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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guided imagery on

Stress, Heart Rate Variability(HRV).

Method:

The participants in this study were sixty-

nine(36 for the experimental group, 33 for the control group). The guided imagery was
provided through audiotape to experimental group, 8 minutes per day for 2 weeks at
classroom. Stress and HRV were measured at the beginning and end of the experiment.

Result :

Stress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two groups. All indices of HRV

except Low Frequency(LF)/High Frequency(HF) ratio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two groups. Normalized LF(LF norm) in the experimental group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in control group, and Normalized HF(HF norm) in the experimental group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in control group.

Conclusion:

The results indicate that guided

imagery is a helpful intervention for decreasing LF norm, increasing HF norm, which were
physiological predictor variables of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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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호중재나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요구되어진
다.(Cho, 2009).
지시적 심상요법은 이미 구성된 실행문을

1. 연구의 필요성

통해 심상을 유도하는 것으로 시각, 청각, 미

간호대학생들은 다른 보건관련 대학생들보

각, 촉각등의 감각을 이용해서 어떤 장면이나

다 더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와 신체적, 정신적

이야기를 창조함으로써 마음과 몸의 연계를 만

인 증상을 경험하게 되는데(Beck, Hackett,

들어 내고(Halter, 1998) 이러한 모든 감각을

Stivastava, McKim & Rockwell, 1997), 일반

이용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스트레스를 경감시

대학생들이 겪는 시험, 숙제와 같은 학업 스

키는 정신, 심리적인 중재방법이다(Achterberg,

트레스, 경제적 문제와 같은 외부 스트레스

Dossey, & Kolkmeier, 1994). 지시적 심상요법

이외에도 환자의 고통이나 죽음, 전문적인 지

은 적용과정이 매우 자연스러우면서 특별한

식부족 같은 임상에서의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기구가 필요하지 않고, 많은 시간이 요구되지

(Jimenez, Navia-Osorio, & Diaz, 2010), 더욱

않는 비용 효율적인 중재법으로서(Wynd, 1992),

이 간호과는 비간호과에 비해 교육과정이 엄

간호학생들에게 불안을 감소시키고 스트레스

격하고 국가고시라는 커다란 관문을 통화해야

를 관리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훈련하여 이것을

한다는 것과 주기적으로 임상실습을 이수해야

임상적용까지 확대할 수 있어 간호교육현장에

한다는 것 등이 더 많은 스트레스 요인으로

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다(Contrades, 1991).

작용한다고 하였다(Cho & Jeong, 2000). 간호

최근에 스트레스로 인한 심혈관계 반응을

대학생들은 이러한 스트레스를 겪으면서 그

나타내는 지표들 중 심박변이도(Heart rate

결과 우울, 자살생각과 같은 부정적 심리상태

variability)를 측정하는 방법이 널리 알려져 있

를 일으킬 위험이 높다고 하였다(Cho, 2009).

는데(Chandola, Heraclides, & Kumari, 2009),

스트레스는 적절한 예방과 효과적인 대응이

심박변이도(HRV)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교감

중요하지만, 효과적인 대응을 못하고 한 개인

신경과 부교감자율신경계 기능상태와 일치하

이 감당할만한 능력이 약화되거나, 이러한 상

는 심장박동의 변화도를 짧은 시간에 나타내

태에 오랫동안 또는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자

는 비침습적이고 유용한 방법으로, 심박변이

율신경계의 활성을 저하시키고 그 균형을 깨

도를 통해 시간에 따른 심장박동의 주기적 변

뜨리며, 정서적으로 불안과 갈등을 일으키고,

화를 측정, 분석함으로써 자율신경계의 활동

자율신경계의 지속적인 긴장을 초래하여 결국

을 정량화하고 여러 상황에서의 생리적 반응

정신적 또는 신체적인 기능장애나 질병이 나

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Kim, 2008). 그

타나게 된다(Han, Jeong, Kim, Kim & Lee,

동안 스트레스 상태분석 시 설문이나 상태조

2007). 특별히 간호사는 남에게 도움을 주는

사 등 개인의 의견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

전문직으로서, 효과적인 직무를 수행하기 위

이었기 때문에 스트레스 정도를 느끼는 개인

하여 전문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신체적 건강

차에 의해 객관화된 신체 스트레스 정도를 파

과 정신건강도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미래의

악하는 것이 어려웠다. 그래서 스트레스는 우

간호주역인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를 감소시

울증 같은 질병으로 진행되어야 진단이 가능

키고 정신건강을 유지 증진시키는데 관심을

하며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비롯한 일상생활에

가져야 하며, 이들의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간

서 느끼는 가벼운 스트레스를 측정할 마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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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가 없다는 문제가 있었으나 최근 심박변

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도를 분석하여 스트레스 정도를 판정할 수

1) 지시적 심상요법이 간호대학생들의 스트레

있는 방법이 개발됨으로써 기기를 이용한 객
관적인 스트레스 판정의 새로운 계기를 제공

스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한다.
2) 지시적 심상요법이 간호대학생들의 심박변

하게 되었다(Han, Jeong, Kim, Kim, & Lee,

이도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한다.

2007).
지시적 심상요법으로 심박변이도와 같은 생
리적 변수나 스트레스를 연구한 최근 국내 논
문을 살펴보면 대상자가 고등학생(Chang et

3. 연구 가설
1) 주가설 1. 지시적 심상요법을 제공받은 실
험군은 대조군보다 스트레스 점수가 낮을

al., 2007), 청소년(Suk & Yoon, 2001), 관상동
맥질환자(Eum, 2000; Kong, 2012), 체외수정
을 받은 여성(Bae, Chang, Kim, & Kang,

것이다.
2) 주가설 2. 지시적 심상요법은 제공받은 실
험군의 심박변이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011), 간호대학생(Suk, Kil, & Park, 2002;

(1) 부가설 1. 지시적 심상요법을 제공받은

Choi & Lee, 2003; Park, Ha, & Choi, 2004)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교감신경계활성

이었다. 이중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도(normalized LF)가 감소할 것이다.

논문에서는 측정한 변수들로는 근육주사 처치

(2) 부가설 2. 지시적 심상요법을 제공받은

전 불안과 스트레스, 처치수행도(Suk, Kil, &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부교감신경계활

Park, 2002), 혈압과 맥박(Choi & Lee, 2003),

성도(normalized HF)는 증가할 것이다.

임상실습 시 간호학생의 스트레스(Park et al.,

(3) 부가설 3. 지시적 심상요법을 제공받은

2004) 등을 측정하였다.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LF/HF비율은 감

이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시적 심상요

소할 것이다.

법을 적용한 논문 중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지 많으며, 주로 임상실습이나 근
육주사 처치전과 같이 특수 임상상황에 처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거나, 일반적인 상황일

4. 용어 정의
1) 지시적 심상요법

지라도 생리적 변수로 혈압과 맥박의 측정에
불과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시적 심상
요법을 통해 최근 우리나라 간호대학생을 대
상으로 개발한 스트레스 도구(Yoo, Chang,
Choi, & Park, 2008)를 이용하여 간호대학생
의 스트레스와 스트레스로 인한 심혈관계 반
응지표인 심박변이도를 측정해 보고자 한다.

대상자로 하여금 이완하도록 한 뒤 안내에
의해 지시되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떠오르는
심상에 집중하도록 하는 목표지향적인 활동
(Tuyn, 1994)이며, 본 연구에서는 Suk(2001)이
개발한 오디오 테이프이며 조작적으로 심호흡
을 통해 심신을 이완시킨 상태에서 자신이 느
끼는 스트레스를 구체적으로 인식시키고 이를
완화시킴으로써 자아성취와 자신의 가치를 새

2. 연구 목적

롭게 인식하는 장면을 상상으로 대체경험 유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들에게 지시적

도방법으로 구성된 8분짜리 테이프 녹음내용

심상요법을 제공하여 스트레스와 심박변이도

을 1회/일, 주 5일, 2주간 총 10회 실시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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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2. 대상자 선정 및 윤리적 고려

2) 스트레스

본 연구는 G광역시 소재 C대학교 간호학과

개인의 자원을 초과해서 자신의 안녕이 위

재학 중인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2년 9

험하다고 평가되는 개인과 환경간의 특정한

월 10일부터 10월 5일까지 실시하였다. 3학년

관계(Lazarus & Folkman, 1984)이며, 본 연구

을 대상으로 한 이유는 임상실습과 학업을 병

에서는 Yoo 등(2008)이 간호대학생에게 적합

행하고 있으며 다른 학년에 비해 취업과 국가

하게 개발한 스트레스 도구로서 대학차원 스

고시를 더 가까이 두고 있어 스트레스 중재가

트레스를 측정하는 39문항, 임상차원 스트레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연구대상자에게

스를 측정하는 20문항을 5점 척도로 설계한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하였고, 수집된 자

총 59문항이다.

료는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되지 않으며 비밀
보장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연구 참여 동의서

3) 심박변이도

에 서면으로 동의를 한 대상자를 연구 대상으

심장의 리듬은 내/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라

로 하였다. 대상자 수는 Cohen(1988)의 power

시시각각 변화하는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받는

analysis법을 통해 효과크기 0.7, 유의수준 0.05,

데 이러한 시간에 따른 심박의주기적인 변화

검정력 0.8로 구한 표본수는 각각 34명이었으

를 의미한다. 즉, 하나의 심박 주기로부터 다

며, 탈락률을 고려하여 각 군당 38명으로 선

음 심박 주기 사이의 미세한 변이를 뜻한다

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도중 불충분한

(Han et al., 2007). 본 연구에서는 심박변이도

설문지를 작성한 5명과 지시적 심상요법에 충

지표 중 교감신경계 및 부교감신경계 활성도

실히 참석하지 못한 2명을 제외하고 최종 실

를 반영하는 normalized Low Frequency(LF)

험군 36명, 대조군 33명 이었다. 대상자 선정

와 normalized High Frequency(HF) 및 LF/HF

시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질병, 특

비율의 변화를 심박변이도 측정용 기계(em

히 고혈압, 당뇨, 갑상선 기능 항진증 및 저하

Wave PSR, Heart Math, CA, USA)와 심박변

증, 우울증을 포함한 심각한 정신질환, 심혈관

이도 분석프로그램(Kubios HRV 2.0 MATLAB)

계 질환의 과거력이 있거나 자율신경계에 영

을 이용하여 측정한 값을 의미한다.

향을 미칠 수 있는 약물(특히, 항고혈압제, 항
우울제, 신경안정제, 갑상선 관련 약물 등)을
최근 4주 이내에 복용한 기왕력이 있는 자는

Ⅱ. 연구 방법

제외시켜 심박동변이에 미칠 수 있는 인자의
영향을 최소화하였다(Kim et al., 2010)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지시적 심상요법이 간호대학생의

3. 자료수집 및 연구절차

스트레스와 심박변이도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12년 9월 10

하기 위한 유사실험 연구로 비동등성 대조군

일부터 10월 5일까지였으며, 사전조사, 실험처

전 후 시차 설계이다.

치, 사후조사 순서로 진행되었다. 연구의 대상
자는 교과과정상 2주씩 임상실습과 교내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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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교대로 실시하고 있어, 외생변수를 통제하

막 수업시간 끝날 때 시행한 후 사후 조사를

고 실험의 확산을 막기 위해 먼저 교내수업을

실시하였다. 대상자가 강의실에 모두 들어온

실시한 반을 대조군으로 하였고, 2주 후 임상

이후에는 문을 닫고 실내 공기와 온도를 쾌적

실습을 마치고 수업을 하기 위해 교내로 들어

하게 유지하였다. 처치도중 휴대폰이나 움직

온 반을 실험군으로 정하였다.

임, 말하기 등을 자제하도록 하였다. 단계는
이완유도기, 심상기, 정리기로 구성되어 있으

1) 사전조사

며, 이완유도기는 도입부분으로 약 1분 30초

제 3변수 개입을 통제하기 위해 중간고사와

간 동안은 충분히 이완이 이루어 질 수 있도

기말고사를 피하여 대조군은 2012년 9월 10

록 심호흡과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도록 하였

일, 실험군은 2012년 9월24일 사전조사를 실

으며, 심상기는 6분간 소요되는데, 총 4가지

시하였고, 스트레스는 Yoo 등(2008)이 개발한

주제로 구성되었으며 처치 1주 동안은 ‘해변

것으로 개발자와 통화하여 사용허락을 구한

에서의 자기발견’, ‘미지의 세계로의 여행’ 의

후 받은 스트레스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자료

주제로 실시하였고, 2주째는 ‘풍선날리기’ 와

를 수집하였으며, 심박변이도는 강의실에서

‘높은산 정상을 항하여’, 의 주제를 실시하였

외부 출입을 막아 조용하고 외부 자극이 없도

다. 마지막 정리기는 30초이며 새로운 모습의

록 하였으며 측정 시 주의사항을 설명하고, 안

현실로 돌아오도록 구성되었다.

정을 시킨 후 측정용 센서를 손가락에 부착하
3) 사후조사

고 5분간 측정하였다.

대조군은 2012년 9월 21일, 실험군은 2012

2) 실험처치

년 10월5일 사후조사를 실시하였고, 스트레스

지시적 심상요법 도구는 Suk(2001)이 개발
한 것으로, 개발자와 통화하여 전 과정 운영방

와 심박변이도를 사전조사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법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사용허락을 구한
후 자료를 받아 실험군에게 연구자가 직접 지

3. 연구도구

시적 심상요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준비시킨
후 2012년 9월 24일부터 10월5일까지 실시하

1) 지시적 심상요법

였다. 본 연구의 지시적 심상요법 방법은 선행

본 연구에서는 지시적 심상요법은 Suk(2001)

연구(Suk & Yoon, 2001)의 방법을 토대로 하

이 개발한 지시적 심상요법으로 주제는 ‘해변

였으며, 강의실에 설치된 음향시설을 통해 오

에서의 자기발견’, ‘미지의 세계로의 여행,’

디오 테이프를 매일 1회 8분씩 2주간 제공되

‘풍선날리기’, ‘정상을 향하여’의 4단계로 구

었고, 주중 휴일이 있어 휴일 전날 평일에 1회

성되었다. 각 단계는 이완유도기, 심상기, 정

씩 추가로 실시하여 총 10회를 제공하였다.

리기로 구성되어있으며 이완유도기 1분 30초,

커피나 홍차 등 자율신경계를 흥분시킬 수 있

심상기 6분, 정리기 30초간 이루어지는 간호

는 음식은 검사 전날부터 먹지 않도록 하였으

중재 프로그램이다.

며, 처치 시간은 주로 첫 강의가 이루어지는
강의실에서 강의 시작 10분전에 이루어졌으

2) 간호대학생 스트레스

며, 마지막 처치가 이루어지는 날은 당일 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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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2008)이 문헌고찰을 통해 간호대학생에게

normalized HF을 이용함으로써 대상자에 따른

적합하게 개발한 도구이다. 크게 대학차원, 임

개인차를 표준화 하였다. normalized LF나

상차원으로 나누고, 이중 대학차원의 스트레

normalized HF 즉, 교감신경계나 부교감신경

스의 개념에는 개인간 범주(대인관계요인) 5

계 활성도는 값이 클수록 활성도가 높은 것을

문항, 개인내 범주(정신적 속성, 신체적 속성,

의미한다. 또한 LF/HF비율은 자율신경계 활동

이성교재, 영적속성) 15문항, 학업범주 (학습

의 균형과 변화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증가

과 시험) 10문항, 환경범주(경제적 속성과 안

할수록 교감신경계의 활성도가 높은 것을 의

락성) 9문항 등 4개 영역 39문항이고, 임상차

미한다(suh, 2007).

원의 스트레스 개념에는 실습지도자, 대상자,
임상환경, 실습생 등 4개 영역 20문항으로 총

5. 자료분석방법

8개 영역 5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자료 분석은 PASW statistics 18 program을

‘전혀 경험하지 않는다’ 1점에서 ‘매우 많이
경험한다’ 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점수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

1)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 검증은 χ2 - test,

한다. 개발당시 대학차원 신뢰도 Cronbach'α =

Fisher's exact test, independent t-test를 실

.939, 임상차원 스트레스 Cronbach's α = .922

시하였다.

이었으며, 본 연구의 신뢰도는 대학차원 신뢰

2) 실험군과 대조군의 심상요법의 효과를 비

도 Cronbach's α = .929 이었으며, 임상차원

교하기 위한 가설검증은 independent t-test

스트레스 Cronbach's α = .893 이었다.

를 실시하였다.

3) 심박변이도(HRV)

Ⅲ.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는 심박변이도 측정용 기계(em
Wave PSR, HeartMath, CA, USA)를 이용하
여 심박동에서의 R-R간격을 측정하고 심박변이

1. 대상자 일반적 특성과 스트레스, 심박변이

도 분석 프로그램(Kubios HRV 2.0, MATLAB)

도에 대한 동질성 검증

을 이용하여 Total Power(TP), Very Low
Frequency(VLF), Low Frequency(LF), High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나이, 성별, 종

Frequency(HF), LF/HF 비율을 분석하였다. 심

교, 건강상태, 음주, 흡연, 전공에 대한 만족도,

박변이도 측정은 심장의 동방결절에 대한 교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 경제적 상태에 대한

감신경 활성의 지표로 .04- .15 Hz의 LF을, 미

동질성 검증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어 일반적

주신경활성의 지표로 0.15-0.40Hz의 HF을 이

특성에 대한 실험군과 대조군이 동질한 것으

용하였다. 그러나 LF와 HF의 상대적 분포를

로 검증되었다(Table 1). 실험처치 전 스트레

파악하고, 체온조절계의 활성도를 반영하지만

스와, 교감신경계 활성도(normalized HF), 부

일관된 성질을 갖지 못하는 VLF가 HF와 LF

교감 신경계 활성도(normalized LF), HF/ LF

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TP에서 VLF

비율에 있어서도 유의한 차이가 없어 두 집단

를 뺀것에 대한 백분율인 normalized LF와

간 동질한 것으로 검증되었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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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Homogeneity Test for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Variables
Age

Experimental(n=36)

Control(=33)

Mean SD/n(%)

Mean SD/n(%)

t or χ2

p

23.6±3.7

23.3±3.6

.35

.73

35(97.2)

30(9.9)

1.26

.34

1(2.8)

3(9.1)

Sex*
female
male
Religion*

.06

Yes

23(63.9)

22(66.7)

No

13(36.1)

11(33.3)

1.00

Health status
Healthy

28(77.8)

28(84.8)

Moderate

7(19.4)

5(15.2)

Unhealthy

1(2.8)

0(0.0)

Yes

19(52.8)

18(54.5)

No

17(47.2)

15(45.5)

1(2.8)

1(3.0)

35(97.2)

32(97.0)

1.21

.55

.22

1.00

.00

1.00

.30

.61

1.11

.34

7.55

.11

Drinking*

Smoking*
Yes
No
Satisfaction of

nursing major*

Satisfied

24(66.7)

24(72.7)

Normal

12(33.3)

9(27.3)

0(0.0)

0(0.0)

Unsatisfied
Satisfaction of

clinical training*

Satisfied

14(38.9)

17(51.5)

Normal

22(61.1)

16(48.5)

0(0.0)

0(0.0)

monthly income

(1,000 )

Unsatisfied
Family's
<2,000

￦

9(25.0)

4(12.1)

2,001~4,000

17(47.2)

11(33.3)

4,001~6,000

6(16.7)

11(33.3)

4(11.1)

7(21.3)

≥6,001

*Fisher’s exac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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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Homogeneity Test for Research Variables between Groups
Experimental(n=36)

Control(=33)

Mean ± SD

Mean ± SD

Stress

3.0±0.47

Heart rate

variability

Variables

t

p

2.8±0.40

-1.88

.07

LF norm(%)

58.18±11.31

53.16±13.78

-1.66

.10

HF norm(%)

41.82±11.31

46.85±13.78

1.66

.10

LF/HF ratio

1.57±0.72

1.35±0.86

-1.17

.25

LF norm : normalized Low Frequency, HF norm : normalized High Frequency

2. 지시적 심상요법의 효과

점수는 3.00 ± 0.47에서 처치 후 2.88±0.52으

1) 주가설 1. 지시적 심상요법을 제공받은

로 감소하였고, 대조군은 2.81±0.40에서 2.69±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스트레스 점수가 낮을

0.51으로 감소하였으나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것이다.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지시적 심상요법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
과를 분석한 결과, 처치 전 실험군의 스트레스

나타나 가설 1은 기각되었다(t=0.12, p= .90)
(Table 3).

<Table 3> Comparisons of Research Variables between Groups
Variables

Pre

Post

Difference (Post-Pre)

Mean ± SD

Mean ± SD

Mean ± SD

3.00±.47

2.88±.52

-.12±.31

2.81±.40

2.69±.51

-.11±.39

58.18±11.31

55.49±12.10

-2.69±10.90

53.16±13.78

55.54±12.66

2.39±9.45

t

p

.12

.90

2.06

.04*

-2.06

.04*

1.15

.26

Stress
Experimental(n=36)
Control(=33)
Heart rate variability
LF norm(%)
Experimental(n=36)
Control(=33)
HF norm(%)
Experimental(n=36)
Control(=33)

41.83±11.31

44.51±12.06

2.69±10.90

46.85±13.78

44.46±12.66

-2.39±9.45

LF/HF ratio
Experimental(n=36)
Control(=33)

1.57±0.72

1.46±0.91

-0.11±.82

1.35±0.86

1.45±.80

0.10±.74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Experimental & Control Groups(p<.05)
LF norm : normalized Low Frequency
HF norm : normalized High Fre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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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가설 2. 지시적 심상요법은 제공받은
실험군의 심박변이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있으며 관리가 필요한 중요한 현상으로 간호
연구에서 주요개념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다

(1) 부가설 1. 지시적 심상요법을 제공받은 실

양한 중재방법이 이용되어 지고 있다(Oh, Kim,

험군은 대조군보다 교감신경계활성도(normalized

Kim, Park, & Yu, 2003). 본 연구에서는 지시

LF)가 감소할 것이다.

적 심상요법을 적용하여 Yoo 등(2008)이 우리

교감신경계 활성도(normalized LF)는 실험

나라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스트레스

군에서 지시적 심상요법을 받기 전 58.18±11.31

도구를 이용한 스트레스 점수와 스트레스를

에서 55.49±12.10로 감소하였고, 대조군의 경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생리적 변수인 심

우 사전 53.16±13.78에서 사후 55.54±12.66로

박변이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증가하였으며 두 군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

본 연구 결과, 지시적 심상요법을 적용한

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2는 지지되었다(t=2.06,

후 측정한 스트레스 점수는 실험군과 대조군

p= .04)(Table 3).

모두 감소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
다. 이와 같은 결과로 스트레스는 감소하였으

(2) 부가설 2. 지시적 심상요법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부교감신경계활성도(normalized HF)는 증가할 것이다.
지시적 심상요법적용 전 실험군의 부교감신
경계활성도(normalized HF)는 41.83±11.31에
서 44.51±12.06로 증가하였고, 대조군의 경우
사전 46.85±13.78에서 사후 44.46±12.66로 감
소함을 볼 수 있으며, 통계적으로 두 군간 유
의한 차이를 보여 가설 3은 지지되었다(t=
-2.06, p= .04)(Table 3).

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던 선행연구들과
는 일치하였으나(Speck, 1990; Eum, 2000; Suk,
Kil, & Park, 2002; Park et al., 2004), 스트레
스가 유의하게 감소한 선행연구와는 일치하지
않았다(Wynd, 1992; Bae et al., 2011; Kong
2012). 오히려 지시적 심상요법 적용 후 스트
레스가 증가한 연구로는 남자 고등학교 학생
들을 대상으로 한 Chang 등(2007)의 연구와
조혈모세포이식 환자를 대상으로 한 Kim
(2007)의 연구가 있다. 스트레스가 유의하게

(3) 부가설 3. 지시적 심상요법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LF/HF비율은 감소할 것
이다.
실험 처치 전 실험군 LF/HF비율은 1.57±0.72
에서 1.46±0.91으로 감소하였고, 대조군은 LF/HF
비율은 1.35±0.86에서 1.45±0.80로 증가하였
지만 두 군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어 가설 4는
기각되었다(t=1.15, p= .26).

감소하지 않았던 이유로 Eum(2000)의 연구에
서는 편안하지 못했던 환경과 대상자가 가진
스트레스가 만성적인 속성이 강하였음을 말하
였고, Suk, Kil, & Park(2002)은 스트레스가
장기적인 스트레스가 아니고 일시적인 것으로
시간이 경과되면 종결되는 점이라고 해석하였
다. Park 등(2004)의 연구에서는 지시적 심상
요법을 통해 스트레스를 경감할 경우에는 적
절한 기간이 중요하다고 하였으며, Chang 등
(2007)은 남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시적 심

Ⅳ. 논

상요법을 적용한 결과 스트레스 수준이 두 군

의

간의 차이가 없었던 이유를 심상능력에 따라
지시적 심상요법의 효과가 다르고, 실험처치

스트레스는 건강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환경으로서 교실이라는 공간이 몰입의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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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화시킬 수 있고, 심상요법에 대한 사전 준비

(normalized HF), LF/HF 비율을 측정한 결과

로서 인지·정서적 준비가 필요함을 논하였다.

실험군에서 교감신경계활성도(normalized LF)

위에 제시한 연구결과들을 참고로 본 연구

는 감소하였고, 부교감신경계활성도(normalized

에서 지시적 심상요법 적용 후 스트레스가 유

HF)는 증가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의하게 감소하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 몇 가지

그러나 실험군에서 LF/HF 비율은 감소하였으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본 연

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

구에서는 Chang 등(2007)의 연구와는 달리 대

과는 국내 간호연구에서 적용된 심상요법의

상자의 대다수가 여성이기 때문에 심상능력이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에서 심상요법은 심리적

대체로 높을 것으로 예측하고 시도하였는데,

변수보다는 코르티졸이나 맥박과 같은 생리적

실험군에서 약간의 스트레스 감소효과를 보이

변수에 더욱 효과적이라고 보고한 것과 일치

긴 했지만 대조군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것

한다(Oh & Suk, 2002). 관상동맥질환자를 대

은 심상능력에 따른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사

상으로 지시적 심상요법을 적용하여 수축기

료되어 추후 심상능력별 비교를 해 보는 방법

혈압, 이완기 혈압, 맥박수가 유의하게 감소하

을 권장한다. 두 번째 이유는 심상요법에 대한

였다(Eum, 2000) Kong(2012)은 관상동맥질환

사전설명을 참여자 전체를 대상으로 1회 설명

자에게 지시적 심상요법을 적용한 결과 스트

을 하였으나 심상요법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레스저항도(Standard deviation of the NN

에 부족한 것으로 사료되며 사전에 동기부여

interval; SDNN), 교감신경활성도(LF), 부교감

와 적극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준비가 충분해

신경활성도(HF), 전체자율신경활성도(Total Power;

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세 번째 이유로 생각

TP)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

해 볼 수 있는 것은 스트레스의 속성에 관한

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지시적 심상요법

것으로 위에서 설명한 Suk, Kil, & Park(2002)

을 적용하여 생리적 변수를 측정한 Choi와

의 연구와는 반대되지만 Eum(2000)의 연구와

Lee(2003)의 연구에서는 수축기 혈압과 맥박

같이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간호대학생 스트레

수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스 측정 도구는 임상차원 외에 대학차원까지

본 연구에서 사용한 맥박변이도(HRV)분석

전반적인 스트레스를 포함하였고, 대학차원

방법은 자율신경계 기능 상태와 일치하는 심

중에는 인간관계, 이성과의 사랑, 삶의 의미,

장박동의 변화도를 측정할 수 있고, 신뢰성과

개인적 성취, 경제적 문제 등 쉽게 해결될 수

재현성이 있으며, 감정 상태와 스트레스 상황

없는 속성을 지닌 것으로서, 지시적 심상요법

을 짧은 시간에 나타내는 비침습적이고 유용

을 2주 동안 적용하여 인식을 변화시키기엔

한 방법이다(Han et al., 2007). 본 연구에서

짧은 기간이었으리라 추측해 볼 수 있다. 마지

지시적 심상요법을 적용한 결과 실험군에게

막으로 대상자들이 속한 대학 교과과정이 2주

있어 교감신경계활성도(normalized LF)는 감

단위로 임상과 교내 학습이 교대로 이루어지

소되고 부교감신경계활성도(normalized HF)증

고 있어 사후 측정시점이 새로운 과정을 시작

가되는 결과를 보여 지시적 심상요법이 자율

해야 하는 시점으로 이러한 상황이 스트레스

신경계의 안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

있다. 그러나 LF/HF비율은 자율신경계의 균형

지시적 심상요법을 적용하여 교감신경계활

을 나타내는데 본 연구결과 실험군에서 감소

성도(normalized LF), 부교감신경계활성도

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던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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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대상자가 자율신경계 조절능력에
문제가 없는 성인대상자들로서 자율신경계의

복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제언한다.
2. 지시적 심상요법을 적용하기 전 충분하게

부분적 조절이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된다.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해야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간호대학생을 대상

된다.

으로 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

3. 지시적 심상요법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다는 점과, 본 연구에서 사용한 스트레스 측정

강의실처럼 딱딱한 공간이 아닌 부드럽고

도구를 사용한 측정한 논문이 없어서 스트레

아늑한 장소에서 실시할 것을 제언한다.

스변화에 대한 비교가 어려웠다는 점을 들 수

4. 심상능력별로 지시적 심상요법의 효과를

있겠다. 그러나 그동안 간호대학생에게 지시

파악해 보는 것을 제언한다.

적 심상요법 적용 후 스트레스나 생리적 변수
에 대한 효과를 측정한 연구가 매우 드물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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