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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감감사사사의의의 글글글

늦깎이 학업으로 인한 엄마의 공백이 자녀에게 잘 못 되지 않기를 기도하며
대학원 생활을 했습니다.부족함으로 힘겨움을 느낄 때는 愚公移山을 마음에
떠 올렸습니다.평소에 소중하게 생각하는 김인숙 교수님과 신선미․이희우
두 박사님의 이끄심으로 학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사회 현상과 학문을
통합 할 힘을 키울 수 있도록 넘치게 부어 주신 보건대학원 및 간호대학원 교
수님과의 만남은 제 인생에 새로운 장르였습니다.논문 시작에서 마무리까지
힘들어 할 땐 언제라도 인간적으로,영혼의 따뜻함으로 힘을 주시고 격려 해
주신 장 순복 교수님 감사합니다.귀한 시간 쪼개어 부족함을 아낌없이 채워
주신 오가실,김소야자 교수님 감사합니다.늘 옆에서 삶의 이정표를 물어주시
던 전시자 교수님 감사합니다.인생에 큰 버팀목이신 홍동선원장님,김야누아
리아․송베로니카 수녀님 덕분입니다.인생 전체에 온기 김경자,김선자,조영
숙,이경숙 선배님들.기도로 힘을 실어주신 대녀 이선자,김경옥선생님.논문
시작 내내 주님께 청원 해 주신 항원,덕임언니,영선,민선오빠의 사랑과 영
숙․미자 언니의 새벽에 드리는 희망의 기도 덕분이며,정신적 아버지 윤순희,
이완희형부 덕분입니다.살처럼 아껴주던 이재윤,눈빛으로 맘을 알아채는 김
정애,강진경,문성림,이현순,이상용,이경희선생님.자신 없어 처진 어깨에
힘을 주신 권영진선생님과 체육과 가족들,이준구,최기준선생님,아낌없는 학
문적 후원자 곽성일선생님께 표현 못하는 맘까지 감사드리고 싶습니다.논문
을 쓰는 동안 받은 힘겨움을 행복으로 바꾸어 주신 이원호선생님,강덕수교수
님을 비롯한 기쁨의 원천 기천문화원 식구들의 사랑이었습니다.동고동락한
동기들.늘 박수쳐주시고 함께 해 주신 애틋한 사마리아인 장태수선생님,나의
사랑하는 심석,영화,도영,옥용,미연,대훈,승일,승종,승빈,승우,승완,수
정,민,건,지우 이 밖에 미처 헤지 못하는 분들까지 함께 해 주셔서 맺은 결
실입니다.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사랑으로 키워주신 아버지 영전과 어머
니의 품에 논문을 올립니다.또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의 원천인 가족과
요한이,세라피나에게 미안함과 사랑의 징표로 이 논문을 바칩니다.
항상 외로운 길에서 친구가 되어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2006년 월 일
홍민순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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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시적 심상요법 프로그램이 일개 남자 고등학생들의 스트레스와 스
트레스 대처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사전-사후 유사실험
연구(nonequivalentcontrolgrouppretest-posttestdesign)이다.
연구의 기간은 2006년 3월 18일 예비실험을 거쳐서 3월 22일~4월 27일까지 4주

간 이었으며,연구 대상은 서울시 소재 일개 인문계 남자 고등학교 2학년을 선정
하여 실험군 30명과 대조군30명으로 배정하여 총 6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연구
도구는 선행 연구자가 개발한 청소년을 위한 지시적 심상요법 오디오 테입(석민
현,2003)을 사용하였다.연구 절차는 지시적 심상요법 프로그램 실시 전,실험군
과 대조군에게 동시에 사전 조사를 실시하고 실험군에는 1회 8분씩 매주 5회적용
을 4주간,총 20회로서 160분의 지시적 심상요법을 제공하고 사후 조사를 실시하
였고,대조군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실험군과 동일한 시점에 사후조사를 하
였다.이때 연구 시점은 사전조사 시기는 정상 시기였고 사후 조사 시기는 중간고
사를 보기 3일 전이었다.측정도구는 원호택․이민규(1987)가 제작 개발한『고등학
교 재학생의 스트레스 요인 검사』와 스트레스 대처 행동을 측정하기 위한
Folkman& Lazarus(1985)가 개발한 척도 『TheWaysofCopingChecklist』와
지시적 심상능력 측정도구 『VividnessofImageryScale;shortfrom ofbett's
test』를 사용하였다.수집된 자료는 Spsswin12.0program을 이용하여 x2-test,
t-test,ANOVA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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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지시적 심상요법을 제공받은 실험군의 스트레스는 대조군보다 낮을 것
이다.”는 기각되었다 (t=.876p=.385).
가설 2:“지시적 심상요법을 제공받은 실험군의 스트레스 대처는 대조군보다 높
을 것이다.”는 지지되었다(t=2.36,p=.020).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지시적 심상요법은 청소년기에 성장과 더불어 오
는 주변 스트레스가 지시적 심상요법을 받는다고 해서 감소되는 것은 아니었다.
고등학생에 초미의 긴장과 관심인 시험이라는 스트레스 장벽을 지시적 심상요법
이 해결해 주지는 못하였으며,또는 남학생의 성향이 주로 운동이나 활동적인 근
육운동,물건 부수기,음주,흡연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을(김창기,1992)
고려해 본다면 스트레스 해소 방안으로 명상이나 지시적 심상요법 보다 활동적인
프로그램이 남학생 모두에게 유의 할 것 등을 고려하여 선행 연구와 일치 하지
않았다고 사료되었다.그러나 지시적 심상요법을 받은 경우에 스트레스 대처 증진
에는 영향을 주었다.대조군과의 비교에서는 유의하였다.특히 지시적 심상요법을
받았을 때 실험군에 있어 청소년에 바람직한 대처인 문제중심적 대처가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즉,지시적 심상요법은 청소년에 있어 스트레스에는 영
향하지 못했으나 스트레스 대처에서는 영향을 주는 스트레스 대처 프로그램임을
검증하였으며 향후 고등학생에 있어 유익한 스트레스 대처 프로그램으로 활용 될
수 있다고 사료되었다.

핵심이 되는 말 :청소년,지시적 심상요법,스트레스,스트레스 대처,심상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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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서서서 론론론

1. 1. 1. 1.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필요성필요성필요성필요성

현대인의 바이러스는 스트레스라고 일 커를 정도로 1차 의료기관을 찾는 환자
의 75%~90%는 스트레스로 인한 문제로 고생하고 있다.나아가서 스트레스는 주
요 질병을 야기 할 뿐 아니라 조기 사망을 초래 하고 있다(한덕웅 외,2004).
청소년 시기에는 신체적,심리적,인지적 변화 속에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며 심리
적 긴장과 정신적 갈등을 끊임없이 경험하며 다각적인 적응 요구를 겪는 시기이
다.정서적으로 기분변화가 심하고 심리적으로도 많은 불안을 느끼며 사소한 자극
에도 과격한 행동이나 극단적인 사고방식을 갖기 쉽다.이 시기에는 의존과 독립,
무관심과 열성,쾌락추구와 금욕,이상주의와 현실,자신감과 소외감,희망과 절망,
극단의 이기주의와 이타주의 등 상반된 충동을 동시에 느끼기 때문에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명명하기도 한다(이춘재 외,1993재인용).
청소년들은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쉽게 좌절하고
고통스러워하며,자신에게 주어진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성인들처럼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좌절과 고통에
휩싸인 경우 가능한 한 쉽고 빠르게 탈출하고자 극단적인 자살 충동을 경험하기
도 한다.청소년들이 고민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본인의 능력은 미치지 못하는
데 부모의 자식에 대한 과잉기대와 공부에 대한 좌절감이나 불안,실패 감을 느낄
때 가장 스트레스를 느끼게 된다(권이종,1996).개인에 있어 스트레스는 적절히
대처하지 못 할 경우 신체적으로는 요통,변비,두통,불면증 등을 유발하고(주상
희 외 5인,2002),심리적으로는 분노,불안,무관심,우울,피로,좌절감 등을 유발
할 수 있다(박용자,1989).스트레스를 장기적으로 받는다면,청소년의 조기비만과
무력한 사회적응(LaitinenJ,2002),정서적 부적응(Compas,1988)각종 청소년문제
와 관련이 있다(김수주,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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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고등학생의 70~80%이상이 음주경험 및 불규칙적인 운동과 식습관을 가
지고 있으며,1/3정도가 흡연을 하고 있는 실태인데(이보은,1998)이 중에서 고등
학생의 41%가 스트레스 해소를 하기 위해 흡연(김복순,2004)을 했고,고등학생의
82.5% 음주 경험 율 중에서 학업스트레스를 제외한 일상생활 관련 스트레스가 높
을수록 음주행위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장인경,2003).스트레스 대처
를 하기 위해 선택한 음주는 과음과 알코올 남용을 촉진시키는 경향을 보이며,이
러한 부적 정서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나 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음주
율은 청소년에서 10~25%가 해당한다(Coopereral.,1988;장인경,2003재인용).
Lazarus(1976)는 스트레스가 학교생활이나 전반적인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게 되며
심한 경우에는 정신건강 문제로 확산된다고 할 수 있고,청소년 정신건강 상의 문
제는 청소년에 의한 범죄 증가 내지 자살의 증가와 정신장애현상을 일으킨다고
보고하고 있다.실제로 2003년도에 1년간 학교폭력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학생
은 25.1%(김의철,2003),폭행 피해 경험 고등학생은 25%차지하고 있고 이러한 현
상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문정선,1997).이처럼 많은 학생들이 청소년에 특징과
현실적인 압력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이러한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를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선택하고 있어 다양한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심
리적 장애가 초래되고 있다.이에 바람직한 스트레스 관리 방법 및 스트레스 대처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고 대분분의 청소년 스트레스 관련 연구에서 제언하고 있
다(박은영,1994;정은주,2000;오선향,2002;장인경,2003).실제로 스트레스 관
리 및 대처 프로그램들은 끊임없이 개발되어 오고 있다.이와 관련된 스트레스 관
리에 대한 선행 연구를 보면 근육 이완법(정경희,2000),음악 요법(이용재,1999),
아로마요법(박상옥, 2001), 원예치료(강정식, 2004), 명상과 이완요법
(E.G.,Benson,1975),인지-행동 스트레스 관리프로그램(김은영,1997;이경나,1998
;장인경,2003;신현성,2005;Whitney,1987)등의 프로그램이 연구되어 왔다.이
런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들은 많은 효과가 입증되고 있으나,실제 적용에 있어
서 각기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실시하는 사람 또는 대상자에게 훈련이 필요하거
나,도구 및 재료,장시간 실시해야 하는 등 현실적으로 학교 현장에 적용하기에
는 비용이나 효율,시간 확보,교육인력 등 몇몇 어려움을 지니고 있다.이에 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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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지시적 심상요법은 대상자가 이완된 상태에서 마음에 떠오르는 장면에 대하여
시각,청각,미각,촉각 등의 감각을 이용하여 다양한 경험을 함으로써 스트레스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효과를 감소시키는 간호중재법이다.적용과정이 매우 자
연스러우면서 특별한 기구가 필요하지 않고,많은 시간이 요구되지 않으며,비용
효율적인 중재법으로 알려져 있다(Eller,1999;Turkosk&Lance,1996;석민현,
2000재인용).집단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며,문제 해결이나,새
로운 행동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계기도 마련 할 수 있다(Tuyn,1994,;
석민현,2000재인용).지시적 심상요법은 1회에 소요시간이 8분이며 실시 자나
피 실시 자에 있어 많은 설명이나 고도의 기술을 요하지 않는다.선행연구에서 지
시적 심상요법은 우울 및 불안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고(조미림,1997;조미
림.유숙자,1998),청소년의 스트레스 자원을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었다(석민현.
윤영미,2004).
학교 현장에서 지시적 심상요법을 활용한 연구는 초기단계이며,남자 고등학교
대상으로 스트레스 및 스트레스 대처와의 영향 관계를 연구한 보고가 없었으므로,
지시적 심상요법을 활용하여 학교 차원에서 효율적인 스트레스 관리를 도와 장기
적으로 학생들의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2. 2. 2. 2. 연구 연구 연구 연구 목적 목적 목적 목적 및 및 및 및 연구 연구 연구 연구 문제문제문제문제

본 연구는 서울시 일개 남자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지시적 심상요법
이 스트레스 및 스트레스 대처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연
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지시적 심상요법이 고등학생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2)지시적 심상요법이 고등학생의 스트레스 대처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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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3. 3.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가설가설가설가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가가설설설 111:고등학생의 스트레스는 지시적 심상요법을 제공받은 실험군이 대조
군보다 낮을 것이다.
가가가설설설 222:고등학생의 스트레스 대처는 지시적 심상요법을 제공받은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높을 것이다.

4.4.4.4.용어의 용어의 용어의 용어의 정의정의정의정의

(((111)))지지지시시시적적적 심심심상상상(((GGGuuuiiidddeeedddIIImmmaaagggeeerrryyy)))요요요법법법

*이이이론론론적적적 정정정의의의 :구체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도적 혹은 치료적으로 심상
을 지시한 대로 대상자가 마음속에 시각,청각,촉각,운동감각,미각,후각,및 기
관 감각을 생생하게 떠 올릴 수 있는 개인의 능력으로 스트레스를 경감시키는 정
신,심리적인 중재방법이다(AchterbergandDosseyandKolkmeier,1994).

*조조조작작작적적적 정정정의의의 :심호흡을 이용하여 심신을 이완하고,자신이 가진 문제를 구체적
으로 인식하여 스스로 해결하며 자신의 노력을 통한 성취와 자신의 가치를 새롭
게 인식하는 장면을 상상하고 경험하도록 구성한 1회 8분,주 5일,4주간 총 20회
(160분)의 지시적 심상요법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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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스스스트트트레레레스스스

***이이이론론론적적적 정정정의의의 :스트레스란 인간과 환경과의 상호 역동적 관계에서 개인이 가지
고 있는 능력의 한계를 넘는 내적,외적 요구에 의해서 개인의 안녕이 위협받는다
고 평가 될 때 경험하는 것이라고 하였다(LazarusandFolkman,1984).

***조조조작작작적적적 정정정의의의 :원호택,이민규(1987)가 제작 개발한「고등학교 재학생의 스트레
스 요인 검사」로서 공부문제,대인관계,가정문제,학교생활,이성문제,취미.오
락,신체적 건강 및 용모,심리.성격문제,가치 및 종교,장래진학,가정경제 등의
11개 하위 요인으로 구성된 50문항을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이때 스트레스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333)))스스스트트트레레레스스스 대대대처처처

***이이이론론론적적적 정정정의의의 :스트레스에 대해 개인 나름대로의 대처 방안을 강구하게 되는
데,개인이 받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하는 일련의 노력을 대처(Coping)또
는 스트레스 대처 행동이라 한다(Folkman& Lazarus,1984).

***조조조작작작적적적 정정정의의의 :Lazarus(1985)가 개발한 대처방식 척도(TheWaysofCoping
Checklist)를 기초하여 김정희(1987)가 수정,보완한 문제 중심적 대처,사회적지지
추구 대처,소망 적 대처,정서 완화적 대처로 구성된 62문항의 질문지로서 4점
척도로 측정한 점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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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문문문헌헌헌 고고고찰찰찰

1. 1. 1. 1. 고등학생의 고등학생의 고등학생의 고등학생의 스트레스 스트레스 스트레스 스트레스 

(((111)))고고고등등등학학학생생생의의의 스스스트트트레레레스스스 특특특징징징

청소년기는 대개 13-18세 전후에 이르는 시기로 특징을 보면,성장이 빠르고 정서
적 변화가 급격하다.때로 격렬한 환희나 열등감,자기 도치와 쉽게 우울에 빠지
는 시기이다.따라서 불안하고 감정 기복이 심하고,부정적 정서를 나타내기도 한
다.성 호르몬이 대량으로 분비되어 성적 욕구가 강력하나 그 욕구를 해소하기에
어려움이 많은 시기다.자신의 욕구를 방해 받으면 욕구불만이 생기고 심한 분노
와 정서를 표출하기도 하는데(권이종,1996),이러한 스트레스는 청소년의 문제행
동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Kanner,1981;김수주,2002재인용).
특히 가정에서의 공부에 대한 부모의 압력과 성적 향상에 대한 부모의 기대는 청
소년들의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있고,이러한 부담은 좌절,우울,반항,흡연,음
주,약물남용,마약 복용,폭력 등의 일탈 행위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해 극단적인 자살을 시도하기도 한다.이렇게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를 처리하지
못하는 현상들은 청년기에는 스트레스에 대한 충분한 대처능력이 발달되지 못 할
가능성이 많기(채구묵,1997)때문이다.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아지면 건전한 방향
을 모색하고 스스로 노력하기도 하지만,때로는 많은 청소년이 또래 따돌림(이상
균,1999),각종 탈선 가능성(이익섭.김근식,1998)을 가지고 있다.물론Compas
(1988)의 말처럼 모든 청소년이 똑 같이 스트레스로 인하여 문제행동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스트레스 사건이 청소년의 정서와 행동에 문제를 일으키지만 스트레
스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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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고고고등등등학학학생생생의의의 스스스트트트레레레스스스 요요요인인인 및및및 양양양상상상

우리나라 청소년 스트레스에 대한 2004~2005년도 통계청에 의하면,청소년의
가장 큰 요인은 학업관련이 48%로 가장 높았으며,청소년들이 인터넷을 검색하는
목적으로 59.9%가 학업관련 검색이라고 답하였다.중․고등학생들의 스트레스 중
강도와 경험빈도가 높은 생활 요인은 단연 학업 성적이다(원호택,이민규,1987;
박은영,1994;이유미,1994;안재원,1997;정은주,2000).그래서 청소년의 스트
레스 수준은 학교생활이 가정생활보다 중간 수준 이상으로 높았으며(이해옥,1994
;차태경,1998),가장 큰 스트레스가 학교생활(고현미,1998)이다.이러한 스트레스
를 유발하는 원인이 김정겸(1987)의 고등학생 스트레스 연구에서는 성적관련 문제
와 부모 관련이 가장 크고,학업성적,동성친구와의 관계 선생님과의 관계,신체변
화 등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게 된다고 하였다.
비단 우리나라 뿐 아니라 외국의 청소년 스트레스 관련 선행 연구에서도 자주 볼
수 있다.17-19세 청소년 101명의 짐바부웨이 청소년에게 스트레스를 측정하였다.
주요 스트레스 요인은 학교 관련,인간관계,사회생활,경제적자금의 어려움 순이
었고(MagayaL,Asner-selfKK,SchreiberJB,2005),펜실바니아의 슬럼가 에 거주
하는 정상 청소년 222명의 시험 스트레스와 대처전략에 대한 횡단적 연구에서,학
교,가족,친구관계,건강,교통수단 순으로 스트레스가 높다고 답변하였다(Puskar
KR,LambJM,BartoltvicM,1993).
우리나라에서는 학교 계열별로 보면 인문계가 실업계보다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
고 있다(김홍일,1990;이명희 1989;유동석,1996;오선향,2002;서희주,2003)
고 한다.인문계 학생들이 학업과 진학에 관한 문제로 스트레스를 더 받고,가족
지지 정도가 실업계에 비하여 매우 높은(김홍인,1990;노경희,1998)반면, 실업
계 학생들은 가정의 경제문제와 가족관계에서 인문계 학생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
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고(이상영,1993),또한 인문계와 실업계의 스트레
스 요인에 대한 조사에서 전혀 계열 간에 차이가 통계적으로 의미 없다(이정순,
1988)는 보고도 있고,계열별로 남학생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및 가족지지,자기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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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감,정신건강을 연구한 노경희(1998)또한 계열 별로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고 있
다.시기와 도구와 목적이나 측정 방법에 따라 약간의 다른 결과를 보고하고 있
다.
성별 특징을 보면 597명의 학생 중에 남학생의 경우 2.6%,여학생의 경우 1.3%에
서 중증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남자가 여자보다 더 가정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
고 여자는 학교생활에 있어 남자보다 더 스트레스를 받는다(이도영,1990).대인관
계에 있어서는 여학생이 더 스트레스를 받고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
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스트레스가 현저히 높았고,고등학교 2.3학년은 거의 비
슷했다(황정규,1990).이경주(1997).남학생보다 여학생이 급격한 생리적,심리적
변화가 일찍 시작하여 스트레스가 높은 반면 변화에 따른 스트레스에 잘 적응하
지 못하므로 환경적,사회적 스트레스에 더욱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정은주(2000)연구에서도,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부모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대인관계에 애착을 가진다.여학생은 타인과의 친
밀한 관계에 가치를 두도록 강화 받기 때문이다(정은주,2000;2005통계청연보).
그러나 짐바부웨이 청소년에서는 여자보다 남자들이 좀 더 스트레스를 받는다
(MagayaL,Asner-selfKK,SchreiberJB,2005)고 하였다.오선향(2000)연구에서
성별 스트레스 요인의 차이를 보면,대인관계,취미 및 오락의 영역,신체적 건강
및 용모,심리 및 성격문제에 있어서는 여학생이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종교
문제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하여 높은 스트레스를 받는 반면,성별에 관계없이
장래진학과 공부문제가 가장 높은 스트레스요인으로 보고되었다.
학년 별 관점으로 살펴보면 스트레스의 양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계속 상승하는
경향이 있고,학생들이 갖는 스트레스의 주요한 요인은 성적과 학교생활에서 접하
는 대인관계,즉 교우관계에 있어 부적응과 갈등이 있다(황정규,1990).
인문계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 3학년이 학업에 가장 스트레
스를 받고,진로 계획보다 건강영역에 스트레스가 더 높았다.그 이유는,공부압력
으로 인해 부수적 현상이라 추측했다(안재원,1997).이도영(1990)은 1학년이 2,3학
년보다 더 스트레스를 받는다.이에 반해서,고등학교 2학년이 가장 스트레스가
크다(김미례,외,2002)고 서로 상반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또한 스트레스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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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경기도 고양시 인문계와 실업계의 3개 고등학교 남녀361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학년별로는 장래 진학에 대한 스트레스가 가장 높았고 공부,건강․
용모,심리․성격,가치관의 순이었다(오선향,2002).
이러한 스트레스는 장․단기적으로 신체에 많은 영향을 주는데 일회적인 특수한
상황에 강력한 스트레스에서 일상적인 스트레스까지 개인의 신체 건강과 관련이
될 수 있다.강한 스트레스를 겪은 쿠바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들에 행동
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87%에서 회피(67%),퇴행(64%),외상을 재 경험(60%),신
체증상(52%),과잉반응(51%),86%청소년은 둔주를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번 강하게 받은 스트레스는 지워지지 않고 다양하게 나타나고 지속된다(Rothe
EM,etc,2002).반면에 이렇게 특정하고 강한 스트레스가 아닌 일상적인 스트레스
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떠한가?이와 관련된 연구에서는l청소년이 일상
적인 생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건강문제의 호소가 많았고(오가실․한정석,
1990),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정신건강은 나빠지는 상관관계가 있었다(노경희,
1998).
정상적인 고등학생 642명을 대상으로 스트레스와 간이정신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
과 12개 하위 척도의 점수에서 청소년은 우울증이 가장 많았다(김학렬 외,1993).
학교생활,대인관계와 가정생활과 관련된 영역에서의 스트레스 반응으로는 불안과
우울이 가장 높았다(고현미,1998).심지어는 청소년은 그들 특유의 스트레스로 인
하여 학생의 약 90%가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적응곤란(가정문제,대인관계문제,
학교생활 등)을 호소하고 있으며,약 30%정도가 심리적 장애(신경증,우울증,성격
장애,정신분열증 등)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뚜렷한 적응장애를 보이고 있다(김광일
외,1983)고까지 한다.
이 외에 정신․정서를 포함하여 스트레스를 받으면 온도변화에 피부가 민감하게
반응하며,환절기에 피부가려움과 트러블을 더 많이 경험하며,색소침착여부도 더
높다(김은희,2004).남자 2359명,여자 2791명의 북부 필란드에서 1966년에 출생하
여 31세가 될 때까지 종적 코호트 연구에서 조기 비만은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었
다.스트레스와 관련하여 식습관,음주 등의 예측이 가능하며,BMI가 높은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햄버거,피자,초코렛을 자주 먹었고,31세에는 혼자되거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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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실업자,낮은 학력,수입이 적은 일자리에서 일했다(LaitinenJ,2002)고 보고하
고 있다.즉 스트레스는 식습관을 결정하고,식습관은 비만과 음주경향을 예측하
여 사회에 부적응과 무능한 생활패턴으로 나아가는 예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연구
결과이다.
세계 어느 나라든지 학교에 대한 스트레스는 존재하며,이러한 상황에 따른 학생
들에게 주어지는 스트레스 요인은 자신의 성격이나 환경에 따라 달라 질수 있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와 자신이 처해 있는 고유한 스트레스
또한 청소년이 해결 할 과업이다.그러나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능력이 미숙한 청
소년에게 이미 질병 수준으로 스트레스 대처를 사회와 부모가 요구하고 있으며
그 정도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학교 차원에서 이러한 스트레스를 관리 및
대처에 바람직한 방향을 지도하고 관리해 주어야할 필요성이 고찰되었다.

2. 2. 2. 2. 스트레스 스트레스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방식대처방식대처방식대처방식

(((111)))스스스트트트레레레스스스 대대대처처처의의의 개개개념념념

Lazarus(1987)는 “개인이 스트레스 상황이라고 평가되는 요구나 자원들 사이에
지각된 모순을 다루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을 대처 방식이라고 정의했다.
Lazarus와 Folkman(1984)은 대처 방식이 개인과 환경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요구
에 수반되는 스트레스 및 감정을 처리하는 과정과 방법을 의미한다.생활의 변화
에서 오는 스트레스에 대처해 가는 우리의 능력은 선천적이라기보다는 일차적으
로 학습되어진 것이 많고 개인차가 존재하며 대부분 스트레스를 주는 많은 자극
은 부분적으로 개인이 어떻게 그것을 지각하느냐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Lazarus&Folkman,1984;김효숙,2004재인용).다른 관점에서 대처는 적응이나
부적응 상태에서 능동․수동적이거나,직․간접적인 노력이다(Barrett& Campos,
1991).적응과 대처의 개념은 때로 혼동되게 사용되고 있다.적응이란 어떤 스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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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상황에서 일어나는 자의적이거나 자동적인 모든 반응을 말하는 반면,대처란
개인의 자의적 노력이 포함된 행동만을 포함하기 때문에 보다 광범위한 개념인
적응 속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의 하부개념이라 할 수 있으며 Lazarus &
Folkman(1984)은 스트레스 대처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첫째는
대처행동을 사람과 환경과의 관계라는 맥락에서 개인이 취하는 대처과정은 단순
히 자극-반응의 관계이거나 개인의 요구에 기초한 내적 갈등의 산물이 아니며,오
직 개인과 환경 간에 하나의 관계라고 본다.둘째는,대처행동을 개인과 환경 간
에 끊임없이 변화하는 역동적 과정으로 보는 것이다.이 역동적 관계는 양방향 적
이다.역동 과정은 개인이 상황에 대한 인지적 평가에 의해 개입한다.이과정은
일차적 평가(primaryapparisal)와 이차적 평가(secondaryappraisal)로 나눈다.일
차적 평가란 스트레스에 대한 특정 상황을 판단 할 때 자신의 안녕과 관련지어
보는 것으로서,자신과 상관이 없다든지,자신에게 이롭다든지,혹은 자신에게 스
트레스를 주는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다.이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에 대한 판단
에서는 상실(loss,harm),위협(threat),도전(challenge)상황을 겪게 된다.상실상황
은 개인의 상처나 피해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이다.그리고
도전 상황은 개인의 성장이나 극복,획득의 기회로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그러
나 1986년 이후 Folkman이 발표한 논문은 이차적 평가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대
처 자원과 대처 선택 내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대처자원에
는 신체적(건강,에너지),환경적(사회적 지지),물리적(돈,도구,장비),심리적(자존
심,문제해결능력)자원이 있으며(Lazarus& Folkman,1984),대처 선택의 행동적
지표로서 특정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주어진 상황을 변화시키거나 그 상황에 대
해 어떠한 조처를 취할 것인가,그냥 받아들일 것인가,행동을 하기 전에 다른 정
보가 필요할 것인가,원하는 것을 보류해야하는 것인가를 평가하는 것이다
(Lazarus& Folkman,1986).이차적 평가를 대처자원에 대한 평가와 대처 선택 내
의 역동적 과정의 평가로 정의하고,측정은 대처 자원에 대한 평가와 대처 선택내
의 역동적 과정 중에서 선택 내만 하기 때문에 이차적 평가의 개념을 모두 포괄
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처 자원에 대한
문제를 이차적 평가의 개념에서 분리하여 별개의 구성체로 볼 필요가 있음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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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하였다(김정희,1987).즉 대처의 개념은 자신과 환경과의 내․외적인 자체 또는
역동적인 상황에서 끊임없는 자신의 선택과 해결에 대한 평가와 대응인데 개인의
충동이 아닌 2차적으로 배운 자신의 자원과 환경에 따라 선택이 변화하는 과정이
다.즉 청소년에게 스트레스 대처의 심리적이고 환경적인 자원을 충족시켜 준다
든지 상황을 변화시켜주어 역동적인 환경과의 관계를 돕는다면 청소년이 처한 자
신의 문제에 잘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설명된다.

(((222)))스스스트트트레레레스스스 대대대처처처 유유유형형형

Lazarus& Folkman(1980)은 이론에 근거하여 대처방식 척도(thewayofcoping
checklist)를 개발하여 유형을 구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100명의 중년층 남
녀를 대상으로 하였다.대상자들이 응답한 1,332개의 episode를 분석한 결과 문제
중심적 대처와 정서 중심적 대처를 98%에서 사용한다고 했다. 또다시
Lazarus(1985)는 대처방식 척도 (TheWaysofCopingChecklist)에 기초하여 분석
한 결과 문제 중심적 대처,사회적 지지추구,소망 적사고,정서 완화적 대처 등으
로 대처 방식을 구분하고,문제 중심 대처(problem-focusedcoping)와 사회적 지지
추구는 적극적 대처로,정서 완화적 대처(emotion-focusedcoping)와 소망 적 대처
는 소극적 대처로 구분하였다.대처는 두 가지의 중요한 기능을 한다.즉,고통을
유발하는 환경의 문제를 다스리거나 변화시키는 문제-집중적 대처와 문제에 대한
정서 반응을 통제하는 정서-집중적 대처이다 (김정희 역 1991).개인이 스트레스
사건을 통제 가능한 것을 시작 할 때는 문제 중심적 대처를 그리고 통제 불가능
한 것으로 지각할 때는 정서 중심적 대처를 선택하는데 이런 대처유형이 적응의
의미를 갖는다(Forsythe& Compas,1987)
문제 중심적 대처는 자신이 직면하는 스트레스원이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문제
그 자체를 변화시키거나 관리하는데 관련된 인지적,문제 해결 적 노력들과 정보
추구 활동 및 행동전략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그 하위 유형으로는 직면적인 대처
나 계획적인 문제해결 등이 포함된다.정서 중심적 대처는 스트레스 자극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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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유발된 부적인 정서 반응을 조절하거나 관리하는 인지적,심리적,행동적 노력
들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자기 통제나 거리 두기,회피 등의 하위 유형이 있다.
대부분의 경우 이 두 가지 유형의 대처가 함께 사용되지만 긍정적인 상황이 예상
될 때는 주로 문제 중심적 대처가 사용되고,스트레스를 피할 수 없다고 느낄 때
정서 중심적 대처를 사용하게 된다고 했다.사회적 지지추구 방식은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려는 노력이라고 했고,소망적 대처 방식은
스트레스요인을 밝혀내어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스트레스가 소멸된 상황이나
긍정적 혹은 이상적인 상황을 생각하거나 상상함으로써 문제를 이겨내려는 노력
라고 했다(김수주,2001).이외에도 대처를 나누는 방법은 연구자에 따라서 다르나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대처를 스트레스를 다루어 가려는 노력(Moos& Billings,
1982)으로 정의하고 있고 대처 행동은 대처 하는 노력이 투여되는 방식에 따라
크게 적극적 대처와 소극적 대처로 구분된다(김효숙,2004재인용).그러므로 스트
레스는 대처방식에 따라 조절이 가능한 것으로 고찰되었다.

(((333)))청청청소소소년년년 스스스트트트레레레스스스대대대처처처에에에 관관관한한한 선선선행행행 연연연구구구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들은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학업,대인관계,신체적 스트
레스에 정서 지향적 대처방식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문제 중심적 대처를 함께 쓰
는 경우도 많다고 보고하였고,스트레스의 상황,연령,성에 따라 달라진다(이소은,
1990;정은선,1996).여자가 남자에 비해 정서 중심적 대처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김정희,1991).실제 청소년 대처행동에 있어 남학생은 객체 관
련 행동(술,담배,오락실 가기 등 )을 많이 하며,여학생은 인지활동 지향행동(음
악듣기,노래 부르기,독서하기)을 많이 한다(차태경,1998).1학년과 3학년의 고등
학생의 스트레스대처행동을 비교한 결과 3학년이 1학년보다 문제 지향적이고 정
서 지향적으로 대처하고 있다(유동석,1996).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에 있어 여러
나라의 경우를 살펴보면,러시아,미국 청소년 각각270명의 청소년에게 대처행위
와 우울을 비교하였다.러시아 청소년이 더 사회적 지지와 문제해결 대처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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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편이었다(JosePE,D'AnnaCA,CafassoLL,.,etc1998).
펜실바니아의 슬럼가에 사는 정상 청소년 222명의 시험 스트레스와 대처전략을
횡적 방법으로 살펴보았다.대처전략은 대부분 낙천적이며 사회적 지지 방법을 사
용하였다(PuskarKR,LambJM,BartoltvicM.,1993).터키의 396명의 11~18세 학
생의 불안과 우울과 대처반응과의 관련 연구에서 문제 중심보다 정서 중심적 대
처를 주로 하였는데 대처전략과 우울,불안은 서로 상관이 없었다(OgulM,
GencozT.,2003).대처 유형은 좋고 나쁨이 아니고 상황에 맞게 조절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만성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은 사건에 있어 회피전략보다 적극적인 극복
전략을 쓴다면 (Kedem,P.,Bartoov,B.,etc.,1992)이러한 전략이 질병을 극복하
는 것과 관련있다.즉, 단순포진 바이러스 감염자(Kemeny,1991년),면역문제를
가진 남자환자(Kedom,etc.,1992년)나 HIV 양성 혈청 동성연애 남성 (Ironson
etc.,1994),급속한 전파와 관련 있는 흑색 종 환자(Fawzy,etc.,1993),T세포가
낮은 법대 학생(Segerstom,etc.,1992)등에서 회피적 전략보다 적극적인 극복전략을
사용하는 경우로 NK 세포독성(cytotoxity)을 감소시켰고,면역을 유지시키거나 상
승시켜서 긴 생존과 관련 있었다.예측할 수 없는 미래,학업에 대한 압박감 등,
스트레스의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청소년 자신이 스트레스에 적극적으로 대처하
지 못하면,결과적으로 청소년의 반사회적 행동과 각종 부적응 현상을 유발 시키
는 것으로 윤덕중(1989)보고한 결과들을 고려할 때에 스트레스가 높은 고등학생
을 대상으로 특정 중재를 통하여 스트레스 대처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이
고찰되었다.

3. 3. 3. 3. 지시적 지시적 지시적 지시적 심상요법심상요법심상요법심상요법(guided (guided (guided (guided imagery)imagery)imagery)imagery)

(((111)))지지지시시시적적적 심심심상상상요요요법법법의의의 개개개념념념

지시적 심상요법이란 구체적 치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도적 혹은 치료적으로
상상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대상자가 이완된 상태에서 마음에 떠오르는 장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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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시각,청각,미각,촉각 등의 감각을 이용하여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함으로서
불안과 같이 스트레스를 경감시키는 정신․심리적인 중재방법(Achterbergect.,
1994)이다.또한 지시적 심상이란 언어 중에 심상(imagery)이란 뜻은 사고과정의
기본이며 인간의 생의 과정에서 보편적이고 피할 수 없는 활동인데 상상한다는
것은 내적 또는 외적인 영향을 받는 주관적 현상이다.심상과정은 지각,정서 및
신체의 변화사이의 한 소통기전으로 신체와 마음사이에 교량으로서 작용한다.심
상과정에서는 감각을 불러일으켜 사용하는데 그런 감각에는 시각,촉각,청각,후
각,미각,체온 및 근육운동 감각 등이 포함된다.상상의 내용을 감각의 투입이라
는 면에 중점을 두면 지각 또는 지각적 이미지라는 용어로 바꿀 수 있고,내적인
면에 중점을 두면 정신적 이미지라 할 수 있다.
Horowitz(1978)는 사고를 구성하는 심상양식에 규정적,언어적,상상적 (enactive,
lexical,imagic)양식의 세 가지가 있다고 하였다.즉 규정적 양식에서 운동 반응
기억들은 규정적 사고를 재현하는데 이는 의사소통시에 밑에 깔린 메시지를 전달
하는 비언어적 행위로 나타나며 주로 뇌의 피질 운동영역과 변연계에 의해 통제
된다.언어적 양식에서는 정보의 연속적인 과정과 관련을 가지며 언어적 사고의
통제는 논리적이고 수학적인 경향이 있고 지시적 심상과 약간은 언어화된 이차
과정과 관련이 있다.또한 부정적 정서를 지각하는데 민감한 것으로 나타난다.상
상적 양식에는 꿈,환상,이미지 등으로 나타나는 지각적 정보과정을 지각하는 것
이다.정서-특히 긍정적 정서와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정서를 재 경험,전환시킬
수 있다(김주현,1995재인용).
결론적으로 심상은 인간의 감정을 자극하고 모든 행동을 동기화 하는 힘을 가지
고 있으며,부정적인 이미지를 긍정적인 이미지로 대치함으로써 자신의 간호에 더
욱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며,대상자의 경험과 치료,간호에 대한 결과를 증진
시키는데 매우 유용하다.또한 심상은 정서적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대화를 통
한 다양한 중재보다 더 효과적으로 심리적 안정을 꽤 할 수 있다(Halter,1998).
심상요법을 Sodergen(1985)은 실험대상자에게 사고의 흐름에 대한 의식적인 통제
를 통하여 어떻게 변화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것으로 규정한바 고
등학생들에게 심상을 통하여 전신 이완을 유도하고,자신의 문제를 인식하도록 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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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자신의 노력을 격려하고 스스로 해결하는 노력을
통하여 성취와 자신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는 장면을 상상하는 심상경험을 재현
하는 노력이 시도될 필요가 도출되었다.

(((222)))지지지시시시적적적 심심심상상상요요요법법법의의의 선선선행행행연연연구구구

지시적 심상요법은 이미 오래 전부터 서양에서는 병원환경에서 응용하기 위한 노
력(Smith,1982;StonesA etc.,1999)이 있었고 지시적 심상요법의 선행 연구를
보면,LouieSW(2004)는 26명의 만성폐쇄성폐질환(COPD)환자에게 지시적 심상요
법을 통하여 6개의 session을 통하여 산소포화도(oxygensaturation)와 심박동,흉
곽표면에 electromyography,skinconductance,말초의 온도를 30분 session동안
관찰하였다.신체적인 측정은 변함이 없었지만 실험군에서 oxygensaturation은 P
<0.05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심리적인 측면이 좀 더 통계적으로 효과가 있었
으며,Stones(1999)는 24명의 공황장애 실험군과 15명의 공황장애를 가진 대조군
에게 유사 실험을 하였다.두군 모두 불안을 감소하고 혈압은 떨어졌다.그러나
실험군에서 만 혈중 cortisol이 유의하게 떨어졌다는 보고가 있다.이처럼 이학적
소견에서도 불안과 우울,산소포화도가 좋아진 것을 알 수 있었다.
심상의 반응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심신 대사의 비율이 낮아진다는 것이다.따라
서 심장박동이 느려지고 호흡수와 호흡량이 감소했고,lactate의 비율이 편안한 상
태의 사람보다 거의 세배 정도의 빠른 속도로 감소했다(Pitts,1969),우리나라 음
경옥(2000)의 연구에서도 관상동맥 질환자 중 지시적 심상요법의 효과를 알아본
실험군에 있어 수축기 혈압,이완기 혈압,그리고 맥박수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이런 보고와 유사하게 우리나라 연구 중에 지시적 심상요법 관련하여 만성 폐쇄
성 폐질환자의 호흡곤란 감지 및 신체적·심리적 증상(윤정선,1997),화학요법 환
자의 우울과 불안 감소(이경희․오은희,2004),정신질환자의 우울,혈중 코르티솔
농도 변화(조미림․유숙자,1997)등의 연구에서도 유의한 결론을 얻었다.
환자를 대상으로 안위를 증진시키는 것에 착안하여 정상인의 스트레스 요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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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연구한 국내 연구 논문을 살펴보면,김한숙(1997)은 9주간 고교생에게 지시적
심상요법을 적용하여 시험불안과 혈중 코티졸 농도 및 타액 면역글로불린 A에 미
치는 효과를 연구하였는데 결과는 시험 불안과 혈중 코티졸 농도가 유의하게 감
소하였고,타액 면역 글로블린 A는 유의하게 증가하였다.이 연구는 건강한 청소
년을 대상으로 하여 지시적 심상요법의 효과를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의의가
있었다.석민현(2000)은 청소년의 심리적 자원과 스트레스 반응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대조군 83명과 실험군 82명의 고교생을 대상으로 4주간 총 18회의
지시적 심상요법을 제공한 결과 자아존중감과 내적 통제위가 증진 되고 불안과
우울의 정도가 감소했다고 보고했다. 석민현․윤영미(2004)은 지시적 심상요법과
청소년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연구에서도 지시적 심상요법을 제공 받은 실험군
이 스트레스가 낮을 것이란 가설이 지지되었다.정상인을 대상으로 한 Smith
DM(1982)의 경우는,93명의 우울한 부모의 아이들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시적
심상요법을 적용하였다.121명의 아이들에게 6~11session으로 6~9개월 동안 실시
하고 기분장애,극복력,죄책감을 사정하였다.부모의 질병을 잘 이해하고 중재 이
후 여자가 남자보다 더 좋아졌고 행동 태도에 모두 유의한 변화를 보였다.극복력
의 점수는 5.3이었는데 7.3점으로 상승되었다.
지시적 심상요법은 많은 선행연구에서,JohnsenEL(2001)은 176명의 성인들에게
심상점수를 기초로 하여 무작위로 표집하여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는 영화를 보여
주고 귀로는 지시적 심상을 듣게 하였다.손가락에 온도 감지 장치를 하였다.낮
은 심상능력에서 부정적인 기분으로 반응을 하고 높은 심상능력에서는 긍정적으
로 반응하였다.심상능력은 스트레스를 인지하는데 있어 영향을 주는 것으로 고찰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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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연연연구구구 방방방법법법

1. 1. 1. 1. 연구 연구 연구 연구 설계 설계 설계 설계 

본 연구는 지시적 심상요법이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유사실험 설계(nonnequivalentcontrol
grouppretest-posttestquasiexperimentaldesign)이다.

2. 2. 2. 2. 대상자 대상자 대상자 대상자 

본 연구 대상자는 서울시 소재 인문계 남자고등학교 2학년으로 선정하여 학교장
의 허락을 득하고 학년부장의 협조로 두 학급을 선정하였다.학급 선정 후 무작위
로 실험군과 대조군을 선정하였다.담임을 통하여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학생들의
동의를 얻어 실험군은 1학급 34명,대조군 33명으로 총 67명이었으나 최종 참여자
는 실험군과 대조군이 각각 30명씩 총 60명이었다.학교의 특성상 대상자의 동질
성 확보를 위하여 사전 특성을 조사한 후 무작위 할당 할 수 없었으므로 특정 학
급을 임의로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할당하였다.

사전조사사전조사사전조사사전조사 실험처치실험처치실험처치실험처치 사후조사사후조사사후조사사후조사

실험군실험군실험군실험군 E1E1E1E1 XXXX E2E2E2E2

대조군대조군대조군대조군 C1C1C1C1 C2C2C2C2

<<<표 표 표 표 111>>>연구 연구 연구 연구 설계설계설계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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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3. 3. 측정 측정 측정 측정 도구도구도구도구

(((111)))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 측측측정정정 도도도구구구

개인의 일반적 특성(학년,종교,흡연여부,한 달 용돈),가정 환경적 특성(경제 상
태,부모의 학력),학교생활관련 특성(사교육 정도,자신의 공부 방식에 대한 주관
적 효과,개인의 공부시간)을 측정하였다.

(((222)))스스스트트트레레레스스스 측측측정정정 도도도구구구

본 연구에서 스트레스 수준을 알기 위해서 원호택․이민규(1987)가 제작 개발한
「고등학교 재학생의 스트레스 요인 검사」를 사용하였다.이 검사는 99개 문항으
로 공부문제,대인관계,가정문제,학교생활,이성문제,취미.오락,신체적 건강 및
용모,심리.성격문제,가치관,장래진학,가정경제,종교 등의 12개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연구 목적과 대상자에 맞게 50문항으로,11개의 하위 요인으로 수
정하였다.수정방법은 실험대상 학교 학생 16명 각자에게 상담하여 한 문항씩 내
용과 답변에 대한 타당성을 질문하여 현실적으로 부적당하거나 질문이 이해가 되
지 않는다고 하는 문항을 체크하여 16명 중에 6회 이상 지적받은 문항을 수정 또
는 삭제하였다.이때 CVI(contentvaliableindex)가 .32~1.6에서 문항을 선택하였
다.스트레스 측정 문항은 5점 척도이고,“전혀 받지 않는다 -0점”,“약간 받는다
-1점”,“대체로 받는다 -2점”,“많이 받는다 -3점”,“아주 심하다 -4점”으로서
최하 “0”점에서 최고 “200”점까지이며 높을수록 주관적인 스트레스 수준이 높음
을 의미한다.본 연구에서의 스트레스 측정에 대한 전체 신뢰도 chronbach α는
.9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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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스스스트트트레레레스스스 대대대처처처 측측측정정정 도도도구구구

인간을 둘러싼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개인이 받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하
는 일련의 노력을 대처(Coping)또는 스트레스 대처 행동이라 한다(Folkman&
Lazarus,1984).Folkman& Lazarus(1985)가 개발한 척도 (TheWaysofCoping
Checklist)를 기초하여 김정희(1987)가 수정,보완한 질문지로서 4점 척도이다.문
제 중심적 대처(29문항),사회적지지 추구 대처(8문항),소망적 대처(15문항),정서
완화적 대처(10문항)로 총 62문항 척도이다.문제 중심적 대처와 사회적 지지추구
대처는 적극적 대처로 구분하며 소망 적사고 대처와 정서 완화적 대처는 소극적
대처로 구분한다.스트레스 대처 측정 문항은 5점 Likert척도이고,“사용하지 않
음”-0점, “약간 사용”-1점,“아주 많이 사용”-2점,“아주 많이 사용”-3점의
Likert형 4점 척도에 반응하게 되어 있다.최하 “0”점에서 최고 “186”점까지 주
어지며 높을수록 주관적인 스트레스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본 연구에서 스트레
스 대처 측정 검사지의 신뢰도 Cronbach α는 .94였다.

(((444)))심심심상상상능능능력력력 측측측정정정 도도도구구구

지시적 심상능력 측정도구 (VividnessofImagery Scale;shortfrom ofbett's
test)는 석민현(2000)이 청소년에 맞게 수정 보완 개발한 것을 본 연구에 사용하였
다.시각,청각,미각,후각,촉각 등의 7개 영역에서 어느 정도 생생하게 심상 할
수 있는지를 7점 척도 측정한 것으로 각 하위영역에서 5문항씩 35문항으로 구성
되었다.점수의 범위는 최저 35점에서 최고 24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더욱 생생
하게 상상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 α는 .9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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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4. 4. 실험 실험 실험 실험 처치처치처치처치

(((111)))예예예비비비 실실실험험험

본 실험을 하기 위하여 심상요법의 타당도를 보기 위해 집단 예비실험을 실시하
였다.2006년도 3월 18일 2학년에 실험학교 동일 2학년 중에서 실험 및 대조 반에
포함 되지 않는 다른 반의 정규 보건수업 시간을 할애 받아 예비실험을 하였다.
실험에 쓸 청소년을 위한 지시적 심상요법 오디오테입을 이용하였다.첫 1~2분까
지 몰입이 되기 어려웠으며,조명을 낮추고 음질이 나쁘면 웃고 동요를 하였다.
이에 깨끗한 음질의 오디오가 중요성을 느꼈고 본 실험에 반영하였다.실험학교
교실에서 책상과 의자에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1~2분간 심호흡을 통하여 이완을
하도록 하였다.심상 기에는 충분히 몰입하도록 소음과 실험자의 움직임을 줄였
다.정리기에서는 “자,이제 눈을 뜨십시오.”라고 지시와 동시에 학생들이 눈을 뜨
고 현실을 인지하도록 조명을 높이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하였다.
효과 측정은 스트레스 요인을 실험에 사용한 11가지를 알려주고 그러한 스트레
스가 1~10까지 스트레스 scale을 비추어 자신의 상태가 실험 전과 후에 어디에 해
당되는지 조사하였다.1~10까지 1은 스트레스가 없는 가장 최적의 상태이며,다음
숫자로 갈수록 불편감이 있고 10에서는 견딜 수 없고 스트레스가 높아 힘든 상태
인 scale을 설명하였다.실험 전 34명 중 21명(70%)이 scale5이상으로 답을 하였
고,그 이하의 정상적이고 비교적 건강한 4점 이하 scale응답자는 9명(30%)이었
고,4명은 기권 하였다.실험 후 scale5이상은 10명(32.2%)이라고 하고,그 이하
정상적이고 비교적 건강한 4점 이하 scale응답자는 21명(64.5%)이었다.3명은 기
권을 하였다.즉 4점 이하 스트레스가 적은 응답자의 변화가 9명(30%)→21(64.5%)
명으로 증가하였다.집단 적용 실험에서 비교적 스트레스로부터 낮아지는 방향으
로 변화함을 통하여 지시적 심상요법의 타당성을 예측할 수 있었다.연구자가 모
든 조사를 끝내고 개별적으로 소감을 물었을 때 학생들의 반응은 들려주기 전보
다 스트레스가 낮아졌다고 응답하였다.이에 본 연구에 지시적 심상요법을 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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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에 적용하여 영향을 검증하고자 했다.

(((222)))실실실험험험 처처처치치치

연구 기간은 2006년 3월 22일~4월 27일까지 4주간 실험하였다.실험군에게는 지
시적 심상요법을 1회 8분씩 매주 5회,4주간 제공하여 총 20회,160분을 예비실험
을 거쳐 본 실험을 제공하였다.실험 제공 시간은 자율학습 시간 7시 50분~7시 58
분을 이용하였다.학생들이 오전 7시 30분까지 등교하여 8시00까지 매일 실시하는
정규 자율학습 시간 중이었다.학생들이 가장 많이 도착하는 7시 50분~7시 58분(8
분간)에 제공 하였다.자료 수집은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사전에 제 변수를 측정
하고 난 후,4주 후에 사후 조사를 하였다.실험 실시 시간은 매일 자율학습 시간
을 이용하였다.지시적 심상요법 프로그램은 선행연구자에 의해 개발된 오디오 테
입(석민현,2003)을 사용하였고,오디오는 실험자가 들어 보아 가장 음질이 선명하
고 잡음이 없는 s사의 오디오로 볼륨 17로 하여 듣도록 하였다.테입의 주제를 자
주 바꾸지 않고 같은 것을 1주일 동안 들려주어 익숙하여 몰입이 쉽게 될 수 있
도록 하였다.시작 될 때 1주에 1회 테입의 주제를 바꾸어 주었고 실험이 끝나는
주에 다시 처음의 익숙한 주제를 들려주었다.
실험 전 준비는 교실에 들어가는 순간을 잘 의식하여 실내 공기의 온도나 탁도에
따라 창문을 열어 미리 환기를 시켜 준비하고,온도가 낮으면 히터를 틀어 가급적
온도 및 공기가 쾌적한 상태에서 할 수 있도록 고려하였다.실험 중 본인이나 타
인에게 집중에 방해가 되는 행위가 되지 않도록 미리 화장실에 다녀올 것을 권유
하였고,실험이 시작되면 이동이나 휴대폰,속삭임을 자제 시켰고,눈을 감도록 하
되 잠을 자지 말아야 함을 유의 사항으로 말하였다.테입이 시작되면 집중 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실험 테입의 내용 구성을 보면,도입부분이며 이이이완완완 유유유도도도기기기로
서 약 1분 30초가 소요되었다.1,2,5주는 자신의 몸이 투명하다고 상상한 후 심
호흡을 할 때마다 아름다운 색깔의 산소알갱이가 자신의 몸에 점점 가득 차는 것
을 상상함으로써 이완을 유도하였고,2,4주의 도입은 심호흡을 이용하여 숨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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쉴 때 자신의 몸을 긴장하게 하거나 불편하게 하는 모든 것을 내 보내고 숨을 들
이 쉴 때 따뜻한 기운을 자신의 온 몸으로 보내 이완을 유도하였다.
심심심상상상기기기는 약 6분간 소요되게 구성되었으며,1주 주제는 높은 산 정상을 향하여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웅장한 산의 정상에 도달하는 자신의 모습을 경험
하고,2주는 주제가 해변에서의 자기 발견으로서 해변에서 바다의 아름다운 정경
을 느끼고,자신의 고민과 갈등을 밀려가는 파도에 함께 보낸 후 더욱 새로워진
자신을 상상한다.3주는 주제가 풍선 날리기이며,아름다운 여러 가지 색깔의 풍
선 속에 자신이 고민과 갈등을 구체화 하여 가득 채운 위 먼 하늘로 띄워 보내고
더욱 새로워진 자신의 모습을 경험함 4주 주제는 미지의 세계로의 여행으로서 항
상 자신의 주변에 있었지만 접근할 수 없던 문 뒤 세계를 스스로의 노력으로 그
속으로 들어가 경험함으로서 자신의 용기와 힘을 발견하여 해 낼 수 있음을 기억
하게 했다.정정정리리리기기기는 약 30초이며 새로운 모습으로 현실로 돌아오도록 구성했다.

5. 5. 5. 5. 자료 자료 자료 자료 수집수집수집수집

자료수집은 2006년 3월 16일부터 4월 24일 까지 4일간 이었다.

(((111)))사사사전전전 조조조사사사

지시적 심상요법을 제공하기 전 2006년 3월 16일,17일 2일 동안 사전 설문을
실시하였다.사전 설문의 내용은 일반적 사항,고등학교 재학생의 스트레스 요인,
스트레스 대처 행동,지시적 심상능력을 측정 하였다.20분간 정규 수업시간 중에
실시하였다.실험 전․후 설계이므로 대상자가 실험 전에 답변과 실험 후 답을 서
로 짝 지을 수 있어야 하므로 무기명으로 하되 솔직하게 응답을 유도하기 위하여
연구자와 실시 교사만 알 수 있도록 대상자 식별을 위한 암호 표기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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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사사사후후후 조조조사사사

지시적 심상요법 실시 4주간인 4월 22일~24일,중간고사 전이었다.자료 수집 도
구는 고등학교 재학생의 스트레스 요인,스트레스 대처 행동을 측정하였다.15분
간 정규 수업시간 중에 실시하였다.실험 전․후 설계이므로 대상자가 실험 전에
답변과 실험 후 답을 서로 짝 지을 수 있어야 하므로 사전 조사와 마찬가지로 무
기명으로 하되 솔직하게 응답을 유도하기 위하여 연구자와 실시 교사만 알 수 있
도록 암호 표기를 하였다.사후 조사 후에 실험군 대조군 모두 선물을 포장하여
실험에 참여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였다.

6. 6. 6. 6. 자료 자료 자료 자료 분석 분석 분석 분석 방법 방법 방법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dow 10.0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의 동질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X2-test를 실시하였
고 실험군과 대조군의 스트레스,스트레스 대처,심상능력의 평균 비교 검증을 위
하여 t-test,심상능력점수에 따라 세 집단 평균 비교는 ANOVA를 사용하였다.
분석에 앞서 자료를 실험군과 대조군을 짝 짓기(pairedmethod)을 하였다.짝을
지을 때 심상능력 점수가 같거나 비슷한(성적차이가 최소 0~2차이)사람과 짝을
지었고 그룹 만드는 방법(groupingmethod)은 점수가 연속성이 깨어지는 부분,즉
점수 폭이 많은 차이가 있는 부분에서 그룹으로 나누었다.제외시킨 대상자는 불
성실한 답변자 즉,많은 공백을 자주 남기거나, 같은 숫자로 처음부터 끝까지 답
을 한 경우,전,후에 정확한 대상자를 맞출 수 없는 7명을 제외하여 실험군 30명,
대조군 30명으로 짝(Pair)을 만들고 총 60명을 가지고 결과 분석하였다.짝(Pair)을
만드는데 있어서는 실험군의 심상능력점수가 비슷한 대조군을 찾아 짝을 만들어
분석에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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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연연연구구구 결결결과과과

1. 1. 1. 1. 일반적 일반적 일반적 일반적 특성특성특성특성

대상자는 인문계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으로 실험군 30명,대조군30명이고,일반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실험군에 있어 일반적 특성은,종교를 가진 경우가 75.9%이고,한 달 용돈은 3~5
만 원이하가 39.3%,10만 원 이상 14.3%이다.흡연은 학생 18.8%였다.

일일일반반반적적적사사사항항항 구구구분분분 실실실험험험군군군 대대대조조조군군군 XXX222 ppp

종교
기독교 14(48.3%) 14(50.0%)

.541 .910불교 5(17.2%) 3(10.7%)
천주교 2(6.9%) 2(7.1%)
무교 8(27.6%) 9(32.1%)

한 달 용돈
2만원이하 8(28.6%) 8(27.6%)

.260 .9673~5원 11(39.3%) 12(41.4%)
6~9만원 5(17.9%) 6(20.7%)
10만원이상 4(14.3%) 3(10.3%)

흡연여부 흡연 5(18.5%) 3(10.7%) .348 .37비흡연 22(81.5%) 2(96.7%)

사교육
학원 17(56.7%) 13(43.3%)

.42 .33과외 14(46.6%) 9(30.0%)
혼자공부 10(33.3%) 8(28.6%)

1일공부
시간

1~2시간 10(33.3%) 9(30.0%)
3.014 .5563~4시간 15(50.0%) 13(43.3%)

5~6시간 4(13.3%) 8(26.6%)

가정 형편
상 6(20.0%) 10(33.3%)

1.841 .398중 22(73.3%) 17(56.7%)
하 2(6.7%) 3(10.0%)

<표 2> 대상자의 일반적 동질성                         인원(%), n=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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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적인 공부 방법에서 혼자서 공부하는 학생은 33.3%,자기 가정의 주관적 경
제력은 73.3%가 중 이상의 경제력,1일 공부시간은 3~5시간이 50%에 해당되었다.
대조군에 있어서의 일반적 특성은,종교를 가진 경우가 67.8%이고,한 달 용돈은
3~5만 원정도가 41.4%,10만 원 이상 10.3%였다.흡연 학생은10.7%이고,혼자서
공부하는 학생은 28.6%이다.56.7%가 자신이 생각하는 가정 형편을 중 경제력,
10%학생이 하라고 답하였다.요약하면,대부분 종교를 가지 경우가 실험 대조군에
서 70%이상이고,대부분 5만원이하 용돈과 공부 방법은 학원이나 과외가 혼자 공
부하는 학생보다 많았다.60%이상이 중이상의 경제력이었다.

2. 2. 2. 2. 지시적 지시적 지시적 지시적 심상요법 심상요법 심상요법 심상요법 영향에 영향에 영향에 영향에 관한 관한 관한 관한 가설 가설 가설 가설 검정검정검정검정

        

가가가설설설 111:고등학생의 스트레스는 지시적 심상요법을 제공받은 실험군이 대조군
보다 낮을 것이다.

(((111)))지지지시시시적적적 심심심상상상요요요법법법 후후후 실실실험험험군군군 대대대조조조군군군의의의 스스스트트트레레레스스스 비비비교교교

본 실험에서 고등학생의 스트레스 가능점수는 “0~200점“으로서 점수가 높아질
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정의한다.스트레스는 <표3>과 같이 실험군,
대조군의 비교에 있어,스트레스가 실험군은 실험 전(53.00)에서 실험 후(57.27)로
총 +4.27증가하였고,대조군은 실험 전(50.86)에서 실험 후(55.00)로 총 +4.13증가
하였다.실험군의 전,후 차이와 (t=-1.38,p=.177),대조군의 전․후 차이(t=-1.68,
p=.102)가 모두 증가하였다.두 집단의 전,후 차에 대한 차이 검정에 있어서도
(t=.600,p=.551)유의하지 않았다.스트레스가 감소 할 것이라고 했던 가설 1이 기
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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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실험 전 실험 후 전후차

두군의
전후비교

두집단 전후 
차이 검정

mmmeeeaaannn SSSDDD mmmeeeaaannn SSSDDD 평균차 t p t p

실험군 53.066 28.55 57.26 34.64 +4.27 -1.38 .177
.600 .551

대조군 50.86 27.75 55.00 30.46 +4.13 -1.68 .102

<표3>실험군,대조군의 지시적 심상요법 후 스트레스 전,후 차이
mmmeeeaaannn±±±SSSDDD n=30

(((222)))심심심상상상능능능력력력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스스스트트트레레레스스스 비비비교교교

지시적 심상능력을 받은 후 스트레스가 지지되지 않았다.이는 지시적 심상요법
을 수용하는 심상능력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판단되어 지시적 심상능력점수를 차
례로 나열하여 차이에 불연속 점수를 중심으로 상,중,하로 분류하여 스트레스를
<표5>과 같이 분석하였다.실험군에 있어서 실험 전(F=1.22,p=.523)에는,중 집단
이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64.20),상 집단은 가장 낮은 스트레스 점수를 보
였다.지시적 심상요법 후에 실험군은(F=.523,p=.598)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
지만 각 집단별 전후 차이를 보면,상은(+4.75),중은(+1.90),하는(+5.92)증가하였
다 .

집
단

n
실험군

전후차

대조군

전후
차

실험전 실험후 실험전 실험후

mean F p mea
n F p mean F p mean F p

상 8 45.00
1.2
2 .311

49.75
.523.598

+4.75 50.00
.041.960

51.38
.193.825

+1.38
중 10 64.20 66.10 +1.90 48.80 54.40 +5.60

54.92 +5.92 52.25 58.83 +6.59하 12 49.00

<표5>심상능력별 집단에 따른 지시적 심상요법 전,후 스트레스 차이
mean(n=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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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하여 대조군은 전,후 차이에 대한 검정은 (F=.193,p=.825)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전,후에 집단별 차이를 보면 상은(+1.38),중은(+5.60),하는(+6.58)의 차
이를 보였다.
실험군에 상집단에서 시험에 스트레스가 대조군보다 높아졌으며 지시적 심상요법
과 상관없이 실험군 대조군 모두 평상시에 비해 상승하였지만 세집단 중에서 가
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즉 지시적 심상요법에 영향하지 않았다.중집단과 하집단
은 대조군에 비하여 낮은 스트레스 증가를 보였으며 지시적 심상요법의 영향이
받았다고 말 할 수 있다.

가가가설설설 222:고등학생의 스트레스 대처는 지시적 심상요법을 제공받은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높을 것이다.

(((111)))지지지시시시적적적 심심심상상상요요요법법법 후후후 실실실험험험군군군 대대대조조조군군군의의의 스스스트트트레레레스스스 대대대처처처 비비비교교교

본 실험에서 스트레스 대처 가능점수는 “0~186점“으로서 점수가 높아질수록
스트레스 대처를 잘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그룹
실험 전 실험 후 실험군

대조군
전후차

실험군대조군
전후비교

두집단전후
차이 검정

mean SD mean SD t p t p
실험군 73.9 28.9 70.4 35.7 -3.5 .687 4.98

-2.39 .020
대조군 72.1 21.7 58.1 24.0 -12.3 2.30 .011

<표4>실험군,대조군의 지시적 심상요법 후 스트레스 대처 비교
mmmeeeaaannn±±±SSSDDD n=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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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대처는 <표4>과 같이 실험군,대조군의 비교에 있어,실험군은 실험 전
(73.9)에서 실험 후(72.1)로 총 -1.8감소하였다.대조군은 실험 전(70.4)에서 실험
후(55.00)로 총 -20.4가 감소하였다.
실험군의 전,후 차이는 (t=.687,p=4.98)1.8이라는 약간의 변화와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지 않았다.대조군의 전․후 차이는 20.4라는 차이와 함께 통계적으로
(t=2.30,p=.011)로서 유의하게 낮아짐을 증명하였다.두 집단의 실험전과 후에 차
에 대한 비교검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t=-2.39,p=.020)보였다.시험이라
는 긴장 속에 대처가 낮아 졌지만 지시적 심상요법을 받은 실험군은 대처의 감소
가 있긴 했지만 작은 차이로 감소하였으나 대조군에 있어서는 두두러진 스트레스
대처 감소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지시적 심상요법을 실행한 집단이 스트레스
대처를 시험이라는 긴장감 속에서도 평상시와 큰 차이가 없이 유지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222)))스스스트트트레레레스스스 대대대처처처 요요요인인인별별별 평평평균균균의의의 비비비교교교

지시적 심상요법 후 스트레스 대처 요인별 비교를 <표6>에서 보면,실험군에서는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대조군은 모두 실험 전(35.03)에서 실험 후
(25.83)으로 감소하는 차이 정도가 유의한 차이로(p=.002)감소하였다.소망적 대처에서
도 실험군,대조군에 있어 차이가(p=.004)유의했다.적극적인 대처에서 실험군은 문제
중심적 대처가 감소(-4.66)하고,사회적지지 대처가 감소(-.54)한 반면,대조군의 문제 중
심적 대처(-9.2)와 사회적지지 대처가(-.74)감소하여 실험군에 비하여 대조군에서 더욱
적극적인 대처는 감소하였다.소극적인 대처를 보면 실험군은 소망적 대처가 증가하고
(+1.46),정서지향적 대처가 증가(+.23)하였다.대조군은 소망적 대처가 감소하고(-2.7),
정서지향적 대처가 감소(-1.4)하였다.즉 소극적 대처에서 있어서 총체적으로 실험군은
상승하고,대조군은 하락하는 결과를 볼 수 있다.즉 지시적 심상요법을 받은 집단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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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가 대조군에 비하여 증가를 보였다.

<<<표표표666>>>지시적 심상 요법 후 스트레스 대처의 실험군,대조군의 전․후 비교

mean±SD (n=30)

요  인
실험군 대조군

시간 mean SD 전후차 t p mean SD 전후차 t p

문제중심적
실험전 36.73 16.400 -4.66 1.65.109 35.03 14.718 -9.2 3.50 .002
실험후 32.07 19.522 25.83 16.894

사회적지지
실험전 10.07 4.920 -.54 .68 .500 11.40 4.337 -.74 .94 .351
실험후 9.53 5.900 10.63 4.744

소망적대처 
실험전 10.67 4.671 +1.46 -1.4 .163 9.87 7.219 -2.7 3.16 .004
실험후 12.13 5.655 7.17 8.280

정서지향적
실험전 16.47 8.165 +.23 -.15 .876 15.87 4.345 -1.4 .93 .360
실험후 16.70 8.902 14.47 5.260

(((333)))심심심상상상능능능력력력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실실실험험험군군군의의의 스스스트트트레레레스스스 대대대처처처 비비비교교교

지시적 심상요법을 받은 후 스트레스 대처가 지지되었다.지시적 심상요법을 수
용하는 심상능력에 따라 실험 후 스트레스 대처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
어 지시적 심상능력을 상,중,하로 분류하여 스트레스를 <표7>과 같이 분석하였
다.지시적 심상요법 후 실험군에서 문제 중심적 대처는 <표8>와 같이 실험 전(F=
.611,P=.550)에 비하여 실험 후(F=4.20,P=.026)에 유의한 변화를 보였다.지시적
심상요법을 받은 심상능력이 우수한 상 집단은(41.63→47.25,+5.62)대처가 증가하
였으며,중(37→29,-8),하(33.25→24.50,-8.65)는 대처가 감소하였다.세 집단의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심상능력과 스트레스 대처는 비례하는 관계로 심상능력이 높으면 대
처도 증가한다.지시적 심상요법을 받을수록 적극적 대처가 증가하는데 그중에 문
제 중심적 대처가 증가하거나 더 낮은 감소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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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지시적 심상능력별 지시적 심상요법 후 실험군의 스트레스 대처
mean±SD (n=30)

(((444)))심심심상상상능능능력력력에에에 따따따른른른 대대대조조조군군군의의의 스스스트트트레레레스스스 대대대처처처 비비비교교교

심상능력에 의해 지시적 심상요법을 받지 않은 대조군을 실험 전과 후에 측정한
결과 <표8>과 같이 스트레스 대처에 있어 4가지 요인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았고(문제 중심적 대처 p=.055,사회적 지지 대처 p=.179,정서중심적 대처
p=.839,소망적 대처 p=.405),심상능력 별 상,중,하 집단은 지시적 심상요법 후
에 스트레스 대처가 모두 감소하였다.지시적 심상요법과 스트레스대처와 영향의
가설2에서는 지시적 심상요법을 시행한 실험집단이 시행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스
트레스대처 점수가 높다는 가설이 실험군과 대조군의 차이에 있어 유의한 통계로
(p=.002,p=.004)지지되었다.실험군에서는 심상능력을 나누어 상,중,하집단에서
상 집단이 대처가 가장 높았고,세 집단간 통계적으로 유의한(p=.026)차이를 보였
다.지시적 심상요법과 스트레스 대처와의 관계는 서로 지시적 심상요법을 제공
받은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하여 스트레스 대처가 시험 이라는 요인으로 감소하였
지만 차이가 유의하게 대조군이 더욱 많은 감소를 하였다.지시적 심상요법은 고
등학생의 스트레스 대처에 영향함을 검증하였다.

실험군의 실험군의 실험군의 실험군의 
스트레스 스트레스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대처대처대처

심상심상심상심상
능력능력능력능력

nnn 실험 실험 실험 실험 전전전전 FFF ppp 실험 실험 실험 실험 후후후후 FFF ppp

문제중심적
대처

상 8 41.63 21.340
.611 .550

47.25 22.745
4.20 .026중 10 37.00 17.385 29.00 13.614

하 12 33.25 11.887 24.50 16.887

사회적지지
대처

상 8 11.50 6.803
.797 .461

13.13 7.120
3.05 .064중 10 10.50 4.905 9.80 4.290

하 12 8.75 3.334 6.92 5.248
정서적대처

실험 전

상 8 15.88 9.326
1.217 .312

20.63 7.444
1.161 .328중 10 19.60 7.043 14.40 7.121

하 12 14.25 8.081 16.00 10.753
소망적 대처

실험 전

상 8 9.88 6.728
.797 .461

14.00 5.210
.594 .559중 10 12.20 4.211 11.70 4.945

하 12 9.92 3.315 11.25 6.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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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심상능력 별 지시적 심상요법 전,후 대조군의 스트레스 대처 비교

mean±SD (n=30)

대조군의 대조군의 대조군의 대조군의 
스트레스 스트레스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대처대처대처

심상능심상능심상능심상능
력성적력성적력성적력성적

nnn 실험 실험 실험 실험 전전전전 FFF ppp 실험 실험 실험 실험 후후후후 FFF ppp

문제중심적
대처

상 8 41.00 12.817
1.165 .327

34.13 16.617
3.225.055중 10 32.40 14.886 19.10 11.761

하 12 33.25 11.283 25.92 9.643

사회적지지
대처

상 8 10.63 3.926
.271 .764

6.63 2.134
1.835.179중 10 9.90 4.202 6.20 2.821

하 12 9.33 3.473 8.33 3.055
정서적대처

실험 전

상 8 14.88 5.743
.300 .743

14.75 6.112
.177 .839중 10 17.10 6.420 13.30 9.844

하 12 15.50 6.802 15.25 6.851
소망적 대처

실험 전

상 8 9.88 6.728
1.505 .240

14.00 5.210
.936 .405중 10 12.20 4.211 11.70 4.945

하 12 9.92 3.315 11.25 6.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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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논논논 의의의

111...지지지시시시적적적 심심심상상상요요요법법법이이이 스스스트트트레레레스스스에에에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영영영향향향

지시적 심상요법과 스트레스는 영향하지 않았다.지시적 심상요법을 제공받은
실험군의 스트레스를 검정해 본 결과 4주간의 지시적 심상요법을 제공 받은 후에
사후 검사를 중간고사 시험 3일 전에 실시한 관계로 시험 스트레스 영향으로 실
험군,대조군 모두 스트레스가 증가하였다.실험군과 대조군의 전․후 차이를 검
증한 결과 실험군 (t=.876,p=.385),대조군(t=.6,p=.551)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았다.스트레스가 감소 할 것이라고 했던 가설은 기각되었다.그러나 지시적
심상요법이 스트레스에 영향하지 않는다고 결론적 표현을 하기에는 신중을 기해
야 한다.시험이라는 특정한 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지시적 심상요법으로 낮추
지 못했다고 볼 수도 있고 또한 본 연구의 설문의 내용에 있어 일상적으로 늘 일
어나는 일에 대한 질문으로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제대로
스트레스에 대한 측정이 부족 되었을 가능성도 있다.그래서 평상시에 지시적 심
상요법을 전․후로 설계하여 4주간 지시적 심상요법을 제공한 석민현(2000)과 석
민현.윤영애(2002)에서는 모두 고등학생에 있어 스트레스에 유의한 감소를 보인
결과와 일치하지 않아 차후에 실험 설계를 전,후가 동일하다고 예측되는 상황에
실험하여 재 연구되어질 필요성이 있다.한편으로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주로
사용하는 스트레스 해소 방안으로 스트레스 대처 행동으로 남학생은 술,담배,오
락실 등을 많이 이용하고 여학생은 인지활동인 노래 부르기,독서하기 등으로 나
타났다(차태경,1998)면 지시적 심상요법과 같은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이 남학생
에 있어 모두 영향하는 것은 아니라 할 수도 있다.이와 같이 남학생의 스트레스
에 영향하는지 남,여로 나누어 실험해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본 실험에
서 심상능력에 따라 스트레스에 대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지시적 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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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법 전과 후로 심상능력에 따라 연구 대상자를 상․중․하 집단으로 분류하여
비교하였다.실험군에 있어서 실험 전에는,중 집단이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
고(64.20),상 집단은 가장 낮은 스트레스 점수를 보였다(45.00).실험 후에는,중
집단이 가장 적은 스트레스 전,후 차이를 보였고(66.10),심상능력 상 집단이 스트
레스 차이가 가장 많은 스트레스 증가를 보였다(49.75).대조군에 있어서 실험 전
에는,하 집단이 가장 높은 스트레스(52.25)를 보였고,가장 낮은 집단이 중 집단
이었다(48.80).실험 후에는,하 집단이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58.83).상 집
단은 가장 낮은 스트레스를 보였다(50.00).실험군에 세 집단 평균에 대한 차이가
실험 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41).하집단이 가장 스트레스를
받았고,상 집단은 시험 앞에 스트레스를 적게 받았다.심상능력은 높을수록 스트
레스를 적게 받았다.즉 심상능력에 따라 스트레스를 인지하는데 영향을 받는다
(JohnsenEL,2001)는 연구와 일치를 보였다.
결과적으로 고등학생에 초미의 긴장과 관심인 시험이라는 스트레스 장벽을 지시
적 심상요법이 해결해 주지는 못하였으며,또는 남학생의 성향이 주로 운동이나
활동적인 근육운동,물건 부수기,음주,흡연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을(김
창기,1992)고려해 본다면 스트레스 해소 방안으로 명상이나 지시적 심상요법 보
다 활동적인 프로그램이 남학생 모두에게 유의 할 것 등을 고려하여 선행 연구와
일치 하지 않았다고 사료되었다.청소년에 있어 정서적으로 기분변화가 심하고 심
리적으로도 많은 불안을 느끼며 사소한 자극에도 과격한 행동이나 극단적인 사고
방식을 갖기 쉬운 질풍노도의 시기(이춘재 외,1993재인용)인 남학생의 경우 스
트레스를 낮추는 방안으로서의 지시적 심상요법은 좀 더 다양한 설계와 연구대상
자를 대상으로 연구되어질 필요성을 후 연구에 제언한다.

2. 2. 2. 2. 지시적 지시적 지시적 지시적 심상요법과 심상요법과 심상요법과 심상요법과 스트레스 스트레스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의 대처의 대처의 대처의 영향영향영향영향

스트레스는 스트레스 대처의 결과이다.즉 대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낮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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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대처가 낮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았다(최해림,1986).
지시적 심상요법은 실험군에 있어 스트레스 상황에서 스트레스 대처를 높여주었
다.지시적 심상요법을 받은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스트레스 대처 평균은 실험 전
보다 실험 후에 시험이라는 특정 스트레스 상황에서 지시적 심상요법을 적용 한
결과 대처능력이 낮아졌지만 스트레스 상황이 아닌 평상시에 가깝게 유지 되었고,
대조군에 있어서 평상시가 아닌 유의한 차이로 떨어졌다(t=2.30,p=.047).실험 군
과 대조군의 평균 차에 대한 차이검정을 했을 때 스트레스 대처가 높아질 것이라
는 가설을 지지하였다(t=-2.36,p=.020).
지시적 심상요법 후 스트레스 대처 요인별 비교를 보면,전체적으로는 실험군에
서 대처가 낮아지긴 했지만 대조군에 비하여 대처가 높았다.대조군은 실험 후에
낮아지는 차이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로 (p=.002,p=.004)낮아졌다.이
는 실험군에 있어 중간고사로 인하여 영향을 받았지만 지시적 심상요법을 받은
집단의 대처가 대조군에 비하여 특히 적극적인 대처 중에 문제 중심적 대처를 통
계학적으로 증가시켰다.시험이란 자신의 능력에 있어 목표성취에 대한 자신감인
데 시험이라는 특정한 상황에서 개인들에게 발현되는 대처행동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들을 보면,스스로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지각할 때는 문제해
결을 위한 활동을 하거나 스트레스 원인을 변화시키기 위한 문제 중심적 대처
(problemed-focusedcoping)가 발현될 수 있다.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문제를 해
결하려는 노력보다는 상황을 회피하거나 그 상황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정서적 혼
란이나 고통을 조절하는 정서중심적 대처((emotion-focusedcoping)가 대처행동의
주를 이루게 된다(Lazarus&Folkman,1980;Lazarus & Folkman,1984)는 이론
과 지시적 심상요법을 실시한 실험군의 경우 일치한다.특히 심상능력 상 집단에
서 문제 중심적 대처가 가장 높았다(p=.026).심상능력 상과 중 집단 실험군과 대
조군의 비교에서 유의한 차이로(p=.002,p=.004)두 집단의 차이를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지지했다.문제 중심적 대처 행동은 학업장면에서 문제 중심적 대처행동은
시험 준비에 필요한 계획과 전략을 세우고 시험공부에 몰두하는 행동들이라 말
할 수 있다.이 같은 문제 중심적 대처행동은 현장 연구에서 학업성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류은경,1998).즉 심상능력이 커지는 것은 학업성취에 긍정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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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준다고 말할 수 있다.김효숙(2004)연구에서 시험 불안이 낮을수록 대처를 다양
하게 문제 중심적으로 쓴다.대처를 많이 할수록 학업성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
고,특정 상황 스트레스에도 적극적이 긍정적 대처를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Lazarus등(1980)은 보다 건설적인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는 문제
중심적 대처 행동을 하고 이겨내야 하는 상황에서는 정서 중심적 대처 행동을 한
다고 주장하고,최해림(1986)은 스트레스를 높게 느끼는 학생일수록 문제 지향적
대처를 적게 사용하고 대신 정서 지향적 대처를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 하였다.문
성원(1991)의 연구에서도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유형이 전
반적으로 문제 중심 대처 행동보다는 정서 중심적 대처 행동에 편중되어 있어 건
설적인 문제 중심 대처 행동으로 갈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제언하듯이 결과
적으로 지시적 심상요법은 심상능력을 키워 청소년의 문제 중심적 행동을 신장시
킴으로써 스트레스 대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프로그램으로 사려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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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ⅥⅥ...결결결론론론 및및및 제제제언언언

1. 1. 1. 1. 결론 결론 결론 결론 

본 연구는 지시적 심상요법이 인문계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겪는 일상적인
스트레스 및 스트레스 대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위한 유사 실험설계로
서 비동등성 대조군 설계(nonequivalentcontrolgroupprettest-posttestdesign)이
다.연구 대상자는 총 60명으로 지시적 심상요법을 제공받은 실험군 30명과 제공
받지 않은 대조군은 30명이었다.청소년을 위한 지시적 심상요법 프로그램의 타당
성을 위해 2006년 3월 18일 예비 실험을 거쳐,2006년 3월 22일부터 4월 27일 기
간 동안 실험하였다.실험 전과 지시적 심상요법 후에 대조군과 실험군 모두 제
변수를 동시에 측정 하였다.실험에 사용한 도구는 석민현이 개발한 청소년을 위
한 지시적 심상요법 오디오 테입(석민현.2000)을 활용하였다.실험군에게는 지시적
심상요법을 1일 1회,1회 8분씩 매주 5회씩 4주간 총 20회,160분의 지시적 심상
요법을 제공하였다.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프로그램 시작 전과 실험 4주 후 2회에
걸쳐 제 변수를 측정하였다.측정 도구는 원호택,이민규(1987)가 개발한「고등학
교 재학생의 스트레스 요인 검사」질문지,스트레스 대처 행동은 Lazarus(1985)가
개발한 대처방식 척도 TheWaysofCopingChecklist를 기초하여 김정희(1987)가
수정 보완한 질문지,Sheenhan(1967)의 지시적 심상능력 측정도구 (Vividnessof
ImageryScale;shortfrom ofbett'stest)를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Win12.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는데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빈도 분석,기술통계 및 X₂-test,및 스트레스와 대처 점수에 대한 실험 전,후와
실험군 대조군에 있어 t검정과 심상능력 점수별로 3집단으로 나누어 ANOVA 검
정을 하였다.도구의 신뢰도 검증은 Chronbach'salpha계수로 측정하였다.
연구의 결과 첫째,스트레스는 지시적 심상요법을 제공받은 실험군이 대조군보

다 스트레스가 낮을 것이다는 제 1가설은 실험군에서 (+4.27),대조군에서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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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오히려 실험군에서 스트레스가 증가하였다.심상능력별로 분석하여 살펴 본
결과 평상시나 시험 모든 사황에서 실험군,대조군 모두 심상능력이 높은 집단은
스트레스가 가장 낮았다.반면에 심상능력이 하인 집단은 평상시에 스트레스가 높
은 점수이고,시험상황 직전에 가장 스트레스가 증가하였다.최종적으로 지시적
심상요법 후 스트레스 전,후차이가 유의하지 않아(t=.6,p=.551)가설은 기각되었
다.지시적 심상요법 보다 시험이라는 부담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고등학생의 스트레스 대처는 지시적 심상요법을 제공받은 실험군이 대조

군보다 전,후 차이에서 유의하였다(t=2.36,p=.020).스트레스 상황에서 지시적 심
상요법을 적용 한 결과 전과 후의 비교에서 대조군보다 스트레스 대처가 높으면
서 시험 직전에도 평상시에 가깝게 스트레스 대처가 약간 감소하였지만 대조군에
있어서는 전과 후가 유의한 차이로 떨어졌다(t=2.30,p=.047).지시적 심상요법 후
스트레스 대처 요인별 비교를 보면,전체적으로는 실험군에서 대처가 낮아지긴 했
지만 대조군에 비하여 대처가 높았다.대조군은 실험 후에 낮아지는 차이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로 (p=.002,p=.004)낮아졌다.특히 심상능력 상 집단에
서 문제 중심적 대처가 가장 높았다(p=.026).심상능력 상과 중 집단 실험군과 대
조군과의 전,후 비교에서 유의한 차이로(p=.002,p=.004)실험군의 스트레스 대처
가 높았다.결과적으로 지시적 심상요법은 고등학생에 있어 스트레스 대처를 증가
시키고 시험이라는 특정 스트레스 상황에서 청소년의 바람직한 대처라고 판단되
는 문제 중심적 대처에 영향함을 검증하였다.심상능력과 스트레스 대처는 비례하
는 관계로 심상능력이 높으면 대처도 증가함을 함께 검증하였다.지시적 심상요법
을 받을수록 심상능력이 향상되는데(석민현,2000)이에 따라 청소년의 대처는 바
람직한 문제 중심적 대처 증진을 위해 지시적 심상요법 프로그램으로서 청소년에
게 바람직하게 영향하고 향후 유익한 스트레스 대처 프로그램으로 활용될 수 있
다고 사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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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2. 제 제 제 제 언 언 언 언 

1.지시적 심상요법의 적용을 남성과 여성으로 나누어 비교 연구를 제언한다.

2.스트레스 변동이 많은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기간을 피해서 평상시 전,후 설계
를 통한 지시적 심상요법과 스트레스 및 대처와의 관계 연구를 제언한다.

3.지시적 심상요법을 적용한 연구를 할 때 주단위로 반복 측정하여 변화양상을
볼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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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참참고고고 문문문헌헌헌 >>>

강병식(2000).특성 시험불안과 평가시기에 다른 시험에 대한 통제감과 시험 대처행동의 차
이.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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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록록록 >>>

설설설 문문문 지지지

NNNooo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지는 여러분이 생활하면서 경험할 수 있는 스트레스 수준,심상

능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문항 수

일반적 문항 10개,스트레스 수준 50개,
스트레스 대처 62문항,심상능력 35문항 

총,157문항임.

여러분 각자의 생각을 솔직하게 한 문항도 빠짐없이 답해 주시면 됩니

다.한 문항이라도 빠뜨리면 애써 대답한 내용이 모두 무효가 되므로 처

음부터 끝까지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여러분이 응답한 

내용에 대해서는 절대 비밀이 보장되며,본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

되지 않습니다.1인당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감사합니다.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지역사회간호학과

홍 민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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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설설문문문지지지 111:::일일일반반반적적적 사사사항항항 >>>
나나나에에에게게게 해해해당당당되되되는는는 내내내용용용에에에 “““∨∨∨”””를를를 해해해 주주주세세세요요요...

1.나의 종교는 ? 기독교....불교....천주교....무교....기타....
2.다음 중 내가 최근 1년간 경험한 사건이 있다면 해당 사건에 표시하여 주세요.

부모의 죽음.......    형제의 죽음.......    부모의 이혼 및 별거, 부모의 재혼 ....... 

부모의 사업실패 및 실직.......           가족의 심한 질병 또는 부상....... 

가까운 친구의 죽음.......                가족의 구속.......   기타.......

3.아버님의 학력은 ?
초등 이하.... 초등 졸.... 중등 졸.... 고등학교 졸....
대학교 졸.... 대학이상.... 기타 ....

4.어머님의 학력은
초등 이하.... 초등 졸.... 중등 졸.... 고등학교 졸....
대학교 졸.... 대학이상.... 기타 ....

5.한 달 용돈은 얼마나 됩니까?
2만원미만....3-5만원 미만....5만원 이상....10만원 이상....

6.나의 가정형편은 어디에 속하는 편입니까?
넉넉한 편이다....보통....어려운 편이다....매우 어려운 편이다....

7.학교 이외에 사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해당 사항을 모두 고르시오.
학원 이용....개인 과외....집에서 혼자서 공부....학교에서 자율학습 ....기타
8.사교육은 나의 실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 하십니까?
매우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된다....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9.정규 수업 이외에 나의 1일 공부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1시간 이내....2-3시간 .... 4-5시간 .... 6시간 이상....

10.나의 흡연에 대한 질문입니다.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현재 흡연 한다..... 나는 금연했다.(적어도 6개월 넘은경우가
금연).... 전혀 흡연한 적이 없다.....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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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설설문문문지지지 111:::스스스트트트레레레스스스 측측측정정정 설설설문문문지지지>>>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를 생각하면서 내게 해당하는 항목에「v」표하여 주세요.
0=전혀 아니다.1=약간 그렇다.3=대체로 그렇다.4=많이 그렇다.5=매우 그렇다.

문       문       문       문       항항항항

전
혀 
아
니
다

약
간 
그
렇
다

대
체
로 
그
렇
다

많
이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 나는 성적이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0 1 2 3 4

2. 나는 노력에 비해 성적이 나빠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0 1 2 3 4

3. 나는 “시험”을 떠 올리기만 해도 스트레스를 받는다. 0 1 2 3 4

4. 나는 억지로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0 1 2 3 4

5. 나는 공부 할 시간이 없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0 1 2 3 4

6. 나는 주의집중이 안 되고 잡념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0 1 2 3 4

7. 나는 시험 후 결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0 1 2 3 4

8. 나는  경쟁에서 뒤 떨어질 것 같아 스트레스를 받는다. 0 1 2 3 4

9. 나는 성적 관련 처벌, 비난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0 1 2 3 4

10. 내 성적에 대한 부모님의 기대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0 1 2 3 4

11. 나는 부모님의 공부 강요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다. 0 1 2 3 4

12. 나는 따돌림을 당할까봐 스트레스를 받는다. 0 1 2 3 4

13. 나는 괴롭히는 친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0 1 2 3 4

14. 나는 선배들의 괴롭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0 1 2 3 4

15. 나는 열등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0 1 2 3 4

16. 나는 경쟁적인 친구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다. 0 1 2 3 4

17. 나는 싫어하는 친구가 따라다녀 스트레스를 받는다. 0 1 2 3 4

18. 나는 부모님의 가정불화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0 1 2 3 4

19. 나는 부모님의 잔소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0 1 2 3 4

20. 나는 부모님이 남들과 비교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0 1 2 3 4

21. 나는 부모님과 대화가 안 통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0 1 2 3 4

22. 나는 가족들이 나에게 무관심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0 1 2 3 4

23. 나는 형제들과 사이가 나빠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0 1 2 3 4

24. 나는 가족들 중 건강이 나빠 스트레스를 받는다. 0 1 2 3 4

25. 나는 부모님 고생 하시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0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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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문       문       문       항항항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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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6. 나는 부모를 속이고 잘못한 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0 1 2 3 4

27. 나는 교사의 구타나 무리한 처벌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0 1 2 3 4

28. 나는 학교생활이 힘들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0 1 2 3 4

29. 나는 소지품을 분실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0 1 2 3 4

30. 나는 학교환경이 나빠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0 1 2 3 4

31. 나는 성에 대한 관심과 성 욕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0 1 2 3 4

32. 나는 이성 친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0 1 2 3 4

33. 나는 학원 및 과외활동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0 1 2 3 4

34. 나는 게임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다.  0 1 2 3 4

35. 나는 여가 시간이 없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0 1 2 3 4

36. 나는 할 일을 잊거나 실수가 잦아 스트레스를 받는다. 0 1 2 3 4

37. 나는 몸이 약하고 쉬 피곤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0 1 2 3 4

38. 나는 제 시간에 일어나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0 1 2 3 4

39. 나는 잠이 많고 졸려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0 1 2 3 4

40. 나는 얼굴이나 체격이 못나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0 1 2 3 4

41. 나는 개성이 없는 것 같아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0 1 2 3 4

42. 나는 긴장과 불안, 겁이 많아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0 1 2 3 4

43. 나는 계획성 없는 생활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는다. 0 1 2 3 4

44. 나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0 1 2 3 4

45. 나는 진로문제로 부모와 의견이 달라서 스트레스다. 0 1 2 3 4

46. 나는 장래 목표가 뚜렷하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0 1 2 3 4

47. 나는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0 1 2 3 4

48. 나는 집안 경제 형편이 어려워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0 1 2 3 4

49. 나는 용돈이 부족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0 1 2 3 4

50. 나는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스트레스를 받는다. 0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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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스스스트트트레레레스스스 대대대처처처 질질질문문문지지지>>>
내가 앞에서 응답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를 생각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였는지 아래 항목마다 내게 해당하는 항목에「v」표하여 주세요.
0=전혀 아니다.1=약간 그렇다.3=많이 그렇다.4=매우 그렇다.

문       문       문       문       항항항항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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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니

다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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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렇

다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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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 다음에 이런 스트레스가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기억 해 둔다. 0 1 2 3

2. 나의 스트레스를 잘 이해하기 위해 그것을 자세히 분석해 본다. 0 1 2 3

3. 나의 스트레스를 잊으려고 일을 하거나 다른 활동을 한다. 0 1 2 3

4. 나의 스트레스는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한다.  0 1 2 3

5. 나의 스트레스에 대해 바람직한 것을 얻으려고 협상이나 타협한다. 0 1 2 3

6. 나의 스트레스는 잘 해결 안 되지 않지만, 다양한 시도를 해 본다. 0 1 2 3

7. 나의 스트레스를 상대방이 마음을 바꾸도록 시도해 본다. 0 1 2 3

8. 그 일에 대해 좀 더 알아보려고 누군가와 이야기한다. 0 1 2 3

9. 나의 스트레스를 통하여 자신을 반성하거나 교훈을 얻는다. 0 1 2 3

10. 나는 스트레스 해결을 위해 최후의 수단보다 여지를 남겨둔다. 0 1 2 3

11. 나의 스트레스 해결에 있어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란다. 0 1 2 3

12. 나는 스트레스를 운명으로 돌린다. 운이 나쁠 때도 있으니까 0 1 2 3

13. 나는 스트레스에 대해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처럼 군다. 0 1 2 3

14. 내 스트레스에 대한 생각이나 감정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는다. 0 1 2 3

15. 나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보통 때보다도 더 오래 잔다. 0 1 2 3

16. 나는 스트레스를 일으킨 사람이나 물건에 대하여 화를 낸다. 0 1 2 3

17. 나는 스트레스 해결에 있어 타인의 동정과 이해를 받아들인다. 0 1 2 3

18. 나는 스트레스를 위해서 기분전환이 될 만한 말을 나에게 한다. 0 1 2 3

19. 나는 스트레스에서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단서를 얻는다. 0 1 2 3

20. 나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모든 것을 잊어버리려고 노력한다. 0 1 2 3

21. 나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전문적인 도움을 청한다. 0 1 2 3

22. 나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인간으로서 변화와 성장을 한다고 믿는다. 0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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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문       문       문       항항항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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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나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해결하기 전에 기다려 본다. 0 1 2 3

24. 나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사과나 보상을 하기 위해 일을 한다. 0 1 2 3

25. 나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활동계획을 세우고 그것에 따른다. 0 1 2 3

26. 나의 스트레스는 지금보다 더 나쁠 수도 있었음을 스스로 일깨운다. 0 1 2 3

27. 나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든 기분을 풀어 버린다. 0 1 2 3

28. 나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내 스스로 문제를 일으켰음을 깨닫는다. 0 1 2 3

29. 나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시작 때 보다 좋은 경험을 얻고 끝낸다. 0 1 2 3

30. 나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문제를 구체적으로 도움 줄 사람과 나눈다. 0 1 2 3

31. 나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잠시 거기에서 물러나 있어 본다. 0 1 2 3

32. 나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담배나, 약이나, 먹는 것으로 해소한다. 0 1 2 3

33. 나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무모하거나 위험 부담이 큰일을 한다. 0 1 2 3

34. 나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조바심치거나 충동적이지 않게 처리한다. 0 1 2 3

35. 나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새로운 신념을 얻는다. 0 1 2 3

36. 나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술을 마신다. 0 1 2 3

37. 나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긍지를 가지고 꿋꿋이 버티어 나간다. 0 1 2 3

38. 나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내 느낌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란다. 0 1 2 3

39. 나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일이 잘 되어 나갈 수 있도록 변화시킨다. 0 1 2 3

40. 나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사람들과 있기를 피하고, 혼자 있으려 한다. 0 1 2 3

41. 나는 스트레스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음) 0 1 2 3

42. 나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존경하는 사람이나 친구에게 조언을 얻는

다.
0 1 2 3

43. 나의 스트레스가 잘못되었는지를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하도록 한다. 0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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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나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무시해 버린다. 0 1 2 3

45. 나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내가 느끼고 있는 바를 누군가에게 말한다. 0 1 2 3

46. 나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내 입장을 지키면서 목적한 바를 이룬다. 0 1 2 3

47. 나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다른 사람에게 분풀이를 한다. 0 1 2 3

48. 나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과거경험에 의존하여 결정한다. 0 1 2 3

49. 나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다음에는 다르게 행동할 것을 다짐한다. 0 1 2 3

50. 나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해결을 위해 몇 가지 대책을 세운다. 0 1 2 3

51.나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내가 할 말이나 생각을 속으로 되풀이한다. 0 1 2 3

52. 나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내 감정대로 하려고 하지 않는다. 0 1 2 3

53. 나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인생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재발견한

다.
0 1 2 3

54. 나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내가 처지보다 더 좋은 경우를 상상한다. 0 1 2 3

55. 나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일이 사라지거나 끝나 버리기를 바란다. 0 1 2 3

56. 나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찌 되었으면 하고 공상이나 소망을 한다. 0 1 2 3

57. 나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잘 해결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0 1 2 3

58. 나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최악의 경우를 각오한다. 0 1 2 3

59. 나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해결법을 찾고, 이를 위해 변화를 시킨다. 0 1 2 3

60. 나는 스트레스 시에 ‘존경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하며 행동한

다.
0 1 2 3

61. 나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 노력한다. 0 1 2 3

62. 나는 스트레스 해결 시에 바라는 대로 안 되면 차선책을 수용한다. 0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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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설설문문문 333...심심심상상상능능능력력력 측측측정정정 설설설문문문지지지>>>
다음은 심상능력의 생생함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입니다.각 문항마다 당신

의 마음속에 어떤 상상을 하게 되어 있으므로 그 때마다 잠시 눈을 감고 마음속
에 그 장면을 떠 올려 보고 그 생생함의 정도를 문항 옆에 제시된 표의 해당 칸
에 표시를 하면 됩니다.꼭 따로따로 떼어서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상상해 보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정도 표시 보기

(1)그것에 대해 알고 있을 뿐이지 전혀 상상이 안된다.
(2)아부 모호하고 흐릿해서 구별하기 힘든 정도이다.
(3)모호하고 흐릿하다.
(4)뚜렷하거나 생생하지 않으나 알 수 있을 정도다.
(5)보통 정도로 뚜렷하게 상상이 된다.
(6)비교적 실제로 경험한 것과 같이 잘 상상이 된다.
(7)실제로 경험한 것과 같이 뚜렷하게 상상이 된다.

AAA...당신이 자주 보는 어떤 친구나 친척을 마음속으로 그려 보시고 어느 정도 생
생하게 볼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해당 칸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심상내용심상내용심상내용심상내용 심상정도심상정도심상정도심상정도

1. 얼굴, 머리, 어깨 및 신체윤곽    (1)  (2)  (3)  (4)  (5)  (6)  (7)

2.신체의 자세나 몸가짐    (1)  (2)  (3)  (4)  (5)  (6)  (7)

3.걸을 때의 세밀한 몸짓    (1)  (2)  (3)  (4)  (5)  (6)  (7)

4.눈에 익은 옷차림의 갖가지 색깔    (1)  (2)  (3)  (4)  (5)  (6)  (7)

5.수평선 아래로 지는 태양    (1)  (2)  (3)  (4)  (5)  (6)  (7)

BBB...다음 문항들에 제시된 소리가 마음속의 귀로 어느 정도 생생하게 들려오는지
를 생각해 보시고 해당 사항 칸에 표시해 주십시오.

심상내용심상내용심상내용심상내용 심상정도심상정도심상정도심상정도

1. 기차의 기적 소리    (1)  (2)  (3)  (4)  (5)  (6)  (7)

2. 자동차의 경적소리    (1)  (2)  (3)  (4)  (5)  (6)  (7)

3. 고양이의 우는 소리    (1)  (2)  (3)  (4)  (5)  (6)  (7)

4. 압력밥솥의 김이 새는 소리    (1)  (2)  (3)  (4)  (5)  (6)  (7)

5. 열렬하게 박수치는 소리    (1)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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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도 표시 보기

(1)그것에 대해 알고 있을 뿐이지 전혀 상상이 안된다.
(2)아부 모호하고 흐릿해서 구별하기 힘든 정도이다.
(3)모호하고 흐릿하다.
(4)뚜렷하거나 생생하지 않으나 알 수 있을 정도다.
(5)보통 정도로 뚜렷하게 상상이 된다.
(6)비교적 실제로 경험한 것과 같이 잘 상상이 된다.
(7)실제로 경험한 것과 같이 뚜렷하게 상상이 된다.

CCC.다음 문항들에 제시된 것들의 감촉들이 마음속의 손에 어느 정도 생생하게 느
껴지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해당 칸에 표시해 주십시오.

심상내용심상내용심상내용심상내용 심상정도심상정도심상정도심상정도

1. 모래의 감촉    (1)  (2)  (3)  (4)  (5)  (6)  (7)

2. 면직물(속옷)의 감촉    (1)  (2)  (3)  (4)  (5)  (6)  (7)

3. 모피털의 감촉    (1)  (2)  (3)  (4)  (5)  (6)  (7)

4. 핀에 따끔하게 찔린 감촉    (1)  (2)  (3)  (4)  (5)  (6)  (7)

5. 따뜻한 목욕물의 감촉    (1)  (2)  (3)  (4)  (5)  (6)  (7)

DDD...다음 문항들에 제시된 행동을 하고 있는 당신을 생각해 보고 어느 정도 생생
하게 상상되는지 해당 칸에 표시해 주십시오.

심상내용심상내용심상내용심상내용 심상정도심상정도심상정도심상정도

1. 위층으로 뛰어 올라가기 (1)  (2)  (3)  (4)  (5)  (6)  (7)

2. 장애물 뛰어 넘기 (1)  (2)  (3)  (4)  (5)  (6)  (7)

3. 종이위에 동그라미 그리기 (1)  (2)  (3)  (4)  (5)  (6)  (7)

4. 높은 선반 꼭대기에 손을 뻗어 무엇인가 꺼

내려 함
(1)  (2)  (3)  (4)  (5)  (6)  (7)

5.길위에 있는 돌멩이를 발로 차 버리는 것 (1)  (2)  (3)  (4)  (5)  (6)  (7)

EEE...다음 문항에서 제시된 것들의 맛이 어느 정도 생생하게 마음속의 혀끝에 떠오
르는가를 상상새 보시고 해당 칸에 표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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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내용심상내용심상내용심상내용 심상정도심상정도심상정도심상정도

1. 소금의 맛 (1)  (2)  (3)  (4)  (5)  (6)  (7)

2. 하얀 설탕의 맛 (1)  (2)  (3)  (4)  (5)  (6)  (7)

3. 귤의 맛 (1)  (2)  (3)  (4)  (5)  (6)  (7)

4. 도토리묵의 맛 (1)  (2)  (3)  (4)  (5)  (6)  (7)

5. 내가 좋아하는 국 맛 (1)  (2)  (3)  (4)  (5)  (6)  (7)

FFF...다음 문항들에 제시된 냄새들을 마음속의 코로 어느 정도 생생하게 맡을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해당 칸에 표시해 주십시오.

심상내용심상내용심상내용심상내용 심상정도심상정도심상정도심상정도

1. 환기가 나쁜 방의 냄새 (1)  (2)  (3)  (4)  (5)  (6)  (7)

2. 장미꽃 냄새 (1)  (2)  (3)  (4)  (5)  (6)  (7)

3. 고기 굽는 냄새 (1)  (2)  (3)  (4)  (5)  (6)  (7)

4. 갓 칠한 페인트 냄새 (1)  (2)  (3)  (4)  (5)  (6)  (7)

5. 새로운 가죽 냄새 (1)  (2)  (3)  (4)  (5)  (6)  (7)

GGG...다음 문항들에 제시된 감각들을 마음속에서 어느 정도 생생하게 상상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고 해당 칸에 표시해 주십시오

심상내용심상내용심상내용심상내용 심상정도심상정도심상정도심상정도

1. 피로 (1)  (2)  (3)  (4)  (5)  (6)  (7)

2. 굶주림 (1)  (2)  (3)  (4)  (5)  (6)  (7)

3. 목의 염중으로 인한 통증 (1)  (2)  (3)  (4)  (5)  (6)  (7)

4. 졸리움 (1)  (2)  (3)  (4)  (5)  (6)  (7)

5. 많이 먹어 과식한 상태 (1)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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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BBBSSSTTTRRRAAACCCTTT

AAASSStttuuudddyyyooonnnttthhheeeIIInnnfffllluuueeennnccceeeooofffaaaGGGuuuiiidddeeedddIIImmmaaagggeeerrryyyPPPrrrooogggrrraaammmooonnnSSStttrrreeessssssLLLeeevvveeelllaaannndddWWWaaayyysss
ooofffCCCooopppiiinnngggiiinnnMMMaaallleeeHHHiiiggghhhSSSccchhhoooooolllSSStttuuudddeeennntttsss

MinSunHong
Dept.ofCommunityNursingCare
TheHealthGraduateSchool
YonseiUniversity

Thepurposeofthisstudywastoidentifytheeffectsofaguidedimageryprogramon
stressin adolescents.Thestudy design wasanonequivalentcontrolgroup
pretest-postteststudy.
Datawerecollected from March22toApril27,2006.Oneclasseachfrom
anacademicmen'shighschoolwereselectedfortheexperimentalgroup(30male
students)andcontrolgroup(30malestudents).
Thestudentslistenedto"Theguidedimageryaudiotapeforadolescents"inthe
classroom for8minutespersession,5timesaweekfor4weeks.Apretestwas
administeredbeforethesessiontomeasurevariablesforbothgroupsandposttests
wereadministeredtwiceafter4weeksfromthestartoftheintervention.
Instrumentsusedinthisstudywerethe"Perceptionofhighschoolstudent'sstress
scale"developedbyLeeandLee(1987),thestresscopingscaledevelopedFolkman&
Lazarus(1985),andVividnessofImageryScale:shortform ofBett'stestscale
developedbySheenhan(1967).
ThedatawereanalyzedwiththeSPSS12.0program usingChi-squaretest,t-test,
pairedt-test,ANOVA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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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sultsofthisstudyareasfollows:

Hypothesis1that,thelevelofstressinadolescentswhoreceivedguidedimagery
willbesignificantlylowerthanthatofacontrolgroup,wasnotsupported(t=.876
p=.385).Thisresultmayberelatedtotheposttestforstressbeingadministeredjust
beforemid-termexams.

Hypothesis2that,thelevelofstresscopingscaleofadolescentswhoreceivedguided
imagerywillbesignificantlyincreasedcomparedtoacontrolgroup,wassupported
(t=2.36,p=.020).
Inconclusion,guidedimageryissuggestedasaneffectivenursinginterventionfor
adolescents,whichcouldbeusedinaschoolhealthprogramforadolescents.Even
thoughasignificantreductioninlevelofstresswasnotfound,therewasanincrease
instresscopingskills.

keyword:adolescents/guidedimageryprogram/stress/stresscoping/guided
ima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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