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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연구의 필요성1.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과도기로,

신체생리적 변화 사회적 발달의 급격한 변화는 다른,

발달단계와 다른 독특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도록 한다, .

특히 우리 나라의 경우 입시와 관련된 과외활동 취업을,

위한 학원 수강과 관련된 부담은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

는 친구와의 갈등 이성문제 학교에서의 소외 가치관의, , ,

혼돈 가정내 갈등 불확실한 미래 등과 함께 청소년들로, ,

하여금 더욱 높은 강도의 스트레스를 경험하도록 한다.

이러한 청소년기의 스트레스는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이,

실업계보다는 인문계에서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고정자 이경희 이유미 조성옥( , 1992; , 1995; , 1995; ,

정선희1998; , 1999).

나날이 늘어가는 청소년의 정신행동의 장애 각종,

비행 여러 신체적 육체적 질병에 대한 주원인이 과중한, ,

스트레스에 의한다고 보고 있는데 스트레스에 의한 신,

체적 증후로는 요통 변비 두통 불면증 등이 있고 심, , , ,

리적인 증후로는 분노 불안 무관심 우울 피로 좌절, , , , ,

감 등이 있다 또한 행동상의 증후로는 입술 깨물기 과. ,

잉반응 말더듬 등 매우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박용자 임영식과 양돈영 따라서 청소( , 1989; , 1998).

년으로 하여금 스트레스 수준을 감소시켜 이로 인한 다

양한 부적응 반응을 예방하도록 하는 것은 청소년의 바

람직한 성장발달을 위해서 매우 필요하다.

현재까지 스트레스 관리방안은 점진적 근육 이완법,

요가 스트레칭 호흡법 최면술 자율훈련 심상요법, , , , , ,

명상 바이오 피드백 등이 제시되고 있다김정호와 김선, (

주 이 중 지시적 심상요법, 1999; Smith, 1993).

은 대상자가 이완된 상태에서 마음(Guided Imagery)

에 떠오르는 장면에 대하여 시각 청각 미각 촉각 등의, , ,

감각을 이용하여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으로

적용(Achterberg, Dossey, & Kolkmeier, 1994),

과정이 매우 자연스러우면서 특별한 기구가 필요하지 않

고 많은 시간이 요구되지 않는 비용 효율적인 중재법이,

다(Dossey, 1995; Eller, 1999; Naparstek, 1994 :

Ott, 1996; Shames, 1996; Tsai, 1992; Turkosk

& Lance, 1996; Tusek, James, Strong, & Grass,

또한 집단을 대상1997; Rees, 1995; Wynd, 1992).

으로 시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며 문제해결이나 새로운

행동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할 수

있다 최근 지시적 심상요법의 적용(Naparstek, 1994).

대상과 영역에 대한 지속적인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중재 연구는 초기단계라

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건강관리 행위가 형성되는 청소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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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지시적 심상요법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들의 효과적.

인 스트레스 관리방법 습득에 기여하고 나아가 실무에,

서 다양한 건강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 양호교사가 학

생들의 건강관리나 보건교육 시에 집단을 대상으로 적용

할 수 있는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으로써 지시적 심상

요법의 활용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의 가설2.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지시적 심상요법을 제공받은 청소년의 스트레스 정:

도는 지시적 심상요법을 제공받지 않은 청소년의 스트레

스 정도보다 낮을 것이다.

용어의 정의3.

지시적 심상요법1) (guided imagery)

대상자에게 사고의 흐름에 대한 의식적인 통제를 어떻

게 변화시킬 지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것으로(Sodergren,

본 연구에서는 몸과 마음의 이완을 유도하고 자1985) ,

신이 가진 문제를 구체적으로 인식하여 스스로 해결하며

자신의 노력을 통한 성취와 자신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

하는 장면을 상상하고 경험하도록 구성한 회 분 주1 8 , 5

일 주간 실시되는 간호 중재를 의미한다, 4 .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지시적 심상요법은 이완유도기,

심상기 정리기의 기로 나누어져 있다 이완 유도기는, 3 .

분 초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대상자가 청1 30 ,

소년이라는 점과 지시적 심상요법을 처음 접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아름다운 색깔의 산소 알갱이가 자신의 몸에

가득 차는 것을 상상하도록 하여 지시적 심상요법에 대

한 호기심을 유도하였고 심호흡을 통하여 따뜻한 기운,

이 자신의 몸과 마음의 불편감이나 긴장 등을 밖으로 내

보내고 자신의 몸을 이완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심상기.

는 약 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각 주별로 해변에서6 ,

의 자기발견 미지의 세계로의 여행 풍선날리기 높은, , ,

산 정상을 향하여로 개의 장면을 따로 구성하였다 정4 .

리기에는 약 초 정도로 대상자들이 심상의 장면을 정30

리하고 심호흡을 하면서 현실로 돌아오도록 구성하였다

스트레스2)

스트레스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원의 한계를 초과하

며 자신의 안녕이 위협 당한다고 평가되는 인간과 환경,

간의 특정한 관계이다(Lazarus & Folkman, 1984).

본 연구에서는 박영애 의 고등학생용 스트레스 경(1996)

험에 관한 질문지를 이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심상능력3)

심상요법을 통해 지시한 바대로 마음속에 시각 청각, ,

촉각 운동감각 미각 후각 및 기관감각 등을 생생하게, , ,

떠올릴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이다(Eaton & Evans,

본 연구에서는 이 개발한1986). Sheenhan(1967)

VIS(Vividness of Imagery Scale; short form of

를 김주현 이 번역하여 수정 보완한bett's test) (1995)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Ⅱ 문헌 고찰.

청소년의 스트레스1.

청소년기는 인간의 발달 단계에서 볼 때 미숙한 아동

기에서 성숙한 성인기로 옮아가는 과도기(transitional

아동과 성인 어느 쪽에도 완전히 소속되지 못period),

하는 소속 불명의 세대라는 의미의 주변인(marginal

갈등으로 가득한 격동의 시기라는 질풍 노도기person),

신체적생리적 성숙(a time of storm and stress),

과 심리적사회적 미숙에 따른 성장발달의 불균형으로

성인으로서의 지위와 역할 획득이 지연된 지불 유예기

등의 대표적인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moratorium) ,

신체적성적인지적 기능에 변화가 심하고 아울러 사

회적 요구의 증가에 따라 독립하려는 요구가 강해지며

인간관계의 변화 성적 적응 교육 그리고 직업에 대한, , ,

준비 등 많은 적응적 요구를 겪게 되는 시기이다한상철( ,

조아미와 박성희, 1998).

이도영 은 고등학생의 가 심각한 위기상(1990) 6.4%

태의 스트레스 수준에 있고 에 해당하는 학생이14.1%

중증의 스트레스 수준에 있음을 보고하면서 청소년의 스

트레스 관리의 필요성과 심각성을 강조하였다 이현주.

는 고등학생의 스트레스와 정신 건강에 관한 연(1992)

구를 통해 가장 높은 스트레스 요인은 학생 자신과 학교

생활이라고 제시하였고 이재원 의 연구에서도 자, (1989)

아정체감 자신감 등의 자기와 관련된 문제들이 가장 중,

요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나타났다 전경련 은 청. (1996)

소년의 스트레스를 학교 문제와 자신의 문제의 두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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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 학교 문제로는 선배와

친구로부터의 구타 폭행 선생님의 무관심 비인격적인, , ,

태도 무시 진학이나 취업에 대한 고민 입시 제도에 대, , ,

한 불만 등이었고 자신의 문제는 자신의 외모 성격에, ,

대한 불만 친구와의 의견 대립 생각과 행동의 불일치로, ,

인한 갈등 등이었다.

이유미 는 청소년들이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스(1995)

트레스의 유형과 각 사건에서 느껴지는 스트레스의 강도

를 분리하여 조사하였는데 가장 많이 겪게 되는 스트레,

스는 중요한 물건의 분실 학업성적이 부진할 때 시험‘ ’, ‘ ’, ‘

에서 실패했을 때로 나타났고 가장 높은 정도의 스트레’ ,

스는 불량배에게 피해를 보았을 때 중요한 물건을 분‘ ’, '

실하였을 때로 나타났다‘ .

어린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반응에 관한 연

구는 성인에 비하여 소수지만오가실과 한정석( , 1990)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스트레스와 행동 신체정신적,

증상이나 문제 행동의 관계연구는 그 범위가 에서부.22

터 까지의 상당히 높은 상관계수를 보여 성인 대상의.60

연구에 비해 스트레스 수준과 스트레스 증상과는 더 밀

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Compas, Davis,

와 고등학교 학년 재학생Forsythe Wagner, 1987). 2

을 대상으로 스트레스와 정신건강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

과 스트레스와 간이 정신진단 검사의 개의 하위척도들12

의 점수와 매우 밀접한 관련을 보였고 특히 가치관 심, ,

리 성격 공부문제와 대인관계문제에서 유의하게 높은- ,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다김학렬 외( , 1993).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청소년들은 다양한,

영역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으며 스트레스로 인,

하여 신체적 심리적 부적응 증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

타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개발 적용되어야 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

된다고 본다.

지시적 심상요법 의 효과2. (guided imagery)

심상 은 고대로부터 사용된 치유의 기술로(Imagery) ,

마음과 신체를 연결하여 인지정서와 심리적 생리적, ,

행위적 반응을 연결한다 심상은 인간의 감정을 자극하.

고 모든 행동을 동기화하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간호에 더욱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대상자의 경험

과 치료간호에 대한 결과를 증진시키는데 매우 유용하

다 또한 정서적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대화를 통한.

다양한 중재보다 더 효과적으로 대상자의 심리적 안정을

꽤할 수 있다 과(Halter, 1998; Tusek Cwynar,

2000).

지시적 심상요법은 다양한 영역에서 그 효과가 입증되

고 있는데 특히 스트레스 불안 우울의 관리 혈압 통, , , , ,

증 화학요법의 부작용 감소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지시적 심상요법의 다양한 효(Eller, 1999).

과는 다음의 원리에 의해서 기인함을 알 수 있다 첫째. ,

감각을 이용한 심상은 신체에서 실현되며 신체 반응으,

로 나타난다 둘째 지시적 심상요법은 심상에 대한 민감.

성을 높이며 셋째 신체 증상에 대한 통제력을 증진시키, ,

고 무력감을 감소시킴으로써 신체에 다양한 반응을 일으

킨다 지시적 심상요법의 효과를 규명한 연구로. , Esplen

등 은 신경성 거식증 환자를 실험군 명 대조군(1998) 24 ,

명으로 나누어 주간 매일 회씩 개의 테이프로 구26 6 1 2

성된 심상을 실험군에게 적용하였다 한 개의 테이프는.

안정감과 이완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장

소 휴식과 평화를 제공할 수 있는 곳을 떠올리는 것이,

었고 다른 테이프는 은유적인 기술 을 사, (description)

용하여 상황에 대한 경험을 증진시키는 내용으로 구성되

었다 지시적 심상요법을 실시한 결과 대상자의 는. 74%

음식을 허겁지겁 먹는 습관이 줄었고 는 구토가 유, 73%

의하게 감소되었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대조군에 비하여.

식습관 체중에 대한 태도 안위감이 향상되었음을 보고, ,

하였다.

는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지시적 심상Gross(1995)

요법과 이완훈련을 병용한 프로그램(Relaxation and

을 제공한 집단과 일반적인 항Guided Imagery, RGI)

암치료 교육만을 제공한 집단간에 시기별로 스트레스 수

준과 건강상태의 변화 항암치료 관련 부작용의 정도를,

비교하였다 총 항암치료 기간인 주 동안 일 회 지시. 9 1 2

적 심상요법과 이완요법을 병용한 오디오 테이프를 듣도

록 하면서 매 주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의 사용을, RGI

증진시키고 항암제의 부작용 증상 여부 등을 파악하였다.

연구결과 스트레스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스트레스 점수가 더 낮아

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험군을 면담한 결과 지시적. ,

심상요법이 유용한 스트레스 대처 기술이라고 평가하였

고 면담을 통해 수집된 건강상태도 매우 호전되었음을,

보고하였다.

와 도 유방암 환자 중 지시적 심Kolcaba Fox(1999)

상요법을 실시한 집단에서 안위감이 유의하게 증가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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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특히 지시적 심상요법 실시 후 주 째의 안위감, 3

점수가 가장 높았다고 하였다.

는 간호학생의 불안을 완화하기 위Stephens(1992)

하여 실험군 에게는 심상요법 분 오디오 테이프을1 (15 ) ,

실험군 에는 이완요법과 심상요법을 병행 분 오디오2 (20

테이프하여 적용한 후 대조군과 비교하였다 지시적 심) .

상요법을 적용한 첫 주에는 주일에 일 연속하여 시행1 5

하였고 두 번째 주부터는 주일에 회씩 주 동안 실시, 1 3 3

하여 총 주간 시행하였다 지시적 심상요법을 적용한4 .

많은 연구는 지시적 심상요법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하

여 조용하고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는 환경을 제공하였

으나 이 연구에서는 때와 장소에 무관하게 오디오 테이,

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결과 심상요법을 단.

독으로 적용한 집단과 이완요법을 병행한 집단 모두에서

불안 점수가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

타났고 두 집단 간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지시적 심상요법의 적용 대상이 환자군이 아니라면 반드

시 이완을 유도하지 않더라도 지시적 심상요법이 효과적

이라는 것이 증명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실험연구.

에서 이완상태의 유도가 지시적 심상요법의 효과를 증진

시킨다는 주장이 더 강하게 논의되고 있다.

는 불안과 통증을 경험하고 있는 유아와Ott(1996)

학령 전 아동에게 지시적 심상요법을 실시하여 개인적

대처능력이 향상되고 자아존중감이 증가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도 대학생에게 종류의 스트레스Mullins(1994) 3

관리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그 효과를 비교하였는데 지시

적 심상요법을 실시한 집단에서 대상자들은 이완 경험을

하였고 자신의 감각을 통제할 수 있다는 통제감을 경험,

함으로서 자아존중감이 증진되었다고 하였다 김혜정.

은 류마티스 건강전문학회에서 개발한 분용 지(2000) 13

시적 심상요법 오디오 테이프를 간호사 명에게 매일20

회씩 가정에서 회 병원에서 회 일간 적용한 후2 ( 1 , 1 ) 10

실험군의 스트레스 정도가 에서 으로 통계적으60.8 54.6

로 유의한 감소를 보였음을 보고하였고 음경옥, (2000)

은 같은 프로그램을 관상동맥 질환자를 대상으로 일1 2

회씩 일간 총 회 실시하였는데 두 집단간에 유의한 차3 6

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같은 프로그램이더라도 심상요

법의 경우에는 그 적용 대상과 심상요법이 이루어지는

환경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지시적 심상요법은 적용 대상에 따라 지시적 심

상요법의 실행문이나 적용 환경의 차별화를 고려해야 한

다고 본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지시적 심상요법은,

지속적인 상상을 통하여 대상자의 인지과정을 변화시켜

스트레스 정도를 낮출 수 있으며 그 적용대상이나 적용,

영역에 따라 다양하게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일상생활.

과 관련하여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

로 지시적 심상요법에 대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실행

문을 작성하여 그 활용가능성과 효과를 규명하려고 한다.

Ⅲ 연구 방법.

연구설계1.

본 연구는 지시적 심상요법이 청소년의 스트레스에 미

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설계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posttest

이다design) .

실험처치인 지시적 심상요법의 효과 확산을 방지하고,

시간의 흐름에 의한 성숙의 효과가 청소년 시기에 중요

하며 또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가 청소년의 스트레스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고 사료되어 실험군과 대조군의

자료수집을 같은 시기에 실시하였다.

연구대상 및 표집방법2.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 시내에 소재 한 개 인문계2

남녀공학 고등학교를 선정한 뒤 교장 선생님과 담임교

사 양호교사에게 협조를 구한 후 연구에 참여하기를 희,

망하는 학급을 각 학교마다 개 학급씩 선정하여 학급2

학생 전수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이 중 개 학교의. 1 2

개 학급은 실험군에 다른 개 학교의 개 학급은 대조군1 2

에 배정하였다.

연구의 기간은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로2000 9 1 9 30

실험전 대상자의 수는 실험군 개 학급 명 대조군2 90 , 2

개 학급 명이었다 실험 전 실험 주 실험 주의90 . , 2 , 4 3

번에 걸친 조사에서 수거된 설문지 검토 결과 불성실하

게 답하였거나 불완전한 설문지를 제외한 후 최종 대상,

자는 실험군에서 남학생 명 여학생 명으로 총40 , 42 82

명 대조군에서 남학생 명 여학생 명으로 총 명, 41 , 42 83

이었다.

연구도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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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적 심상요법1) (guided imagery)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지시적 심상요법은 기존의 문헌을

참조로 하여 실행문을 작성하였다(Gross, 1995;

Halter, 1998; Naparstek, 1994; Rees, 1992;

Thomson, 1987; Achterberg, Dossey &

과Kolkmeier, 1994; Thompson Coppens, 1994 ;

작성된 실행문을 간호학 교수 인의 내Tusek, 2000). 5

용타당도 검정을 거친 후 대학교 방송국의 아나운서, K

와 프로그램 제작자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연구절차를

설명한 뒤 아나운서의 목소리로 조용한 녹음실에서 실행

문을 녹음하였다.

녹음된 오디오 테이프의 음성 말의 속도 배경 음악, ,

등에 대한 수정을 가하기 위하여 간호학 교수 인에게5

자문을 구하고 남자 고등학교 학생 명을 대상으로 교, 30

실에서 대형 카세트 플레이어를 이용하여 제작된 오디오

테이프를 듣게 한 후 평가 내용을 근거로 하여 회의 재2

녹음을 통하여 테이프를 완성하였다.

스트레스2)

본 연구에서 스트레스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박영애

가 개발한 도구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1996) .

이 도구는 청소년의 스트레스 요인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기초로 차로 문항을 작성한 후 요인분석과 요인 부1 60

하량이 이상인 문항을 추출하여 성적 부모.3000 42 , , ,

친구 자신 교사 환경의 개요인 문항으로 구성하, , , 6 , 42

였다 각 문항은 아주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는다 점에. “ ” 5

서 전혀 받지 않는다 점까지의 점 척도로 점수 범위“ ” 1 5

는 최저 점에서 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42 210

레스의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

적 일관성 신뢰도 는 이었다Cronbach's alpha .91 .

심상능력3)

이 개발한Sheenhan(1967) VIS(Vividness of

를 김주Imagery Scale; short form of bett's test)

현 이 번역하여 사용한 것으로 시각 청각 미각(1995) , , ,

후각 촉각 등의 심상 능력을 개 영역 문항씩 문항, 7 5 35

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심상 대상이 청소년.

에게 적절한 것으로 도구의 일부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

한다.

한 개인이 제시된 사물에 대한 시각 청각 미각 후, , ,

각 촉각 등의 개 영역에서 어느 정도 생생하게 심상할, 7

수 있는지를 점 척도로 측정한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록7

생생하게 상상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주현 이 혈액투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1995)

서의 내적일관성 신뢰도 는 이었Cronbach's alpha .97

으며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조미림과 유숙자,

의 연구에서는 내적일관성 신뢰도(1998) Cronbach's

가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내적일관성 신뢰도alpha .79 ,

는 이었다Cronbach's alpha .95 .

자료수집방법 및 절차4.

본 연구는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연구2000 9 1 9 30

조원의 훈련 사전조사 실험처치 사후조사의 순서로 진, , ,

행되었다

본 연구는 개 학급을 대상으로 하여 동시에 지시적2

심상요법을 실시하여 연구조원의 도움을 받게 되었다.

연구조원에게는 본 연구 진행 전에 지시적 심상요법과

연구의 취지 및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자가 제작한 지시

적 심상요법 오디오 테이프의 실행문을 들어보도록 한

후 연구조원도 그 내용에 따라 수시로 지시적 심상요법

을 실시해 보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들에게 주.

어질 처치는 이미 제작된 오디오 테이프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연구 조원에게는 특히 처치 전에 대상자들의 자

세와 주변 환경을 잘 통제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사전조사는 지시적 심상요법을 시행하기 전 주 토요일

에 대상자에게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한 후 일반적“

특성 스트레스척도 심상능력척도 설문지를대상자”, “ ”, “ ”

에게 나누어주고 작성하게 한 후 제출하도록 하였고 이

때 대상자의 학급과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회수하였다.

지시적 심상요법은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주 5

회 일 분으로 주간 총 회 시행되었다 본 연구에, 1 8 4 18 .

서 지시적 심상요법을 실시한 장소는 대상 학급의 교실

이었다 학생들은 시 분까지 등교하여 분 동안의. 7 30 50

수업을 마친 후 분을 휴식하고 시 분부터 분간10 8 30 8

실시하였다 일반적으로 지시적 심상요법의 효과를 높이.

기 위해서는 안락의자나 침대에서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

면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실적으로 학급 인원

전체에게 교실에서 이러한 시설을 하는데는 무리가 있었

으며 또한 학교라는 기존 환경에서의 적용 효과를 규명,

하는 것이 의의가 있을 것이라 사료되어 학생들의 학교

생활 그대로 상태에서 적용하였다 학생들의 자세는 목.

과 등을 곧게 하여 바르게 앉은 자세에서 자신의 체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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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자에 완전히 실은 채로 조용히 눈을 감고 오디오 테이

프에서 들리는 내용에 집중하도록 하였다 또한 실내의.

환경이 너무 밝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교실은,

오전 시간에 햇빛이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곳이 아니었고,

앞 건물에 의해 그늘이 드리워지는 곳이었다 가능한 외.

부로부터 자극을 차단하기 위해 교실의 창문과 출입문을

닫고 다른 학급 학생들의 출입을 통제하였다.

지시적 심상요법 실시 주와 주에 각각 지시적 심상2 4

요법이 끝난 직후 실험군의 경우는 연구자와 연구조원이

대조군의 경우 학교 양호교사에 의해 측정하였다.

자료분석 방법5.

수집된 자료는 을 이용하여 분석한다SAS program .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 스트레스 정도 심상1) ,

능력의 동질성 검증을 위해 X2 를 하였다-test, t-test .

지시적 심상요법 실시에 따른 스트레스 정도의 변화2)

를 파악하기 위하여 repeated measures ANOVA

를 이용하였으며 처치간 차이에 대한 검증은,

방법을 이용하였다Bonferroni .

Ⅳ 연구 결과.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 검증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 검증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 검증은

다음과 같다 표< 1>.

실험군 대상자 명의 성별은 남자 명 여82 40 (48.8%),

자 명 이었으며 연령은 세가 명42 (51.2%) , 17 24

세가 명 이었다 성적은 중위권(29.3%), 18 58 (70.7%) .

명 하위권 명 상위권 명47 (57.3%), 20 (24.4%), 15

이었으며 건강에 대하여 명 이 좋다(18.3%) , 49 (59.8%)

고 하였고 명 은 매우 좋다고 하였으나 명, 10 (12.2%) , 20

은 그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평소 스트레스를(24.4%) .

해소하기 위해서 규칙적으로 하고 있는 활동에 대하여 21

명 이 있다 명 은 없다고 하였다(25.6%) , 61 (74.4%) .

대조군 대상자 명의 성별은 남자 명 여83 41 (49.4%),

자 명 이었으며 연령은 세가 명42 (50.6%) , 17 27

세가 명 이었다 성적은 중위권(32.5%), 18 56 (67.5%) .

명 상위권 명 하위권 명40 (48.2%), 24 (28.9%), 19

이었으며 건강에 대하여 명 이 좋다(22.9%) , 34 (41.0%)

고 하였고 명 은 매우 좋다고 하였으나 명, 21 (25.3%) , 23

은 그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평소 스트레스를(27.7%) .

해소하기 위해서 규칙적으로 하고 있는 활동에 대하여 19

명 이 있다 명 은 없다고 하였다(22.9%) , 64 (77.1%) .

두 집단간 일반적 특성에 따른 동질성을 Χ2 검- test

증을 통해 비교해본 결과 두 집단은 동질한 것으로 나타

났다.

지시적 심상요법 전 제 변수에 대한 실험군과 대2)

조군의 동질성 검증

지시적 심상요법 시행 전의 실험군과 대조군의 스트레

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 검증< 1>

특성 구분
실험군 대조군 X2 값

또는

값t

P
실수백분율( ) 실수백분율( )

성별
남 40(48.8) 41(49.4)

0.01 0.94
여 42(51.2) 42(50.6)

연령
세17 24(29.3) 27(32.5)

0.21 0.65
세18 58(70.7) 56(67.5)

성적

상위권 15(18.3) 24(28.9)

2.66 0.27중위권 47(57.3) 40(48.2)

하위권 20(24.4) 19(22.9)

건강상태

매우좋다 10(12.2) 21(25.3)

7.32 0.06

좋다 49(59.8) 34(41.0)

그저 그렇다 20(24.4) 23(27.7)

별로 좋지않다 3(3.70) 5(6.0)

매우 좋지않다

규칙적인 스트레스 관리
유 21(25.6) 19(22.9)

0.17 0.68
무 61(74.4) 64(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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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정도 심상능력에 대한 두 집단의 동질성을 검증한 결,

과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표< 2>.

가설검증2.

지시적 심상요법을 제공받은 청소년의 스트레스 정도

는 지시적 심상요법을 제공받지 않은 청소년의 스트레스

정도보다 낮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험

전 실험 주 실험 주의 스트레스 정도의 평균을 분석, 2 , 4

한 결과 표 그림 실험군의 스트레스 정도 평균은< 3>,< 1>,

실험 전 실험 주 실험 주111.94, 2 104.46, 4 100.56

이었으며 대조군의 스트레스 정도 평균은 실험 전,

실험 주 실험 주 이었다113.54, 2 113.11, 4 113.86 .

표 실험군과 대조군의 스트레스 정도< 3> N=165

측정시점
실험군 대조군

Mean SD Mean SD

실험 전 111.94 22.79 113.54 22.88

실험 주2 104.46 23.15 113.11 22.87

실험 주4 100.56 18.83 113.86 20.71

이를 반복측정 자료에 대한 분산분석으로 분석한 결과

는 표 와 같다 스트레스 정도에 대한 지시적 심상요< 4> .

법의 제공여부와 측정시점 간에는 교호작용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시적 심상요(F=10.14, p=0.00).

법 제공여부만을 고려한 실험군과 대조군간의 스트레스

정도는 실험군에서 유의하게 낮았고(F=6.57, p=

측정시점 간에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0.01), (F=

9.51, p=0.00).

실험군과 대조군의 측정 시점간 지시적 심상요법의 차

이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대조 비교분석한 결과,

실험 전과 실험 주 실험 주와 실2 (F=5.85, p=0.01) 2

험 주 에 스트레스 정도는 지시적4 (F=17.75, p=0.00)

심상요법을 제공받은 실험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표 실험군과 대조군간의 실험전 제변수에 대한 동질성 검증< 2>

변수

실험군

(n=82)

대조군

(n=83) 값t p

Mean SD Mean SD

스트레스 111.94 22.79 113.54 22.88 -0.45 0.65

심상능력 181.29 33.20 180.96 33.58 0.06 0.95

그림 지시적 심상요법이 스트레스 정도에 미치는 효과< 1>

스트레스스트레스스트레스스트레스 인지정도인지정도인지정도인지정도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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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05

110

115

120

실험전 실험2주 실험4주

실험군 대조군

0

5

스트레스스트레스스트레스스트레스 인지정도인지정도인지정도인지정도

85

90

95

100

105

110

115

120

실험전 실험2주 실험4주

실험군 대조군

0

5

스트레스스트레스스트레스스트레스 인지정도인지정도인지정도인지정도

85

90

95

100

105

110

115

120

실험전 실험2주 실험4주

실험군 대조군

0

5

스트레스스트레스스트레스스트레스 인지정도인지정도인지정도인지정도

85

90

95

100

105

110

115

120

실험전 실험2주 실험4주

실험군 대조군

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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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지시적 심상요법을 제공받은 청소년의 스트레

스 정도는 지시적 심상요법을 제공받지 않은 청소년의

스트레스 정도보다 낮을 것이다라는 가설은 지지되었다.

Ⅴ 논 의.

지시적 심상요법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스

트레스 정도가 낮을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험 전과 실험 주 주에 스트레스 점수의 차이를 반2 , 4

복측정 분산분석한 결과 지시적 심상요법이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영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측정 시점. ,

에 따른 효과를 비교한 결과 실험 전과 실험 주의 스트2

레스 정도가 실험 주와 실험 주 사이보다 더 낮아진 것2 4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음경옥 의 연구와는 상반된 결과(2000)

를 보였으나 가 금연프로그램에 참여했던, Wynd(1992)

금연자들을 대상으로 지시적 심상요법을 실시한 결과 대

상자들의 스트레스 정도가 감소되고 금연을 지속하게 하

는데 매우 효율적이었음을 보고한 연구와 김혜정(2000)

이 간호사를 대상으로 지시적 심상요법을 적용하여 스트

레스 정도를 감소시킨 연구와 일치된 결과를 보였다.

과 는 지시적 심상Naparstek(1994) Mullins(1994)

요법을 통해 인간은 원하거나 가고 싶은 곳 또는 어떻,

게 되기를 바라는 것들이 자신의 통제 내에 있다는 것을

상상하게 됨으로써 많은 이점을 대상자에게 제공한다고

하였다 즉 인간이 자신에게 발생되는 사건에 대한 통제. ,

감을 가짐으로써 무력감을 감소시키고 자신에 대한 좋은

느낌을 가지게 된다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지시.

적 심상요법의 실행문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자신이 가진

고민과 어려움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인식하도록 한 뒤

밀려가는 파도와 함께 자기 자신에게서 그러한 고민과

어려움이 멀어지는 경험을 하도록 하였고 여러 색깔의,

풍선 속에 자신의 갈등을 불어넣은 뒤 바람에 실어 보낸

후 더욱 새로워지고 무한한 힘을 가진 자신을 상상하는

장면을 반복하여 상상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판단과 평가

를 긍정적으로 바뀌도록 하는데 도움을 준 것으로 사료

된다.

특히 스트레스 정도의 측정 시점간 차이에서 지시적

심상요법을 시행한 시점에서 실험 주 후까지 변화량이2

실험 주에서 실험 주까지의 변화량보다 더 많아 스트2 4

레스 정도를 감소시키기 위한 지시적 심상요법은 주 정2

도의 단기 적용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결론은 스트레스 관리방안으로서 간호사를 대상

으로 하여 일간의 지시적 심상요법을 적용한 김혜정10

의 연구결과와도 일맥 상통한다고 보여진다 이(2000) .

에 비해 일간 총 회를 적용한 음경옥 의 경우에3 6 (2000)

는 대상자가 중환자실이라는 특별한 환경에 처해 있었으

며 일반적으로 관상동맥 질환자들의 성격유형이 일반인,

들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배제하기

어려워 단기간의 적용에서 유의한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

였을 것으로 사료되어 추후 지시적 심상요법의 적용함,

에 있어서는 일반인들과 특별한 질병이 있는 집단간에는

같은 효과를 기대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도 적용기

간에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관리방안으로서 지시적 심

상요법의 활용가능성을 검증한 점에서 매우 의의가 있었

다고 보는데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스트레스 해소 방안으로 김창기 는 남학생의 경우(1992)

운동을 하거나 물건 부수기 음주 흡연 전자오락 음, , , , ,

악 감상 등을 하는 반면 여학생은 음악감상 꾹 참기, , ,

친구와의 대화 공상 낙서 등으로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

것으로 나타났고 청소년이 사용하는 스트레스 관리방법,

의 효율성이 대체로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경희 또한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정도를 낮추( , 1996).

기 위한 연구에서 이용재 는 일 분씩 일 동(1999) 1 50 10

안의 음악요법 김현영 은 여가상담 프로그램에, (1999)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매일 분씩50 8

일 동안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스트레스 수준이 유의하게

표 지시적 심상요법이 스트레스 정도에 미치는 효과< 4>

요인 자유도 제곱합 평균제곱 F p

개체간 164

집단간 1 7620.72 7620.72 6.57 .01

집단내 개체 163 189195.21 1160.71

처치간 2 2680.39 1340.19 9.51 .00

개체 교호작용＊ 328

집단 처치교호작용＊ 2 2858.41 1429.20 10.14 .00

집단내 개체 처치교호작용＊ 326 45944.96 14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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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하였음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

램은 스트레스 정도를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이기는 하나,

우리나라 여건을 고려해 보았을 때 회 에서 장1 session

시간이 필요로 되는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은 그 적용

에 있어서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본다 즉 스트레스 관. ,

리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스트레스 인지와 관리 건강상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칠 것으로 사료되나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학기 중에,

적용해야하는 점과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적용해야 한

다는 점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현재의 청소.

년 건강관리에서 많은 역할을 담당해야하는 양호교사가

비용 효과적이면서 여러 학생에게 동시에 적용할 수 있

는 스트레스 중재 방안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보는데 이,

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 실시한 지시적 심상요법은 1

일 분 주간의 실시로 스트레스 정도를 감소시키는데8 , 2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다양한 지시적 심상요법 실행문의 개발과

반복적인 확대 적용 및 일선 양호교사들의 적극적이 활

용이 매우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Ⅵ 결론 및 제언.

결론1.

본 연구는 지시적 심상요법이 청소년의 스트레스에 미

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설계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posttest

이다design) .

연구의 기간은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였2000 9 1 9 30

고 실험군과 대조군은 인문계 남녀공학 개교 개 학급2 4

으로 개교는 실험군에 배치하고 다른 개교는 대조군에1 1

배치하였다 최종 대상자는 실험군에서 남학생 명 여. 40 ,

학생 명으로 총 명 대조군에서 남학생 명 여학42 82 , 41 ,

생 명으로 총 명이었다42 83 .

자료수집은 실험군의 경우 실험 전 측정 후 회 분1 8

씩 매주 회 주간 총 회의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5 4 18 .

의 효과를 더욱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실험 주2,4

에 측정을 실시하였다 대조군의 경우 연구의 목적과 취. ,

지를 충분히 설명한 후 대조군 학교의 양호교사를 통하

여 실시하였다.

연구도구는 박영애 가 개발한 고등학생용 스트(1996)

레스 측정 도구를 심상능력은 이 개, Sheenhan(1967)

발한 VIS(Vividness of Imagery Scale; short form

를 김주현 이 번역하여 수정 보완of bett's test) (1995)

한 도구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AS

을 이용하여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실program ,

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 검증은 가2 - test,, t-test,χ

설검증은 와 를repeated measure ANOVA bonferroni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지시적 심상요법을 제공받은 청소년의 스트

레스 정도는 지시적 심상요법을 제공받지 않은 청소년의

스트레스 정도보다 낮을 것이다라는 가설은 지지되었다

(F=10.14, p=0.00).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지시적 심상요법은 청

소년의 스트레스 정도를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인 간호중

재임이 확인되었다.

제언2.

본 연구에서 개발된 지시적 심상요법 프로그램은 다1)

양한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 있는 청소년들의 스트레

스 감소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일선.

양호교사들이 학생집단을 대상으로 스트레스를 관리

할 때 다양하게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시적 심상요법에 의한 학생들의 스2)

트레스 대응양상 은 고려하지 않았는데 청(coping) ,

소년들이 지시적 심상요법을 경험함으로써 대응 양상

에 변화가 예상되며 이는 추후 연구에서 규명해볼,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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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Key concept : Guided imagery, Adolescent, stress

Effects of Guided Imagery on

Stress of Adolescents

Suk, Min-Hyun*Yoon, Young-Mi**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effects of the guided imagery program on stress

of adolescents. The study design was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posttest

study.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the 1st to 30th

of September in 2000. Two schools were

selected as an experimental group and a control

group. Each group included two classes. The

experimental group was consisted of 40 male

students and 42 female students and the control

group was consisted of 41 males and 42

females.

The guided imagery was provided with

audiotapes to the subjects in the classroom for 8

minutes per each therapy, 5 times a week for 4

weeks. The pretest was given before the therapy

to measure variables for both groups and the

posttests were performed twice after 2 weeks

and 4 weeks from the start of intervention.

The Instruments used in this study were

perception of stress scale developed by

Park(1996), Vividness of Imagery Scale; short

form of bett's test scale developed by

Sheenhan(1967).

The data were analyzed by the SAS program

* Dep.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Pochon CHA

University

** Dep. of Nursing, Seoil Colle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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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ing Chi-square test, t-test, repeated measure

ANOVA and Bonferroni correc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level of stress of adolescents who

received the guided imagery will be significantly

lower than that of control group" was

supported(F=10.14, p=.00).

In conclusion, the guided imagery was

suggested as an effective nursing intervention

did reduce the stress of adolescents which school

nurses could utilize for adolescents at schoo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