 

experience of symptoms in terms of occurrence and distress, consisting of 59 

items for the occurrence and 59 items for the distress. Symptom occurrence is 

scored on a 5-point scale ranging from 0(not at all or never) to 4(always at all 

times or extremely severe) and distress is scored on a 5-point scale ranging from 

0(not distressing at all) to 4(terribly distressing). In this study, the averag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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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ptom distress was calculated in the item where the symptom occurrence was 

answered with more than one point. 

As for functional status, the 15 items on functional scale from Korean 

language tools of EORTC QOL-30 version 3.0 developed by EORTC in 1996 were 

used with approval (Yun et al., 2004). The functional scale consists of 5 domains 

including physical, role, cognitive, emotional and social functions. The response is 

scored on a 4-point scale and the score per domain is converted from zero to 100 

according to the EORTC manual. The higher the score is, the better the function 

is. At the time of development, the Cronbach's alpha for the functional scale was 

0.98, and in the present study, the Cronbach's alpha for functional status was 0.90. 

Perceived health status was measured by Health Self-Rating Scale in which 

Lawton, Moss, Fulcomer and Kleban (1982) developed and then Kang (2008) 

modified. The tool has a total of three items with a 5-point scale from 1(bad) to 

5(excellent). The higher the score is, the higher the perceived health status is. At 

the time of development, the Cronbach's alpha for these items was .90 and in the 

study of Kang (2008), the Cronbach's alpha was .89. The Cronbach's alpha in the 

present study was .89. 

As for quality of life, a tool where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developed 

its Quality of Life Assessment Instrument –BREF(WHOQOL-BREF) and Min Sung-

gil et al. (2000) translated it into Korean and standardized was used with approval. 

WHOQOL-BREF consists of 26 items in total including 24 items in 4 sub-

domains(physical health, psychological health, social relationship and 

environment), one item for overall quality of life and one item for overall health. 

Each item is scored on a 5-point Likert scale ranging from 1(very unsatisfied or 

not at all) to 5(very satisfied or very much). The score per domain is converted 

from four to 20. The higher the score is, the better the quality of life is. The 

Cronbach's alpha for these items in the study at the time of the tool's 

development was .90, and in the present study, the Cronbach's alpha was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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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Collection 

 

After approval for this study was obtained from the Institutional Review Board 

of a general hospital, the data was collected from patients visiting the outpatient 

department of a general hospital in Korea and participants in self-help group 

meetings for cardiac transplant recipients. The researchers first explained the 

purpose and procedure of the study to them and those who agreed to participate 

in the study voluntarily filled out the questionnaire on their own. The time 

required for the survey was about 20 to 30 minutes. 

 

Statistical Analysis  

 

Statistical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SPSS WIN 24.0 program and Analysis 

of Moment Structure (AMOS) 24.0 software. 

(1) Participants’ general demographic and disease-related characteristics were 

analyzed using technical statistics for frequency, percentag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2) Main variables such ad quality of life, self-efficacy, social-support, symptom 

distress, functional status and perceived health status were analyzed using 

technical statistics for frequency, percentag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3) The difference between variable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subjects 

was analyzed using t-test and ANOVA. And Scheffé's test was used as a post-

test. 

(4) Correlations between variables were analyzed with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5) To identify the variables affecting the quality of life in heart transplant 

recipients, the univariat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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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Path analysis was conducted to calculate direct and indirect path coefficients 

of the variables that significantly affected the quality of life in heart transplant 

recipients based on the hypothetical path model. For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in direct and indirect effects, bootstrapping was used. The number of re-

sampling set in this study was 10,000 times with 95% confidence interval. 

(7) Multiple indices were used to verify how well the hypothetical path model 

fitted the data, which included standardized chi-square index (χ2/df), Goodness 

of Fit Index (GFI), Standardized Root Mean Residual (SRMR), Root Mean 

Squared Error of Approximation (RMSEA), Turker-Lewis Index (TLI), 

Comparative Fit Index (CFI), Akaike Information Criterion (AIC) and Bayes 

Information Criterion (BIC). 

 

Results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Among the subjects, 146 males (71.9 %) and 57 females (28.1 %) were aged 

from 18 to 77, with the mean age being 52.98 (±13.98) years. The survey showed 

that 146 (71.9 %) participants had spouses and 71 (45.5 %) participants had 

college or higher degrees. Before the transplant, 160 people (78.8 %) had jobs, 

but after the transplant, 112 people (55.2 %) had jobs, and 98 (48.3 %) said they 

had difficulty in finding jobs after the transplant. When it comes to economic 

status, 95 people (46.8%) responded, "I make a relatively good living." 

The post-transplant duration in this study was from six months to 253 months, 

averaging 58.63 (±48.89) months. Pre-transplant diagnosis was cardiomyopathy, 

the largest with 189 cases (93.1%). The number of participants taking more than 3 

immunosuppressants was 123 (60.4%) and the average number of complications 

for one person was 1.22 (±1.15). 



104 

 

Testing and Modification of the Hypothetical Path Model 

 

Based on the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model of Ferrans et al. (2005), a 

hypothetical path model was built with exogenous variables such as current job, 

self-efficacy, social support, and economic status, and with endogenous variables 

such as use of steroid, number of complications, symptom distress, functional 

status, perceived health status, and quality of life. Validating the suitability of the 

hypothetical path model, GFI (.951) and SRMR (.053) met the satisfaction criteria, 

but the model could not be accepted as the final one because χ2/df, RMSEA, and 

TLI did not meet the satisfaction criteria. Thus, the path model was modified by 

adding or removing paths for logically valid paths after referring to modification 

index. Functional status and quality of life path with modification index of 13.031 

and number of complications and functional status path with modification index of 

6.558 were added. Besides, 17 paths in the model whose coefficients were small 

and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were deleted sequentially. After the model 

modification, the model fit was improved to meet the satisfaction criteria. 

Self-efficacy, economic status and use of steroid were found to have direct 

impacts on the heart transplant recipient's symptom distress, and these variables 

accounted for 13.4% of symptom distress. It also showed that self-efficacy, 

current job, number of complications, and symptom distress have direct impacts 

on functional status, and these variables account for 42.9% of the functional status. 

And it turns out that self-efficacy, current job and functional status directly affect 

perceived health status, and these variables accounted for 56.0% of perceived 

health status. Finally, social support, economic status, perceived health status and 

functional status directly affect the quality of life, which account for 76.4% of the 

quality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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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Based on the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model of Ferrans et al. (2005) for a 

hypothetical model, this study intended to identify variables that affect the quality 

of life in heart transplant recipients, then establish and verify the hypothetical 

model. This study is meaningful as Ferrans et al. (2005)’s quality of life model 

was applied to heart transplant recipients as the first attempt to identify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variables on the quality of life.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variables affecting the quality of life in heart transplant recipients and the 

validity of the path model have been discussed as follows.  

Based on the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model of Ferrans et al. (2005), this 

study built a hypothetical path model with the factors found in the previous study 

and th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conducted in this study. The exogenous 

variables included current job, self-efficacy, social support, and economic status 

while the endogenous variables included use of steroid, number of complications, 

symptom distress, functional status, perceived health status and quality of life. 

According to the verification outcome on the compatibility of the hypothetical 

model, absolute compliance indices such as χ2/df, RMSEA, and the incremental 

convergence index TLI did not meet the satisfaction criteria. Thus, the model was 

reconstructed through the modification process using the modification index, and 

the suitability of the modified model was improved to an acceptable level and the 

final model was confirmed. The final path model was found to explain the quality 

of life in heart transplant recipients by 76%. Therefore, the validity and 

explanatory power of this path model are considered to be acceptable as the life 

quality prediction model in heart transplant recipients. 

The variables identified to directly affect the quality of life through the path 

model were perceived health status, social support, functional status and finan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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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s while self-efficacy, current job, symptom distress, number of complications 

and use of steroid were turned out to have significant and indirect effects. Among 

those variables, use of steroid, number of complications and symptom distress 

were found to have negative effects on the quality of life and the other variables 

affected significantly and positively. 

Perceived health status was the biggest variable that directly affected the 

quality of life in heart transplant recipients. This is consistent with the results of 

the previous study (Tung et al., 2011) where the better the perceived health 

status is, the more positive impact on the quality of life is. More research is 

needed to help improve the level of awareness about health and to identify 

variables that affect the perception on health status, since behaviors depend on 

how individuals perceive their health status. Self-efficacy, current job and 

functional status were identified as variables that have direct effects on perceived 

health status in this study. And use of steroid, number of complications, economic 

status and symptom distress were found as variables that have indirect effects. 

Therefore, a study is proposed to apply a self-efficacy promotion program to 

heart transplant recipients, or provide intervention mediation for improvement of 

functional status, and verify the effectiveness of better perceived health status 

and quality of life. 

Next, social support was found to affect the quality of life in heart transplant 

recipients. These results were also consistent with those of the previous studies 

(Habwe, 2006; Tung et al., 2011; Shamaskin et al., 2012; White-Williams et al., 

2013) where social support had a positive impact on the quality of life. In this 

study, social support averaged 3.8 points out of the 5-point scale. Support from 

family members was the highest in each item, followed by support from friends. 

Support from health care providers was turned out the lowest. Social support 

becomes an important resource for the recipients to cope with changes in post-

transplant (White-Williams et al., 2013). In particular, support from health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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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iders becomes a vital resource for heart transplant recipients since 

subsequent care such as prevention of infection and rejection and the need to 

take immunosuppressants throughout life is critical. Therefore, doctors, nurses 

and organ transplant coordinators need to accurately evaluate the level of social 

support for recipients and their family from the moment of preparing for the 

transplant surgery. It is important for those health care providers to build trust 

during counseling or education. They need to play a role as coordinators, 

educators and counselors in supporting and understanding them. In addition, they 

can share experience on heart transplant by joining self-help group meetings for 

heart transplant recipients, and provide those recipients with an opportunity to 

experience emotional support and bond. 

According to the health-related model of Ferrans et al. (2005), functional 

status can be described as influencing quality of life by mediating perceived 

health status, but this study confirmed that the modified model was made based 

on the modification index and added a direct path to quality of life in functional 

status. Verification has shown that the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functional 

status on quality of life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which are in line with the 

results of the previous studies (Grady et al., 1999; Phan et al., 2010; Jakovljevic 

et al., 2014; Kim, 2001) that state that functional status affects quality of life. In 

addition, variables that have significant and direct effects on functional status 

were found to include symptom distress, self-efficacy, current job and number of 

complications while use of steroid and economic status had indirect effects. In 

modified path model, the path of symptom distress was deleted in the number of 

complications and the path of functional status was added in the number of 

complications. This study surveyed the presence or absence of complications and 

use of symptom measuring tools associated with immune-suppressa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duct a repetitive study to ve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umber of complications and symptom distress by considering presence of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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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ease, its severity, disease-specific symptoms along with the symptoms caused 

by the side effects of immune-suppressants.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in 

heart transplant recipients, a research is also needed to minimize the symptom 

distress associated with immunosuppressants, which directly affect the functional 

status, and to develop and apply intervention programs for alleviating the 

symptoms. 

This study found that current job among person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had no direct effect on the quality of life, but had a significant and 

indirect effect. Current job was also found to have significant and direct effects on 

functional status and perceived health status. This can be interpreted as 

influencing quality of life by mediating between functional status and perceived 

health status. In addition, having a job can be a major factor in predicting the 

quality of life in heart transplant recipients (Kim, 2001), and the return to work 

does not simply mean financial matters, but maintaining better psychological well-

being and social functioning (Habwe, 2006). 

This study demonstrated that 55.2% of the subjects had jobs in post-

transplant compared to 78.8% of those who had jobs in pre-transplant while   

48.3% said they had difficulties in finding jobs after the transplant. Following a 

heart transplant, regular examination and outpatient visits are required, and it is 

often hard to maintain a job due to vulnerability to infection. People will see their 

income down or financial burdens up as they work less or switch jobs in line with 

the situation (Hwang & Lee, 2017; Kim, 2001). In this study, the mean age of the 

subjects was 53 years, and 71.9% of them were male. Attention and support 

systems and research on post-transplant occupational return are needed since 

heart transplant recipients are generally men more than women and the average 

age is working population. 

In this study, symptom distress and use of steroid did not have direct effects 

on the quality of life in heart transplant recipients, but were found to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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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gative and indirect effects. Symptom distress averaged 1.43 out of the 4-point 

scale, but it was also reported that the subjects experienced up to 3.24 points. 

The study also showed that steroid use has a significant and direct effect on 

symptom distress. Steroid use is known to cause complications and extensive side 

effects, and previous studies found that people taking steroids had low scores in 

all areas of life quality (Matas, Halbert, & Barr, 2002; Kugler, Fisher, & Gottlieb, 

2007). Experiencing symptoms from immunosuppressant administration has a 

major direct and indirect effect on overall well-being and quality of life in heart 

transplant recipients, and consequently on the recipients’ motivation to adhere to 

therapeutic regimen (Kugler et al., 2009; Tung et al., 2011; Kim, Kim, & Jang, 

2019). Therefore, most of all, subjective symptoms associated with 

immunosuppressants experienced by the subject should be accurately assessed 

and the quality of life should be improved through individualized personalized 

symptom management. This requires research into the use of appropriate 

immunosuppressants, the development of symptom management strategies, and 

the study of their effectiveness.  

Ferrans et al. (2005) emphasized the need to take a new perspective on 

health care and to pay attention to the overall factors related to subjects in terms 

of quality of life. In this respect, this study enabled us to see the variables 

affecting the quality of life in heart transplant recipients from a holistic point-of-

view and confirm the causal relationship among variables associated with the 

quality of life and their respective effects quite clearly. What is more, this study 

proposed a path model for developing nursing intervention to those who provide 

care to heart transplant recipients, and provided basic data for developing 

intervention methods on enhancing the quality of life in heart transplant recipients 

on the basis of the pat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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