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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력이 스트레스 반응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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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messages
본 연구는 호흡 순환기 질환자의 지각된 스트레스, 미세먼지 위험 인식, 극복력의 정도를 확인하고 이들
변수 간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지각된 스트레스, 미세먼지 위험인식, 극복력이 스트레스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시도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만 20세 이상의 호흡기 및 순환기 질환자 18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호흡 순환기 질환자의 스트레
스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지각된 스트레스, 극복력, 가족관계, 질환의 종류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한 호흡 순환기 질환자의 지각된 스트레스, 극복력, 가족관계, 질환의 종류 파악은 스트레스 반응을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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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ackgroun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termine the degree of perceived stress, fine dust risk
perception, and resilience in patients with respiratory and circulatory disorders, and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se variables.
Methods: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on 184 patients with respiratory and circulatory
diseases over the age of 20 and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stepwise regression analysis using the SPSS program.
Results: The study found perceived stress, resilience, family relationship, and type of disease to be
factors affecting the stress response of people with respiratory and circulatory disorders.
Conclusions: Understanding the perceived stress, resilience, family relationship, and type of respiratory
and circulatory disorder prevents stress response and contributes to stress nur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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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스트레스란 내외적 요구가 개인에게 과다한 부담이 되
거나 개인의 대처능력을 넘어서는 경험을 의미한다[1]. 스
트레스와 정서의 지각은 건강과 관련된 유용한 변수일 수
있으며, 과도한 스트레스는 분노, 불안, 우울을 유발하고
[2] 스트레스 반응으로 나타나는 우울, 분노는 관상동맥
질환자의 심장질환 재발 및 사망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주
요 요인으로 제시되었다[3]. 이러한 스트레스는 인체 내에

서 비특이적으로 나타나며, 개인이 스트레스를 다루는 에
너지양은 한정되어 있다. 에너지 사용과 스트레스 적응은
유전형질, 태도, 생활방식에 따라 달라지며[1] 비슷한 양
상의 스트레스 상황이나 유사한 수준의 스트레스라 하더
라도 스트레스에 대한 인지평가 정도에 따라 개인의 스트
레스 반응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1].
또한 스트레스 정도가 높아짐에 따라 질환 발현 가능성
이 높아지는데[4] 특히 만성 스트레스는 심혈관 질환 발현
의 위험성을 높인다[5]. 이때 자신의 질병에 대한 스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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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를 유연하게 대처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고 보고된 극복
력은[6]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질병을 극복하
여 더 나은 상태로 적응하도록 하는 긍정적 힘으로 작용하
며 스트레스와 부적 상관관계를 보인다[7].
호흡 순환기 질환은 스트레스에 영향을 받으며 미세먼
지에 취약한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공중보건 문제이다
[8,9]. 미세먼지는 폐 기능의 감소, 천식 악화, 만성 기관
지염의 발생 등과 같은 호흡기계 질환을 악화시킨다. 또한
미세먼지는 혈관기능 장애, 혈전증, 불규칙한 심장 박동
등과 같은 심혈관계 증상발현의 주요 원인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미세먼지의 농도가 높을수록 내과 진료 횟수가 높
아진다고 알려졌다[10,11]. 심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한 과
거 연구에서는 미세먼지가 우울증, 스트레스, 재입원과 사
망과 같은 부정적 결과에 대한 예측요인으로 보고되었고
[12], 반복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심박수와 혈압상승은 동
맥경화의 위험도를 높이는 요인이며 고혈압 및 심혈관질
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보고되었다[5,13]. 대기 오
염으로 뇌졸중 입원 및 뇌졸중 사망의 위험을 일시적으로
증가시키는 것과 같이 미세먼지의 노출은 폐, 심장과 다양
한 장기에 영향을 미치며 병원 방문, 입원 증가와 사망률
을 증가시킨다[14]. 순환기질환인 허혈성 심장질환과 미
세먼지의 연구에서는 미세먼지에 대한 만성 노출이 심근
경색 환자 사망률의 위험증가와 관련 있다고 보고하였다
[15]. 또한 미세먼지가 포함된 대기오염은 급성 악화 만성
폐쇄성폐질환자의 입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
다[16]. 호흡 순환기 질환자는 최근 한국에서도 환경적 요
인이자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가 2013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미세먼지로 인해 질병 발병 위험
성이 높아졌다고 보고된 바 있다[17,18]. 미세먼지가 체내
에 유입되어 다양한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미
세먼지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지면서 미세먼지의 증가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19], 결국 2020년에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20].
사람들은 고농도 미세먼지 환경 속에서 신체이상 반응
과 불안감을 직접 경험하고 미세먼지의 위험성을 간접적
으로 실외활동이 오히려 건강을 악화시킨다고 평가함으로
써 야외 신체활동을 중단하는 행동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21]. 이는 미세먼지 위험인식으로 나타나는데 위
험인식은 감각정보에 의한 환경 위험지각의 종류이며[22]
야외 신체활동 중단과 같은 건강행동은 질병의 위험 수준
과 감염 가능성을 인식하는 지각된 위협 그리고 특정 행동
으로 얻게 될 이익과 방해를 판단하는 행동적 평가로 결정
된다[22]. 이상의 연구 결과로 보았을 때, 대기 중의 미세
먼지 농도가 높을수록 호흡기계 및 심혈관계 질환의 증상
악화를 초래하고 본 질환의 유병률 및 사망률을 증가시키
며[23], 미세먼지의 환경적 요인은 미세먼지 위험 인식으
로 나타난다[21].
스트레스 특성은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해도 그 상황을
긍정적으로 느끼거나 적절히 대처하여 환경과 긍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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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하게 한다[24]. 미세먼지 위험인식은 스트레스의
특성을 개인의 주관적 심리와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맥
락의 복합적 결합에 의해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19]. 최근 미세먼지 관련 선행연구는 미세먼지의 위험성,
건강장애 등에 대한 연구가 있었으나[45,46] 미세먼지 위
험과 관련하여 스트레스 지각, 극복력, 스트레스 증상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며,
호흡 순환기 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없었다. 호흡
순환기 질환자는 미세먼지 취약계층으로 미세먼지로 인한
스트레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미세먼지 위험 인식, 스트
레스 반응, 지각된 스트레스 극복력을 총체적으로 파악해
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호흡 순환기
질환자의 미세먼지 위험인식, 지각된 스트레스, 극복력이
스트레스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여 호흡 순환기 질
환자들의 스트레스 반응 중재 개발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
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호흡 순환기 질환자의 지각된 스트레스, 미세
먼지 위험 인식, 극복력, 스트레스 반응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 변수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
구이다.

2. 연구대상자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 소재의 K 대학병원에 입원 또
는 외래 내원하고 있는 20세 이상의 호흡기 및 순환기 질
환자로서,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호흡기질환자
는 질병분류정보센터의 질병분류코드를 기준으로 J00∼J99
에 해당하는 자로서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폐렴, 기타
호흡기 질환(급성 기관지염, 인플루엔자, 알레르기성 비
염, 폐기종, 폐부종, 간질성 폐질환, 농흉, 기흉)을 포함하
는 자이며, 순환기 질환자는 질병분류정보센터의 질병분
류코드를 기준으로 I00∼I99에 해당하는 자로서 고혈압,
뇌졸중, 협심증, 기타 순환기질환(뇌경색증, 대뇌동맥, 저
혈압, 심근경색, 폐색전증, 심근염, 심부전)을 포함하였다.
또한 정신질환자, 문맹자, 인지능력이 감소된 자, 암 환자
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연구에 필요한 대상자 수는
Cohen [25]의 기준에 따라 표본 크기 계산 프로그램인
G*power 3.1.9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예측 변수 13
개를 이용한 회귀분석, 중간 수준 효과 크기 0.15, 통계적
검정력 0.80, 유의수준 .05로 산출한 결과 필요표본 수는
135명이었다. 이에 본 연구는 탈락률 약 20%를 고려하여
184명(호흡기 질환자 92명, 순환기 질환자 92명)을 대상
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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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도구

4. 자료수집방법

1) 지각된 스트레스
Cohen [27]에 의해 개발된 척도로 Cohen [25]에 의
해 개정된 10개 문항의 PSS (Perceived Stress Scale)를
Lee 등[28]이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PSS는 10개 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5점 척도로 총점의 범위
는 0~40점이며 총점이 높을수록 지각된 스트레스의 정도
가 심한 것을 의미한다. Lee 등[28]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
수(Cronbach’s α)는 0.81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0.91이
었다.

자료수집은 2019년 9월 5일부터 12월 5일까지 서울시
에 소재한 K 대학병원 간호부의 협조를 받아 연구자가 대
상 병원을 방문하여 호흡순환기 질환자에게 연구 목적과 취
지를 설명하고 모집 공고문을 통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
였으며, 설문지 작성 전 대상자가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알
고 동의서를 작성한 경우에 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2) 미세먼지 위험 인식
미세먼지 위험 인식의 측정은 Fischoff 등[29]이 개발
하고 Oh 등[30]이 번안 수정한 미세먼지 위험 인식 도구
를 사용하였다. 위험의 자발성, 즉각성, 위험에 대한 지식
및 통제성, 익숙성, 영향을 미치는 기간, 일반적인 염려,
결과의 심각성 등에 의해 결정되어 총 11문항, 5점 리커
트 척도로 측정되어 총점의 범위는 11~5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미세먼지 위험인식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Oh 등[30]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0.72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0.85이었다.
3) 극복력
극복력 측정은 Wagnild와 Young [31]이 개발한 극복
력 척도(Resilience Scale, RS)를 Song [32]이 번안 수
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었고,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으
로 최저 25점에서 최고 125점까지 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극복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Cronbach’s α는 0.85, Song [32]의 연구에서는 0.87,
본 연구에서는 0.92이었다.
4) 스트레스 반응
스트레스 반응양상을 측정하기 위해 1977년 미국 워싱
턴 대학교 간호대학 스트레스 반응 관리 연구소에서 개발
한 Symptom of Stress (SOS)를 Lee [33]가 번역한 척도
를 사용하였다. 총 척도는 94항목이고, 각 항목은 0점(전
혀 없다)부터 4점(매우 자주 있다)까지의 5점 척도이며
10개의 하위 척도로 분류되어 있다. 10개의 하위 척도는
말초혈관 증상군 7문항, 심폐 증상군 15문항, 중추신경계
증상군 5문항, 위장계 증상군 9문항, 근육긴장 증상군 9
문항, 습관적 행동 형태군 15문항, 우울증상군 8문항, 불
안 증상군 11문항, 정서적 불안정 분노군 8문항, 인식력
장애군 7문항이다. 그 외에 95번 문항은 개방식질문으로
94개문항에서 묻지 않은 다른 반응이 있는지를 답하도록
하였다. 도구개발 당시 SOS 총 척도의 Cronbach’s α 계수
는 0.96, 하위척도 10개의 Cronbach’s α 계수는 0.71∼
0.87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0.95로 나타났다

5.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를 위해 작성된 설문자료의 분석은 SPSS/WIN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지각된 스트레스 정도, 미세
먼지 위험 인식 정도, 극복력, 스트레스 반응의 정도는 빈
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로 산출하였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반응의 차이
를 알아보기 위해 비 모수적 검정방법 범주가 2개 일 때는
Mann-Whiteny 검정, 범주가 3개 이상일 때는 KruskalWailis 검정을 실시하였다.
3) 대상자의 지각된 스트레스 정도, 미세먼지 위험 인식
정도, 극복력, 스트레스반응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의 적
률상관계수(Pearson’s moment correlation coefficient)
로 분석하였다.
4) 대상자의 스트레스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
악하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6.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서울 소재 K 대학교 기관윤리심의위원회
(KUIRB-2019-0230-01)에서 승인을 받은 후 연구를 시
작하였다. 윤리적 요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진행하였고, 연
구대상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는 연구자에 의한
비밀로 보장하였으며, 연구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서를 취
득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관 및 폐기할 것임을 설
명하였다.

결

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는 호흡 순환기 질환자로 184명이며
연구대상자의 성별은 남자는 98명(53.26%), 86 (46.74%)
명이 여자였다. 연령은 70~79세(28.80%)로 가장 많았고,
가족관계는 기혼이 138명(75.00%), 이혼 및 사별 30명
(16.30%), 미혼 16명(8.70%) 순이었으며, 교육 수준은 고
졸이 104명(56.52%)로 가장 많았다. 월 수준은 100만원
미만 82명(44.57%)으로 가장 많았고 입원 및 외래 구분
에서는 외래가 130명(70.65%)으로 많았으며 종교는 무교
78명(42.39%)가 가장 많았다. 질환의 종류는 호흡기 질환
자 92명(50.00%), 순환기 질환자 92명(50.00%)이며 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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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질환 중 천식이 29명(15.76%), 만성 폐쇄성 폐질환 28
명(15.22%), 폐렴 24명(13.04%), 기타 호흡기질환 19명
(10.33%) 순으로 많았고 순환기 질환 중 협심증 30명
(16.30), 뇌졸중 24명(13.04%), 고혈압 19명(10.33%), 기
타 순환기 질환 11명(5.98%) 순으로 나타났다(Table 1).

2. 대상자의 지각된 스트레스, 극복력, 미세먼지 위험 인식,
스트레스 반응의 정도
대상자의 지각된 스트레스는 1.76±057, 미세먼지 위
험 인식은 3.30±0.47, 극복력은 3.62±0.38, 스트레스
반응은 0.41±0.27로 나타났다(Table 2).

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족관계의 경우 어떤 집단이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사후분석을 수행한 결과 사별과 이
혼그룹이 0.51±0.32점으로 기혼 그룹, 0.38±0.23점보
다 스트레스 반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질환의 종류
세부항목에서는 협심증 그룹이 0.63±0.27점으로 고혈
압, 천식, 폐렴 그룹보다 스트레스 반응이 높았다. 만성 폐
쇄성 폐질환, 협심증, 폐렴 그룹이 뇌졸중과 뇌경색증 대
뇌동맥, 저혈압, 심근경색, 폐색전증, 심근염, 심부전을 포
함하는 기타 순환기질환 그리고 급성 기관지염, 인플루엔
자, 알레르기성 비염, 폐기종, 폐부종, 간질성 폐질환, 농
흉, 기흉을 포함하는 기타 호흡기 질환 그룹보다 스트레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반응 차이
대상자의 스트레스 반응 정도는 가족관계(Z=7.56, p=
.023), 입원 및 외래 구분(Z=−3.36, p=.001), 질환의 종
류(Z=−2.32, p=.010), 질환의 종류 세부 항목(Z=56.63,
p＜0.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
원 및 외래 구분에서는 입원이 0.49±0.23점으로 외래
0.38±0.28점보다 높게 나타났고 질환의 종류에서 순환
기 질환이 0.47±0.032점, 호흡기 질환이 0.35±0.19점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for each factor in patients with respiratory
and circulatory disorders (N=184)
Factor

Mean

SD

Min

Max

Possible
range

Perceived stress
Risk recognition of
fine dust
Resilience
Stress response

1.76
3.30

0.57
0.47

0.80
2.50

3.10
4.70

0∼4
1∼5

3.62
0.41

0.38
0.27

1.72
0.01

4.76
1.93

1∼5
0∼4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respiratory circulatory disorders (N=184)
Variables
Age (year)

Marital status

Gender
Education level

Monthly level

Hospitalization
Religion

Respiratory/Circulatory
Type of disease

Categories
＜50
50~59
60~69
70~79
80≤
Non-married
Married
Divorced and bereavement
Male
Female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College
＜1 million won
1~2 million won
2~3 million won
＞3 million won
Inpatient
Outpatient
Christian
Catholic
Buddhism
Atheism
Respiratory diseases
Circulatory disease
Angina
Hypertension
Stroke
Circulatory-others (heart failure, hypotension, etc)
Asthma
COPD
Pneumonia
Respiratory-others (pulmonary emphysema,
pneumothorax, etc)

COPD: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n

%

24
22
47
53
38
16
138
30
98
86
6
19
104
55
82
51
29
22
54
130
20
56
30
78
92
92
30
19
24
19
29
28
24
11

13.04
11.96
25.54
28.80
20.65
8.70
75.00
16.30
53.26
46.74
3.26
10.33
56.52
29.89
44.57
27.72
15.76
11.96
29.35
70.65
10.87
30.43
16.30
42.39
50.00
50.00
16.30
10.33
13.04
10.33
15.76
15.22
13.04
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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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이 높게 나타났다. 이외에 조사한 일반적 특성인 연
령, 성별, 교육 수준, 월 수준, 종교에서는 스트레스 반응
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3).

4. 대상자의 지각된 스트레스, 미세먼지 위험 인식, 극복력,
스트레스 반응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스트레스 반응과 지각된 스트레스는 양의 상
관관계(r=.686, p＜.010), 스트레스 반응과 미세먼지 위
험 인식은 양의 상관관계(r=.515, p＜.010), 스트레스 반
응과 극복력은 음의 상관관계(r=−.518, p＜.010)로 유의
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즉 지각된 스트레스가 높아질
수록 스트레스 반응이 증가하며 스트레스 반응과 미세먼
지 위험 인식이 높아지고 지각된 스트레스가 낮아질수록
극복력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투입한 단계적 선택 방법의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수행한 결과 모형의 설명력은 54.2%이며 통계적으
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이 중 지각된 스트
레스가 44.5%로 가장 높은 설명력을 나타내었고 질환의
종류 5.4%, 극복력 2.7% 가족관계 1.6% 순으로 나타났
다. 또한 분산팽창지수 값이 모두 10 미만으로 설명변수
들 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
자의 스트레스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지각된 스트
레스(β=0.219, p＜.001), 극복력(β=−0.140, p=.003),
만성폐쇄성폐질환(β=−0.158, p=.004), 기혼(β=0.112,
Table 4. Correlation between perceived stress, perception of fine dust risk,
resilience, and stress response
Variable

5. 대상자의 스트레스 반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
스트레스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스트레스 반응과의 유의한 선택 관계를 보인 지각된
스트레스, 극복력 요인과 일반적 특성에서의 질환 종류,
가족관계 요인을 회귀분석 모형에 추가하여 독립변수로

Perceived stress
Risk recognition
of fine dust
Resilience
Stress response

Perceived
stress
1
.783**

Risk
recognition Resilience
of fine dust

Stress
response

1

−.545**

−.494**

.686**

.515**

1
−.518**

1

*p＜.05, **p＜.01.

Table 3. Difference in stress respons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84)
Variables
Age

Marital status

Gender
Education level

Monthly level

Hospitalization
Religion

Respiratory/Circulatory
Type of disease

Categories
Under 50
50∼59
60∼69
70∼79
Over 80
Non-marrieda
Marriedb
Divorced and bereavementc
Male
Female
Elementary school graduate
Middle school graduate
High school graduate
College graduate
Less than 1 million won
1∼2 million won
2∼3 million won
3 million won or more
Inpatient
Outpatient
Christian
Catholic
Buddhism
Atheism
Respiratory diseases
Circulatory disease
Anginaa
Hypertensionb
Strokec
Circulatory-othersd
Asthmae
COPDf
Pneumoniag
Respiratory-othersh

*Bonferroni: c, d, h＜a, e/f＜a, b, e /g＜a.
COPD: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M±SD

Z/χ2

p

0.41±0.33
0.52±0.31
0.45±0.26
0.35±0.18
0.40±0.31
0.53±0.39
0.38±0.23
0.51±0.32
0.43±0.25
0.39±0.29
0.64±0.64
0.47±0.22
0.40±0.23
0.40±0.30
0.42±0.26
0.39±0.27
0.40±0.32
0.47±0.27
0.49±0.23
0.38±0.28
0.56±0.48
0.39±0.23
0.45±0.21
0.38±0.23
0.35±0.19
0.47±0.32
0.63±0.27
0.62±0.48
0.30±0.12
0.29±0.16
0.51±0.22
0.27±0.15
0.32±0.09
0.25±0.12

6.58

.160

7.56 (b＜c)

.023

−1.51

.132

3.64

.303

2.95

.400

−3.36

.001

5.12

.164

−2.32

.010

56.63*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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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29)이었다(Table 5).

다. 만성질환자는 기질적인 병의 만성화로 인한 적응으로
지각된 스트레스가 낮다고 보고되어[37] 지각된 스트레스
가 낮아져 미세먼지 위험인식도 낮아진 것이라 추정된다.
두번째로는 미세먼지 정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어떤 시안에 대해 갖는 감정에 영향을 받아 판단을 내리는
감정 휴리스틱을 기반으로 미세먼지 현황을 파악하며[19]
동일한 위험일지라도 개인의 특성에 따라 위험성이 다르
므로[38] 이로 인해 미세먼지 위험인식과 스트레스 반응
과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지만, 스트레스 반응에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호흡 순환기 질환자의 스트레스 반응에 영
향을 주는 요인으로 극복력의 설명력은 2.7%였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회복과 악화가 반복되면서 증상이 심해
져 호흡곤란, 기침, 객담 등의 호흡기 증상뿐만 아니라 피
로, 수면장애, 기억력 감퇴와 같은 전신적인 증상도 나타
난다[39]. 이로 인해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고, 사회적 역
할도 위축됨을 경험하게 되어 극복력이 저하된다[40]. 호
흡 순환기 질환자 중 비가역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자는 호흡기 증상, 수면장애 등의 스트레스
반응으로 극복력이 저하됐다. 이는 호흡 순환기 질환자들
의 스트레스 반응에 극복력이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는 본
연구를 지지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에서 일반적 특성 중 가족관계
는 스트레스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1.6%의 설명
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가 없는 대상자들은 가
족이나 배우자로부터 받는 지지와 같은 인적 자원이 부족하
고 자기효능감이 낮아지며 스트레스가 증가한다[41,42] 또
한 상실감을 경험하는 노인의 자아존중감은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며 스트레스로 인해 스트레스 반응 중 우울이
나타나게 되며 만성질환 개수가 많고 가족관계가 사별인
노인인 경우 우울 증상이 높았다[43,44]. 이는 가족관계
변수는 스트레스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결과들을 토대로 호흡순환기 환자의 스트레스
반응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지각된 스트레스, 질환의 종류
와 가족관계, 극복력을 파악하는 전략이 우선적으로 필요
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호흡 순환기 질환
에 대한 지역사회적인 접근을 통해 의료의 연속성을 유지
시켜 스트레스 반응을 예방하는데도 도움이 되겠다.
본 연구는 미세먼지 위험인식 측정도구의 이중적 해석

고 찰
본 연구는 호흡 순환기 질환자에 대한 지각된 스트레스
와 미세먼지 위험 인식, 극복력이 스트레스 반응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호흡 순환기 질환자의 스트레스 반
응을 감소시키기 위한 효율적인 스트레스 반응 관리 프로
그램 개발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시도된 상관관
계 연구이다.
본 연구결과 호흡 순환기 질환자의 지각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미세먼지 위험인식이 높고 극복력이 낮았다. 이
는 미세먼지 농도 증가가 호흡 순환기 질환자의 건강을 악
화시킨다는 선행연구를 통해[8,9,34] 미세먼지 위험인식
이 높아질수록 노인의 우울증상이 높아지고 극복력이 낮
아질수록 만성질환자들의 스트레스가 높아진다는 결과를
유추할 수 있다[35].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스트레스, 극복력, 가족관계, 질
환의 종류가 스트레스 반응에 영향 하는 요인이며 54.2%
의 설명력을 가진다. 지각된 스트레스는 스트레스 반응에
영향을 주는데 44.5%의 설명력을 보였다. 이는 지각된 스
트레스가 우울 및 불안 정서상태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고
[3] 만성질환이 있는 노인에서 우울이 나타나는 결과와 일
치한다[36].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반응과 미세먼지 위험 인식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질환의 종류가 스트레스 반
응에 영향하는 요인으로 5.4%의 설명력을 갖고 있어 호흡
순환기 질환자는 스트레스에 취약하다고 사료된다. 미세
먼지는 폐 기능의 감소, 천식 악화, 만성 기관지염의 발생
등과 같은 호흡기계 질환을 악화시키고 혈관 기능 장애,
혈전증, 불규칙한 심장 박동 등과 같은 심혈관계 증상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수록 내과 진
료 횟수가 높다고 보고되었다[16]. 이는 스트레스 정도가
높아짐에 따라 질환 발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4].
미세먼지는 호흡 순환기 질환자에게 신체적 영향을 주
고 있는 데 비해 본 연구에서는 미세먼지 위험 인식이 스
트레스 반응에 유의하지 않은 요인으로 나온 결과는 본 연
구의 대상자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대
상자는 만성질환자, 외래환자가 70.65%를 차지하고 있

Table 5. Stepwise regression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stress response (N=184)
Variable
Intercept
Perceived stress
Type of disease (COPD)
Resilience
Marital status (married)

B
0.675
0.219
−0.158
−0.140
−0.112

COPD: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SE
0.218
0.036
0.055
0.046
0.051

β

0.462
−0.210
−0.195
−0.178

t/F
3.10
6.04
−2.89
−3.02
−2.20

p

Adj R2

F (p)

.002
＜.001

.004
.003
.029

0.442
0.501
0.466
0.513

145.98
21.44
80.73
18.53

(＜.001)
(＜.001)
(＜.001)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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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정보 수집시점 이라는 제한점이 있지만 호흡 순환기 질
환자의 미세먼지 위험인식과 스트레스와 극복력의 상관관
계를 분석하여 보고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관련 요인은 추후 미세먼지 위험인
식은 미세먼지 예방의도에 영향하고[46] 있다는 점을 고
려하여 미세먼지로 인한 스트레스 예방 프로그램 개발 시
정보와 방향을 제시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미
세먼지 위험에 대한 스트레스 반응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
개발 및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계절별, 지역별 조사를 통해 표본 크기를 늘린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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