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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 리 말.

청소년기는 발달과정 중에서 정서적 동요가 가장 심한

시기이며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격변하는 시기이다, , .

이 시기의 청소년은 자신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신

체적 변화들을 경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주체성 확립이라

는 발달상의 과제를 완수하여야 하며 환경과 사회적 요구

에도 적응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게 되면 청소년은 스트레스 우울 불안 등의 부정적, ,

인 정서나 행동문제를 나타내기도 한다(Greene et al.,

1985; Smith, 1986; Greene & Walker, 1997).

청소년의 행동문제는 내적 갈등이나 고통에 대한 대안

적 해결방안으로 표출되는 발달상의 특성으로 불안 사, ,

회적 위축 신체적 증상 우울 등의 내면화된 문제양상과, ,

과잉행동 싸우기 등의 외면화된 문제양상으로 나타난다,

행동문제는 부정적인 정서와 관련(Achenbach, 1966).

이 있으며안경숙 노명선( , 1994; Knox et al., 2000; ,

청소년기의 행동장애나 비행 범죄 및 성인기의2000), ,

반사회적 인격장애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므로 조기에

관리 해 줄 필요성이 있다(Robins & Price, 1991).

국내 청소년 운동선수는 약 명으로 년55,000 2000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운동선수 명 중125,000 44.4%

를 차치하고 있다.

청소년 운동선수는 사회구성원으로서의 다양한 역할과

지식을 익히는 학교에서의 전인교육 보다는 경기력 향상

을 위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할애하고 있다 이들 청.

소년 운동선수들은 치열한 경쟁과 잦은 경기 매일 계속,

되는 고된 합숙훈련 등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나 우울을

경험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경기결과로 인해 경험하는.

실패감과 좌절감은 청소년 운동선수들로 하여금 부정적

인 자아상을 갖게 한다박세현 들( , 1997; Segger et

al., 1997; Patel et al., 1998).

청소년 운동선수의 스트레스는 행동문제와 스포츠 상

해 및 약물 음주 흡연과 같은 건강위험행위 등을 증가, ,

시키므로 청소년 운동선수의 스트레스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Petrie, 1992; Overbaugh & Allen,

김회창1994b; , 1995; Langford, 1995; Simth,

김정수 들1996; , 1999).

점진적 근육이완요법은 근육을 이완시켜 긴장을 완화시

키는 자기 관리 기법으로 특별한 장비가 요구되지 않으며,

배우기 쉽고 일단 습득하면 가정이나 학교에서도 손쉽게

실시 할 수 있어 합숙과 잦은 경기일정으로 시간적공간

적 제한을 받는 청소년 운동선수에게 적용 및 활용이 용이

하다 전겸구(Smith & Womack, 1987; , 1994).

점진적 근육이완요법은 불안 스트레스 및 공격적 행,

동 등을 감소시킨다는 국내외 연구보고가 있으나

청소년 운동선(Benson, 1982; To & Chan, 2000),

수를 대상으로 그들의 행동문제나 정서반응에 미치는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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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알아본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점진적 근육이완요법이 청소년 운동

선수의 행동상태와 스트레스 우울 불안 자아존중감 등, , ,

의 정서반응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고자 본 연구를 시

도하였다.

Ⅱ 방 법.

연구대상1.

본 연구는 만 세 사이의 청소년 남자 운동선12 18～

수로서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청소년 남자 축구선수,

명 중 서울시 소재 중고등학교 개교의 축구7,700 7

부에 소속된 학생 명 실험군 명 대조군167 ( 93 , 74

명 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들은 정신적 질환이 없고) .

설명에 대한 이해와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연구에 참여하

기를 허락한 자이었다.

대상 학교는 남자 축구부가 있는 서울시 중고등학교

중 개교를 연구자가 임의 선정하였으며 실험군과 대7 ,

조군 선정은 학년별로 무작위 할당하였다 훈련과 합숙.

상황 및 운동감독자의 대상자 관리 등의 실험환경을 동

일하게 하기 위해서 각 학교마다 실험군과 대조군을 배

정하였다.

초기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명으로 실험군187 98

명과 대조군 명이었으나 연구 도중 개인적인 사정으89 ,

로 중도에 탈락하였거나 사후검사를 완성하지 못하였거

나 자료가 불충분한 실험군 명 대조군 명 총5 , 15 , 20

명을 제외하여 최종적인 연구대상자는 실험군 명 대93 ,

<Table 1-1> Comparison of general characteristics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General

characteristics

Exp.

N(%)/

M±SD

Cont.

N(%)/

M±SD

Total

N(%)/

M±SD

χ2/t P

Age (yrs.) 14.54±1.47 14.66±1.43 14.59±1.45 0.55 0.583

Grade

Middle school 1 29(31.2) 20(27.0) 49(29.3) 1.32 0.859

Middle school 2 15(16.1) 14(18.9) 29(17.4)

Middle school 3 25(26.9) 23(31.1) 48(28.7)

High school 1 14(15.1) 8(10.8) 22(13.2)

High school 2 10(10.7) 9(12.2) 19(11.4)

Religion

Yes 80(86.0) 63(85.1) 143(85.6) 0.03 0.871

No 13(14.0) 11(14.9) 24(14.4)

Economic state

High 3( 3.3) 1( 1.4) 4( 2.4) 1.62 0.445

Middle 84(91.3) 64(88.9) 148(90.2)

Low 5( 5.4) 7( 9.7) 12( 7.3)

Weight (kg) 56.41±10.70 57.57±8.39 56.92±9.73 0.78 0.434

Height (cm) 169.12± 9.60 169.96±7.99 169.49±8.91 0.61 0.546

Hours sleep (hrs./day) 7.61± 0.98 7.56±0.87 7.59±0.93 0.31 0.760

Disease

Yes 6( 6.5) 3( 4.2) 9( 5.5) 0.43* 0.733

No 86(93.5) 69(95.8) 155(94.5)

Years soccer (yrs.) 4.51±2.03 4.09±1.70 4.32±1.90 1.40 0.165

Hours training(hrs./day) 2.97±1.39 3.33±1.50 3.13±1.45 1.61 0.110

Difficulty of training

High 46(50.0) 35(50.7) 81(50.3) 2.40 0.301

Middle 36(39.1) 31(44.9) 67(41.6)

Low 10(10.9) 3( 4.4) 13( 8.1)

Total 93(100) 74(100) 167(100)

Exp. : Experimental group Cont. : Control group

* Fisher's exact test

Note : Total number of subjects do not match the respon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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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군 명 총 명이었다74 , 167 .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세 세로 실험14.6 (12 18 ) ,～

군이 세 대조군이 세이었다 또한 중학생이14.5 , 14.7 .

명 으로 실험군이 명 대조군126 (75.4%) 69 (74.2%),

이 명 이었고 고등학생이 명57 (77.0%) , 41 (24.6%)

으로 실험군이 명 대조군이 명24 (25.8%), 17

이었다 표(23.0%) < 1-1>.

대상자의 연령 학년 종교 경제상태 체중 신장 수, , , , , ,

면시간 질병유무 운동경력 훈련시간 대상자가 인식한, , , ,

훈련의 힘든 정도는 두 군간의 차이가 없었다 표< 1-1>.

질병이 있는 대상자는 명이었으며 질병의 종류로는9 ,

위장관계질환 위장염 명 이비인후과 질환 비염( ) 4 , ( ,

축농증 명 기타 명이었다) 3 , 2 .

또한 부모의 관심도 학업성적 학교생활만족도 및 가, ,

족구성원 교사 코치나 감독 친구 운동팀 동료들과의, , , ,

관계 등도 두 군간의 차이가 없었다.

대상자 자신이 보고한 행동상태와 동료 관찰자와 코치

가 관찰한 대상자의 행동상태는 두 군간의 차이가 없었

으며 일반스트레스 신체적 스트레스 증상 우울 상태, , , ,

불안 기질불안 자아존중감은 두 군간의 차이가 없었고, , ,

운동스트레스는 대조군이 실험군에 비해 더 높았다

표(t=2.05, P=0.0421)< 1-2>.

연구설계2.

본 연구는 유사실험연구로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설

계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posttest

이다design) .

실험군에게는 회 분씩 주간 총 회의 점1 20 , 2 10

진적 근육이완요법을 실시하였고 대조군에게는 어떠한

처치도 하지 않았다.

실험시작 전후에 실험군과 대조군의 행동상태와 일반

스트레스 운동스트레스 신체적 스트레스 증상 우울 상, , , ,

태불안 자아존중감 등의 정서반응을 측정하였다 그림, < 1>.

실험처치3.

이 고안한 점진적 근육이완요법의Jacobson (1974)

오디오테이프를 이용하여 회 분씩 주 동안 총1 20 , 2

회의 이완요법을 실시하였다 점진적 근육이완요법은10 .

눈을 감은 채 심호흡과 함께 손 팔 얼굴 어깨 복부, , , , ,

다리 발의 순서로 소근육에서 대근육으로 이동하면서, ,

긴장과 이완을 교대로 경험하게 하여 두 상태를 구별할

수 있도록 근육감각을 기르는 훈련법이다.

실험처치 전에 연구자가 직접 대상자들에게 스트레스

와 점진적 근육이완요법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점진적.

근육이완요법의 오디오테이프를 이용하여 직접 시범을

보인 후 대상자들에게 점진적 근육이완요법을 회 따라2

하도록 하였으며 의문사항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였다.

실험처치는 수업 및 훈련시간에 방해가 되지 않는 정

규수업 시작 전이나 훈련이 끝나는 오후나 저녁 식사 이

후에 합숙소에서 앙와위 자세에서 실(supine position)

시하였다 매 실험처치마다 연구자가 직접 점진적 근육.

이완요법을 실시하였다.

<Table 1-2> Comparison of behavioral states and emotional reactions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Exp.

M±SD

Cont.

M±SD
t P

Behavioral state

Self 29.24± 6.15 29.63± 6.40 0.39 0.6979

Observer : peerⅠ 27.89± 7.87 27.29± 7.34 0.50 0.6325

Observer : coachⅡ 28.78± 5.88 29.48± 6.38 0.73 0.4675

Emotional reaction

Stress

General stress 59.01±18.35 56.04±20.35 0.98 0.3298

Athletic stress 98.31±27.36 107.32±26.03 2.05 0.0421

Physical symptoms of stress 38.43±23.35 42.42±23.18 1.02 0.3095

Depression 41.41± 6.27 41.58± 5.67 0.18 0.8608

State anxiety 34.42± 7.82 33.99± 6.19 0.23 0.6304

Trait anxiety 32.80± 7.29 31.92± 6.61 1.21 0.2736

Self-esteem 29.62± 5.21 30.04± 4.15 0.58 0.5608

Exp. : Experimental group Cont. : 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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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실험군은 총 회의 점진적 근육이완요법10

중 평균 회 회에 참여하였다 실험군8.85 (5 10 ) . 93～

명 중 명 이 회 모두 참여하였으며47 (50.5%) 10 18

명 이 회 명 이 회 참여하여(19.4%) 9 , 9 (9.7%) 8 8

회 이상 참여한 대상자가 명 이었다 총74 (79.6%) . 60

분 이상의 근육이완요법이 효과가 있었다는 선행연구

김희승 들 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근육이완( , 2000)

요법을 회 이상 참여한 실험군 모두를 연구대상으로 하5

였다.

측정 도구4.

행동상태1)

행동상태는 들 이 아동의 행동문제Stiffman (1984)

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행동척도 (Behavior Rating

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Index for Children : BRIC) .

이 도구는 아동 자신은 물론 부모 교사 간호제공자, ,

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안된 문항의 도구이13

다 문항의 역문항을 가진 점 척도로서 매우 그렇. 3 5 ‘

다 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점으로 최저 점에’ 5 ‘ ’ 1 13

서 최고 점으로 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행동문75

제가 많으며 행동상태가 불안정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가 자신의 최근 상태에 대해

보고한 행동상태 점수와 관찰자인 운동부 동료와 코치가

연구대상자의 최근 상태에 대해 관찰하여 보고한 행동상

태 점수를 사용하였다 관찰자는 연구대상자가 아닌 자.

이었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연구대상자가 보고한 경

우 사전사후검사에서 는Cronbach's 0.73, 0.79α

이었으며 동료가 보고한 경우 사전사후검사에서

는 이었고 코치가 보고한 경Cronbach's 0.81, 0.82α

우 사전사후검사에서 는Cronbach's 0.75, 0.85α

이었다.

정서 반응2)

스트레스(1)

일반스트레스①

일반스트레스는 들 이 표준화한 시각적Cline (1992)

상사 척도 를 이용하(Visual Analogue Scale : VAS)

여 측정하였다 왼쪽 끝에는 스트레스 없음 오른쪽. 0 ( ),

끝에는 매우 심한 스트레스이라고 적혀 있는100 ( ) 10

직선상에 대상자 자신이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와 부㎝

합되는 지점을 표시하도록 한 표시점의 값으로써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운동스트레스②

운동스트레스는 윤영길 이 고교대학 축구선(1999)

수의 운동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도구를 사용

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도구로 선배의 부당한 행동 개인시간 제약 기능불만, , ,

지도력 불만 진로고민 경기의 불공정성에 대해 대상자, ,

<Figure 1> Research design

Experimental group

Pre-test Treatment Post-test

* Behavioral state

- Self

- Observer : peerⅠ

- Observer : coachⅡ

* Emotional reaction

- Stress

General stress

Athletic stress

Physical symptoms

of stress

- Depression

- State-trait anxiety

- Self-esteem

<Progressive Muscle

Relaxation training>

- 10 sessions

for two weeks,

- 20 minutes

per session

* Behavioral state

- Self

- Observer : peerⅠ

- Observer : coachⅡ

* Emotional reaction

- Stress

General stress

Athletic stress

Physical symptoms

of stress

- Depression

- State anxiety

- Self-esteem

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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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현재 느끼는 운동스트레스 정도를 알아보는 것으로

총 문항의 점 척도이다24 7 .

점수는 전혀 아니다 점에서 매우 그렇다 점까지‘ ’ 1 ‘ ’ 7

이며 최저 점에서 최고 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24 168

운동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사전검사에서

사후검사에서는Cronbach's = 0.89, Cronbach'sα

이었다= 0.91 .α

신체적 스트레스 증상③

신체적 스트레스 증상은 년 미국 워싱턴대학교1977

간호대학 스트레스 반응 관리 연구소에서 개발한 문94

항의 스트레스 증상 척도(Symptoms of Stress: SOS)

를 이소우 가 번역한 도구 중 신체적 반응만을(1992)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는 말초혈관증상군 심폐증상군 각성증상‘ ’, ‘ (ⅠⅡ

군 상기도 증상군 중추신경계증상군 위장관계증상, )’, ‘ ’, ‘

군 근육긴장증상군의 개 하위척도 총 문항으로’, ‘ ’ 6 , 45

구성된 점 척도로서 지난 주 동안 각 증상에 대한5 2

경험정도를 전혀 없다 점에서 매우 자주 있다 점‘ ’ 0 ‘ ’ 4

에 표시하도록 되어있으며 최저 점에서 최고 점0 180

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사전검사에서

사후검사에서Cronbach's = 0.94, Cronbach'sα α

이었다= 0.95 .

우울(2)

우울은 가 개발한 소아 우울척도Kovacs(1983)

를 조수철(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 CDI)

과 이영식 이 번안하여 국내 아동을 대상으로 신(1990)

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자가 우울 평정 척도로 측정하

였다.

이 도구는 우울정서 우울한 기분 외로움 행동장애( , ),

공격적 행동 대인관계 장애 흥미상실 일상에서의 흥( , ), (

미나 즐거움 상실 자기 비하 무가치함 부정적인 자아), ( ,

상 생리적 증상 불면 식용감퇴 피로감의 개의 하), ( , , ) 4

위영역으로 구성된 것으로 지난 주 동안의 기분상태를2

알아보는 것이다.

개의 역문항을 포함하여 총 문항으로 구성된13 27

점 척도 점로 가능한 점수는 최저 점에서 최3 (0 2 ) 0～

고 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높음을 의미54

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사전검사에서

사후검사에서Cronbach's = 0.78, Cronbach'sα α

이었다= 0.80 .

불안(3)

불안은 들 이 아동을 위해 개발Spielberger (1973)

한 소아 상태 기질 불안 척도- (State-Trait Anxiety

를 사용하여 측정하Inventory for Children : STAIC)

였다.

상태불안 문항과 기질불안 문항으로 구성된 자20 20

기 보고식의 점 척도이다 상태불안은 문항의 역문3 . 10

항을 포함하고 있다 상태불안 척도는 매우 그렇다. ‘ ’ 1

점에서 그렇지 않다 점이며 기질불안 척도는 자주‘ ’ 3 , ‘

그렇다 점에서 거의 그렇지 않다 점으로 가능한’ 3 ‘ ’ 1 ,

점수는 최저 점에서 최고 점으로 점수가 높을수20 60

록 불안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상태불안 척도의 신뢰도는 사전검사와 사

후검사 모두에서 이었으며 기질Cronbach's = 0.90α

불안 척도의 신뢰도는 이었다Cronbach's = 0.88 .α

자아존중감(4)

자아존중감은 가 개발한 자아존중Rosenberg (1965)

감 척도 로 측정하였다(Self-Esteem Scale : SEI) .

이 도구는 개의 역문항으로 구성된 총 문항의5 10 4

점 척도로 점수는 매우 그렇다 점에서 전혀 그렇지, ‘ ’ 4 ‘

않다 점으로 최저 점에서 최고 점이며 점수가’ 1 10 40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사전검사에서

사후검사에서Cronbach's = 0.81, Cronbach'sα α

이었다= 0.83 .

자료수집 방법5.

본 연구는 년 월 부터 년 월 까2000 11 2000 12

지 시행되었으며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남자 축구부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중고등학교 중1)

연구자가 임의로 선정한 학교 관계자와 연구대상자에

게 연구목적을 설명하여 연구참여를 허락 받은 후 각

학교의 학년마다 실험군과 대조군을 무작위 할당하였

다 연구시기는 운동경기가 없는 훈련기간이었다. .

사전조사는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에게 자기보고식 행2)

동상태 설문지와 정서반응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

으며 관찰자용 행동상태 설문지는 운동부 동료와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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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에게 연구대상자들의 최근 상태에 대해 관찰하고

느낀 것을 기록하도록 하였다.

실험군이 점진적 근육이완요법을 받을 때 대조군은3)

다른 공간에서 자유시간을 가졌다.

실험군의 사후조사는 마지막 실험처치를 마친 후 즉4)

시 사전조사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대조군의.

사후조사는 실험군의 실험처치 마지막 날에 실험군과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관찰자는 사전조사와.

동일한 자이었다.

자료분석6.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SAS .

대상자 특성 및 실험처치 전 행동상태와 일반스트레

스 운동스트레스 신체적 스트레스 증상 우울 불안, , , , ,

자아존중감 등의 정서반응에 대한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

질성 검증은 χ2 및-test, Fisher's exact test t-test

로 분석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행동상태와 정서반응인 일반스트레

스 운동스트레스 신체적 스트레스 증상 우울 불안, , , , ,

자아존중감 등에 대한 실험처치 전후 차이와 실험처치

전후 차이에 대한 두 군간의 차이는 공분산분t-test,

석 및 다변량 분산분석 으로(ANCOVA) (MANOVA)

분석하였다.

실험처치 전 행동상태와 실험처치에 따른 행동상태 변

화에 영향을 미치는 제 변인을 알아보고자 다단계 다중

회귀분석 을 하였다(Stepwise multiple regression) .

통계의 유의성은 수준을 기준으로 하P value 0.05

였다.

Ⅲ 결 과.

행동상태1.

자가 보고한 행동상태는 실험군이 실험전 29.24±

점에서 실험후 점으로 감소하였으6.15 27.85±6.28

나 대조군은 실험전후에 차이(t=2.88, P=0.0050),

가 없어 실험처치 전후 차이에 대한 실험군과 대조군

간의 차이가 있었다 표(t=2.60, P=0.0102)< 2>.

관찰자인 동료가 관찰한 행동상태는 실험군이 실험전

점에서 실험후 점으로 대27.89±7.87 27.46±7.35 ,

조군이 실험전 점에서 실험후27.29±7.34 28.84±

점으로 두 군 모두 실험처치 전후에 차이가 없었7.16

으나 실험처치 전후 차이에 대한 실험군과 대조군간,

의 차이는 있었다 표(t=2.21, P=0.0291)< 2>.

관찰자인 코치가 관찰한 행동상태는 실험군이 실험전

점에서 실험후 점으로 감소28.78±5.88 26.46±5.96

하였고 대조군은 실험전후에(t=4.08, P=0.0001),

차이가 없었으나 실험처치 전후 차이에 대한 실험군과,

대조군간의 차이가 있었다 표(t=2.27, P=0.0248)< 2>.

정서반응2.

스트레스1)

일반스트레스(1)

일반스트레스는 실험군이 실험전 점에59.01±18.35

서 실험후 점으로 감소하였으나50.22±22.76 (t=

대조군은 실험전 점4.39, P=0.0001), 56.04±20.35

에서 실험후 점으로 증가하여61.14±20.94 (t=2.39,

<Table 2> Behavioral states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Before After ta P
Difference

(After-Before)
tb P

M±SD M±SD M±SD

Self

Exp. 29.24±6.15 27.85±6.28 2.88 0.0050 -1.43±4.54 2.60 0.0102

Cont. 29.63±6.40 30.22±6.63 1.05 0.2961 0.72±5.64

Observer : peerⅠ

Exp. 27.89±7.87 27.46±7.35 1.00 0.3186 -0.51±4.54 2.21 0.0291

Cont. 27.29±7.34 28.84±7.16 1.98 0.0518 1.55±6.05

Observer : coachⅡ

Exp. 28.78±5.88 26.46±5.96 4.08 0.0001 -2.30±5.33 2.27 0.0248

Cont. 29.48±6.38 28.20±6.68 0.28 0.7773 -0.21±5.31

t
a
: Paired t-test t

b
: Unpaired t-test

Exp. : Experimental group Cont. : 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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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처치 전후 차이에 대한 실험군과 대P=0.0195),

조군간의 차이가 있었다 표(t=4.66, P=0.0000)<

3-1>.

운동스트레스(2)

운동스트레스는 실험군이 실험전 점에98.31±27.36

서 실험후 점으로 대조군이 실험전99.77±26.97 ,

점에서 실험후 점으로107.32±26.03 106.13±29.59

두 군 모두 실험처지 전후의 차이가 없었으며 실험처,

치 전후 차이에 대한 두 군간의 차이가 없었다 표<

공분산분석 결과에서도 실험후 운동3-1>. (ANCOVA)

스트레스에 대해 두 군간의 차이가 없었다 (F=0.03,

P=0.8664).

<Table 3-1> General stress and athletic stress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Before After ta P
Difference

(After-Before)
tb P

M±SD M±SD M±SD

General stress

Exp. 59.01±18.35 50.22±22.76 4.39 0.0001 -8.61±18.60 4.66 0.0000

Cont. 56.04±20.35 61.14±20.94 2.39 0.0195 5.94±20.64

Athletic stress

Exp. 98.31±27.36 99.77±26.97 0.63 0.5278 1.06±15.15 0.14 0.8882

Cont. 107.32±26.03 106.13±29.59 0.38 0.7058 0.71±15.05

t
a
: Paired t-test t

b
: Unpaired t-test

Exp. : Experimental group Cont. : Control group

<Table 3-2> Physical symptoms of stress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Before After ta P
Difference

(After-Before)
tb P

M±SD M±SD M±SD

Total

Exp. 38.43±23.35 38.94±21.55 0.19 0.8483 -0.37±15.93 0.06 0.9563

Cont. 42.42±23.18 42.76±25.68 0.06 0.9494 0.17±20.43

Peripheral manifestations

Exp. 6.50±4.16 5.97±4.22 1.21 0.2282 -0.49±3.89 0.01 0.9069

Cont. 7.64±4.22 7.74±5.22 0.23 0.8187 -0.11±4.15

Cardiopulmonary symptomⅠ

Exp. 5.44±5.33 5.59±4.91 0.53 0.5905 0.26±4.63 3.17 0.0774

Cont. 7.06±5.11 6.48±4.83 1.17 0.2471 -0.68±4.88

Cardiopulmonary symptomⅡ

Exp. 9.46±5.37 9.44±5.29 0.21 0.8310 0.11±4.93 0.05 0.8293

Cont. 9.38±5.19 10.12±5.72 1.24 0.2209 0.74±5.06

Central-neurological symptoms

Exp. 3.70±3.25 3.61±3.29 0.18 0.8611 -0.04±2.38 1.99 0.1606

Cont. 4.38±3.97 5.08±4.33 1.71 0.0917 0.70±3.54

Gastro-interstinal symptoms

Exp. 6.50±5.33 5.76±4.70 1.78 0.0784 -0.88±4.61 4.55 0.0347

Cont. 6.12±4.50 6.94±5.06 1.61 0.1117 0.92±4.70

Muscle tension

Exp. 7.56±6.59 8.62±6.60 1.71 0.0907 0.93±5.18 1.69 0.1954

Cont. 8.23±6.73 8.64±7.00 0.44 0.6583 0.30±5.65

Wilks' lambda : F=2.44, P=0.0290

ta : Paired t-test tb : Unpaired t-test F : MANOVA

Exp. : Experimental group Cont. : Control group

Cardiopulmonary symptom : Symptoms of arousalⅠ

Cardiopulmonary symptom : Upper respiratory symptoms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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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스트레스 증상(3)

신체적 스트레스 증상은 실험군이 실험전 38.43±

점에서 실험후 점으로 대조군이23.35 38.94±21.55 ,

실험전 점에서 실험후 점42.42±23.18 42.76±25.68

으로 두 군 모두 실험처치 전후의 차이가 없었으며,

실험처치 전후 차이에 대한 두 군간의 차이도 없었다

표< 3-2>.

그러나 다변량분산분석 결과 신체적 스트(MANOVA)

레스 증상의 하위영역들의 실험처치 전후 차이에 대해

두 군간의 차이가 있었다 신체(F=2.44, P=0.0290).

적 스트레스 증상의 하위영역 중 위장관계 증상군에서

실험군이 실험전 점에서 실험후6.50±5.33 5.76±

점으로 감소한 반면에 대조군은 실험처치 전후에4.70

차이가 없어 실험처치 전후 차이에 대한 두 군간의,

차이가 있었다 표(F=4.55, P=0.0347)< 3-2>.

우울2)

우울은 실험군이 실험전 점에서 실험후41.41±6.27

점으로 감소하였고40.00±5.89 (t=4.00, P=0.0001),

대조군은 실험전후에 차이가 없었으며 실험처치 전,

후 차이에 대한 실험군과 대조군간의 차이가 있었다

표(t=2.21, P=0.0288)< 4>.

우울의 하위영역 중 행동장애 영역에서 실험군이 실험

전 점에서 실험후 점으로10.99±2.18 10.29±2.06

감소하였으나 대조군은 실험전(t=3.50, P=0.0007)

점에서 실험후 점으로 차이10.46±2.04 10.71±1.93

가 없어 실험처치 전후 차이에 대한 실험군과 대조군,

간의 차이가 있었다 표 그러(F=8.57, P=0.0039)< 4>.

나 다변량 분산분석 결과 우울의 하위영(MANOVA) ,

역들의 실험처지 전후 차이에 대한 두 군간의 차이는

없었다 표(F=2.07, P=0.0730)< 4>.

불안3)

상태불안은 실험군이 실험전 점에서 실34.42±7.82

험후 점으로 감소하였으나33.01±7.17 (t=2.66,

대조군은 실험전 점에서 실P=0.0094), 33.99±6.19

험후 점으로 차이가 없었으며 실험처치35.10±7.35 ,

전후 차이에 대한 두 군간의 차이가 있었다(t=2.67,

표P=0.0087)< 5>.

자아존중감4)

자아존중감은 실험군이 실험전 점에서29.66±5.25

<Table 4> Depression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Before After ta P
Difference

(After-Before)
tb P

M±SD M±SD M±SD

Total

Exp. 41.41±6.27 40.00± 5.89 4.00 0.0001 -1.52±3.53 2.21 0.0288

Cont. 41.58±5.67 41.79±6.59 0.08 0.9363 -0.04±4.53

Depressed mood

Exp. 6.82±1.46 6.72±1.41 0.84 0.4015 -0.31±1.49 1.12 0.2916

Cont. 7.01±1.56 7.24±1.91 0.86 0.3928 0.16±1.53

Behavior disorder

Exp. 10.99±2.18 10.29±2.06 3.50 0.0007 -0.66±1.77 8.57 0.0039

Cont. 10.46±2.04 10.71±1.93 1.00 0.3207 0.21±1.77

Loss of interest

Exp. 11.30±2.11 10.80±2.24 3.13 0.0024 -0.56±1.68 2.44 0.1203

Cont. 11.34±1.64 11.21±2.23 0.37 0.7157 -0.08±1.93

Self-depreciation

Exp. 5.68±1.26 5.51±1.24 1.03 0.3076 -0.12±1.13 0.05 0.8161

Cont. 5.88±1.31 5.76±1.43 0.94 0.3484 -0.14±1.28

Physical sign

Exp. 6.90±1.79 6.81±1.86 0.68 0.4992 -0.10±1.38 0.02 0.8888

Cont. 6.78±1.66 6.81±1.63 0.00 1.0000 0.00±1.55

Wilks' lambda : F=2.07, P=0.0730

t
a
: Paired t-test t

b
: Unpaired t-test F : MANOVA

Exp. : Experimental group Cont. : 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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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후 점으로 증가하였으나30.62±4.76 (t=3.52,

대조군은 실험전후에 차이가 없어 실험P=0.0007), ,

처치 전후 차이에 대한 실험군과 대조군간의 차이가

있었다 표(t=2.26, P=0.0253)< 5>.

행동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3.

실험처치 전 행동상태와 정서반응간의 상관관계를 알

아본 결과 일반스트레스 운, (r=0.5273, P=0.0001),

동스트레스 신체적 스트레스(r=0.3838, P=0.0001),

증상 이 많을수록 우울(r=0.4575, P=0.0001) , (r=

과 불안0.6996, P=0.0001) (r=0.7211, P=0.0001)

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이, (r=-0.5392, P=0.0001)

낮을수록 행동상태가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처.

치 전 행동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알아보고자 실

험처치 전 정서반응들을 다단계 다중회귀분석한 결과,

행동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우울과 (53.5%)

불안 이었으며 이 두 변인이 행동상태를(7.6%) 61.1%

설명하였다 표< 6>.

실험처치에 따른 행동상태와 정서반응들간의 상관관계

를 알아본 결과 일반스트레스, (r=0.3973, P=0.0002),

우울 불안(r=0.2701, P=0.0168), (r=0.5532, P=

이 감소할수록 행동상태가 안정되는 것으로 나0.0001)

타났다 실험처치에 따른 행동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변.

인을 알아보고자 일반스트레스 우울 불안를 다단계 다, ,

중회귀분석한 결과 불안만이 행동상태를 설명하36.8%

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Ⅳ 고 찰.

운동은 청소년의 신체적 건강 뿐만 아니라 불안과 우

울을 감소시켜주고 신체상과 자신감을 향상시켜 주어 정

신적 건강도 유지증진시켜준다 또한 협동심을 길러주.

고 청소년기의 과도한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는 기회와,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회을 제공해 준다 (Overbaugh &

Allen, 1994a).

하지만 여가선용이나 취미활동으로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운동선수를 성인기의 직업으로 선택하려는

청소년 운동선수는 발달과정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더불어 경기에서의 우승이나 운동수행능력 향상의 강박

감 등 운동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경험한다.

운동선수의 과도한 스트레스는 불안과 우울을 증가시

켜 만성피로증후군과 불안정한 행동상태를 유발하며 염,

좌나 좌상 타박상 골절 등의 운동상해와 식습관이나 수, ,

면형태의 변화 등을 가져오기도 한다(Smoll & Smith,

1990; Lidstone et al, 1991; Puffer & McShane,

1992).

행동이란 내외적 자극에 대하여 일어나는 모든 반응

을 말하며 크게 정상행동과 비정상행동으로 나누며 정,

상에서 벗어나는 것을 행동문제라고 한다 행동문제를.

<Table 5> State anxiety and self-esteem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Before After t
a P

Difference

(After-Before)
t
b P

M±SD M±SD M±SD

State anxiety

Exp. 34.42±7.82 33.01±7.17 2.66 0.0090 -1.33±4.63 2.67 0.0087

Cont. 33.99±6.19 35.10±7.35 1.47 0.1453 1.15±6.31

Self-esteem

Exp. 29.66±5.25 30.62±4.76 3.52 0.0007 0.97±2.65 2.26 0.0253

Cont. 30.04±4.15 30.01±4.52 0.08 0.9392 -0.03±3.04

ta : Paired t-test tb : Unpaired t-test

Exp. : Experimental group Cont. : Control group

<Table 6> Influential variables on behavioral state

Variables Partial R2 Model R2 F P

Before (N=167)

Depression 0.5351 0.5351 127.75 0.0001

State anxiety 0.0763 0.6113 21.58 0.0001

Difference (After-before) (N=93)

State anxiety 0.3676 0.3676 31.97 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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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응장애 이상행동 행동장애 등의 다양한 용어로 표, ,

현하는 것은 외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내적인 문제도 포

함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이현수 즉 아동( , 1985).

및 청소년의 행동문제는 크게 불안 사회적 위축 신체적, ,

증상 우울 등의 내면화된 문제와 과잉행동 거짓말하기, , ,

싸우기 등의 외면화된 문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Achenbach, 1966).

본 연구에서는 행동문제의 내적인 측면과 외적인 측면

모두를 포함한 행동문제 측정 도구를 사용하여 청소년

운동선수의 행동상태를 평가하였는데 행동문제가 많을,

수록 행동상태가 불안정한 것으로 보았다.

본 연구결과에서 행동상태는 자가 보고한 결과와 관찰

자가 관찰하여 보고한 결과 모두에서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근육이완요법을 적용하.

여 정신질환자의 공격적 행동을 감소시켰다는 와To

의 연구결과와 마사지와 근육이완요법을 적Chan(2000)

용하여 소아청소년 정신질환자의 불안행동을 감소시켰다

고 보고한 들 의 연구결과들과Platania-Solazzo (1992)

일치하였다.

점진적 근육이완요법이 시각적 상사척도 로 측(VAS)

정한 일반스트레스를 감소시켰다는 본 연구결과는 근육

이완요법 심상요법 인지적 재구성으로 구성된 인지행동, ,

훈련이 대학생 조정선수의 스트레스를 완화시켰다고 보

고한 들 의 연구결과와 근육이완요법이 편Perna (1998)

마비환자한지숙 나 혈액투석환자박정숙( , 1998) ( , 1989)

의 스트레스를 완화시켰다고 보고한 연구결과들과 일치

하였다.

실험군의 신체적 스트레스 증상의 하위영역인 위장관

계 증상이 대조군에 비해 감소한 것은 소화성 궤양 환자

의 위장관계 스트레스 증상이 근육이완요법 전후에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고 보고한 한금선 의 연구결과와(1996)

는 일치하지 않았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자가 정상 청.

소년인데 반해 한금선의 연구 대상자는 소화기계 질환자

이었기 때문으로 사려된다.

운동스트레스를 완화시키기 위해 시도된 선행연구가

없는 실정이어서 비교 분석할 수는 없으나 본 연구에서

운동스트레스는 두 군 모두 실험처치 전후에 차이가 없

었으며 실험처치에 따른 두 군간의 차이도 없었다.

이는 점진적 근육이완요법이 스트레스원에 대한 중재

보다는 스트레스에 대한 신체의 반응을 감소시키고 보상

기전을 강화하는데 더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스트레

스원에 대한 대상자의 인식정도를 측정한 운동스트레스

를 완화시키지 못한 것으로 사려된다 한편 본 연구는. 2

주간의 점진적 근육이완요법의 효과를 측정한 것으로 일

반스트레스나 상태불안 우울을 감소시키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지만 운동선수의 운동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점진적 근육이완요법이 요구되는 것

으로 생각된다.

우울은 외적인 자극과 관계없이 자신의 내적 요인에

의해 지배되는 정서상태로서 기분이 저조한 상태를 말하

는데 흔히 슬픔 심리적 활동의 지연 사회적 위축 그리, , ,

고 저조한 에너지의 발산에 대한 반응 등의 상태로서 표

현된다 우울은 청소년기의 흔한 정서상태의 하나이나.

이러한 기분이 만연되고 지속되면 청소년의 정상적인 발

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김소야자( , 1997).

점진적 근육이완요법이 우울을 감소시킨 본 연구결과

는 인지행동요법을 대학생 조정선수들에게 적용한

들 의 연구결과와 정신질환자 류마티스Perna (1998) ,

관절염환자 편마비 환자를 대상으로 근육이완요법을 적,

용한 들 정향미 한Platania-Solazzo (1992), (1994),

지숙 등의 여러 연구결과들과 일치하였다(1998) .

불안은 확인되지 않는 위협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불

유쾌한 경험 으로(Frank-Stromborg & Olsen, 1997)

서 인지기능 및 지적 기능을 손상시키며 바람직한 인간

관계를 방해하기도 하고 신체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Hall & Lindzey, 1970).

불안도 우울과 마찬가지로 실험군의 상태불안이 대조,

군에 비해 감소한 것은 일반 학령기 아동에게 근육이완

요법과 심상요법을 적용한 들 의Lamontagne (1985)

연구 소아청소년 정신질환자에게 마시지와 근육이완요,

법을 적용한 들 의 연구 항암Platania-Solazzo (1992) ,

화학요법을 받는 아동과 일반 청소년 등에게 근육이완요

법만을 적용한 연구들양진향 백승순( , 1990; , 1992;

정경희 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1999) .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능력이나 중요성 등 자신의 가치

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이다 청소년의 낮은 자아존중감.

과 건강위험행위간의 상관관계를 제시한 연구결과와

(Bonaguro & Bonaguro, 1987; Modrcin-Talbott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낮다et al., 1998)

는 연구결과에서 신애현(Young et al., 1990; , 1998)

알 수 있듯이 자아존중감은 건강행위에 영향을 미치며

스트레스 우울과 역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

자아존중감은 청소년의 여러 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스트레스 반응에 대한 중요한 요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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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군의 자아존중감이 대조군에 비해 증가한 것은 류

마티스성 관절염 환자의 생리적심리적 적응에 대한 근

육이완요법의 효과를 알아본 정향미 의 연구에서(1994)

자아존중감이 근육이완요법 전후에 차이가 없었다고 보

고한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이는 정향미.

의 연구가 단시일내에 자아존중감이 향상되기 어(1994)

려운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반면 본 연구는 정상 청

소년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행동상태와 스트레스 우울 불안 자아, , ,

존중감간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청소년

의 행동문제와 심리적 요인들간의 관계를 밝힌 여러 연

구결과들김윤정 김조순 심혜원( , 1999; , 1999; , 2000)

과 일치하였으며 이로써 스트레스 우울 불안 등의 정, , ,

서상태가 불안정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청소년

운동선수들의 행동상태가 불안정함을 알 수 있었다.

행동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알아본 결과 우울,

과 불안이 행동상태를 설명하였으며 우울이 행61.1% ,

동상태를 가장 많이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노명

선 의 행동문제 원인의 구조적 모델에서 청소년(2000)

행동문제 발생에 직접적인 원인을 불안으로 간접적인,

원인을 우울로 보고한 것과는 일치하지 않았다.

점진적 근육이완요법이 행동상태를 안정시키는데 영향

을 미치는 것은 점진적 근육이완요법에 의한 불안 감소

로 밝혀졌다 즉 점진적 근육이완요법이 스트레스 우울. , ,

불안을 감소시켰는데 이 중 불안 감소가 행동상태를 안

정시키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 청소년 운동선수들의 행동상태를 안정

시키기 위해서는 우울과 불안에 대한 고려가 중요함을

알 수 있었으며 점진적 근육이완요법이 청소년 운동선수

의 스트레스 불안 우울을 감소시키고 자아존중감을 증, ,

진시켜 부정적인 정서상태로 인해 발생하는 행동문제가,

감소된 결과로 사려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점진적 근육이완요법은

청소년 운동선수의 행동상태를 안정시키며 일반스트레스,

위장관계 스트레스 증상 우울 불안을 감소시키고 자아, ,

존중감을 증진시키는데 효과적인 간호중재임을 알 수 있

었다 따라서 앞으로 점진적 근육이완요법은 청소년 운.

동선수의 건강을 유지증진시킬 수 있는 간호중재로 활

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결과는 청소년 남자 축구선수에게만 점진

적 근육이완요법을 적용한 것으로 청소년 운동선수에게

일반화하는데는 제한점이 있어 향후 다른 연령층의 운,

동선수 뿐만 아니라 다른 운동종목의 선수를 대상으로

한 반복 연구가 요구된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점진적 근육이완요법이 청소년 운동선수의

행동상태와 정서반응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대상자는 만 세 사이의 청소년 남자 운동선수12 18～

로서 서울시 소재 중고등학교 개교의 축구부에 소속7

된 학생 명을 대상으로 실험군 명 대조군167 93 , 74

명이었다.

년 월 부터 월 사이에 실험군에게2000 11 12 , 1

회 분씩 주 동안 총 회의 점진적 근육이완요20 , 2 10

법을 실시하였으며 실험 전후의 행동상태와 스트레스, ,

우울 불안 자아존중감 등의 정서반응에 대한 실험군과, ,

대조군의 차이는 및 로t-test, ANCOVA MANOVA ,

행동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다단계 다중회귀분석

으로 비교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점진적 근육이완요법을 실시한 실험군의 행동상태 점1.

수는 자가 보고 결과와 동료와 코치가 관찰 보고한

결과 모두에서 대조군에 비하여 감소하였다.

실험군의 일반스트레스와 위장관계 스트레스 점수는2.

대조군에 비하여 감소하였으나 운동스트레스 점수는

실험군과 대조군간에 차이가 없었다 실험군의 우울.

과 상태 불안 점수는 대조군에 비하여 감소하였으며

자아존중감 점수는 대조군에 비하여 증가하였다.

실험처치 전 행동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우울3.

과 불안이었으며 실험처치에 따른 행동상태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불안이었다.

이상의 결과로 점진적 근육이완요법은 청소년 남자 운

동선수의 행동상태를 안정시키며 일반스트레스 위장관,

계 스트레스 우울 불안을 감소시키고 자아존중감을 증, ,

진시키는 효과가 있었으며 점진적 근육이완요법에 따른

행동상태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불안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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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Key concept : Progressive muscle relaxation,

Behavioral state, Emotional

reaction, Adolescent athlete.

Effects of Progressive Muscle

Relaxation on Behavioral States

and Emotional Reactions of

Adolescent Athletes

Park, Sun-Nam

This study was design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the progressive muscle relaxation on

behavioral states and emotional reactions of

adolescent athletes.

The participants were 167 adolescent male

soccer players aged between 12 and 18 who

were junior or high school students in Seoul.

Ninety-three of them were assigned to the

experimental group, while seventy-four to the

control group.

The experimental group was treated by 10

sessions (20 min./session) of Jacobson's

progressive muscle relaxation for two weeks,

while the control group was not treated.

The self and observer reported behavioral

states, general stress by visual analogue scale,

physical symptoms of stress, athletic stress,

state anxiety, depression, self-esteem were

measured before and after two weeks of the

progressive muscle relaxation.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1. The self and observer reported behavioral

states were significantly decreased in the

experimental group compared with the

control group.

2. The general stress and the gastrointestinal

symptoms of stress were significantly

decreased in the experimental group

compared with the control group.

No significant difference on athletic stress

was found between the two groups.

The depression and the state anxiety were

significantly decreased in the experimental

group compared with the control group.

The self-esteem was significantly increased

in the experimental group compared with the

control group.

3. The influential factors on behavioral state of

adolescent male athlete were depression and

state anxiety. The accelerating factor on

behavioral state change after the progressive

muscle relaxation was state anxiety.

These results are suggested that the

progressive muscle relaxation could be effective

in stabilizing behavioral state, decreasing

general stress, gastrointestinal symptoms of

stress, depression, state anxiety, in increasing

self-esteem of adolescent male athletes. And the

behavioral state change after the progressive

muscle relaxation was influenced by state

anxie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