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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순환기 내과에서 관상동맥질환으로 확진된 26명의 환자와 정상인 37명을 대조군으로 하
여 의무기록지, 반구조화된 면담, 인구학적 특성, 생활사건과 스트레스 양, 대처 방식 척도 등을 조사
하여 양군간의 스트레스 양과 대처방식의 차이가 관상동맥질환의 발생과 관련되는지 여부를 알아보고
자 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생활사건에 대한 스트레스 양은 환자군이 372.34±172.81, 대조군이 228.27±116.37로 환자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p<0.05).
2) 대처 방식에 있어서는‘체념’
,‘자제’
,‘자기비판’
의 척도에서 환자군이 각각 5.50±2.98, 5.92±
2.38, 6.38±2.99으로 대조군에서 각각 3.27±1.85, 4.86±1.65, 5.05±1.51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
다(p<0.05).
3) 관상동맥질환에 대한 다른 위험요소를 비교할 때 당뇨병, 저 HDL 콜레스테롤혈증, 고혈압의 경우 환
자군에서 각각 30.8%, 30.8%, 46.1%로 대조군의 각각 2.7%, 8.1%, 21.6%보다 높았다(p<0.05). 그러나
흡연, 고중성지방혈증, 고콜레스테롤혈증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이로써 생활사건 스트레스 그리고 체념, 자제, 자기비판 등의 대척방식이 관상동맥질환과 관계가 있으며 당
뇨병, 저 HDL 콜레스테롤증, 고혈압 등의 위험인자가 관련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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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행동의학분야에서 성격적, 행동적 요인이 관상동

서

론

맥질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주목을 받기

최근 도시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가정과 직장에서 과
다한 업무량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는 중년
이상의 인구가 많아지고 있다고 임상가들은 말하고 있
다. 비인간화되어 가는 사회속에서 사람들은 과중한 스
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가는 동안 이로 인한 정신신체질
환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스트
레스는 개인에 의해 지각되는 외적 및 내적 자극을 가
리키며 이것은 감정을 일으키고 마침내는 건강과 생존
을 위협하는 생리적 변화를 야기시킨다1). 이들 중 대표
적인 질환중의 하나가 관상동맥질환인데, 살아가는 동
안 많은 생활 사건들과 여기에서 비롯되는 과중한 스트
레스가 위험요인의 하나로 생각되고있다.
관상동맥질환은 두가지로 주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시작하였다. 즉 A형 행동양식의 특성은 시간에 대한
긴박감, 지나친 성취욕구, 경쟁심, 공격성, 적대감등
이 높을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되
는 신뢰감을 지나치게 추구하며 야망 및 목표지향적
특성을 보인다고 한다.
본 연구는 심리적, 사회적 관점에서 관상동맥질환
자가 경험하는 생활사건과 이에 관련된 스트레스 양
을 측정하고 이들에 대한 대처방식을 알아보아 이들
요소가 질병에 미치는 지의 여부를 규명하고자 하였
다. 이를 통해 밝혀지는 관상동맥질환자들의 스트레
스 양과 생활사건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방식을 평가
하여 관상동맥질환과의 관련성을 평가하고자 본 연
구를 시행하였다.

운동이나 불안으로 악화되는, 수분간 지속되며, 휴식에

연구대상 및 방법

의해 완화되는 흉부 근처의 통증으로 정의되는 협심
증2)과 심근으로 가는 혈액의 공급이 부족하여 조직의
괴사를 가져오는 심근경색으로 나뉜다3). 관상동맥질
환의 임상 양상은 흉통(협심증), 심근 경색, 심부전증,
부정맥, 급사 등으로 대별할 수 있고, 가장 의미있는
임상 증상은 흉통이다4). 흉통을 주로 호소하는 관상
동맥질환의 위험요인으로 고혈압, 비만, 흡연, 당뇨병,
고 혈청 콜레스테롤 수준, 운동부족 등이 지적되고 있
지만 이들과 함께 복잡한 심리적 요인이 관상동맥질
환의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는 연구가 국내에
서도 밝혀졌다5).
역학연구를 통해 밝혀진 관상동맥질환의 위험요인
으로는 연령, 고혈압, 흡연, 콜레스테롤 수준, 가족력,
6)

1. 연구대상
조사 대상자는 1995년 9월 1일 부터 1996년 4월
31일까지 의대 부속병원 순환기 내과를 방문하여 심전
도 및 심장 초음파 검사등을 통하여 관상동맥질환으로
진단받은 29명중 설문지를 완성한 26명의 환자를 관
상동맥질환 환자군(이하 환자군으로 칭함)으로 하고
단순히 건강 진단만을 목적으로 건강진단센터를 방문
하여 심혈관계 및 기타 장기에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은 39명중 설문지조사에 협조한 37명을 대조군으로
하였다.

2. 연구방법

비만, 당뇨병, 신체활동의 부족, 성별 등이 있으나 ,

환자군과 대조군 사이에서 스트레스의 정도와 대처

이러한 각각의 위험 요인들이 관상동맥질환의 발병

방식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

원인을 충분히 설명하지는 못한다고 한다. 그에 따라

였다.

심리적 그리고 사회적 요인들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이 대두되었다7). 즉 관상동맥질환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알려진 고혈압, 흡연, 비만 등과는 무관하
게 복잡한 심리적 요인들이 관상동맥질환의 원인으
로 작용하고 있다는 보고들이 발표되어왔다5)8). Friedman과 Rosenman9)은 A형 행동양식(Type A
Behavior Pattern)이라는 개념을 제안하면서 심리학

1) 생활사건과 스트레스의 측정
Holmes와 Rahe10)가 제작하고 이평숙11)이 표준화한,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98개의 생활사건 문항의
요인 분석을 마친‘생활사건 척도(Scale of Life Events,
이하 SLE)’
를 이용하였다. 그 중 70개의 문항은 부정
적 스트레스, 28개의 문항은 긍정적 스트레스로 구성된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 생활변화량 측정은 환자군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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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관상동맥질환으로 진단 받기 전 1년 동안의 스트레
스 양을 측정하였고 대조군의 경우에는 건진센터 내원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coronary artery disease patients and controls
Patients
(N=26)

전 1년 동안의 스트레스의 양을 종합하여 측정하였다.

Control
(N=37)

Sex

2) 대처방식에 대한 측정
Carver 등12)이 개발한 대처방식을 기초로 하여 한국
실정에 맞도록 전겸구등13)이 개발 및 제작하여 타당도

Male(%)

73.1

59.4

Female(%)

26.9

40.6

Age(year,Mean±SD)

55.38±8.84 52.51±6.05

및 신뢰도(α＝0.70이상)가 검증된‘다차원적 대처 척

Education(year,Mean± SD) 11.24±4.79 11.46±3.86

도(Multidimensional Coping Scale, 이하 MCS)’
를

Marital status

사용하였다. MCS는 15개의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

Married(%)

92.4

94.6

Others(%)

7.6

5.4

2( 7.7)

1( 2.7)

4(15.4)

4(10.8)

으며‘전혀 그렇지 않다. ’
에서‘매우 그렇다. ’
의 4단계
의 평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 척도의 구성은 다음
과 같다. 즉, 적극적 대처(active coping-나는 내 마음

Monthly Income(won/year, %)
>500,000
500,000-1,000,000

을 편안하게 위로할 사람을 찾는다 등 4문항), 소극적

1,000,000-2,000,000

10(38.5)

17(45.9)

철수(passive withdrawal-나는 문제 상황을 피한다

2,000,000-3,000,000

9(34.6)

11(29.7)

등 3문항), 정서표출(emotional expr-ession-나는

<3,000,000

1( 3.8)

4(10.8)

화난 감정을 그대로 발산한다. 등 5문항), 적극적 망각
(active forgetting-나는 문제 상황을 가능하면 잊으려

건 스트레스와 대처방식과의 상관관계를 Chi-square

고 노력한다 등 4문항), 자제(accomoda-tion-나는

검증과 Pearson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다.

언젠가는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고 기다린다 등 4문항),
고집(perseverance-나는 문제 해결과 관계없이 평소

결

과

에 하던 대로한다 등 5문항), 긍정적 해석(positive
interpretation-나는 문제 상황에서 가능하면 긍정적
인 면을 보려한다 등 4문항), 긍정적 비교(positive
comparision-나는 나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한다 등 5
문항), 동화(acceptance-나는 상대방의 의견에 맞추
려고 노력한다 등 4문항, 체념(fatalism-나는 ‘이것
도 내 팔자려니’하고 받아들인다 등 3문항), 자기비판
(self-criticism-나는 문제에 대하여 나 자신을 탓한
다 등 4문항), 정서적 진정(emotional pacifi-cation나는 편안한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한다 등 4문항), 정
서적 지원 추구(emotional support seeking-나는 편
안한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한다. 등 4문항), 문제 해결
적 지원 추구(problem-solving support see-king나는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도와줄 사람을 구
한다. 등 4문항), 종교적 추구(religious see-king-나
는 평소보다 더욱 기도를 한다 등 5문항)등이다.

1. 인구학적 특성
연구 대상자는 총 63명으로 환자군이 26명, 대조군
이 37명 이었다. 환자군은 남자가 19명(73.1%), 여자
가 7명(26.9%), 대조군은 남자가 22명(59.4%), 여자
가 15명(40.6%)으로 2군간의 성별차이는 없었다. 평균
연령은 환자군이 55.38±8.84세(32~75세), 대조군이
52.51±6.05세(42~66세)로 환자군과 대조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평균 교육정도는 환자군이 11.24
±4.79년, 대조군이 11.46±3.86년 이었다. 경제적 수
준의 경우 환자군에서는 월수입이 평균 100~200만원
사이가 10명(38.5%), 200~300만원 사이가 9명
(34.6%)이었으며, 대조군의 경우 평균 100~200만원사
이가 17명(45.9%), 200~300만원사이가 11명(29.7%)
이었다. 결혼 상태별로는 환자군의 경우 기혼인 경우가
24명(92.4%), 동거 1명(3.8%), 재혼 1명(3.8%)이었

3. 자료분석

고, 대조군의 경우 기혼인 경우가 35명(94.6%), 동거

통계분석은 Window 95형 SPSS version 7.0을 이

1명(2.7%), 사별 1명(2.7%)이었다. 현재의 거주지역

용하여 처리하였다. 양 군에서의 각 검사척도의 점수에

으로는 환자군의 경우 대도시가 16명(61.5%), 중소도

대하여 T-test를 실시하였고 인구학적 특성과 생활사

시 9명(34.6%), 농촌이 1명(3.8%), 대조군의 경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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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risons of coping strategies in coronary artery disease patients and controls

Active coping

CAD patients(Mean, SD)

Control(Mean, SD)

t

p

7.50(1.88)

6.11(2.39)

-2.477

0.016*

Passive withdrawal

2.50(1.82)

1.73(1.35)

-1.934

0.058

Emotional expression

7.54(4.24)

6.27(2.88)

-1.414

0.163

Active fogetting

6.88(1.77)

6.46(2.16)

-0.828

0.411

Accomodation

5.92(2.38)

4.86(1.65)

-2.084

0.041*

Perseverance

7.08(3.64)

5.86(2.92)

-1.464

0.148
0.319

Positive interpretation

7.54(2.69)

6.89(2.39)

-1.004

Positive comparison

7.19(2.74)

7.95(2.75)

1.073

0.288

Acceptance

7.19(2.37)

6.38(1.83)

-1.538

0.129

Fatalism

5.50(2.98)

3.27(1.85)

-3.660

0.001*

Self-criticism

6.38(2.99)

5.05(1.51)

-2.321

0.024*

Emotional pacification

7.69(2.33)

6.92(2.19)

-1.344

0.184

Emotional support seeking

5.04(2.99)

4.57(2.54)

-0.673

0.504

Problem-solving support seeking

6.15(2.62)

5.11(2.76)

-1.512

0.135

Religious seeking
*p<0.05 by T test

3.62(5.31)

4.86(5.12)

0.939

0.351

도시가 24명(64.9%), 중소도시 7명(18.9%), 농촌이

환자군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다(t＝-2.321, p＝0.024,

6명(16.2%)이었다(표 1).

p<0.05). 그밖에도 환자군에서는 소극적 철수, 정서표

환자의 평균 이환 기간은 설문지 작성일을 기준으로

출, 적극적 망각, 고집, 긍정적 비교, 동화, 정서적 진정,

평균 11±2.6개월이었으며 진단을 받은 후 치료기간은

문제 해결적 지원추구, 정서적 지원추구의 척도에서 높

9±3.1개월이었다. 26명의 환자중 21명은 응급실을 통

은 점수를 받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해서 내원하였으며 4명은 외래를 통하여 1명은 건진센

는 않았다. 대조군에서 긍정적 비교와 종교적 추구의

터에서 진단받았으며 대부분 환자의 주소는 흉통이었다.

척도에서 환자에 비해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통계적

2. 환자군과 대조군 사이의 생활사건 스트레스의 비교
생활사건에 대한 스트레스 양은 환자군이 374.34±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표 2).

4. 양군에서 관상동맥질환에 대한 다른 위험요소와의
비교

172.81, 대조군이 228.27±116.37로 환자군에서 높
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4.013,

당뇨병의 경우 환자군에서 8명(30.8%), 대조군에서 1
명(2.7%)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많았고(χ2＝9.823,

p＝0.001, p<0.05).

df＝1, p＝0.002), 저 HDL 콜레스테롤혈증의 경우 환자

3. 환자군과 대조군 에서 대처 방식의 차이 비교
대처 방식에 있어서는 체념의 척도에서 환자군이
5.50±2.98, 대조군이 3.27±1.85로 환자군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고(t＝-3.660, p＝
0.001, p<0.05), 적극적 대처의 척도에서 환자군이
7.50±1.88, 대조군이 6.11±2.39로 환자군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2.477, p＝0.016,
p<0.05). 자제의 척도에서 환자군이 5.92±2.38, 대조
군이 4.86±1.65로 환자군에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군에서 8명(30.8%), 대조군에서 3명(8.1%)으로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많았으며(χ2＝5.441, df＝1, p＝0.020),
고혈압의 경우에도 환자군에서 12명(46.1%), 대조군에
서 8명(21.6%)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χ2
＝4.241, df＝1, p＝0.039). 그러나 그 외의 위험요소인
흡연, 고중성지방혈증, 고콜레스테롤혈증에서는 환자군과
대조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표 3).

보였고(t＝-2.084, p＝0.041, p<0.05), 자기비판의 척

5. 관상동맥질환과 스트레스, 대처방식과의 상관관계

도에서 환자군이 6.38±2.99, 대조군이 5.05±1.51로

스트레스와 질환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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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mparison of other risk factors between coronary artery disease patients and controls
CAD patients N=26(%)

p

Control N=37(%)

χ2
9.823

0.002*

4.241

0.039*

0.215

0.898

5.770

0.056

5.441

0.020*

1.198

0.274

DM
FBS>140mg/dl

8(30.8)

1 ( 2.7)

FBS≤140mg/dl

18(69.2)

36(97.3)

Hypertension
Systolic>140 or diastolic>90

12(46.1)

8(21.6)

Systolic≤140 and diastolic<90

14(53.9)

29(78.4)

Cholestero

6(23.1)

7(18.9)

200～240mg/dl

8(30.8)

13(35.1)

≤200mg/dl

12(46.1)

17(47.0)

>240mg/dl

Triglyceride

>240mg/dl

0( 0.0)

1( 2.7)

200～240mg/dl

9(34.6)

4(10.8)

≤200mg/dl

17(65.4)

32(87.5)

≤35mg/dl

8(30.8)

3( 8.1)

18(69.2)

34(91.9)

HDL-cholesterol
>35mg/dl
Smoking
Smoker

Non-smoker
*p<0.05 by χ 2 test DM：diabetes mellitus

4(15.4)

10(27.0)

22(84.6)

27(73.0)

보였다(r＝0.457, p＝0.001, p<0.05). 대처방식 중에서

신자애가 악화되기도 한다14). 스트레스는 또한 신체적,

는 적극적 대처(r＝0.302, p＝0.016, p<0.05), 체념

심리적 질병의 발병 및 지속에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r＝0.424, p＝0.001, p<0.05), 자기비판(r＝0.285, p＝

알려져 있다10).

0.024, p<0.05), 자제(r＝0.258, p＝0.041, p<0.05)의

본 연구에서 생활사건에 의한 스트레스의 양은 환자

요인이 관상동맥 질환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며 다른

군에서 대조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대처방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스트레스가 관상동맥 질환의 발생에 유의하게 기여한
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심리적 요인들이 관상동맥질

고

찰

환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유희정5)의 보고와도
일치하는 것이며 일의 과부하(overloading)나 생활 스

본 연구는 관상동맥질환자들의 인구학적 특성을 조
사하고, 이들이 경험하는 생활사건과 이에 관련된 스트

트레스가 관상동맥질환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는 것
과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다15).

레스의 양과 대처 방식의 특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환자군에서 대조군과 비교하여 주로 사용한 대처 방

또한 스트레스 이외에 관상동맥질환의 위험요인들이

식에는‘체념(fatalism)’
,‘자제(accomodation) ’그

질환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리고‘자기비판(self-criticism) ’
이었다. 이러한 대처

인간은 심신이 건전한 상태에서는 자아의 원만한 방

방식들은 고통스러운 생활 사건들을 경험했을 때 이들

어기제의 기능으로 자기 내외에서 오는 자극을 적절히

을 포기하거나, 감정 표현을 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담아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신체질환이라는 상황에 직면하

둔다든지, 혹은 자기 탓으로 돌리는 등의 소극적, 부정적

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자아의 방어기제에도 변화가

대처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소극적, 부정적

오며 방어가 적절하지 못하면 두려움, 우울, 불안, 공포

대처 방식이 관상동맥 질환의 한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등을 경험하게 되고, 억압되어 있던 감정적 욕구와 무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사실은 관상동맥 질환자들에

의식적 갈등이 되살아나고 간혹 내재화 되어 있던 신경

대해서 이들이 가진 소극적, 부정적 대처 방식을 적극적,

증적 또는 정신병적 경향에 유발되거나 또는 기존의 정

긍정적 표현 방식으로 대치시키는 심리적 프로그램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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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 치료와 함께 제공한다면 관상동맥질환의 빈도를 줄

성장의 기회이고 스트레스에 대한 감정을 파악해야 하

이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며, 종전의 대처방식이 통하지 않으면 새로운 대처 방
17)

관상동맥질환자의 대처방식 중에 전겸구와 김교헌

식을 배우도록23)지도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러한

에 의해 효과적인 대처방식으로 알려진 적극적 대처의

치료를 통하여 스트레스에 대한 부적응적인 반응24)을

척도가 예상과는 달리 대조군에 비해서 통계학적으로

해소하도록 하여 관상동맥질환자가 질환 자체가 스트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환자군의 특성

레스로 작용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앞으로의 치료에

중 고혈압 환자등에서 이른바 성격이 급하고 외향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사람들에서의 성격특성 때문에 이 요인이 기인하는 지
에 대한 앞으로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의 제한점으로 첫째, 연구 대상자는 양군
을 비교할 때 유의한 차이가 없으므로 비교연구에 무리

그리고 심혈관계 증상은 공황장애에서 흔히 보이는 증

가 없음을 의미하지만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을 내원한

상으로 나타나고, 최근의 연구에서는 관상동맥질환으로

환자와 건진을 이용하는 환자의 생활수준이 일반인들

진단된 환자들에서 공황장애의 유병율이 높다고 알려진

을 대표하기 어렵다는 제한점이 있다. 둘째, 조사 대상

18-20)

바

있다. 이에 공황장애 환자에서의 스트레스와 이

자의 식이습관이나 약물복용 등의 여부가 자세히 조사
되지 않았으며, 관상동맥 질환자의 경우 이들은 검사

에 따른 대처방식의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관상동맥질환의 위험 요인으로 생활사

당시 약물을 복용중이어서 위험요소중에 혈중 농도들

건 스트레스이외에 다른 요인들을 비교해본 결과, 당뇨

이 기존의 연구결과에서 처럼 두드러지지 못했던 것으

병, 저HDL 콜레스테롤혈증, 고혈압등이 환자군에서 대

로 추정된다. 셋째, 스트레스 측정 방식이 발병전 1년

조군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왔다. 이 결과는 기존의 역

동안의 양으로 측정하였는데 이는 질환자의 경우 부정

6)

21)

학 조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 그러나 김영철 등 은

확하거나, 현재의 질병으로 인하여 더 많은 스트레스

혈중 중성지방의 농도는 스트레스의 정도에 따라 증가

점수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향후

하였으며 자세한 후속 연구를 기대한다. 흡연, 고콜레

스트레스의 측정 및 대처방식의 평가이외에 다른 정신

스테롤혈증, 고중성지방혈증등이 기존 연구 결과와는

병적, 신경증적 질환과 관상동맥질환과의 관련성에 대

달리 본 연구 결과에서는 유의있게 나오지 않았다. 이

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는 연구 대상의 수가 충분치 않거나 조사 기간이 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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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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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Event Stress and Coping Strategy in the Patients with
Coronary Artery Disease
Baik Seok Kee, M.D., Se Man Oh, M.D., Chee Jeong Kim., M.D.
Department of Psychiatry, Chung-Ang University Hospital, Seoul

Objectives：This study was aimed to investigate and compare the life event stress unit, coping
strategy and other risk factors in coronary artery disease patients who visited Cardiovascular Division
of Dept. of Internal Medicine Chung-Ang University Hospital.
Methods：Review of medical chart, semi-structured interviiew, Scale of Life Events and Multidemensional Coping Scale were applied to patients group(No.＝26) who were diagnosed as cardiovscular disease at Cardiovascular Division Dept. of Internal Medicine, Chung-Ang University Hospital
and control group(No.＝37) who were screened as normal at Health Screening Center. The data were
processed by T test and Chi-square test using SPSS version 7.0.
Results：
：
1) The scores of life event stress of patient group were significantly higher(372.34±172.81) than
those of normal control group(228.27±116.37)(p<0.05).
2) In the aspect of coping strategies, the patients’ group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normal
control group at the fatalism, accomodation and self-criticism(p<0.05), while in the normal control
group, the positive comparison and religioius seeking tended to be higher than in the patients group,
with no statistical significance.
3) Comparing other risk factors of coronary artery disease, the patients group was higher than the
normal control group at the incidence of diabetes, hypo-HDL-cholesterolemia and hypertension
(p<0.05). But the incidence of smoking, hypertriglyceridemia and hypercholesterolemia did not differ
significantly.
Conclusions：
：The life event stress was found to be o
ne of the risk factors of coronary artery disease. The passive-negative coping strategies, such as the
fatalism, accomodation and self-criticism, were also another risk factors.
KEY WORDS：Coronary artery disease·Life event stress·Coping strategies·Risk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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