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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138명의 관상동맥질환자들을 대상으로 환자들의 스트레스인자 및 스트레스반응 지각과
대응전략 간의 관계를 조사하여 이들 환자에서 효과적 혹은 비효과적인 대응전략을 발견함으로써 이를 나중
에 이런 환자들의 정신사회적 치료에 응용하고자 하는데 있다.

방 법：
스트레스인자 및 스트레스반응에 대한 지각은 각각 스트레스인자 지각 척도(Global Assessment of Recent Stress Scale) 및 스트레스반응 지각척도(Perceived Stress Response Inventory)를, 대응전략은 대
응척도(Coping Scales)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결 과：
일 및 직장, 대인관계, 대인관계의 변화, 질병 및 상해, 경제적인 문제, 비일상적인 사건, 일상생활 변화의
유무, 전반적인 스트레스인자 지각 점수는 도피–회피와, 질병 및 상해, 경제적인 문제, 전반적인 스트레스지
각 점수는 책임수용과, 경제적인 문제와 관련된 스트레스 지각점수는 계획적 문제해결 및 긍정적 재평가와
양성 상관성을 보였다. 도피-회피는 부정적 감정반응, 인지기능저하 및 일반적 부정적 사고, 자기비하적 사
고, 충동공격적 사고, 일반적 신체증상, 특정신체증상, 수동반응적 및 부주의 행동, 충동공격적 행동과 같은
모든 스트레스반응 항목들과 유의한 양성 상관성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 거리감 유지는 부정적 감정반응, 인
지기능저하 및 일반적 부정적 사고, 일반적 신체증상, 수동반응적 및 부주의 행동과 양성 상관성을 보였다.
남자가 여자보다 직면, 자기통제, 사회적 지지추구, 책임수용, 계획적 문제해결, 긍정적 재평가를 유의하게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수준은 직면, 자기통제, 사회적 지지추구, 책임수용, 계획적 문제해결,
긍정적 재평가와 같은 대응전략과 양성상관성을 보였다.

결 론：
이상의 결과는 관상동맥질환 환자들이 사용하는 대응전략이 스트레스인자의 종류, 성별, 교육수준에 따라
달라지고 있고 대응전략 중 도피–회피 및 거리감유지가 가장 비교화적일 가능성을 시사해준다.

중심 단어：관상동맥질환·스트레스인자·스트레스반응·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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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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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의 사망률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서

론

밝혀졌다.27)
국내에서는 당뇨병 환자,28) 암 환자,29) 말기신부전 환

관상동맥질환은 심리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질

자30)31)들을 대상으로 대응전략이 조사된 바 있고 관상

환으로 알려져 있다.1)2) 정신사회적 스트레스가 관상동

동맥질환 환자들을 대상으로 생활사건 스트레스와 대처

맥경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동물실험등을 통해서

방식에 관한 연구가 있었으나32) 그 대상수가 극히 적기

밝혀졌다.3-5) 또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도

때문에 결과의 해석에 제한이 따른다.

있어서 급성 정신적 스트레스가 관상동맥의 혈관운동

본 연구의 목적은 다수의 관상동맥질환자들을 대상

반응에 영향을 주고6) 스트레스가 관상동맥질환의 병리

으로 환자들의 스트레스인자 및 스트레스반응 지각과

기전에 관련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7)8) 한 연구에

대응전략 간의 관계를 조사하여 이들 환자에서 효과적

서는 심리적 스트레스 지각이 높았던 그룹에서 관상동

혹은 비효과적인 대응전략을 발견함으로써 이를 나중

맥질환의 발병율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9)

에 이런 환자들의 정신사회적 치료에 응용하고자 하는

A형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에서 관상동맥질환이 나타날
10-12)

위험이 더 높고

데 있다.

우울, 걱정, 정신적 피로가 고혈압

방

및 심근경색 등의 원인일 가능성이 제기되었다.13-15) 그

법

러나 다른 연구들에서는 부정적 감정이 건강에 대한 염
려, 흉통, 협심증 같은 신체적 자각증상을 일으킬 수는

1. 대 상

있으나 심장질환, 혈압, 혈중 지질의 증가와 같은 기질

본 연구는 1998년 6월 1일부터 1999년 1월 31일

적인 변화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

까지 신촌 세브란스 병원 심장내과에 입원하여 관상동

다.16)17)

맥 조영술을 시행받고 관상동맥 폐쇄성질환으로 진단

한편 A형과 대조를 이루는 B형 행동은 관상동맥질
18)19)

된 138 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 중 뇌혈

관상

관경색증, 치매, 정신분열증, 주요우울증, 양극성 정동

동맥질환 환자들이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 가장 흔

장애, 약물 남용장애를 포함하는 주요 정신과적 장애의

한 심리적 반응은 불안과 우울이며, 환자들의 평소 감

병력이나, 간질을 포함한 뇌의 기질적 이상, 당뇨병을

정상태가 그 후로 이들의 심리적 반응을 결정할 것으로

비롯한 다른 순환기 이외의 내과적 합병증이 있는 환자

환의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

예상된다.

전반적으로 불안의 정도가 높은 사람들이
21)

회복기 중 고통스러운 증상들을 보인다.

따라서 정서

적으로 안정되지 못하고 불안 및 우울을 효과적으로 잘
처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서 관상동맥질환의 경과중

들은 제외하였다. 대상군의 연령은 만 20세 이상 69세
이하로 하였다.

2. 방 법

많은 문제들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다.20) 대응(coping)

1) 검사과정

은 외적 혹은 내적 요구에 직면했을 때 그것을 극복하

대상 환자들이 입원하여 심장내과에서 정신과에 협

22)

이

의의뢰된 후, 정신과 의사가 방문하여 검사의 목적을

런 대응전략이 스트레스와 정신장애 및 신체질환 간의

밝혀서 협조를 얻은 후 검사과정 및 평가도구 작성요령

22)

관계에서 중간조절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에 관해 설명하였다. 관상동맥조영술을 실시하기 1주일

따라서 스트레스에 대한 비효과적인 대응이 관상동맥질

이내에 평가도구를 작성하게 하고 실험실 결과들이 완

환에 영향을 미치고23) 심장질환 환자들의 재활치료에

료되도록 하였다.

기 위해 사용하는 인지적, 행동적 노력을 말한다.

있어서 대응전략의 변경을 비롯한 스트레스관리의 필요
성이 제기되었다.24) 일부 연구에서는 관상동맥질환 환
자들이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해 억압이나 부정(denial)

2) 평가도구
(1) 스트레스인자 지각척도

25)26)

최근 일주일간 스트레스 인자에 대한 지각의 정도를

또한 사회적 지지는 A형 행동을 보이는 관상동맥질환

평가할 수 있는 스트레스지각 척도로는 Global Asse-

과 같은 대응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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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ent of Recent Stress(GARS) Scale33)의 한국번
34)

역판 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8개의 항목 즉 일 및
직장, 대인관계, 대인관계의 변화, 질병 및 상해, 경제적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patients
with coronary artery occlusive diseases
Sociodemographic variables

문제, 비일상적 사건, 일상생활 변화의 유무, 전반적인
스트레스지각에 대한 평가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항

N＝138(%)

Age(years)
Mean±s.d.

56.2±8.8

Sex

목마다 스트레스가 전혀 없는 경우를 0점, 극도로 심한

Male

99(71.7)

경우를 9점으로 하였다. 피검자들이 스트레스의 정도를

Female

39(28.3)

잘 구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각 숫자 밑에 그에
34)

상응하는 우리 말을 따로 기술하였다.

이 한국판 척

Education(years, mean±s.d.)
Above 4,000

도는 국내에서 신뢰도 및 타당도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밝혀졌다.35)
(2) 스트레스반응 지각척도(Perceived stress response inventory)
고경봉 등36)이 개발한 척도로 모두 98개의 문항으로

11.0±

4.8

Income(1,000won/month)
11( 8.0)

3,000-4,000

31(22.5)

2,000-3,000

42(30.4)

1,000-2,000

38(27.5)

Below 1,000

15(10.9)

Marriage
Married

125(90.6)

이루어져 있다. 이 척도는 환자가 1주일간 경험한 스트

Widowed

5( 3.6)

레스반응을 평가하는 것으로 부정적 감정반응, 인지기

Divorced or separated

4( 2.9)

Single

1( 0.7)

능저하 및 일반적 부정적 사고, 자기비하적 사고, 충동
공격적 사고, 일반적 신체증상, 특정신체증상, 수동반응

Occupation

적 및 부주의 행동, 충동공격적 행동과 같은 8개의 항
목들로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은“전혀 그렇지 않다”
부
터“아주 그렇다”
까지 5점 척도로 평가되었다.

Professional

16(11.6)

Nonprofessional

81(60.0)

Housewife

26(18.8)

Absent

12( 8.7)

Religion

(3) 대응척도(Coping scale)

Christian

Folkman 등22)이 개발한 대응척도의 한국판을 사용하
였으며 모두 50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척도
는 신뢰도 및 타당도가 검증된 것으로서 8개의 항목 즉

44(31.9)

Catholic

12( 8.7)

Buddism

31(22.5)

None

48(34.8)

직면(confrontive coping), 거리감 유지(distancing), 자

Duration of illness(days±s.d.)

기통제(self-controlling), 사회적 지지추구(seeking so-

Smoking

cial support), 책임수용(accepting responsibility), 도
피-회피(escape-avoidance), 계획적 문제해결(planful
problem solving), 긍정적 재평가(positive reappraisal)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전혀 그렇지 않다”
부
터“아주 그렇다”
까지 5점 척도로 평가되었다.

508.6±946.5

Non smoker

56(40.6)

Smoker

81(58.7)

Amount of smoking(packs per year)
s.d.：standard deviation

13.8± 14.2

udent t-검정으로, 소득수준과 스트레스인자 지각점수,
스트레스 반응점수및 대응전략간의 관계는 각각 Spear-

3) 자료 분석

man상관성에 의해 각각 분석되었다.

연령, 교육수준, 발병기간, 흡연량등의 사회인구학적

결

변수와 스트레스인자에 대한 지각, 스트레스반응에 대

과

한 지각과 대응전략간의 관계, 스트레스인자 지각 및
스트레스반응과 대응전략간의 관계는 Pearson 상관계

1. 사회인구학적 특징

수를 산출하여 알아보았다. 성별에 따른 스트레스인자

본 연구대상자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징은 표 1에 기술

지각점수, 스트레스반응점수와 대응전략의 비교는 St-

되어 있다. 이들의 성별 분포를 보면 남자가 99명,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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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ieved stressor and coping strategies
Confrontive
SelfDistancing
coping
control

Seeking
Planful
Accepting
EscapePositive
social
problem
responsibilty avoidance
reappraisal
support
solving

r

r

r

r

r

r

r

r

Work and job

.14

.09

.08

.05

.13

.26**

.17

.09

Interpersonal

-.02

-.01

-.11

.03

.02

.25*

-.03

-.04

-.00

-.03

.02
.04

Changes in relationship

.03

.01

-.10

.01

.18**

Sickness or injury

.12

.14

.10

.15

.17*

.27*

.03

Financial

.16

.05

.07

.09

.19*

.28**

.22**

.18*

Unusual happenings

.08

-.03

-.13

.01

.07

.22**

.07

.06

Changes or no changes
in routine

.03

.04

-.04

.03

.15

.30**

.01

.01

.11

.12

.21*

.31**

.17

.09

Overall global
*p<.05
**：p<.01

.02
.14
r：Pearson correlation

가 39명이었으며, 연령은 평균(표준편차) 56.2(8.8)세；

4. 사회인구학적 특징과 스트레스인자 및 스트레스반
응 지각 간의 관계

연령범위는 32～69세이었다. 발병기간은 평균(표준편
차) 508.6(946.5)일이었다. 흡연자가 81명(58.7%),

사회인구학적 특징과 스트레스인자 지각 간의 관계
에서 연령은 일 및 직장, 경제적인 문제와 관련된 스트

비흡연자는 56명(40.6%)이었다.

레스지각 점수와 유의한 음상관성을 보였다. 여자는 남

2. 스트레스인자 지각과 대응전략 간의 관계
일 및 직장, 대인관계, 대인관계의 변화, 질병 및 상
해, 경제적인 문제, 비일상적인 사건, 일상생활 변화의
유무, 전반적인 스트레스지각 점수는 도피-회피와 유
의한 양상관성을 보였다. 질병 및 상해, 경제적인 문제,
전반적인 스트레스지각 점수는 책임수용과, 경제적인
문제와 관련된 스트레스 지각점수는 계획적 문제 해결
및 긍정적 재평가와 각각 양상관성을 보였다(표 2).

자보다 일상생활변화의 유무와 관련된 스트레스지각
점수가 유의하게 더 높았다. 그러나 교육수준, 소득수
준, 발병기간, 흡연량은 스트레스인자 지각점수와 각각
유의한 상관성을 보이지 않았다(표 4).
사회인구학적 특징과 스트레스반응 지각 간의 관계
를 보면 연령은 충동공격적 사고와 유의한 음상관성을
보였다. 여자는 남자보다 인지기능저하 및 일반적 부정
적 사고, 일반적 신체증상, 특정 신체증상, 수동반응적

3. 대응전략과 스트레스반응 지각 간의 관계

및 부주의 행동, 스트레스반응 총점이 각각 유의하게

도피-회피는 부정적 감정반응, 인지기능저하 및 일

더 높았다. 교육수준은 일반적 신체증상, 특정 신체증

반적 부정적 사고, 자기비하적 사고, 충동공격적 사고,

상, 수동반응적 및 부주의 행동, 스트레스반응 총점과

일반적 신체증상, 특정신체증상, 수동반응적 및 부주의

각각 유의한 음상관성을 보였다. 그러나 소득수준, 발

행동, 충동공격적 행동과 관련된 스트레스반응지각점수

병기간, 흡연량은 스트레스반응 지각점수와 각각 유의

와 유의한 양상관성을 보였다. 거리감 유지는 부정적

한 상관성을 보이지 않았다(표 5).

감정반응, 인지기능저하 및 일반적 부정적 사고, 일반
적 신체증상, 수동반응적 및 부주의 행동과 각각 유의
한 양상관성을 보였다. 이외에 책임수용은 부정적 감정
반응, 인지기능저하 및 일반적 부정적 사고, 일반적 신
체증상과, 사회적 지지추구는 부정적 감정반응, 인지기
능저하 및 일반적 부정적 사고와, 계획적 문제해결은
부정적 감정반응, 인지기능저하 및 일반적 부정적 사고
와, 직면은 인지기능저하 및 일반적 부정적 사고와 각
각 유의한 양상관성을 보였다(표 3).

5. 사회인구학적 특징과 대응전략 간의 관계
남자는 여자보다 직면, 자기통제, 사회적 지지추구,
책임수용, 계획적 문제해결, 긍정적 재평가와 같은 대
응전략을 유의하게 더 많이 사용하였다. 교육수준은 직
면, 자기통제, 사회적 지지추구, 책임수용, 계획적 문제
해결, 긍정적 재평가와 각각 유의한 양상관성을, 소득수
준은 사회적 지지추구와 유의한 양상관성을, 흡연량은
도피-회피와 유의한 양상관성을 보였다. 그러나 연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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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relationship between coping strategies and percieved stress responses
Confrontive
SelfDistancing
coping
control

Negative emotional
response
Lowered cognitive
function and general
negative thinking
Self-depreciative
thinking
Implulsive-aggressive
thinking
General somatic
symptoms
Specific somatic
symptoms
Passive-responsive and
careless behavior
Impulsive-aggressive
behavior
*p<.05
**：p<.01

Seeking
Planful
Accepting
EscapePositive
social
problem
responsibilty avoidance
reappraisal
support
solving

r

r

r

r

r

r

.14

.17*

.05

.18*

.20*

.59**

.20**

.10

.18*

.21**

.09

.19**

.24**

.56**

.23**

.16

.04

.11

-.11

.07

.15

.53**

.03

.03

.03

.06

-.11

-.08

.00

.38**

.01

-.00

.05

.24**

.21*

.19*

.58**

.16

.07

.09

.09

-.09

.07

.09

.49**

.10

.00

.03

.19*

-.05

.12

.16

.65**

.07

-.02

.13

.11

-.09

.07

.12

.47**

.12

.05

.09

r

r

r：Pearson correlation

Table 4.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odemographic variables and percieved stressor
Stress response variables

Age

Sex

Education

Income

Duration of
illness

Amount of
smoking

r

T(df)

r

ρ

r

r

Work, job and school

-.32**

Inter-personal

-.08

.28 (136)

.04

.03

.02

.10

-1.72 (136)

-.02

.12

.02

.05

Changes in relationship

.01

-1.43 (134)

-.14

.09

-.08

.06

Sickness or injury

.04

-1.28 (135)

.01

.10

-.03

-.03

.65 (135)

-.05

-.15

-.07

.06

-.66 (135)

-.02

.10

-.01

.04

-.07

-.07

-.01
t：t-test

-.07

Financial

-.20*

Unusual happenings

-.12

Changes or no changes
-.09
-2.55*(135)
-.13
.03
in routine
-.06
-1.45 (135)
-.03
Overall global
.16
ρ：Spearman correlation
*：p<.05
**：p<.01
r：Pearson correlation

와 각각 양 상관성을 보였다. 이것은 관상동맥질환 환

대응전략과 유의한 상관성을 보이지 않았다(표 6).

자들이 스트레스인자의 종류에 따라 사용하는 대응전

고

찰

략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질병에 관련된
스트레스 인자에 대해서는 도피-회피 및 책임수용과

관상동맥질환 환자들의 스트레스인자에 대한 지각과

같은 대응전략이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시사해준다. 이

대응전략간의 관계에 있어서 일 및 직장, 대인관계, 대

결과는 신체적 건강에 위협을 느낄 경우 사람들이 가장

인관계의 변화, 질병 및 상해, 경제적인 문제, 비일상적

많이 사용하는 대응전략이 도피-회피라는 과거의 연구

인 사건, 일상생활 변화의 유무, 전반적인 스트레스인

결과와도 일치된다.22)

자 지각 점수는 각각 도피-회피와 유의한 양 상관성을

다른 연구에서도 A형 행동을 보이는 관상동맥질환

보였다. 질병 및 상해, 경제적인 문제, 전반적인 스트레

환자들에서 흔히 사용되는 대응전략중에는 계획적 문

스지각 점수는 책임수용과, 경제적인 문제와 관련된 스

제해결, 긍정적 재평가, 도피-회피, 사회적 지지추구,

트레스 지각점수는 계획적 문제해결 및 긍정적 재평가

책임수용으로 밝혀져37) 본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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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odemographic variables and percieved stress responses
Age

Stress response variables
Negative emotional response

Sex

Education

Income

Duration of
illness

Amount of
smoking

r

T(df)

e

ρ

r

r

-.14

-1.76 (136)

-.10

.04

.08

-.01

Lowered cognitive function
and general negative thinking
Self-depreciative thinking

-.15

-1.97* (136)

-.02

.02

.03

-.05

-.06

-1.06 (136)

-.03

.10

.14

-.07

Implulsive-aggressive thinking

-.19*

-.39 (136)

.00

.05

-.09

.09

General somatic symptoms

.03

-2.43* (135)

-.36**

.09

.06

.00

Specific somatic symptoms

-.03

-3.06**(136)

-.27**

.16

.04

-.02

-.02

-2.21* (136)

-.18*

.09

.17

-.06

-.10

-.63 (136)

.05

.03

-.01

-.03

-.07
-2.50* (136)
-.20*
-.04
ρ：Spearman correlation
r：Pearson correlation

.07

-.02

Duration of
illness

Amount of
smoking

Passive-responsive and
careless behavior
Implusive-aggressive behavior
Total
*：p<.05

**：p<.01

t：t-test

Table 6.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odemographic variables and coping strategies
Coping mechanism

Age

Sex

Education

Income

r

T(df)

r

ρ

r

r

Confrontive coping

-.16

3.21* (136)

.39**

.16

-.06

.08

Distancing

-.01

1.07

.13

.08

-.01

.08

Self-controlling

-.15

2.37* (136)

.29**

.10

-.04

.08

.01

2.44* (136)

.21**

.19*

.07

.05

-.09

2.01* (135)

.19*

.09

.14

.08

Escape-Avoidance

-.09

-.05

.10

.11

.21*

Planful problem solving

-.12

3.51** (135)

.06

.13

.09

-.14
2.97** (135)
.33**
.10*
.04
ρ：Spearman correlation
r：Pearson correlation
t：t-test

.08

Seeking social support
Accepting-responsibilty

Positive reappraisal
*：p<.05
**：p<.01

(136)

(135)

-.14
.27**

다. 특히 도피-회피는 자존심에 위협을 받거나 사랑하

보여 이들 환자들에서 적극적인 대응전략의 사용도 스

는 사람의 안전이 위협받을 때 사람들이 사용하는 대응

트레스반응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그

22)

러나 본 연구에서 스트레스반응지각을 낮추는 대응전

전략으로 알려졌다.

대응전략과 스트레스반응 간의 관계에 있어서 도피-

략은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관상동맥질환 환자들에

회피는 부정적 감정반응, 인지기능저하 및 일반적 부정

서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대응전략을 찾을 수는 없

적 사고, 자기비하적 사고, 충동공격적 사고, 일반적 신

었다. 이런 결과가 관상동맥질환 환자들의 특징적인 A

체증상, 특정신체증상, 수동반응적 및 부주의 행동, 충

형 행동과 관련되는 것인지는 추후에 더 연구될 필요가

동공격적 행동과 같은 모든 스트레스반응 항목들과 유

있다.

의한 양 상관성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 거리감 유지는

스트레스인자 지각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일상생활

부정적 감정반응, 인지기능저하 및 일반적 부정적 사고,

변화의 유무와 관련된 스트레스 지각점수가 유의하게

일반적 신체증상, 수동반응적 및 부주의 행동과 양 상

더 높았다. 스트레스반응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인지

관성을 보였다. 이 결과는 도피-회피 및 거리감 유지

기능저하 및 일반적 부정적 사고, 일반적 신체증상, 특

가 관상동맥질환 환자들이 사용하는 대응전략들 중 가

정 신체증상, 수동반응적 및 부주의 행동, 그리고 스트

장 비효과적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레스반응 총점이 각각 유의하게 더 높았다. 그러나 대

이외에 책임수용, 사회적 지지추구, 계획적 문제해결,

응전략에 있어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직면, 자기통제,

직면이 각각 스트레스반응 지각과 유의한 양 상관성을

사회적 지지추구, 책임수용, 계획적 문제해결,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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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를 유의하게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7) Rebecca G, Wagner R, Zebede T, D’Adamo A,

이런 결과는 여자들이 남자들에 비해 스트레스인자 및
스트레스반응 지각이 더 높은데 반해 적극적인 대응전
략을 잘 사용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해준다.
교육수준은 일반적 신체증상, 특정 신체증상, 수동반

8)

응적 및 부주의 행동, 스트레스반응 총점과 유의한 음
상관성을 보인 반면 직면, 자기통제, 사회적 지지추구,
책임수용, 계획적 문제해결, 긍정적 재평가와 같은 대
응전략과는 양상관성을 보였다. 이것은 교육수준이 낮

9)

을수록 스트레스반응이 두드러지는 반면 적극적인 대
응전략을 잘 사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연령은 일 및 직장, 경제적인 문제와 관련된 스

10)

트레스인자 지각과 유의한 음상관성을 보였으나 스트
레스반응지각 및 대응전략과는 유의한 상관성을 보이
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이상의 결과는 관상동맥질환 환자들이 사

11)

용하는 대응전략이 스트레스 인자의 종류, 성별, 교육수
준에 따라 달라지고 있고 대응전략중 도피-회피 및 거
리감 유지가 가장 비효과적일 가능성을 시사해 준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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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Stress and Coping Strategies
in Patients with Coronary Artery Disease
Jang Woo Kim, M.D., Kyung Bong Koh, M.D., Ph.D.
Department of Psychiatry, College of Medicine, Yonsei University, Seoul

Objectives：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stress and coping strategies in 138 patients with coronary artery diseases.
Methods：Global assessment of recent stress(GARS) scale and perceived stress response inventory(PSRI) were used to measure perception for stressors and stress responses. Coping scale was used
to measure coping strategies.
Results：Scores of perceived stress related to work, job, interpersonal area, changes in relationship,
sickness or injury, financial area, and overall global areas showed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with escape-avoidance. Also scores of perceived stress related to sickness or injury, financial problems,
overall global areas showed significant correlations with accepting responsibility. Scores related to
financial area showed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planful problem solving and positive
reappraisal.
Escape-avoidance had a significantly positive correlation with negative emotional response,
lowered cognitive function and general negative thinking, self-depreciative thinking, impulsiveaggressive thinking, general somatic symptoms, specific somatic symptoms, passive-responsive careless
behavior and impulsive-aggressive behavior. Distancing had a significantly positive correlation with
negative emotional response, lowered cognitive function and general negative thinking, general
somatic symptoms and passive-responsive careless behavior.
Confrontive coping, self-control, seeking social support, accepting responsibility, planful problem
solving, and positive reappraisal were more frequently used in men than in women. Education had a
significantly positive correlation with confrontive coping, self-control, seeking social support, accepting
responsibility, planful problem solving, and positive reappraisal.
Conclusion：The above results suggest that coping strategies of patients with coronary artery
disease may be affected by types of perceived stressors, sex, and level of education, and that escapeavoidance and distancing may be the most ineffective coping strategies used in these patients.
KEY WORDS：Coronary artery disease·Perceived stress·Stress response·Coping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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