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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나라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 고속성장과 함께 사람들의

생활환경과학력사회적직위가많이높아졌고, 이에따라사

람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생활하면서 사회적·인적

네트워크를형성하고있다[1]. 이러한것이가능하게된것은

우리사회의최근경제활동인구가매년증가됨에따라, 직장

과 관련하여 주관적, 객관적인 건강상태와 심리적 스트레스

가 가치실현의 중요한 현장으로 인식 되어지고 있다[2] 해도

과언이아니다. 그러나, 모든것이객관적인관점에서중요했

다면 이제는 주관적인 관점과 감정이 중요한 시대로 변화되

면서 많은 것들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달라지고 있다[3].

그러나, 양·질적인측면에서우리의생활환경과수준은과거

에비하여향상된것은맞지만, 질적측면에서국민들의정신

건강과삶의질에대한측면의중요성은이제두각되기시작

하였다[4]. 객관적 측정 가능한 건강상태도 중요하지만, 본인

스스로 건강에 대해 지각하는 주관적 건강상태와 심리적 스

트레스가 삶의 질이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5].

이에 전문가직업군에해당하는성인의스트레스가건강생활

태도와인식그리고삶의질에미치는영향을보고자하였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KNHANES)

원시자료를 허가받고 이용지침서 기준하여 제8기 2차년도

(2020)를 이용하였다. 연구대상자는 19세 이상 성인이며, 직

업군은 전문직 대상자 남녀성인(남자 118명, 여자 140)을 대

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2.2 분석방법

평소 스트레스인지 정도를 종속변수로 일상생활의인식, 정

신건강, 임상검사결과의변수특성에따라정규성검정이후

Mann-whitney 분석과 Chi-square test로 분석하였다. 통계

분석 도구는 SPSS ver 25.0을 사용하였고, 통계적 유의수준

은 0.05로 하였다.

성인의 스트레스 인식 정도에 따른 건강상태와 삶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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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연구에서는주관적건강상태와심리적스트레스가삶의질과의연관성이있는지알아보았다. 이에전문가직업군에
해당하는성인의스트레스가건강생활태도와인식그리고삶의질에미치는영향을보고자하였다. 질병관리본부국민
건강영양조사(KNHANES) 원시자료를허가받고이용지침서기준하여제8기 2차년도(2020)를 이용하였다. 평소스트레
스와 주관적 건강인지 정도, 최근 2주간 몸이 불편했던 경험 유·무, 주관적 체형 인식, 1년간 체중변화 여부는 통계적
차이가있었다. 정신건강과관련한결과는다음과같다. 평소스트레스인지정도와 EQ-5D index 결과스트레스인지가
높은그룹은 0.97±0.06, 스트레스인지가적은그룹은 0.99±0.04로 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가있었다. 평소스트레스인지
정도와 PHQ-9 점수결과스트레스인지가높은그룹은 0.67±1.18, 스트레스인지가적은그룹은 0.17±0.54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스트레스가 없는 삶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개개인들이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풀고 조절할
수 있는 인식과 여견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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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

3.1 스트레스인지 정도와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평소 스트레스와 일반적 인식 결과는 다음과 같

다. 평소 스트레스와 주관적 건강인지 정도는 통계적 차이가

있었고(p<.001), 평소 스트레스와 최근 2주간 몸이 불편했던

경험 유·무는 통계적 차이가 있었고(p=.008), 평소 스트레스

와 주관적 체형 인식은 통계적 차이가 있었고(p=.017), 평소

스트레스와 1년간 체중변화 여부는 통계적 차이가 있었다

(p=.001). 그러나, 평소스트레스인지정도와성별, 맥박의규

칙성 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3.2 스트레스인지 정도와 정신건강

정신건강과 관련한 결과는 다음과같다. 평소 스트레스인지

정도와 EQ-5D index 결과 스트레스 인지가 높은 그룹은

0.97±0.06, 스트레스 인지가 적은 그룹은 0.99±0.04로 통계적

으로유의한차이가있었다(p<.001). 평소 스트레스인지정도

와 PHQ-9점수 결과 스트레스 인지가 높은 그룹은 0.67±1.18

스트레스인지가적은그룹은 0.17±0.54로 통계적으로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3.3 스트레스인지 정도와 임상 결과

평소스트레스인지정도와임상변인중공복혈당결과스트

레스인지가 높은 그룹은 96.20±12.10, 스트레스 인지가적은

그룹은 99.32±18.98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17). 평소 스트레스인지정도와임상변인중당화혈색소

결과 스트레스 인지가 높은 그룹은 5.56±0.46 스트레스 인지

가 적은 그룹은 5.68±0.73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p=.014).

4. 결론 및 고찰

본 연구는 성인을 대상으로 평소 스트레스 인지 정도에 따

른 일상생활에서의 인지와 개인적 현황을 알아보았다. 시대

가 급속하게 발전하고 가상의 메타버스 시대가 우리의 생활

에 스며들어 온 시점에서 과거와 다르게 육체적 스트레스는

물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아졌다. 이러한 우리의 초현대

사회에서개인들이생각하는스트레스의정도와건강에대한

연관성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 보았다.

적당한 스트레스는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적정한계를넘어선스트레스는육체는물론정신적인문제를

야기시켜 일상생활을 저해하는 원인이 된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점을인지하고있으면서도급하고바쁜생활속에서스트

레스만 가중되고 있다. 스트레스가 없는 삶은 불가능할 것이

다. 하지만, 개개인들이스트레스를조절하고풀고조절할수

있는 인식과 여견을 갖추도록 개인과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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