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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반응의 생 행동적 접근 

김금순1) 

1.서론 

스트레스에 대한 일차적인 초점은 심한 손상에 

대한 반응， 스트레스와 대처 패러다임의 설명， 스트 

레스성 일상생활사건에 대한 기술，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으나 스트레스 현상은 어 

떤 관점에 의하여 접근하느냐에 따라 다OJ한 정의가 

있다 사회학자， 심리학자， 생리학자， 간호학자들은 

다%댄스트레스원파이에대한반응에관한효과연 

구를 여려 가지 변수둡을 사용하여 연구하였다 그리 

므로어느범위까지는개인의 연구관점과각학문의 

성격에 따라 스트레스 정보체가 다르게 전개되겠지 

만 다음 4가지 관점 이 스트레스 연구의 출발점 이 되 

고 있다(Chrousos， 1998) 

4가지 주요개념은 항상성， 스트레스원， 스트레 

스 그리고 적응반응이다. 항상성은 생명이 존재하는 

한내 · 외적 스트레스원인반작용의 힘에 의해 도전 

받는복잡하고 역동적인 평형을유지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스트레스는항상성이 위협을받는상태 즉평 

형이 위협을 받논 상태로 정의하고 았다. 항상성은 

개인이나 유기체의 생리적이고 행동적 적응반응의 

복잡한 회복과정에 의해 재수립되며 만일에 적응반 

응이 부적절하거나 과도하거나 연장되면 안정상태 

가 유지되지 못하여 결과적으후 병적상태가 따르게 

된대Fig. 1) 

|1 

닫펠~ 

Fig. I The concept of H어neostaslS 

스트레스반응에 대한 유병율이나 빈도에 대한 

보고는 없다， 스트레스원으로 선체심리사회적 요인 

이 도처에 널려 있어서 스트레스반응의 유병율이 높 

다는 것은 명백한 일이지만 구체적인 빈도는 알려지 

고 있지 않다. 정의에 의하면 스트레스 반응은 일반 

적으로 보호적이고 적응적이며 점진적으로 나타나 

는 것이다. 그러나반응이 아무리 점진적이라고할지 

라도어느지점에 이르면사망을초래한다능것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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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반응의 크기와 일어나는 

상황이 다양하므로 양적으로 자세하게 빈도를 조사 

한다는것은어려운일이된다. 

2. 위험요인 

복합적이고 상황적 스트레스원이 일상의 상황 

에서 직면한다. 이 런 것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 

들로 주차지역 찾기， 예상하지 못하였던 뉴스， 추운 

날씨나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 암진단， 그리고 화상 등이다. 감염， 쇼크， 기아， 

통증， 수술， 불안이나 공포 같은 정서적 각성， 심지어 

운동까지도 상황적 스트레스원으로 부딪치는 것들 

이다. 성장이나 나이로 인해 일어나는 사건들도 스트 

레스 원이 된다. 예를 들면 사춘기에 일어나눈 복합 

적 발달과제， 자녀들이 집을 떠나는 시기 또는 성인 

기에 직업변경 등은 스트레스원이 된다. 이사， 이혼， 

만성이나 퇴행성질병을 가진 배우자의 간호， 배우자 

의 사망도중요한스트레스원이 된다. 

스트레스원에 대한 지각과 해석(평가)에 따라 

스트레스반응의 크기에 영ÕJ:을 준다. 이 반응은 예를 

들면 연령， 성별/ 성， 과거경험， 가능한 사회적지지 

그리고 동반되는 질병상태와 같은 다수의 요인에 의 

해서 변화가 일어난다(Fava & Sonino, 2000) 

3. 스트레스반응기천 

스트레스반응은 심리， 내분비계， 자율신경계， 면 

역계， 각성수준， 기억， 대처， 운동계 등에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자극은 대부 

분 섬리사회적인 것이 대부분이지만 이를 받아들이 

는 신체는 생행동적으로 반응한디순 보는 것으로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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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스 연구의 초점은 신체 · 심리 · 신경 · 내분 

비 · 면역학적반응으로 스트레스를 설명하려는 것 

이다. 

스트레스반응 축으로 잘 알려진 기전으혹는 @ 

시상하부 방출-방출억제요인에 의해 자극으로 뇌하 

수체 전엽 호르몬 방출， æ 자율신경계를 통한 교감 

신경계반응@시상하츄면역체계와의 연결이대대 

한 섬신스트레스학회， 1997; Dantzer & Kelly, 1989; 

Pale & Lidnsey, 2003) 

1) ^I~하부-뇌하수체-부신 축(HPA axis) 

시상하부-뇌하수체-부신축의 기능은 글루코코 

르티코이당} 생명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이유를 이 

해하기 위한 집중적인 기초와 임상연구의 주제가 되 

어왔다 스트레스반응들은 혈장 글루코코르티코이 

드농도의 상승과관련되어 있다.부신피질에서 글루 

코코르티코이드가 분비되는 것은 뇌하수체 전엽에 

서 분비되는ACTH에 의해 조절된다.ACTH 분비는 

시상하부에서 나오논 코르티코트로핀 분비호르몬 

과 다른 분비물들에 의해 조절된다. 글루코코르티코 

이드는 선혈관계， 대사， 근육기능， 면역체계 그리고 

생행동을 포함한 다양한 신체계통에 영향을 미친다 

(Johnson, Kamilaris, Chrousos, & Gold, 1992). 

갈루코코르티코이드와 시상하부-뇌하수체 축 

사이에는주요한피드백고리가있다.순환하는글루 

코코르티코이드는 뇌하수체에서 AC재분비를 억제 

하고， 시상허부에서 CRH의 분비를 억제한다 추가 

적 피드백 고리로는 시상하부 CRH 신경에서 

ACTH, ß-endorphin(βEP) ， 그리고 CRH의 억제효과 

가있다(그림 2) 이러한기전은개체가언제나글루 

코코르티코이드의 혈중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고， 반면 스트레스에 반응할 때는 중 



추신경계를 거처 일제히 응급 보강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2.HPA와 CRH와의 관계 

(1) 코르티코트로핀분비 호르몬 

(corticoσopin rele잃ing honnone, 앉H) 

시상하부에서 분비되며 41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 되 어 있다- 뇌 설방핵(paraventricular nucleus, 

PVN)의 신경세포체 내에서 발견되며 수용제는 뇌， 

뇌하수체 전엽， 부선수질， 교감신경세포에 있다

CRH는 정서， 통증， 혈압변화에 의하여 조절된다. 

CRH 촉진요소로는 NE, E, Serotonin, cytokine, Il-l , 

I1-2 , 11-4, platεlet activating factor(PAF) , tumor 

nεcrotizing factor(π\lF)이며， 억제는 GABA, opioid 

peptide, ACTH, glucocorticoid이고‘ 대사， 순환， 행동 

반응증가 효과를 나타낸다(Wynn， Jarg∞d， Cart, & 

Aguilera, 1985). 

(2)ACTH와 엔도르핀 

ACTH의 전구물질인 POMC (proopiomela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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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tin)는 뇌(hypothalamus， lateral septum, locus 

ceruleus), 뇌실주위 시상， 뇌뺨체， 위 장관， 생식기 

계에서 합성된다.POMC는 뇌하수체전엽에서 

ACTH, 베타 엔도르핀， 베타 리포프로틴， 멜라닌세 

포로 분해되고， A'디H는 전선순환으로 가서 글루코 

코티코이드， 알도스테론， 안드로겐을 합성하고 분비 

한다. 수용체는 다른 내분비계와 동일하나AαH가 

많으면 수용체는 감소하고 적으면 증가한다. 그러나 

호르몬 반응에서는 ACTH가 증가하면 글루코코티 

코이드는 증가하게 된다. 또한 C댄에 의해 조절되 

며， NE， E, ar맹line vasopressin(AVP), 옥시토선， 안 

지오텐선 II에 의해서도 조절된다. 기능은 행동에 미 

치는효과로 집중，동기화，학습， 기억력 항진에 관여 

한다(Isaacson & Green, 1978). 

(3) 글루코코르티코이드 

글루코티코이드는부신피질에서 분비되며 수용 

체는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유형 1과 2가 있다 글루 

코코티코이드 유형 1은 해마와 변연계에 위치하며， 

유형 2는 시상하부 특히 CRH 신경세포에 있다. 스 

트레스에 엄청난변화를보이고ACTH에 역 피드백 

을 가지고 있으며 일중변동주기의 감지와 조정， 음식 

섭취 그리고수면에 관여한다. 스트레스 신경활성 회 

로망과대사에 역 피드백을준다. 글루코코르티코이 

드의 급성 효과로는 다행증을 유발하고 만성효과는 

우울이대Munck， Guyre, & Holbr∞k， 1984). 

2} 자율신경계 

자율신경계는 일반적응중후군의 주요소로 작용 

하며，C1강f와 청반핵(LC) 그라고 노르에피네프린 

(NE)이 중심 역할을 한다. LC-NE/자율신경계는 뇌 

간에 위치하고， LC-NE계의 활성화는 뇌 전체에 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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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 있는 치밀한 신경망을 통해 NE를 유리함으로써 

각성，경계심，그리고불안을초래한다. 이 때주로자 

율신경계 중 교감신경계가 스트레스상황 동안에 효 

과기인 교감신경과 부신피질을 통하여 적응반응을 

담당하게 된다. 한편 부교감신경은 기능적으로 교감 

신경과 연결되어 상반되는 역할을 담당한다{그럼 3). 

M ","," 

그림 3. CRH와 LC-NEP와의 기능적 관계 

다양한 스트레스가 자율신경계 활동과 부신수 

질 활동을 증가시킨다 스트레스 동안에 E와 NE이 

전신순환으로 방출되고 카테콜라민 생합성을 조절 

하는 효소활동을 자극하여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동 

안에유기체의 생리적반응을통합히는데에중심 역 

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반응의 중추조절은 대뇌피 

질， 변연계， 뇌간이 관여한다(Weissetal. ， 1981). 

급성스트레스는 부선 수질에서는 E와 NE가 방 

출되고 교감신경말단에서는 NE가 방출된다 만성 

간헐적 스트레스는 카테콜라민 생합성을 증가시켜 

조직 내 카테콜라민 양을 증가시 킨다. 만성 스트레스 

는 계속되는 노출에 친숙한 스트레스 원으후 기능하 

여카테콜아민이증가한다 만성지속적인친숙한스 

트레스로서 같은 스트레스원은 교감신경계의 활동 

을 낮추고 반대로 만성 스트레스 원에 노출 후 다시 

급성 스트레스원에 대한 노출은 교감신경계의 활동 

을증가시킨다. 

3) 스트레스와 면역 

스트레스가 면역기능에 변화를 유도하는 것은 

첫째 신경내분비로인 시협범-뇌하수체-부신축의 

조절에 의해 둘째 면역기관에 직접 분지된 자율신경 

계 의 조절 에 의 한다(Jonsdottir， Hoffmann , & 
Thoren, 1997). 

개인에게 투여된 자극이 대뇌피질 변연계에서 

스트레스로 인지되면 HPA축이 활성화된다. 이 에 시 

상하부의 실방핵(Paravnetricular nucleus)에서 CRH 
가유리되어 뇌히수체 전엽을자극하게 된다. 뇌하수 

체전엽에서는부신피질자극호르몬을분비하게 되 

며， 이는 부신피질을 자극하여 글루코코티코이드를 

분비한다. 혈액내 코티솔이 증가하면 면역기능즉자 

연살해세포 및 T 림프구의 기능을 억저l시킨다{채영 

란， 2005). 

최근 스트레스연구의 주요 초점은 운동에 있어 

서 스트레스성 본질을 특정화하였는데， 선경 내분비 

와 면역기능에 미치는 영향은 운동의 강도와 기간에 

따라크게 의존적이라논점이다.코티솔은높은강도 

와 기간의 충분한 운동에서 증가하였고(예를 들변 

훈련된사람이 강도높은 2.5시간의 달리기，지칠 때 

까지의 탈리기나 자전거타기 운동)， βendorphin은 

최대한의 운동이나 강도 높은운동을 길게 하거나또 

는 지칠 때까지의 운동에서 최소 3분 이내에 증가가 

나타났다 혈중코티솔， βendorphin 농도는 낮은 강 

도의 업무에서는 상승하지 않았다 자연살해세포는 

고강도로 훈련된 사람이 강한 운동을 지속적으로 할 

때 억제되었으나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은 억제정도 

가 덜하였다(Nieman， 1997; Nieman et al. , 1995) 훈 

련된 사람과 훈련되지 않은 사람의 반응의 차이는 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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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이나 노인 모두에서 훈련된 사람이 기저선에서 보 

여준 자연실해세포독성 활동에서 보다 의미 있게 나 

타났다 Nieman 등 (1 995)이 수행한 두개의 연구에 

서 규칙적인활보가신체적 이득이 된다는가능성의 

힌트를 제공하였다. 일주일에 45분씩 5일간 걷는 젊 

은 여성은 15주 동안 주로 앉아 있는 그룹과 비교하 

여 상부 호흡기 정후가 나타나든 날이 1/2정도로 줄 

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12주 동안 일주일에 5일 걷 

기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여성 노인에서 감기발생률 

은 21%인 것에 대조군의 감기 발생률은 50%였다 

동물연구는 보다 통제가 잘되므로 운동이 매A 

축과 면역기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규명하였다 

또한사람에서는측정할수없는감염이나암에대한 

저항성등생물학적으로중요한면역 결과를사정 할 

수 있게 해준다 쥐에게 지칠 때 까지 트레드멜에서 

운동을 시키고 코 안으로 HSV-1 바이 러스틀 투여했 

을 때 웅직이지 않은 동물이나 30분 동안의 달리기 

를 한 쥐보다 질병발생과 사망률이 높았다. 이는 바 

이러스에 대한 저항성이 스트레스요인으혹 인해서 

약해졌다는 것을 증명하눈 것이다. 쥐에서의 두 가지 

연구는 운동훈련이 VIVO에서의 자연살해세포와 폐 

림프종 세포 제거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다. 자발적인 5주 동안 달리기를 한 쥐는 폐의 림프 

종을 자연치유하는 힘이 가만히 있었던 쥐보다 뛰어 

났다 그리고이 발견은운동훈련을받은쥐에서 비 

장에서의 자연살해세포농도가 증가한다는 것을 설 

명하는 것이다(Jonsdottir et 머.， 1996) 

시험스트레스와 같은 일상스트레스는 선경 내 

분비와 면역기능의 스트레스 영향 요인에 대해 풍부 

한 기반을 제공하였다. 의대생들이 시험기간에 면역 

학적 특성의 일시적인 변화가 부정적으로 나타났으 

며， 시험이 아닌 기간에는그반대로나타났다 부가 

연구에서도 시험기간에 감염에 대해서 자가 보고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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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가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B형 간염 예방접종 

에 따른 혈청의 전환 기간은 의대생의 불안 정도와 

사회적 지지와 관련이 있었다. 불안이 낮고 사회적 

지지를 높게 인식하는 경우 혈청 전환 시간이 앞당겨 

졌다. 시험을 치대생에게 적용하였는데 이때에도 

3-5mm 정도의 작은 구강 상피 상처의 치유속도는 

평소 9일정도인데 중요한 시험을 앞두었을 때 평균 

3 일정도 더 걸 린다는 결과가 나왔다(Marucha， 

Kiecolt-Glaser, & Favagehi, 1998) 

쥐에서 장기간 부동이 계속되면(억제스트레스) 

부산 조직 이 증가하고 효소인 tyrosine hydroxylase 

를 분비하는 부신수질이 커졌다. tyrosine hydroxy

lase이리는 효소는 catecholamine 합성을 촉진하는 

촉매작용을한다. 쥐에 대한다른 연구는 억제스트레 

스가항바이러스성 세포면역과 IL-2 분비기능을억 

제하였다. 스트레스를 받은 동물은 독감 바이러스에 

보다민감하였고초기 상처에 대한피부반응과완전 

한 치유의 지 연이 나타났다(Sheridan et 떠.， 1991). 

암 환자에 대한 스트레스중재연구는 심리적으 

로긍정적 결과뿐만아나라특정한면역능력향상심 

지어는 생존까지도 높였다. 이 연구의 중요한 전제는 

섬리적인 중재도 의료적인 치료와 병행되었으며 대 

조군도최적의 의료적 치료를받았다는것이다.유방 

암환자들을 1년간 일주일에 일회씩 섬리적 지지를 

받은 군과 표준 치료를 받은 군을 비교하였을 때 그 

룹모임에서 정서적 지지， 공포나누기 그리고자기개 

방을 받은군은 긴장， 피로， 혼란， 활력과 같은 심리사 

회적 결과가 확실하게 개선되었다. 연구 10년 후에 

유방암환자 86명 중에 3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망 

하였으나 사망기록을 분석한 결과 중재군의 생존기 

간이 36.3개월인 반면 대조군은 18.97R월이였다. 또 

한 신경 체액성이나 면역결과를 분석하여 특별한 변 

화논 없었지만 여러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의 제공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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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생존이 연장된 것으로 나타났다(Spiegel， Bloom, 

& Yalom, 1981). 

Fawzy 등 (1 990)은 흑색종으로 처음 진단받은 

환자들에게 수술 후 6주 과정의 구조화된 중재프로 

그램으후 건강교육， 스트레스관리， 대처기술 그리고 

집단 심리치료를 제공하였다. 중재군이 대조군보다 

분노가 낮았고 일부 면역세포집단은 증가하였고 6 

년 동안 실험군보다 대조군의 사망률이 훨씬 높았다. 

4. 스트레스반웅의 결과 

1) 스트레스와노화 

만성스트레스가 노화를 촉진한다는 것은 광범 

위한 지지를 받고 있다. 노화된 동물은 스트레스 반 

응을 종결하는 능력이 손상된다. 노화된 동물에서의 

코티솔 과다분비는 뇌의 노화와 글루코코르티코이 

드중개 피드백 억제에 대한민감성을상실시키는퇴 

행성 변화 때문이다 이 효과는 특별히 변연계의 해 

마영역으후 HP축의 억제와 연관된다. 나이가 들면 

해마는제 1형(미네랄코티코이드)의 결합부위를약 

50%까지 상설하며 마찬가지로 제 2형의 결합부위 

의상실도일어난다 또한노화된해마는신경세포룹 

상설하는데， 오랜 시간 글루코코르티코이드양의 증 

가된 농도에 노출되어 이것이 축적되면 해마 선경세 

포의 사망을 초래한다. 만성적 스트레스나 글루코코 

르티코이드 믿뇨물투여는 이 과정을 더욱 가속화시킨 

다. 이 효과는뇌의 다른부위에는손상을가하지 않 

고 오직 해마에만 특정적으로 일어나며， 제 2형 의 글 

루코코르티코이드 수용체에 의해 매개되어 글루코 

코르티코이드의 효괴를 약화시킨다{Sapolsky， Krey, 

& McEwen, 1986). 

노화， 생활사건 그리고 노인에서의 생리적 후유 

증이 면역기능저하와 연관이 있다. 노인들의 생활스 

트레스 원으로 특별히 증가하는 것은 치매환자 가족 

들이 장기간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다. 치매환자에게 

돌봄제공은 인구사회학적 조건이 유사한 대조군에 

비해 세포성 면역의 감소가 일어나고 감염기간이 유 

의하게 길었다. 사회적 지지 유무도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의 감소는배우자들이 ::';1 매관 

련행동에 대하여 느끼는 불편감이 더 크게 나타났고， 

면역 기능의 감소도 더 컸다κiecolt-Glaser， 1999). 

다른 조건의 2개의 연구에서도 대조군에 비해 

돌봄제공자들이 독감백신익 항체 반응이 나쁘게 나 

타났고 돌봄 제공자의 타액에서 혈중코티솔치가 더 

높았다 또한 배우자를 돌보는 사람의 상피 상처 치 

유기간은 평균 48.7일인데 비해 건강한 부부는 평균 

39.3일이 소요되었다{Kieco1t-Glaser et al., 1995). 

2) 생식기능의 억제 

스트레스에 의해 발생히는 항상성의 위협은 생 

식기관에 상당히 파괴적인 요인으로 인식된다. 스트 

레스를 받는 여자는 사춘기지연， 배란실패， 배아의 

착상실패， 자연유산이나 태아사망을 일으킬 수 있다. 

남성은 테스토스테론분비의 억제， 정자형성억제， 성 

욕감퇴 등을 보인다 스트레스동안에 심각한 생식기 

능억제는 스트레스 시에 분비되는 시상하부-뇌하수 

체-생 식선 축(Hypothal없nic-Pitui떠ry-Gonadal axis, 

HPG axis)에 영향을 주는 CRH, ACTH, β엔도르핀， 

달루코코르티코이드에 의해 일어난다. 생식기능에 

미치는기전에 대한설명으로는 CDCRH，아펀유사 

체， 글루코코르티코이드에 의해 중추적으로 매개되 

는 gonadotropin-releasing homlone(GnRH) 방출의 

억제， æ 글루코코르티코이드 매개는 GnRH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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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하수체반웅감소로 LH 분비감소가 일어난다. 쥐와 

원숭이 설험에서는 스트레스로 인한 순환 LH와 성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bbott(1 984 )논 포유동물에서 사회적으로 억압된 

생식기능의 억제는 LH방출 감소와 관련성이 있고 

결과적으로 남성은 성행위의 감소가 있고 여성은 난 

소의 불활성화가 나타난대그럼 4) 

T"'IJ<'I 
Tos‘.,. 

그림 4.HPA와 HPGaxis와의 기능적 관계 

다른 이론으로는 매A축이 직접 스트레스 동안 

에 생식기관에 직접 영횡t을 준다논 것이다 HPA축 

에서 또눈 시상하부와 뇌동w체에서 직접 G뼈H，와 

성선자극호르몬의 억제를 일으킨다. 스트레스로 프 

로락틴 분비가 증가하면 성선자극 홀몬의 분비가 안 

되어 난소에서 에스트로겐이나 프로게스테론 등의 

성호르몬 합성의 감소로 부정기적인 질 출혈， 무 윌 

경， 배란억제， 볼임까지 초래한다. 남성도 프로락틴 

이 직접 정소에 작용하여 정소가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되는 성선자극 호르몬에 반응하지 못하게 함으 

로써 정자생산과성 호르몬 합성의 감소를초래하여 

불임과 성욕감퇴를 일으킨다. 전투시나 전투 훈련시 

성호르몬의 현저히 감소하는 것은 전투 시에는 성행 

위가 부적절한 것으로 생각되어 성욕의 감소를 초래 

하는 적응반응을 나타낸다{Kamil뼈s et 와， 19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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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장지연 

인간의 성장은유전，호르몬그리고심리사회적 

환경 등의 여러 요인에 의해 영횡탤 받는다. 사회 심 

리적 난장이， 일명 학대로 인한 난장이는 선생야기 에 

사회적 관계의 붕괴 특히 정상적인 돌봄의 철회로 인 

한 정서적인 스트레스로 일어난다{그림 5) 

TaIgEI 
Tos앵S 

그램 5.HPA축과 HPgro빼l-axIS와의 관계 

성장지연의 특정은 CD 신체적 성장의 지연，(1) 

체중과 신장의 미숙，G) 사춘기 지연，@ 지능 지체， 

@퇴행성 행동이나과대행동，@정선운동발달의 지 

체， 0사회적 성숙의 지연，@사회성 발달의 지연이 

다. 어린이에서 성장발달장애로사회 심리적 난장이 

는 기능적 성장호르몬 결핍 이 나타났으나， 사회 심리 

적 환경을 개선하여 신속하게 정상으로 회복하였다 

이런 어린이는공복시 혈청 성장호르몬수준과 인슐 

린유발 저혈당에서 성장호르몬이 비정상적으로 낮 

았대Green， 1990). 

스트레스를 만성적으로 받으면 글루코코르티코 

이드와 아편성 유도체는 뇌하수체의 성장호르몬의 

분비와 목적기관의 감수성 저하가 일어난다. 소마토 

메딘의 분비가 억제되어 성장억제가 일어난다. 성장 

호르몬은 신체 접촉의 부족으로도 감소된다. 동물에 

서도 마찬가지로 모아상호작용 결여나 기타 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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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나타난다. 

4) 정신과적 질병 

일반화된 스트레스 반응에 대한 이해에 근거하 

여， 우울， 섭식장애， 혹은 공황장애와 같은 몇몇 정신 

적 장애를유발하는데 스트레스가주요한 원인이 된 

다는 주장이 있어왔다. 이러한 주장은 띠 삶의 초기 

에 모성박탈이나 유해스트레스에 노출된 사람은 이 

후 우울장애를 경험할 확률이 높다는 것， æ 우울 경 

험이 종종주요한 인생의 변화를 겪으면서 나타난다 

는 것，G) 급성 스트레스 반응으로 일어나는 호르몬 

과 행동의 변화가 복합적 우울의 증상과 유사하다는 

점，@ 코티솔 과다 증상과 주요우울증상이 특정적 

양상에서 매우 흡사하다는 점 에서 설득력 이 있다. 생 

리적 스트레스 반응과 우울장애의 연관성은 우선 

CRH와ACfH로설명된다 주요우울장애는시상하 

부의 결함으로 인한 내인성 CRH의 과다 분비는 스 

트레스 반응과 관련된다. 또 LC-NE 체계의 활성화 

도 스트레스 반응과 우울장애를 유발하는데 기여한 

다. 

5. 스트레스반응과측갱 

1) 객관적 반응 

스트레스원 자체의 다양한 특성과 공간적 가능 

성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반응의 발현에 있 

어서 차이가 다양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 

다. 스트레스원이 다양하다는 것은 스트레스반응이 

다양하디는것이다. 

스트레스 반응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개인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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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많은 연구결과에서 스트레스원에 대한 개인차로 

인하여 광범위한 차이를 보고하고 있다. HPA축의 

활성화로 스트레스관련변화는 스트레스에 대한 심 

장의 교감신경계의 과다활동과 관련되어 있다 

(Cacioppo et al. , 1995; Cacioppo et 외.， 1998). 

고혈당은 큰 수술 후에 회복기에 초기에 나타난 

다 만일 반응이 연장되면 근육과 지방조직의 소설이 

분명해지고 체중상실이 일어난다. 에너지부족은 느 

리거나 의댄 움직임이 특정이고 체위변경이나 일어 

나기도 어렵고， 만일 반응이 심하고 길면， 횡격막이 

나늑간근육과같은호흡근의 황폐화를포함하여 호 

흡장애까지도 일어난다 단백질분해와 아미노산의 

활성화로 인한 근육소모는 요질소의 배출이 증가한 

다 

피부전기저항과 손바닥의 땀 분비는 스트레스 

반응의 지표로 자주 사용된다. 손바닥의 땀 증가와 

더불어 피부저항의 감소가나타난다. 이 반응도 교감 

선경계의 활성화의 지표로손과발의 전반적인 발한 

이나 냉증이 나타난다. 다른 생리적 반응 증상으로 

위장 분비증가， 기관지와 동공 확장， 진전등도 나타 

난다. 

교감신경계의 각성상태는 스트레스에 대한 즉 

각반응을나타내는 것으로 심박동수， 일회 심박출량 

및 호흡량이 증가하고 혈관수축으로 혈압상승이 나 

타나며 결과적으로 두려움， 분노， 상황회피나 공격적 

행동을 보인다. 생리?심리적 측정방법으로 혈압， 체 

온，근전도，피부전기전도，호흡수，맥박파장등을사 

용한다. 

객관적 측정에 있어서 문제점으로는 스트레스 

상황에 대하여 개인차가 다양하고 전극이 침투적이 

며 손상을 초래한디는 점， 한 비용이 비싸고 한꺼번 

에 디수를 쓸 수 없으며 기구 자체가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는 점이다. 그라고 위협적인 스트레스상황에 



서 정상과 비정상 상태인 스트레스반응을 정확하게 

포착하기 어렵다는 점으로 단기적 스트레스 측정연 

구에 적용이 어 렵다(검금순， 2005). 

스트레스반응에서 가장 극적으로 증가하는 호 

르몬은 AC재와 코티솔과 대사물， 그리고 카테콜아 

민이다. 순환 혈액 속에 카테콜라민의 증가논 혈압상 

승， 맥박증가， 호흡수증가같은 심폐기능항진이 나타 

난다 심맥관계에 영향을주는다른요인으로는알코 

올 섭취， 혈량， 섬맥관계에 영호노을 미치는 익E물 등이 

다 그러나이런요인들은심맥관계요인단독으후는 

스트레스반응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가능한 원인이 

확실히 있으면서 스트레스호르몬이 증가하고 심맥 

관계 변화가 동반한다면 스트레스반응의 발현이라 

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복합적인 변수측정이 필수적 

이다{Ganong， 1981; Rowbottom & Green, 2000) 

코티솔과 코티솔 대사물로 17-hydroxycorticos

teroid (l 7-0HCS)는 소변과 혈청에서 얻논다 이들 

은 스트레스원에 대하여 증가한다. 이 반응의 크기와 

기간은 스트레스원의 크기와 개인의 특성 및 생리적 

상태에 따라 다르다 코티솔은 즉시 분석할 수 있고 

적적한가격으로검사할수있는장점이 있으나같은 

스트레스 상황 하에서도 증가하거나 감소하며， 대처 

양상에따라서도달라지는등개인차가큰점을고려 

해야 한다. 주의할 점으로는 일중변동에 영횡t을 받으 

므~로 비교를 위해서는 같은 시간대에 측정해야 하속능 

점이대김금순， 2005). 

스트레스측정에 있어서 카테콜아민을 측정하는 

것은 효과적인 방볍이다 카테콜아민은 부산수질에 

서 분비되며，코르티코스테로이드보다더 여러 기관 

의 활동을 반영한다. 부선수질은 교감신경계와 연결 

되며 교감신경계의 흥분은 에피네프린과 노어에피 

네프린을 분비하게 된다.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교감 

신경계의 각성이 일어나고 카테콜아민의 분비가 증 

간호학의 지평 제 2권 1호 

가하였으며， 추위에 노출되거나， 심장계중환자실 입 

원， 실패， 상실， 불확실성 등의 시회 심리적 자극， 집 

중을 요하는 강의 중에도 에피네프린과 노어에피네 

프린이 증가하였다 카테콜아민은 혈액과 소변에서 

측정할 수 있으나， 혈액 내 카테콜아민은 반감기가 

짧고， 분석이 쉽지 않으며 검체채취에 어려움이 있 

다. 카테콜아민은 일중변동， 성별， 연령， qRt물， 음식 

및 개인습관에 따라 옆t을 받는대김금순， 2005). 

심리신경변역학의 출현은 이미 사용하였던 호 

르몬과 대사사정의 대한 검사로 객관적이고 생리적 

발현에 대한측정에 많은기여를하였다. 항원성 도 

전에 대하여 럼프구하부 그룹 분포， 림프구증식， 시 

험관(in viσ0)에서 자연살해세포독성측정，사이토카 

인 수준， 질병에 대한 저항력， 전체 유기체에서 전이 

성 성장과같은면역반응결과능문헌에서 많이 증명 

이되어있다. 

스트레스 측정에 사용하는 변수들은 반응의 지 

표이지 직접적인측정변수는아니다.반응들은 여러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같은 자극이라도 개인 

의 반응은 다OJ하며 다양한 변수들의 수준은 반응진 

행정도에따라다양하다. 이런모든이유로스트레스 

의 존재， 크기， 스트레스반응의 기간을 사정하는데 

는일련의 변수페케지나복합적인변수들을사용하 

는것이중요하다-

2) 객관적 행동 증상 

개인마다 스트레스에 대한 행동발현은 다르다.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행동반응의 통제를 잘하논가 

하면 잘 못히는 사람도 있다. 관찰되는 증상들은 개 

인들이 잘대처한다고생각히는행동을반영한다.스 

트레스를 반영하는 행동적 증상들로는 구토， 기절， 

전율，손가락두드리기， e웅아있는동안발떨기，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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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에 앉기， 주먹을 꼭 쥐기(clenched fist), 울기， pac

ing, 부동으로 있거나 비 기능적으로 있기 등이다. 과 

도하게 먹기，음주，흡연도스트레스반웅의 행동증상 

의 하나이다. 그러한 행동을 보이면 행동의 근거에 

대해서 가정을 해서는 안 되고 임상적이나 연구관점 

에서 행동의 관찰， 관련된 상황 그리고 기타 자료에 

대하여 부각적인 입증이 필요하다(p떠e & Lidnsey, 

2003) 

3} 주관적 증상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쉽게 스트레스를 느낀다. 

그느낌은자주요구되는 역할，사회-심리적 환경 또 

는 신체적 건강의 상태 때문에 나타난다. 쇠약이라는 

말은 일반적인 스트레스의 느낌을 전달하는 단어로 

사용 되어왔다. 어떤사람은두용， 오섬， 식욕부진， 공 

복감， 피로， 수면과 집중문제， 불안감， 그리고 위통과 

속쓰림;심계항진，협심증，호흡곤란과같은더특별 

한 징후를 보고한다. 이 런 것들은 주관적 인 증상이거 

나스트레스원이 되기도한다. 

심리측정 도구들이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원을 

반영하는 간접적인 측정도구로서 사용되어왔다. 

Spielberger의 상태-특성 불안 척도는 개인의 불안을 

타고난 특성과 현재와 관련된 불안으로 측정하기 위 

해서 만들어졌다 POMS(감정상태척도)은 불안을 6 

가지하위척도중의하나로포함한다. 

섬리사회스트레스원의 측정은 일상생활의 일과 

주요 생활사건을 포함한다. Holmes와 Rahe(l 967)에 

의해 개발된사회 재적응평가척도는개인의 생활사 

건으혹 인한 스트레스양을 측정하는 측정도구로서 

사용되어 왔다. 일상생활측정도구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사건들이 스트레스에 열마나 기여 

하 는 가 를 측 정 하 는 도 구 이 다 . Stokes와 

Gordon( 1988)은 104항목의 노인 스트레스 측정 도 

구를 개발하였는데， 이것은 스트레스 원을 규명하기 

위하여 노인문헌， 65세 이상의 건강한 노인과의 면 

담， 노인 간호학 전문가들을 이용해서 확인했다 개 

발된 항목들은 노인들이 느끼는 심리사회스트레스 

원을 결정하는 유용한 도구가 되었다(Pale & 

Lidnsey, 2(03). 

Biondi와 Picardi( 1999)는 임상간호사의 스트레 

스지수를측정하기 위해 74가지 항목의 간호사의 스 

트레스 측정도구를 만들었다. 이 도구는 스트레스의 

5가지 구성요소(개인의 반응， 개인의 관심， 업무의 

관심， 역할의 적성， 업무 완료 관심)로 되어 있다. 이 

는 개인이 스트레스 요인의 인지정도를 측정하지만 

생리적반응은포함되지않았다. 

Jenkins 행동 척도는 성격을 A형과 B형으로 분 

류히는 표준화된 도구이다 A형 행동이 심근경색을 

일으킨다능 관계는 이미 증명 된 바 있다.A형 행동 

에서 다른 심장질환의 위험요인들이 나타남으로써 

강화되었다 A형 성격은 ”참을성 없는" tt시간을 기 

고" "과격한" "경쟁적인" "공격적인” 특성이 있는 

행동을 나타낸다(Je따ins， Rosenman, & Friedman, 

1967). A형 성격은 관상동맥질환을 유발하는 성향을 

가진 성격이고 신경호르몬반응과도 관련되어 심리 

적 스트레스에 대하여 카테콜라빈 반응이 과활동을 

한다논 증거가 있다(Biondi & Picardi, 1999). 

스트레스의 주관적 증상은 경험한 스트레스에 

대하여 면접이나 질문지를사용하여 조사하논 것으 

로 경제적이고 시행하기가 쉽다. 측정내용으로는 생 

활사건 또는 스트레스와 관련되었다고 보는 경험들， 

스트레스를반영할정서적과신체적 경험들，스트레 

스를 유발하는 불쾌감이나 혐오감 등의 등급을 매기 

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은 후향적 접근으로 과거경 

험을 묻는 것으로 기억력， 기억자체의 설수， 측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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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성， 고의적이거나 우연한 편견， 생활사건 등의 

상호작용문제가 있다{김금순， 2(05). 

6. 스트레스 간호증재와핀리 

스트레스중재는 3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가 스트레스 원을 제거하고 개선하여 스트 

레스반응을 경감시키는 것이다. 이는 스트레스 원이 

알려지거나 확인할 수 있을 때 일시적 사건이라는 것 

을전제로한다. 

두 번째는 스트레스 원을 긍정적으혹 평가하도 

록 유도하므로써 스트레스를 경감시키는 것이다 동 

시에 환자의 개별화를존중하고자존감을증진시켜 

주어야한다 대상자를수동적이고부정적인 태도보 

다는 당당하고분명하게 자기주장을 할수 있도록 길 

러 주어야 한다. 이러한 간호중재로는 인지재평가， 

정보제공， 지지간호제공， 대처능력활용을 사용하논 

것이다 김금순{1990)은 심도자검사를 받는 환자들 

에게 시술 전에 상세하고 자세한 정보제공을 스트레 

스반응 및 심도자검사로 인한 행동반응을 감소시키 

고 코티솔분비를 줄였다{김금순， 1990) 

세 번째는 스트레스원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에는 지속적인 정신적인 긴장상태릎 극복하기 위하 

여 스트레스관리법을 적용하여 교감신경계의 반응 

을 부교감신경의 활성화로 바꾸어준다(김금순， 

1993). 이와 같은 중재로는 점 진적 근육이완볍， 바이 

오휘드백훈련， 심상요법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점진적 근육이완요법은 근육과 마음사이에는 

폐쇄 피드백 루프로 조절되는 회환체계여서 근육긴 

장이 감소하면 뇌로 가는 스트레스성 정보가 감소한 

다는 것이다. 점진적 근육이완요법은 혈압하강 및 코 

티솔 분비를 감소시키며， 정신질환자의 불안을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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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며， 단기위협 인 위협적인 검사로 인한 불안을 감 

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오휘드백 훈련은 스 

트레스상황을 자가 조절하도록 돕는 것으로 유방암 

환자의 스트레스관리로 유방절제술후 삶의 질을 향 

상시켰으며(김금순 등， 2(05), 간호대학생들의 임상 

스트레스관리(김금순， 이소우，& 박성회， 1999)에도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발 반사 

마사지， 향요법둥도 스트레스관리에 효과적인 것으 

로나타나고있다 

그러나아직사람의 성격에따른가장효율적인 

특정한치료는연구중이며，지금까지치료들의효율 

에 관한 자초￡가 충분하지 못하고 치료법은 연구들에 

의해 아직 표준화되지 못하여 실무적용에 대한 결과 

비교는 아직 문제점으로 남아있다 

7. 결론 

스트레스연구에서 제시되는문제점은 연구결과 

들을 서로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연구목적， 표본， 

통계방법，그리고스트레스반응에대한정의도모두 

다르기 때문에 앞으혹의 연구 관련성을 제시하는 기 

초들제공한것이라고생각한다. 

스트레스 연구가들이 직면한 이론적이고 방법 

론적 문제로는문헌에서 개념틀의 연관성， 생리적 변 

수 및 측정방법들에 관해 세심하게 평가하고 이 분야 

의 지식 기반을 개발하기 위해서， 충분한 대상자를 

확보하여 스트레스중재와 측정을 다양하게 사용하 

여야미래 연구에서는 연구영역을넓히는 연구가 이 

루어 질 수 있다{Lowrey， 1987). 

현재 스트레스 영역에서 조직적인 연구가 일어 

나는 예가 많지가 않다. 따라서 혈액이나 소변 겸체 

에서 카테콜아민이나 다른 호르몬들을 측정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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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이용가능한특이적이고민감한생화학적분석방 

법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반응을 보다 신 

뢰성 있고타당성 있게 측정할수 있다 또한스트레 

스반응을 검증하기 위하여 면역기능을 여러 가지로 

평가하는것도고려해야한다. 임상적으로적절하고 

효율적인 중재를 세우기 위해서는 스트레스를 이해 

하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다. 스트레스연구에서 광범 

위한 스트레스원이 도처에 있고 개인의 반응특성이 

특이하게 나타나므로 단순한 문제는 아니지만 복합 

적 이고 다양한 결과를 내도록 지속적으로 연구가 필 

요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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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ress response: 

Physiological and Behavioral Aspects 

Keum Sooo Kim 1) 

Physical and psychological events can produce stress response in various degrees. Stress affects many 

aspects of physiology including both brain 때d peripheral elements which is represented as hypothalamus

pituitary-adrenal axis. Brain εlements consist of corticotropin-releasing hormone(CRH), locus ceruleus(LC)

norepinephrine(NE)/autonomic system. Peripheral elements include pituitary-adrenal axis and the autonomic 

nervous system, which coordinate the stress response. Current trend of the sσess researches is emphasizing 

the mechanisms of the stress response which is adaptive or become maladaptive πus review introduces 1) 

the concepts of stress, 2) physiological and behavioral aspects of sσess responses, 3) the consequences of 

sσess response, 4) the measurements ofsσess and 5) stress management for those interested in stress research. 

1) RN, PhD,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iege ofNursing; Researcher, RINS, SNU 

Key words: Stressor, Stress response, HP A axis, Autonomic neπous system Stress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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