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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Progressive Muscle Relaxation Therapy on 
stress and anxiety of traffic accident patients. 
Method: Subjects of this study were 39 
hospitalized patients at orthopedic ward. An 
experimental group received Progressive Muscle 
Relaxation Therapy five times each week for 
four weeks beginning from the fourth day 
following the injury, whereas a control group 
received regular care. A tape of Jacobson's  
Progressive Muscle Relaxation Therapy recorded 
in Korean by the Rheumatoid Health Academic 

Society was used for relaxation therapy.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13.0 for Windows. 
Results: Patients who received Progressive Muscle 
Relaxation Therapy experienced lower level of 
stress (t=-9.829, p<.001) and anxiety (t=-15.303, 
p<.001) than those who did not. Conclusion: 
Progressive Muscle Relaxation Therapy may be 
an effective nursing intervention to reduce 
levels of stress and anxiety of traffic accident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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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성장과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자동차 이용이 증가되었다. 자동차

의 이용은 산업구조의 다원화와 경제ㆍ사회ㆍ문화적 

발전을 이끌어 왔으며 자동차 수의 증가는 우리 생활

에 편리성을 제공해 주었다. 그러나 2005년 한 해 동

안  자동차사고 발생건수는 214,171건으로, 이로 인하

여 사망자수는 10만 명당 약13명, 부상자 수는 10만 

명당 약 710명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흔히 

일어난다(National Police Agency, 2006).

교통사고는 생명과 신체에 손상과 위험을 주는 외

상적 사건이고 신체상의 변화와 예전의 건강한 생활

로의 복귀에 대한 두려움이나 사건에 대한 공포 및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정신적 손상을 포함 할 수 있다

(Yi & Kim, 2000). 또한 교통사고는 개인적인 불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사회에 미치는 장기적인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국가경제 차원에서 헤아리기 

어려운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다. 그러나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은 신체적인 손상을 주 호소로 

하는 것처럼 보여 지금까지는 내외과적인 의학적 치

료에만 초점이 맞추어지고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간과되어왔다. 그런데 교통사고환자들은 

다른 질환과 달리 예고되지 않은 갑작스러운 신체적 

손상으로 인한 변화와 함께 낯선 환경과 고통을 수반

하는 치료 때문에 불안과 긴장을 경험할 수 있고 심

하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정신증을 경험한

다(Yi & Kim, 2002).

교통사고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은 

사고에 대한 반복적인 회상이나 악몽에 시달리고, 일

시적인 기억장애가 오기도 하며, 불안과 우울 및 충

동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대인관계에 대한 흥미

를 상실하고 무관심하며 멍청한 태도를 보이며, 사고 

경험과 유사한 사항을 회피하기도 한다(Yi & Kim, 

2002; Lee, Kee, Jo, & Suh, 2003). 그러므로 교통사

고환자들의 스트레스와 불안을 감소시켜야 할 필요성

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교통

사고 환자의 심리 사회적 적응(Won, Park, Lee, & 

Cho, 1993), 교통사고 환자의 스트레스와 적응간의 

관계(Kim & Park, 2000), 교통사고 환자의 손상정도

와 외상후 스트레스 정도(Woo, 2001), 교통사고후 외

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발생 빈도(Yi & Kim, 2000),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급성 스트레스 증후에 관련된 

요인(Seo, 2004), 연극치료가 교통사고 장애인의 자존

감, 스트레스 및 대처능력에 미치는 효과(Kim, 2006)

등으로 스트레스와 불안에 대한 중재연구가 이루어지

지 않았다.

불안과 스트레스 반응은 인체의 조절계인 신경계와 

내분비계를 활성화시켜 내적 환경인 항상성에 영향을 

미치고 초기 단계에 적절하게 중재되지 않으면 증가

하는 경향이 있어 정신적 혹은 신체적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회복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입원

환자와 가장 직접적이며 지지적인 접촉을 갖는 간호

사는 환자들의 불안과 스트레스를 조절해 주는 방안

을 모색해야 한다(Seo & Park, 2003).

스트레스와 불안에 대한 간호중재로는 음악요법

(Lee, 2005), 간호정보제공(Seo & Park, 2003) 지시적 

심상요법(Park, Ha, & Choi, 2004), 근이완요법(Park, 

2001; Park, Lee, & Han, 2001) 등이 효과적이라는 연

구들이 있다. 이중 근이완요법은 특별한 도구나 기구

를 사용할 필요가 없이 대상자에게 간단히 실시할 수 

있으며, 일단 익히게 되면 일상생활 중에 스스로 사

용할 수 있는 중재방법이며(Lee, 2002). 특히 교통사

고로 인한 골절을 입은 환자는 주로 근골격계 불편감

을 호소하므로(Jung et al., 2009), 근이완요법을 교통

사고 환자의 스트레스와 불안에 중재에 적용하여 이

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일 수 있는지 알

아보고 간호실무에 활용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연구의 목적

• 근이완요법이 교통사고환자의 스트레스 정도에 미

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 근이완요법이 교통사고환자의 불안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연구의 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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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가설: 근이완요법을 실시한 실험군은 실시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스트레스 정도가 낮을 것이다.

• 제 2가설: 근이완요법을 실시한 실험군은 실시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불안정도가 낮을 것이다.

용어의 정리

 근이완요법

특정한 근육을 강하게 긴장시킨 다음 다시 완전히 

이완시킴으로써 근육의 긴장감각과 이완감각의 차이

를 깨닫게 하고, 다음으로 각각의 근육을 체계적으로 

긴장 이완 시켜서 전반적인 이완상태에 도달하도록 

하는 것으로(Jacobson, 1938), 본 연구에서는 근관절건

강학회(1999)에서 Jacobson (1938)의 점진적 근육 이

완요법(Progressive muscle relaxation therapy)을 우리

말로 녹음하여 만든 이완테이프를 듣고 따라하게 하

는 것으로, 근육 이완요법의 방법은 손, 팔, 눈, 입, 

목, 어깨, 배, 다리, 발의 근육 순서로 긴장과 이완을 

교대로 경험하고 전반적인 이완상태에 도달하도록 하

는 것을 말한다.

 교통사고 환자

교통사고 환자는 차량. 궤도차 열차. 항공기. 선박 

등 교통수단을 이용 중 다른 교통기관. 사람 또는 사

물과 충돌하여 손상당한 사람을 의미한다(Kim, 2000). 

본 연구에서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8주 이상의 골반 

골절 및 하지의 골절 상해를 입고 정형외과 병동에 

입원한 성인을 말한다.

 스트레스

스트레스란 외부로부터의 위협이나 반응능력 수준

을 넘어서거나 혹은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는 각 개인

들의 자원에 위협을 가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심리

적이면서도 사회적인 속성을 띄는 인간의 갈등상태를 

표현해주는 것으로(Jang, 2002), 본 연구에서는 Horowitz 

(1979)에 의해 개발되고 Yi와 Eun (1999)이 번역한 

교통사고에 대해 고통스럽게 떠오르는 생각, 감정, 심

상을 평가하며, 교통사고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려

고 애쓰고 자신의 감정을 둔화시키려고 노력하는 정

도를 평가하는 사건 충격 척도(Impact of Event Scale; 

IES)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불안

불안은 내ㆍ외적 자극이 위협적이라고 인식될 때 

유발되는 것으로 긴장, 걱정을 주관적, 의식적으로 인

식하는 정서 상태이다(Spielberger, 1972). 본 연구에서

는 Spielberger (1972)에 의해 개발되고 Kim & Shin 

(1978)이 번역한 STAI (State Trait Anxiety Inventory)

의 상태 불안 척도(State Anxiety Scale)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근이완요법이 교통사고 환자의 스트레스

와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기위해 비동등성 대

조군 전후 시차설계의 유사 실험설계(nonequivalent 

control group non-synchronized design)이다.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J시에 소재한 G대학교병원 정

형외과 병동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환자를 아래 기

준에 의해 편의 표출 하였다.

• 교통사고로 인하여 진단서상 8주 이상의 골반 골

절 및 하지의 골절 진단을 받은 환자

• 만 18세 이상인 환자

•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청각장애가 없는 환자

•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환자

위 선정 기준에 의해 선정한 대상자는 실험군 21명 

대조군 20명이었다. 이중 연구 과정에서 실험군 2명이 

탈락하였는데, 탈락자는 치료도중 연고지관계로 타 병

원으로 이송하여 탈락하였다. 최종적으로 연구에 참여

한 대상자는 실험군 19명과 대조군 20명이었다.

연구 도구

 점진적 근육이완요법

근관절건강학회(1999)에서 Jacobson (1938)의 점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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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육 이완요법(Progressive muscle relaxation therapy)을 

우리말로 녹음하여 만든 이완테이프를 듣고 따라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측정도구

 • 스트레스

Horowitz (1979)에 의해 개발되고 Yi와 Eun (1999)

이 번역한 사건 충격 척도(Impact of Event Scale; 

IES)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Yi & 

Eun (1999)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893이었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 .923이었다.

 • 불안

Spielberger (1972)에 의해 개발되고 Kim과 Shin 

(1978)이 번역한 STAI (State Trait Anxiety Inventory)

의 상태 불안 척도(State Anxiety Scale)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Kim과 Shin (1978)의 연

구에서 Cronbach`s α= .87이었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는 Cronbach`s α= .92였다.

연구의 진행 절차

 자료 수집 기간

자료 수집기간은 2005년 12월 29일부터 2006년 8

월 9일 까지였으며, 2005년 12월 29일부터 2006년 4

월 28일 까지는 대조군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고 

2006년 5월 3일부터 8월 9일까지는 실험군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 수집 방법

 • 사전조사 

연구자가 교통사고로 상해 후 4일째 되는 날 환자

를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과 과정을 설명하고 참여 여

부를 확인 하였으며 두 군의 대상자에게 일반적인 사

항에 대한 질문과 스트레스, 불안 정도를 측정하였다.

 • 실험 처치

실험군에서는 이완 요법 실시 첫날 이완요법에 대

한 소개와 효과를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은 뒤 연구도

구로 사용할 근이완요법 테이프 내용을 중심으로 방

법을 설명하고 시행하였다.

소화활동이 이완을 방해하기 때문에 식후 2시간 이

후인 저녁 8시에 환경을 조용하게하고 편안한 자세로 

누워 옷은 느슨하게 입고 안경과 신발을 벗고 시행하

였다. 근이완요법은 4주간 28회(Robb, 2000), 4주간 

35회(Woo, 2001) 적용하여 스트레스와 불안의 감소에 

효과를 보인 선행연구에 기반하여 교통사고로 상해 

후 4일째부터 4주간 주 5회 총 20회 실시 하였다. 첫

째 주는 연구자가 대상자에게 병실에서 20분간 이어

폰을 통해 녹음테이프를 들으며 테이프 내용대로 시

행하도록 하였다. 둘째 주 부터는 연구자가 이완요법 

시행 시작을 알려주고 대상자가 스스로 녹음테이프를 

들으며 시행하도록 하였다.

 • 사후조사 

실험군은 실험이 끝난후 24시간 후에 스트레스와 

불안을 측정하여 이완요법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효과를 측정하였다.

대조군은 사전조사 4주 후 스트레스와 불안을 측정

하였다.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3.0 for Window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 검증은 χ2-test와 t-test를 

실시하였다.

• 정규성 검사를 위하여 Kolmogorov-Smirnov test를 

실시하였다.

• 근이완요법이 교통사고환자의 스트레스와 불안에 미

치는 영향은 t-test, paired t-test와 Repeated Measure 

ANOVA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특성과 동질성 검증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전체39명 중 남

자 28명(71.8%), 여자 32명(88.9%)으로 실험군은 남자 

15명(78.9%), 여자4명(21.1%), 대조군은 남자13명(65.0%), 

여자7명(35.0%)으로 구성되었다. 사고유형은 자동차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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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est of Homogeneity of Subjects' Characteristics                                         (N=39)

Characteristics
Total (39)

n (%)

Exp. (19)

n (%)

Cont. (20)

n (%)

χ2

(p)

Gender
M 28 (71.8) 15 (78.9) 13 (65.0)  .936

(.333)F 11 (28.2) 4 (21.1) 7 (35.0)

Age (yr)

18-29 6 (15.4) 4 (21.1) 2 (10.0)
 4.755*
(.313)

30-39 10 (25.6) 5 (26.3) 5 (25.0)
40-49 4 (10.3) 0 4 (20.0)
50-59 9 (23.1) 5 (26.3) 4 (20.0)
Over 60 10 (25.6) 5 (26.3) 5 (25.0)

Religion
No 13 (33.3) 6 (31.6) 7 (35.0)  .051

(.821)Yes 26 (66.7) 13 (68.4) 13 (65.0)

Marital status
Un-married 7 (17.9) 5 (26.3) 2 (10.0) 1.761

(.184)Married 32 (82.1) 14 (73.7) 18 (90.0)

Job
No 12 (30.8) 6 (31.6) 6 (30.0)  .011

(.915)Yes 27 (69.2) 13 (68.4) 14 (70.0)

Income
(monthly, won)

Under 1,000,000 16 (41.0) 8 (42.1) 8 (40.0) 3.583
(.167)-1,990,000 11 (28.2) 3 (15.8) 8 (40.0)

Over 2,000,000 12 (30.8) 8 (42.1) 4 (20.0)

Type of accident
Car 23 (59.0) 11 (57.9) 12 (60.0) 1.352

(.509)Bicycle 12 (30.8) 7 (36.8) 5 (25.0)
Pedestrian 4 (10.3) 1 ( 5.3) 3 (15.0)

Past accident
Yes 3 ( 7.7) 0 3 (15.0)  3.088*

(.079)No 36 (92.3) 19 (100 ) 17 (85.0)

Caregiver
Spouse 7 (17.9) 4 (21.1) 3 (15.0) 4.726

(.094)Parent or children 11 (28.2) 8 (42.1) 3 (15.0)
Relatives or staff 21 (53.8) 7 (36.8) 14 (70.0)

Responsibility
Opponent 18 (46.2) 6 (31.6) 12 (60.0) 3.900

(.142)Self 8 (20.5) 4 (21.1) 4 (20.0)
Both 13 (33.3) 9 (47.4) 4 (20.0)

Underline disease
Yes 5 (12.8) 4 (21.1) 1 ( 5.0) 2.246

(.134)No 34 (87.2) 15 (78.9) 19 (95.0)
M±SD M±SD t (p)

Pain 7.11±0.66 7.60±1.05  -1.777
(.085)

Stress 2.95±0.21 3.12±0.32 -1.89
(.067)

Anxiety 3.33±0.47 3.43±0.39  -0.708
(.483)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Fisher's exact test

경운기 사고는 실험군 11명(57.9%), 대조군 12명

(60.0%), 오토바이ㆍ자전거 사고는 실험군 7명

(36.8%), 대조군 5명(25.0%), 도보사고는 실험군 1명

(5.3%), 대조군 3명(15.0%)이었다. 이전사고경험은 

“없다”가 실험군 19명(100%), 대조군 17명(85%)이었

다(Table 1).

 대상자의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증

일반적인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사결과는 성별, 연

령, 종교, 결혼상태, 직업, 월수입, 사고유형, 이전사고

경험, 사고책임자, 사고 전 진단질병여부에 대해서 두 

연구 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동일한 

집단임을 가정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대상자의 통증은 사전조사 시 0에서 10까지의 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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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est of Difference between Groups on Stress by Repeated Measure ANOVA

Source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p

Intragroup
Time 10.171  1 10.171 332.101 .000
Time*group  1.862  1  1.862  60.801 .000
Error (time)  1.133 37   .031

Intergroup
Intra groups  2.165  1  2.165  41.612 .000
Error  1.925 37   .052   

로 표현하는 숫자 척도(numerical rating score)를 이용

하여 측정하였으며, 숫자척도는 0은 통증이 없음, 10

은 아주 심한 통증을 의미한다. 실험군은 평균 7.11, 

대조군은 평균 7.60 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없었다. 스트레스는 사전조사에서 실험군 평균 

2.95, 대조군 평균 3.12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동일한 집단임을 가정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불안은 사전조사에서 실험군 평균 3.33, 대조군 

평균 3.4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동일

한 집단임을 가정할 수 있었다(Table 1).

정규성 검증

본 연구에서는 소표본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정규성 

검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스트레스, 불안에 대해서 

실험군, 대조군이 정규분포를 따른 것으로 나타나 이

하 모든 분석에서는 특정변인들이 정규분포임을 가정

하고 분석하였다.

가설 검증

 제 1가설 검증

가설 1: “근이완요법을 실시한 실험군은 실시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스트레스 정도가 낮을 것이다.”

근이완요법을 실시하기 전 실험군과 대조군의 스트

레스 점수를 t-test로 검증한 결과 실험군은 평균 2.95

점, 대조군은 평균 3.12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t=-1.890, p=.067). 실험 후는 실험군 

평균 1.92점, 대조군 평균 2.70점으로 두 군 간에 유

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t=-9.829, p=.000)(Table 2).

이를 반복측정분산분석을 하여 근이완요법에 의한 

스트레스 수준의 변화를 확인한 결과 측정시기에 따

라서는 유의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 

Table 2. Test of Difference between Groups on 

Stress

Group
Pre-test

M±SD

Post-test

M±SD
Paired t (p)

Experimental 2.95±0.21 1.92±0.17 25.622 (.000)
Control 3.12±0.32 2.70±0.31  6.158 (.000)
t(p) -1.890 (.067) -9.829 (.000)

332.101, p=.000), 측정시기와 집단 간에 상호작용효과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60.801, p=.000). 또한 집

단에 따라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41.612, p=.000)(Table 3).

그러므로 근이완요법 후에 스트레스 정도는 두 집

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어 제 1가설은 

지지되었다.

 제 2가설 검증

가설 2: 근이완요법을 실시한 실험군은 실시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불안 정도가 낮을 것이다.

근이완요법을 실시하기 전 실험군과 대조군의 불안 

점수를 t-test로 검증한 결과 실험군은 평균 3.33점, 대

조군은 평균 3.43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t=-.708, p=.483). 실험 후는 실험군은 평균 

1.71점, 대조군은 평균 3.02점으로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t=-15.303, p=.000)(Table 4).

Table 4. Test of Difference between Groups on 

Anxiety

Group
Pre-test

M±SD

Post-test

M±SD
Paired t (p)

Experimental 3.33±.47 1.71±.18 17.987 (.000)
Control 3.43±.39 3.02±.33  4.728 (.000)
t (p) -.708 (.483) -15.303 (.000)

이를 반복측정분산분석을 하여 근이완요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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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Test of Difference between Groups on Anxiety by Repeated Measure ANOVA

Source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p

Intragroup
Time 20.149  1 20.149 264.141 .000
Time*group  7.176  1  7.176  94.076 .000
Error (time)  2.822 37   .076

Intergroup
Group  4.848  1  4.848  52.703 .000
Error  3.404 37   .092   

불안 수준의 변화를 확인한 결과 측정시기에 따라서

는 유의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264.141, 

p=.000), 측정시기와 집단 간에 상호작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94.076, p=.000). 또한 집단에 따라

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F=52.703, p=.000)(Table 5).

그러므로 근이완요법 후에 불안 정도는 두 집단 간

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어 제 2가설은 지지

되었다.

논    의

근이완요법이 교통사고 환자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 근이완요법은 스트레스 감소에 효과적

이었는데, 이는 Weller (1996)가 유방암 1기, 2기 환

자로 현재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8

주간 16회 Jacobson의 이완술을 실시한 결과 실험군

에서 스트레스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고 보고한 것과, 

60명의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근이완요법을 4주간 

28회 실시하여 스트레스의 감소를 보고한 Robb 

(2000)의 연구, 그리고 간호사에게 Jacobson의 이완술

을 총 35회 적용하여 업무스트레스가 감소한 연구결

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편마비환자에게 연구자가 만

든 18분간의 이완술을 총 21회 실시하여 스트레스가 

감소하였다는 연구(Han, 1998)에서와 같이 이완술은 

스트레스 감소에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McCallie, Blum과 Hood (2006)는 점진적 근육이완

술이 항진된 자율신경계를 안정시키고 자제력증강, 

절망감과 무력감을 감소시키고, 안정을 제공하여 과

도한 스트레스에 대한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

였다. 즉 스트레스에 과도하게 혹은 부적절하게 반응

하는 환자들에게 근이완요법을 통하여 시상하부자극

을 감소시키고 교감신경계 활동을 감소시켜 스트레스 

반응을 적게 하고 이에 따르는 여러 가지 건강문제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근육이완을 통하여 회피 증상과 불

안을 줄이는 조기 치료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의 이

환 기간을 단축시킨다는 Song (2004)의 연구에 근거

하여 근이완요법을 상해 후 4일째부터 조기에 시행하

였다. 연구결과 상해 후 4일째 스트레스 정도(범위: 

1~4점)는 실험군은 2.95점, 대조군은 3.12점 이었다. 

동일한 스트레스 측정도구를 사용한 Horowitz (1979)

의 연구에서는 상해 후 7일째 스트레스 정도가 2.91

점 이었고, Sohn (2005)의 연구에서는 상해 1.75개월 

후 스트레스 정도가 2.27점으로 나타나, 이를 비교해

보면 본 연구의 측정시기인 상해 후 4일째의 초기 스

트레스가 더 심한 것을 알 수 있어 빠른 시일 내에 

스트레스 중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실험군의 스트레스 정도가 4주간의 실험 후 

1.92점으로 크게 감소하였는데, 이는 Lee, Kim, Yi, 

Eun, Kim과 Kim (1999)의 연구에서 사건 충격 척도

(IES) 점수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군이 3.13점, 정상

군이 1.90점이었던 것과 비교해볼 때 4주간의 근이완

요법을 통하여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발병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중재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외상으로 인한 스트레스 혹은 외상으로 인

한 스트레스 장애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외상 직후

부터 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한 간호중재로 근이완요법

이 적용되어야 하며, 근이완요법을 통해 스트레스를 

낮춘 실험군에서 장기적으로도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

군의 발생이 낮아지고 있는지를 추적 연구를 할 필요

가 있다.

근이완요법은 대상자의 심리적 스트레스 증상을 예

방하고 감소시키기 위해 손쉽게 교육시킬 수 있는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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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한 방법이고, 방법을 익히면 혼자서 훈련을 하여도 

이완이 이루어지므로 임상에서 손쉽게 적용할 수 있

다. 따라서 효과적인 중재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근이완요법이 교통사고 환자의 불안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의 근이완요법이 불안의 완화에 효과적이었

다는 결과는 기관지 내시경검사환자에게 Jacobson의 

점진적 근육이완요법을 검사전날 1회와 검사당일 1회 

실시하여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상태불안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는 Lee (2002)의 연구, 결장루환자에게 20

회의 근이완요법을 통하여 불안이 감소하고, 삶의 질

이 증가하였다는 Cheung, Molassiotis와 Chang (2003)

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교통사고환자의 사전 불안 점수(범위 

1-4점)는 실험군 3.33 대조군 3.43으로 매우 높은 편

이었다. Won 등(1993)의 연구에서 교통사고환자들은 

정상집단에 비해 충격적 사건의 후유증으로 공포감을 

일반인 보다 더 경험하고 신체증상에 대한 집착도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소한 10%이상의 환자가 심각한 

정신적 장애를 동반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과 일치

한다. 교통사고 환자들은 다른 질환과 달리 예고되지 

않은 갑작스러운 신체적 손상으로 인한 변화와 함께 

낯선 환경과 고통을 수반하는 치료 때문에 불안과 긴

장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근이완요법 전 실험군의 불안점수는 

3.33점에서 근이완요법 실시 후 1.71점으로 크게 감소

한 것은 누구나 언제든지 심리적 이완을 즐길 수 있

게 되기에는 하루 10~40분씩 2~3주간의 기간이 필요

하며, 완숙한 이완상태에 도달하려면 4주간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Lee (2002)의 연구에서와 같이 본 연구에

서도 하루 20분씩 4주간 총 20회의 근이완요법으로 

불안점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근이완요법의 중재기간은 훈련기간이 

길어질 때 효과가 더 높아질 가능성은 있으나 Noh, 

Kim과 Kim (1990)의 6주간의 근이완요법을 실시한 

결과 5주부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훈련기간은 4

주가 적당하다는 보고에 근거하였다. 일반적으로 상

해 후 4주후부터 신체적 불편감이 줄어들면서 재활에 

들어가기 때문에 초기에 근이완요법을 실시하여 급성

기의 불안 감소에 효과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근이완요법이 불안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 연구들

은 매우 다양한데 이완요법의 결과는 이완요법의 방

법 및 실시 횟수, 대상자들이 가지는 다양한 개인차

와 환경의 내ㆍ외적 요인도 무시 할 수 없는 변인으

로 작용하기 때문에 불안 정도측정을 위해  대상자의 

내ㆍ외적 요인을 철저하게 통제하여 생리적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해 보는 것도 의의가 있으리라 생각된

다. 근이완요법은 병실에서 1회 20분간 대상자의 침

상에서 개인별로 시행 하였는데 실시방법, 횟수, 장소

를 달리하여 조용하고 편안한 치료실에서 개인별 또

는 집단으로 실시해보는 것도 의의가 있으리라 생각

된다.

본 연구과정에서 대상자의 반응은 아주 좋았다. 대

상자들이 근이완요법을 받은 후 표현한 내용은 근심 

걱정 없이 마음이 편안하고, 온몸에 불편감이 없어지

며, 쉽게 수면을 취할 수 있었으며, 따뜻하고 희망적

인 에너지를 얻었다고 표현하였다. 근이완요법 종료 

후에 대상자와 간호사가 근이완요법의 효과에 대한 

대화를 하여 정서적 지지를 높여 준다면 더욱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근이완요법이 교통사고 환자의 스트레스

와 불안에 비치는 효과를 알아보고 근이완 요법이 스

트레스와 불안 감소의 독자적 간호중재의 한 방안임

을 제시하고 임상에서 활용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Jacobson (1938)의 근이완요법을 매 20분동

안 4주 동안 총 20회 실시한 결과 교통사고 환자의 

스트레스와 불안이 감소하였다. 따라서 특히 상해의 

초기에 불안과 스트레스 감소를 위하여 간호중재로서 

근이완요법을 실시할 것을 제언한다. 또한 근이완요

법후 6개월 이후 추적조사를 통하여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의 발병율을 알아보는 추적연구를 후속연구로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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