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론

최근 의료시장의 개방, 의학지식의 화, 권리의식

향상등의료환경이 변함에따라간호의 문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1]. 간호사들은 사회 요구와 기 에 부

응하기 해서 더 높은 수 의 문 간호능력과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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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연구는 EMDR 통합 집단치료가간호 학원생의우울, 불안, 외상 후 스트 스, 자아존 감에미치는효과를

악하기 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는 유사 실험연구로서 비동등성 조군 후설계를 이용하 다. 연구 상자는 C 학

석, 박사과정에재학 인간호 학원생 50명(실험군=22명, 조군=28명)이며, 실험군은총 8주간 8회기의 EMDR-IGTP에

참여하 고, 조군은 연구종료후희망자에한하여 EMDR-IGTP을 제공하 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4.0 로그램을 이

용하여서술통계, χ2-test와 Independant t-test로 분석하 다. 본 연구의 결과, 8주 후 EMDR-IGTP에 참여한 실험군은

조군에 비해 불안(t=-2.50, p<.05)과 자아존 감(t=20.78, p<.01)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나타났다. 따라서

EMDR-IGTP은 간호 학원생의 불안 감소와자아존 감 증진에 정 인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었다. 추후 연구 상자를

확 하여 로그램의 효과의 기 을 악하는 후속 연구를 제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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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udy aimed to evaluate the effects of the EMDR-IGPT(Eye movement desensitization and 

reprocessing-integrative group treatment protocol) on the depression, anxiety, post traumatic stress, self-esteem in 

graduate nursing students. A quasi-experimental study employing a nonequivalent control group and pre-post design 

was conducted. The participants were graduate nursing students from C university (Experimental group=22, Control 

group=28). The experimental group participated in the 8 session-EMDR-IGPT for 8 weeks, while control group were 

treated by waitlist. Data were analyzed using χ2-test, independent t-test, with SPSS 24.0 program.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anxiety(t=-2.50, p<.05) and self-esteem(t=20.78, p<.01) of participants between 

experimental group and control group after completion of 8 session-EMDR-IGPT. The results indicate that 

EMDR-IGPT can be used to improve anxiety and self-esteem of graduate nursing students. Furthermore, further 

study needs to identify the mechanism of the effects of th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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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발을 해 학원 교육에 한 심과 요구가 증가하

고있다[1]. 하지만간호 학원생들은 부분간호사로서

학업과가정일을병행하면서겪게되는역할과 , 피로

등으로 인해 높은 신체 , 정신 스트 스를 경험하게

된다[2,3]. 특히 간호사는 업무 특성 상 다양한 직・간

심리 외상사건(환자의 사망·사고, 폭력 등)에 노출

되기 쉽기 때문에 외상 후 스트 스에 취약한 직종이다

[4,5]. 기의스트 스에 한회복력이약화되면다양한

스트 스에 한 응력이떨어지고결국은새로운스트

스에직면하 을때 PTSD와같은임상 인증상이나

타날 수 있다. 이러한 ・만성 스트 스에 히 처

하지 못할경우 불안이나 우울과같은부정 정서는 자

존감 하를 래할뿐아니라약물남용, 응장애, 학업

단, 두통이나 궤양, 암, 고 압 같은 신체질환을

유발하고 더 나아가 환자의 건강을 돕는 간호의 질까지

하시키게 된다[3-5].

지 까지 수행된 간호사나 간호 학원생의 우울, 불

안, 스트 스 재를 한 선행연구를 요약하면, 바이오

피드백[6], 인지행동치료[7], 극복력훈련[8], 아로마테라

피[9] 등 다양하게 수행되었다. 하지만 간호사를 상으

로심리 재 는신체 재와같이단일 재를제

공하여 심리 외상을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었으며, 직

무 스트 스나 스트 스 처, 자율신경계 반응을 악

하는 연구가 부분으로 간호 학원생의 우울, 불안, 자

존감 스트 스에 한 효과를 악하는 연구는 매우

부족하 다[10]. 따라서 간호 학원생을 한 효과 인

스트 스 리를 통해 환자에게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하

고학업과가정에서삶의 만족감을 높일수 있도록노력

해야 한다.

EMDR (Eye movement desensitization & reprocessing)

은 행동치료와 인지 재구조화를 반 하여 외상 후 스

트 스 장애를 조기 재하기 해 Shapiro[11]에 의해

개발된 심리치료이다. EMDR은 외상, 역경 인생경험,

혹은심리 스트 스요인들의치료를 한포 근

이다. EMDR은 8단계로구성되며치료 원리는우측뇌

와 좌측 뇌를 동시에 자극함으로써 감정과 인지를 통합

시켜정신 외상으로인한고통스러운기억을둔감화시

키고 응 인방향으로재처리하도록도와 정 인인

지와 처를증진시키는 것이다[11,12]. 그동안 EMDR은

약물치료 이외에 기 아동이나 외상 후 스트 스 장애

나정신질환자 등성인을 한효과 인외상 후스트

스 치료법으로 입증되었다[12,13].

최근 EMDR은 기존의 미술치료나 놀이치료 등 다양

한심리치료와통합이가능하며, PTSD에국한되지않고

다양한 상과 증상에서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

고되고있다[11-17]. 표 인EMDR-IGTP (Eye movement

desensitization and reprocessing- integrative group

treatment protocol)는 집단치료 모델을 토 로 EMDR,

미술치료 양측뇌자극활동으로나비허그를사용하고

있다[15,16]. 외상과 련된부정 감정, 기억, 인지등을

상기한후, 안구운동 에경험한이미지나감정을미술을

통해자유롭게표 하도록돕는다. 그동안 EMDR-IGTP

를 용한선행연구에따르면, 아동, 정신질환자, 암환자,

군인, 난민, 외상후스트 스장애환자, 소방공무원등다

양한 상에게 용되었으며, 불안, 분노, 스트 스 감소

자아존 감 향상에 유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하 다[11-17]. EMDR-IGPT는 EMDR과미술치료를통

합하여 상자가 고통스런 기억을 둔감화시키고 응

인방향으로재처리하도록도움으로써불안과우울을감

소시키고, 인지행동치료와미술활동을통한자기 자신과

자신의 재와미래에 한합리 이고 정 인인지평

가를 훈련하여 스트 스 처와 자존감 증진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1,15,17].

따라서 EMDR-IGPT는 간호사업무와학업을병행함

으로써높은스트 스를경험하고직・간 인외상후

스트 스에 취약한 간호 학원생의 우울, 불안, 자존감

하의 역기능 행동반응에 기여하는 외상성 스트 스

경험을빠르고반복 인안구운동을시켜서 정 인지

변화와 불안 감소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한 우울

과불안을감소시키고자신과스트 스에 한 정 인

인식변화를통해자아존 감을향상시킬수있을것으로

상된다. 이에본연구는 EMDR-IGPT가 간호 학원생

의우울, 불안, 외상후스트 스 자아존 감에미치는

효과를 악하고자 수행되었다.

2. 연

2.1 연 계

본 연구는 EMDR-IGPT가 간호 학원생의 우울, 불

안, 외상후스트 스, 자아존 감에미치는효과를

악하기 한비동등성 조군 후설계의유사실험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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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2.2 연 상  료수집

본연구 상자는 C 학에재학 인 석·박사과정의

간호 학원생이다. 상자수는 G*Power program 3.1.7

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하 으며, independent t-test

에서양측검정, 유의수 .05, 간 효과크기 0.5, 검정력

0.8로 하 을 때 각 군에 필요한 표본 수는 26명이었다.

탈락률을고려하여실험군 28명과 조군 28명을선정하

으며, 3회 이상결석하거나개인사정으로 도에탈락

한 실험군 5명을 제외하고 실험군 22명, 조군 28명을

최종 연구 상으로 분석하 다.

자료수집기간은 2016년 4월 14일에서 7월 1일 까지

다. 본 연구의 모든 차와 방법은 C간호 학 생명윤리

원회의 승인(IRB No.제 2-1046881- A-N-01호

-201612-HR-057-01-04)을 받은후진행하 다. 먼 연

구참여공고문을공지한후, 사 에훈련을받은연구보

조원이연구참여를원하는 상자들에게연구의목 과

방법, 익명성과 비 보장, 자발 연구의참여와철회 가

능성 등에 해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한 서면동의를

받았다.

EMDR-IGPT을 시행하기 에 사 조사로 실험군과

조군은일반 특성, 우울, 불안, 외상 후 스트 스, 자

아존 감에 한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 으며 설문조

사에 소요된 시간은 약 15-20분 정도 다. 실험군은

EMDR-IGPT을 주 1회 60분씩 총 8회 참여하 다. 사후

조사는 실험군은 EMDR-IGPT 종료직후, 조군은 8주

후에일반 특성을제외하고사 조사와동일한설문지

를 이용하여 실시하 다.

본 연구에서 EMDR-IGPT는 실험군에게무료로제공

하 으며, 조군은 연구 종료 후 희망자에 한하여

EMDR-IGPT을제공하여연구참여에 한답례를하 다.

2.3 연 도

2.3.1 우울

우울은 Zung[18]이 개발한 자가보고형 우울측정도구

(Self-rating depression scale, SDS)를 Lee[19]가 한국어

로번역한도구로측정하 다. 이 도구는총 2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Likert 4 척도(1-4)이다. 수 범 는

20~80 이며, 단 은 50 으로 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심함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Lee[22]의 연

구에서 Cronbach’s alpha=.9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79이었다.

2.3.2 안(SAS)

불안은 Zung[20]이 개발한 자가보고형 불안측정도구

(Self-rating anxiety scale, SAS)를 Lee[21]가 한국어로

번역한 도구로 측정하 다. 이 도구는 총 20문항으로 구

성되었으며, Likert 4 척도(1-4)이다. 수 범 는

20~80 이며, 단 은 50 으로 수가 높을수록 불안

정도가 심함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Lee[24]의 연

구에서 Cronbach’s alpha=.84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85이었다.

2.3.3 상 후 스트레스(PCL)

외상 후 스트 스는 PTS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의 진단평가 선별 목 으로 Weather 등[22]

에 의해 개발된 외상 후 스트 스 장애 체크리스트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Check List)를 Park

etc.[23]이 표 화한도구로측정하 다. 이 도구는총 17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Likert 5 척도(1-5)이다. 수

범 는 17∼85 이며. 단 은 45 으로 수가 높을수

록외상후스트 스정도가심함을의미한다. 도구의신

뢰도는 Park 등[23]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97이

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91이었다.

2.3.4 아 감(SES)

자아존 감은 Rogenberg[24]가 개발한자아존 감측

정도구(Self-esteem scale)를 Jeon[25]이 번안한 도구로

측정하 다. 이 도구는 정 5문항(1, 2, 4, 6, 7번)과 부정

5문항(3, 5, 8, 9, 10번)의 총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Likert 5 척도로 수화하 으며, 부정 문

항은 역산하 다. 수범 는 10-50까지이며 수가 높

을수록자아존 감이높음을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Jeon[27]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8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83 이었다.

2.3.5 안 운동 민감 실  재처리 통합 집단 료

(EMDR-IGPT)

본 연구는 멕시코 정신건강지원연합이 개발한 기

조기 재 로그램인 EMDR-IGPT[11-17]를 용하

다. 이 로그램은 집단치료 모델에 기반하며, 1～8단계

표 EMDR과미술치료형식을통합한것으로자가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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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능한 양측 자극 활동으로 나비허그를 사용하 다.

상자는 안구운동과 같은 외부 자극과 동시에 외상

기억(내부자극)에 집 하게 된다. 이는 빠르고 반복 인

안구운동을시켜서인지 변화와불안감소의효과를얻

는다. 외상과 련된 부정 감정, 기억, 인지 등을 상기

한후, 안구운동 경험한이미지나감정을집단미술치

료형식을통해자유롭게표 함으로써라포형성과신뢰

감이구축된다. 한 우울과불안을조 할수있는복식

호흡과안 지 를연습하고외상둔감화를 한나비허

그를 수행한다.

본 연구에서 로그램 방법과 기간은 여자 암환자와

PTSD환자를 상으로 EMDR이나 EMDR-IGPT의 효

과를검증한선행연구[17,20]에근거하여주 1회, 50분씩,

총 8회실시하 다. 로그램진행은본연구자가수행하

으며, 정신간호학교수로서정신 문간호사 정신

문요원 1 자격증을 취득하고 EMDR 과 EMDR-IGPT

수행을 한 수련과정을 이수하 다. 본 연구에 사용한

EMDR-IGPT 로그램의구체 인내용은Table 1과같다.

Session
Steps
(time)

Contents

1
Client background

(50)
∙Understanding client's need
& EMDR-IGPT

2
Ready
(50)

∙Building trust and rapport
∙Pre-test(depression,
anxiety, PTSD, self-esteem)

3
Evaluation
(50)

∙Drawing images of event
∙To score negative emotions

4
Desenitization

(50)

∙Butterfly hug
∙Drawing images of event
∙To score negative emotions

5 Future vision(50)

∙Drawing yourself in future
∙Writing a title to the picture
∙Butterfly hug
∙Thinking from today to
future.

6
Body scan(50)

∙Remembering the painful
picture
∙Close your eyes and watch
your body
∙Butterfly hug

7
The end
(50)

∙Practice your favorite
comfort
∙Sharing reprocessing
experience

8
Reevaluation
(50)

∙Reevaluation and trace

Table 1. Contents of EMDR-IGPT

3. 료

수집된 자료는 SPSS 24.0 통계 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상자의 일반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평

균과표 편차로 분석하 고, 실험군과 조군의 일반

특성과 종속변수의 동질성 검정은 χ2-test, independent

t-test로 분석하 다. EMDR-IGPT의 효과는 두 군간의

실험 과 후의 종속변수의 값의 차이를 independent

t-test로 분석하 다.

4. 연 결과

4.1 상   특   변수  동질  

검

상자의일반 특성과 동질성 검정 결과는 Table 2

와 같다. 상자의연령은실험군은 20 12명(54.5%), 30

8명(36.2%), 40 2명(9.1%)이었고, 조군은 20 13

명(46.4%), 30 12명(42.9%), 40 3명(10.8%)이었다. 결

혼상태는 실험군은 기혼 16명(72.7%), 미혼 6명(27.3%)

이었으며, 조군은 기혼 16명(57.1%), 미혼 12명(42.9%)

이었다. 종교는실험군 6명(27.3%)이 기독교, 5명(22.7%)

이 천주교, 4명(18.2%)이 불교, 나머지가 무교 으며

조군은 6명(21.4%)이 기독교, 4명(14.3%)이 천주교, 5명

(17.9%)이 불교, 나머지가 무교 다. 한 달 수입은 실험

군 16명(72.7%)이 200만원-399만원, 4명(18.2%)이 400만

원-599만원, 2명(9.1%)이 600만원이상 이었고 조군은

3명(10.7%)이 200만원이하, 16명(57.1%)이 200만원-399

만원, 3명(10.7%)이 400-599만원, 6명(21.4%)이 600만원

이상으로 나타났다. 교육수 은 실험군 21명(95.5%)이

석사과정에재학 이었으며, 1명(4.5%)이 박사과정에재

학 이었고, 조군은 26명(92.9%)이 석사과정에 재학

이었고, 2명(7.1%)이 박사과정에 재학 인 것으로 나

타났다. 모든 일반 특성에 한 동질성 검정 결과, 두

군은 모두 동질 한 것으로 나타났다.

Variable

Exp.
(n=22)

Cont.
(n=28) x²/t p

n(%) n(%)

Year

20-29 12(54.5) 13(46.4)

1.12 .26930-39 8(36.2) 12(42.9)

40� 2(9.1) 3(10.8)

Table 2. Homogeneity Test of General Characteristics  
(N=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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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의동질성검정결과는 Table 3과 같다. 상

자의 실험 우울 수는 실험군 (40.86) , 조군

(41.50) 으로나타났으며, 불안 수는실험군 (35.45) ,

조군 (36.32) 이었다. 상자의 우울 수와 불안 수

는 모두 50 미만으로 정상수 이었다. 외상후 스트

스 수는실험군 (28.73) , 조군 (32.79) 으로나타났

으며, 모두 45 미만으로 정상수 이었다. 자아존 감

수는 실험군 (29.82) , 조군 (30.25) 으로 간수

이상이었다. 동질성검정결과, 두군간에우울(t=.33, p=.747),

불안(t=.44, p=.662), 외상 후스트 스(t=1.27, p=.209), 자

아존 감(t=.31 p=.759)은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

어 모두 동질 한 것으로 나타났다.

Variables
Exp.(n=22) Cont.(n=28)

t p
Mean±SD Mean±SD

SDS 40.86±5.41 41.50±7.82 .33 .747

SAS 35.45±5.65 36.32±8.27 .44 .662

PCL 28.73±9.20 32.79±12.52 1.27 .209

SES 29.82±4.91 30.25±4.92 .31 .759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Table 3. Homogeneity Test of SDS, SAS, PCL, and SES  
(N=50)

4.2 EMDR-IGPT  효과 검

EMDR-IGPT의 효과를 검정한 결과는 Table 4와 같

다. 실험군은 8주간 EMDR-IGPT에 참여후에우울 수

가실험 40.86 에서실험후 36.82 으로감소하 고,

조군은 41.50 에서 40.39 으로감소하 으나두군간

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1.76, p=.085).

불안 수는실험 35.45 에서실험후 31.55 으로감

소하 고, 조군은 36.32 에서 36.25 으로 변화가 없

었으며 두 집단 간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2.50, p<.05). 외상 후 스트 스 수는 실험 28.73

에서 실험 후 27.27 으로 감소하 고, 조군은 32.79

에서 30.61 으로 감소하 으며 두 집단 간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0.34, p=.739). 자아존 감

수는실험 29.82 에서실험후 31.50 으로 증가하

고, 조군은 30.25 에서 13.96 으로 감소하 으며,

두 집단간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20.78,

p<.01).

Varia
-bles

Group
Pre-test Post-test Difference

t p
Mean±SD Mean±SD Mean±SD

SDS

Exp.
(n=22)

40.86±5.41 36.82±4.54 4.05±6.39

-1.76 .085
Cont.
(n=28)

41.50±7.82 40.39±8.07 1.11±5.44

SAS

Exp.
(n=22)

35.45±5.65 31.55±4.71 3.91±6.31

-2.50 .016*
Cont.
(n=28)

36.32±8.27 36.25±9.45 0.07±4.56

PCL

Exp.
(n=22)

28.73±9.20 27.27±7.77 1.45±8.02

0.34 .739
Cont.
(n=28)

32.79±12.52 30.61±12.17 2.18±7.22

SES

Exp.
(n=22)

29.82±4.91 31.50±4.41 -1.68±2.93

20.78 .001**
Cont.
(n=28)

30.25±4.92 13.96±2.92 16.29±3.11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p< .05 **p< .01

Table 4. Effects of the EMDR-IGPT          (N=50)

5. 논

본 연구는 간호사와 학업을 병행하고 있으며 간호업

무 상 외상 후 스트 스에 취약한 간호 학원생을 상

으로 8회기의 EMDR-IGPT을 제공하고우울, 불안, 외상

후 스트 스 자아존 감에 미치는 효과를 악하여

추후 여자 학원생의 스트 스 리에 활용하고자 시행

되었다.

본 연구의 상자의 우울, 불안, 외상 후 스트 스 정

도는 정상 수 이었으며, 자아존 감은 간 수 이상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측정 도구는 다르지만 간

호 학원생을 상으로 높은 수 의 우울과 불안수 을

보고한 Paul[6]의 연구결과와 응 실간호사를 상으로

Marriage
Married 16(72.7) 16(57.1)

1.15 .258
Single 6(27.3) 12(42.9)

Religion

Christianity 6(27.3) 6(21.4)

1.04 .303
Catholic 5(22.7) 4(14.3)

Buddhism 4(18.2) 5(17.9)

Have not 7(31.8) 13(46.4)

Monthly
income

Less than 2
million won

0(0.0) 3(10.7)

.28 .778
200-399 16(72.7) 16(57.1)

400-599 4(18.2) 3(10.7)

More than s6
million won

2(9.1) 6(21.4)

Educatio
n level

Master
course

21(95.5) 26(92.9)

.17 .865
Doctoral
course

1(4.5) 2(7.1)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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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 후 스트 스 정도를 측정한 결과, 고 험군으로 나

타난 Han과 Lee[4]의 연구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이는

간호사나 간호 학원생의 불안, 우울, 외상 후 스트 스

는근무부서, 직 , 근무형태에따라유의한차이가있었

다는 선행연구결과[4, 5]로 미루어 볼 때, 본 연구 상자

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EMDR-IGPT에 참여한실험군은참여하

지않은 조군에서비해불안과자아존 감에서유의한

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상자는 다르지만 ADHD 아동

을 상으로 8회기의 EMDR 통합놀이치료를제공한후

불안 감소와 자아존 감 향상에 유의한 효과를 보고한

Joo와 Song[14]의 연구결과와암환자를 상으로부정

정서 감소를 보고한 Jarero 등[17]의 연구결과와 유사하

다.

EMDR-IGPT은 심리 외상을받은 상자들의스트

스에 효과 인 치료법으로 제안되어왔다[15,16]. 심리

외상은작은 심리 외상과큰 심리 외상으로나

어볼수있는데크기에상 없이자신과세상모두에

해제한된믿음이나잘못된 믿음을 갖도록하는모든 경

험이라고 볼 수 있다. 과거에는 사회 재난, 성폭력, 등

과 같이 단순히 생명을 하는 경험을 심으로 정의

내렸으나, 최근에는 기존의 개념이 보다 확 되어, 요

한사람으로부터 심한말을 듣는것 등도심리 외상에

포함시키고있다[11,12]. 심리 외상에효과 인심리치

료로 EMDR-IGPT은안구운동을통해심리 외상으로

인한불안감을감소시키고인지 재구조화와자발 통

찰 자기효능감을증진시키며마비가된 정보처리 시

스템(Information processing system) 을 활성화시켜 처

리가 되지않은 정보의 재처리과정을자극 하는데효과

가 있다[14-16].

의료서비스를제공하는간호사들이병원의모든근무

부서에서 언어 신체폭력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로 인

해 정서 으로 화가 나고 짜증이 나며 우울하다는 호소

와 함께 신체증상으로 긴장감, 두통, 수면장애가 있으며

사회 으로직장동료와의 계변화, 자신을공격한환자에

한 공포 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하 다[1-3,26,27].

간호사들이 직업 업무 수행과정에서 반복 으로 경험

하게 되는 부정 인 자아개념이나 부정 인 업무태도,

환자에 한 심결여, 성취의욕의 감소 등을 나타내므

로스트 스가높은것으로보고하고있다[2-5]. 이와 같

이 크고 작은 심리 인 외상으로 인한 스트 스는 평생

정상 이지 않는 수 에서, 과거의 사건과 사고의 기억

에 한 심리 외상들의 처리가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

으면불안, 우울, 공포, 악몽, 래쉬백, 부 응, 낮은자존

감, 낮은 효능감, 인 계 문제 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심리 장애를 래하여 성격 문제나 역기능 반응을

나타내기도 한다[3-5].

하지만본연구결과에서 EMDR-IGPT는 상자의우

울과외상 후스트 스 감소에 유의한효과가없어 가설

과차이가있었다. 이러한결과는본연구 상자들은우

울과외상 후스트 스 수 이 정상수 보다낮았던 결

과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한 본 연구 상자들은

학원에 재학하면서 스트 스에 직면하고 있으나 심리

외상으로인한스트 스가 불안, 공포, 우울, 악몽, 부

응등이내재하고있는 상이므로 EMDR-IGPT의 효

과가 뚜렷하게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한

편, 스트 스나 스트 스로 인한 우울과 같은 정서는 인

지평가나 처에 의해 조 될 수 있다. 한, 외상 후 스

트 스는우울과같은 부정 결과뿐아니라 히

처할경우외상후성장과같은 정 결과를 래할수

있다[28]. 따라서 추후 외상 후 스트 스가 높은 상자

로 확 하고 스트 스 처를 포함하여 우울과 외상 후

스트 스에 한 로그램의효과를 악하는연구가요

구된다.

본 연구는일개 학의간호 학원생을편의표출하

으며, 로그램의 효과를 자가평가 설문지를 통해 측정

하 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간호 학원생 체에

확 용하는데 제한 이 있다.

6. 약  결론

본 연구는 간호 학원생을 상으로 8주 동안 총 8회

기의 EMDR-IGPT를 제공한 결과, 실험군과 조군 간

에불안과자아존 감에서통계 으로유의한차이가나

타났으나 우울과 외상 후 스트 스는 유의한 차이가 없

었다. 따라서 EMDR-IGPT는 간호 학원생의불안감소

와 자아존 감 증진에 정 인 효과가있음을알수 있

다. 이러한연구결과를 토 로다음과같이제언한다. 첫

째, 추후연구 상자를정상군뿐아니라외상후스트

스군과우울군으로확 하여EMDR-IGPT의 효과의차

이를 악하는연구를제언한다. 둘째, 다양한 상황의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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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학원생을 표할 수 있도록 상자 수를 확 하고

무작 설계를 이용하여 EMDR-IGPT의 효과를 악하

는 후속 연구를 제언한다. 셋째, EMDR-IGPT의 간호

학원생에 한 불안과 자아존 감에 한 효과의 지속

여부를 악할 수 있는 종단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

으로, 추후 EMDR-IGPT의 효과를 객 , 주 으로

측정하고 효과기 을 악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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