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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reduces airline passengers, which
leads to a sharp decline in airline sales. They are concerned about the dismissal or
unpaid leave of the flight pilot and crew, and the management of the passengers is
also under great stress. Stress management methods for COVID-19 can be divided into
general stress management such as ‘Let’s change me’, ‘Let’s find the source of life’,
and ‘Let’s ask for help’, and mental health management in a disaster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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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대형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은 영업이익이 100억원
미만이었고, 대부분의 저가 항공사들은 300억원 이상의 영업 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coronavirus disease 2019, CO-

실을 본 것으로 보고되었다[3]. 이러한 손실로 인하여 무급 휴직

VID-19)는 중국에서 시작된 바이러스로, 한국에서 COVID-19

조종사와 승무원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들 중 경제적인 어려움

는 2020년 1월 20일에 처음으로 발견되었다[1]. 이후 지속적으로

으로 자살을 한 경우도 보고되고 있다.

감염자 수가 증가하여, 전세계 확진자수는 11월 26일 기준으로
60,000,000명을, 국내 확진자수는 32,000명을 넘어섰다.

COVID-19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COVID-19로 인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COVID-19로 인해 미국 주요항공사는 순손실이 총 12조원
이 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미국의 비행기 승객 감소율은 약

II. 본

론

70% 정도로 보고되고 있다. 미국 항공사들은 미국 정부로부터 고
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250억 달러를 지원받았으나 2020년 9월

1. COVID-19와 정신건강실태

부터 정부의 보조금이 끊기면서 경영난이 악화되고 있어 결국 조

COVID-19와 같은 감염병은 죽음에 대한 공포와 맞닿아 있으

종사나 승무원이 일시적인 해고 또는 무급 휴직으로 이어지게 되

며, 인간의 불안과 두려움을 일으킨다. 특히 치명성과 전염성이

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3만6000명의 임직원에게 해고 예정 통

불명확한 신종감염병 유행시 이러한 대중적 불안과 두려움은 증

보서를 보냈고, 델타 항공은 기장과 부기장 2000여명을 감축할

폭되어 상당한 수준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감염병이

예정이다[2].

유행시 사람들은 불안과 공포가 커져 감염병 발생에 대한 정보를

국내 항공사도 해외항공사와 비슷한 상황으로 2020년 3분기에

검색하는데 집착을 하게 되고, 의심이 많아져서 주의 사람들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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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하게 된다. 또한 감염병의 원인이 대부분 사람들과의 접촉이기
때문에 외부 활동이 줄어들고 무기력해질 수 있다.

자신을 바꾸는 스트레스 관리법에서는 규칙적인 생활이 우선된
다. 규칙적인 식사, 수면, 긴장관리 등이 포함되며, 항상 웃으며,

COVID-19 발생 이후에 대한민국에서는 ‘코로나 블루’라는 신

매사에 감사하며, 친절과 선행을 베푸는 일들이 스트레스를 관리

조어가 등장하였다. 이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우울감을 뜻하는

하는데 도움을 준다. 또한, 일반적으로 알려진 영화보기, 온천욕,

blue가 합쳐진 신조어로 COVID-19 확산으로 일상에 큰 변화가

명상, 낚시나 요리와 같은 취미 생활 등이 도움이 되는 방법이며,

생기면서 생긴 우울감이 무기력증을 일컫는 단어이다. 정식 진단

특히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이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

명은 아니지만 COVID-19를 대한민국 사회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져있다. 최근에는 마틴 셀리그먼(Martin Seligman)이 제창한 긍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어이다.

정심리학이 스트레스 관리에 효과가 좋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한국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와 보건복지부에서는 2020년 3

[8]. 긍정 심리학은 개인이 처한 삶의 현장에서 새로운 관점을 통

월, 5월, 9월에 COVID-19로 인한 국민들의 정신건강실태를 조

해 최고의 역량을 발휘하며 진정한 행복과 가치 있는 삶을 위해

사하여 발표하였다[4]. 19세부터 70세까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하는 응용심리학이다. 긍정심리학에서 긍

3월 조사의 대상자는 1,014명, 5월 조사의 대상자는 1,002명, 9

정은 무조건적으로 스트레스 상황의 좋은 부분 만을 보기 위해 노

월 조사의 대상자는 2,063명이었다. 온라인 설문조사로 진행되었

력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긍정의 사전적인 의미는 ‘그

으며 9월 조사의 경우 남자 1,044명, 여자 1,019명이 참여하였

렇다고 인정(認定)함’으로 스트레스 상황에서 긍정은 스트레스 상

다. 걱정과 두려움은 3월, 5월의 조사보다 9월의 결과에서 더 점

황 자체를 그대로 승인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마틴 셀리

수가 높아져 COVID-19에 대한 많은 정보들이 알려지기 시작했

그만은 ‘생각을 바꿔 행복해지는 십계명’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음에도 걱정과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불안은

적용해 보는 것은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이 된다(Table 1). 긍정심

3월 조사보다는 9월 조사 결과의 점수가 낮아져 COVID-19에 대

리학을 적용시 ‘긍정적 사고가 현실 감각을 잃어버리면 병을 만든

한 정보들이 알려져 다소 감소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우울

다’라는 명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 자살사고는 3월, 5월, 9월 순으로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삶의 원천을 찾는 스트레스 관리법에서는 자신의 삶의 목표를

나 걱정과 두려움, 불안과 달리 시간이 경과하면서 높아지는 추세

설정하는 것이 우선된다. 빅터 프랭클이 주창한 의미치료(Logo-

를 보이고 있었다. 우울의 경우 2018년에 시행된 지역사회 건강

therapy)에서는 인간에게 실제로 필요한 것은 긴장이 없는 상태

조사[5]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었으며, 자살사고도 2018년에 조

가 아니라 가치 있는 목표, 자유의지로 선택한 그 목표를 위해 노

사된 2020 자살예방백서[6]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음주

력하고 투쟁하는 모습이라고 주장한다[9]. 인간이 삶에 대한 의미

율이 64.9%로 2018년 지역사회건강조사의 60.9%보다 높게 나

를 잃으면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잃기 때문에, 자신만

타났다. 한국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와 보건복지부의 공동 연구

의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삶의 원천을 찾는 구체

를 통해 걱정, 두려움, 불안, 우울, 자살사고, 그리고 음주율 등이

적인 방법으로는 종교활동, 봉사활동, 글쓰기 등이 있다. 종교생

COVID-19 이전보다 매우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활은 각 종교에서 주는 삶의 의미를 차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봉사활동을 통해 이타적 삶에 대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글쓰기

2. 일반적인 스트레스 관리
극심한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한 원칙에는 존중(Respect), 정

는 자신의 생각들을 정리해가며, 글을 통한 소통으로 삶의 의미를
찾는데 도움을 준다.

보(Information), 연결(Connect), 희망(Hope)의 앞 글자를 딴

마지막으로 도움을 청하는 스트레스 관리법에서는 자신의 스

RICH가 있다. 이는 극심한 트라우마 뿐 아니라 일상생활의 스트

트레스 상황을 타인에게 털어놓는 것이다. 우선 가족이나 친구에

레스 극복에도 도움이 되는 원칙이다. 존중은 자신에 대한 존중을

게 자신의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고 자신이 느끼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회복력,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믿고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보는 스트레스를 관리
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들을 정확히 알고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연결은 누군가와 함께 하면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모
습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희망은 과거에서 벗어나 미래를 꿈꾸
고 불신에서 벗어나 신뢰를 다시 쌓으며 무력감에서 벗어나 자신
감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마음가짐을 말한다. 즉, 자신의 심리

Table 1. The ten commandments of positive psychology
1. Be aware of your own biases
2. Don’t assume that all wrongdoing is my fault
3. Imagine the best moments rather than the worst
4. Find an easy solution
5. Imagine your success

적 자원을 믿고(respect), 그것에 대해서 알아가고(information),

6. Think about what you would have done if you were an optimist

활용하여(connect) 희망(hope)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설명될 수

7. Make a list of things you liked

있다[7].

8. Share the joy with the people around you

일반적인 스트레스 관리법은 ‘자신을 바꾸기’, ‘삶의 원천을 찾
기’, ‘도움을 청하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96

9. Find your goals
10. Set the limits you can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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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감정에 대해 소통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을 얻

움을 줄 수 있다.

을 수 있다. 가족이나 친구에게 털어놓는 것으로 해결이 되지 않

또한,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한국 트라우마스트레스 학회, 한국

을 때는 스트레스를 함께 겪고 있는 동료와 자신의 감정을 공유할

심리학회, 보건복지부에서 함께 만든 마음건강을 지키는 7가지 수

수도 있다. 이러한 방법 이후에도 스트레스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칙을 적용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Fig. 1) [11].

때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나 정신건강전문가(심리상담가 등)들
을 찾아가 도움을 청해야 한다.

4. COVID-19 pandemic에서 안정화 기법
압도적인 정서적 경험들을 진정시키기 위한 방법에는 안정화 기

3. COVID-19 pandemic에서 정신건강관리
한국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에서는 감염병 시기에 대처할 수
있는 스트레스 관리법을 제시하고 있다[10].

법이 있다. 안정화 기법은 트라우마를 경험한 이후에 나타나는 고
통스러운 기억, 여러 감정과 감각이 통제 불가능한 상태로 나타날
때, 몸과 마음을 스스로 조절하고 진정시키기 위한 방법이다. 자

첫번째, 믿을 만한 정보에 집중하는 것이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기조절 훈련일 뿐 근본적인 외상기억 처리 치료과정은 아니며, 감

사람들은 최대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여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경

염병으로 인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자조기

향이 있다. 비전문가가 수집한 정보에는 잘못된 정보가 포함될 수

법이다. 국가 트라우마 센터[12]에서는 재난을 겪은 사람들을 위

밖에 없고 이는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가

하여 안정화 기법(심호흡, 복식호흡, 착지법, 나비포옹법)을 홈페

중시키고 올바른 판단을 방해한다. 따라서 정확한 정보를 선별해

이지에 소개하고 있다(Fig. 2).

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제공하는 지침
과 정보가 가장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두번째, 불안과 공포에 대해 지나치게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 감
염병으로 인해 격리된 환자, 환자의 가까운 가족, 지인, 그리고 반
복적으로 매스컴을 통해 경험하는 일반인들은 여러 가지 불안과
공포를 경험하고 좌절감, 절망감, 무력감 등을 느낄 수 있다. 이러
한 반응은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지만, 자신이 느끼는 감정에 대
한 지나친 염려는 불안과 공포를 악화시킬 수 있다. 자신이 느끼
는 불안과 공포에 대해 정상적 반응임을 인정하되, 너무 괴롭다면
정신건강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세번째, 감당하기 어려운 감정들을 털어놓아야 한다. 감염병이
유행하는 상황에서 느끼는 불안, 짜증, 분노 등의 다양한 감정반
응들이 정상적이지만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이러한 감정들을
편안하게 털어놓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감정을 추스르기 위해서
술이나 약물에 의존하다 보면, 그 순간에는 감정이 줄어드는 것
같지만 점차 감정에 압도된다. 따라서,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감
정들은 주위 사람들과 공유하는 편이 좋다. 그러한 감정들을 함께
공유하다 보면, 타인들도 비슷한 감정으로 고통을 받고 있음을 알
게 되어 안심할 수 있게 되며, 또한 감정의 공유를 통해 감정이 감
소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
네번째,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해야 한다. 평소 생활 패턴을 회복
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자신이 조절할 수 있다는 자기조절감을 통
한 자신감과 연결이 된다. 밤에 6~7시간 수면, 적당량의 건강한
식사, 가벼운 운동, 걷기, 심호흡, 스트레칭, 기도, 명상 등을 격려
하고 지나친 음주나 카페인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감염병으로 인
한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이 된다.
다섯째, 의료인과 방역요원들에 대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감염병의 최전선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의료인들과
방역요원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거나 도움을 주는 것은 자
신이 감염병에 대해 함께 대처하고 있다는 공동체 의식의 함양과

Fig. 1. Keeping mind healthy in COVID 19 pandemic (Adapted

자신감 증진을 통해 감염병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데 도

from:http://kstss.kr/?p=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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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tabilization technique in COVID19 pandemic (Adapted from:https://
www.nct.go.kr/distMental/crisis/crisis01_4_1.do).

III. 결

론

COVID-19로 인한 스트레스 관리는 자신의 심리적 자원을 믿

ORCID
Won-Hyoung Kim, https://orcid.org/0000-0002-6650-3685

고(respect), 그것에 대해서 알아가고(information), 활용하여
(connect) 희망(hope)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설명될 수 있다. 코
로나 19에 대한 스트레스 관리법은 ‘나를 바꾸자’, ‘삶의 원천을
찾자’, ‘도움을 청하자’와 같은 일반적인 스트레스 관리와 ‘재난상
황의 정신건강관리’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심호흡, 복식호흡, 착
지법, 나비포옹법 등을 실제적으로 적용함으로 COVID-19로 인
한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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