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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whether or not the physical therapist' s 
explanation of the treatment prior to electrical stimulation affects the subjects level of 
anxiety. Eighty healthy subjects participated in this study and were assigned either to 
the experimenta1 group recelvmg information on the treatment (nl=40) or to the control 
group not receiving information on the treatment (nz=40). Transcutaneus Electrical 
Nerve Stimulation (TENS) , a sphygomamometer and the Spielberger State Anxiety 
Sca1e Questionnaire were used to investigate the threshold of anxiety. Ana1ysis of data 
revea1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pulse and diastolic blood pressure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when the subjects were stimulated electrically after receiving information 
On the treatment. We found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two groups. The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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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study indicate that the patient’ s anxiety can be reduced by the physical 
therapist‘s explanation on the treatment. 

Key Words: TENS: Anxiety: The State Anxiety Scale Questionnaire. 

1. 셔 론 근긴장 퉁이 나타날 수 있다(Rees， 1991). 

불안은 매우 불유쾌한 감정이며 인간의 본능 

현대의학이 발달하면서 치료의학과 더불어 재 적 성향은 가능하면 빨리 제거하거나 의식 상태 

활의학 분야의 급격한 진전을 보이고 있으며， 이 에서 피하려고 한다. 이것은 정신적 방어기전으 

에 따라 재활분야에 종사하는 재활요원들에 대 로서 개인의 경증(mild)이나 중증(severe)의 불 

한 환자들의 기대감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특히 안에 대응할 때 또는 불안에 대하여 부적절하거 

재활환자들과 근무시간의 대부분을 함께 하고 나 무가치하다고 느껴질 때 예방적으로 작용한 

있는 물리치료사의 서비스 태도는 환자의 만족 다. 한 예로 불안의 한 요인으로서 작용하는 치 

감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이충휘 등， 료적인 전기가 환자의 몸에 흐를 경우， 근긴장이 

1989). 환자는 물리치료사로부터 자신의 질환에 나 거부감으로 자기방어를 하며， 이는 치료의 효 

대한 정보를 얻거나 많은 관심을 받았다고 생각 율을 저하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 

할 때 치료에 대한 만족감이 더욱 증가되며， 반 서 이러한 저해요인을 완화시키기 위해 환자가 

면에 환자가 알고 싶어하는 것에 대해 치료사로 알고 싶어하는 것에 대해 치료사가 미리 설명을 

부터 아무런 정보도 얻지 못했을 때 환자는 치 하는 것이 필요하며， 실제로 생소하고 불안한 상 

료사에 대한 불만감 뿐만 아니라 치료에 대한 황에서 환자의 감정적인 불안함을 감소시키는 

불안이 증가된다(Dodge， 1969). 효과적인 방법은 사전정보을 미리 제공하는 것 

병원에 처음 내원한 환자의 경우 생소한 환경 이다{뎌Z따us， 1968; Leventhal, 1970; Schacter, 

과 처음 접하는 기계들 때문에 느끼는 불안감과 1966). 

스트레스가 더욱 커지게 된다(김추자， 1994; Hartfield와 Cason(1981)은 바륨관장CBarium 

Hartfield 둥， 1982). 환자가 느끼는 불안감은 enema)을 해야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경험할 

일종의 상태 불안으로서 이는 의식적으로 지각 감각에 대한 정보를 미리 제공받은 환자가 제공 

할 수 있는 긴장이나 염려， 고조된 자율신경계의 받지 않은 환자보다 상태불안 정도가 낮았고， 기 

활동이 시간적 경과에 따라 강도에 있어서 변화 대한 감각과 실제 경험한 감각사이의 일치도가 

를 보이는 주판적 정서 상태를 말한다(유숙자 

등， 1987). 불안의 생리적 증상은 심혈관계에서 

는 빈맥 • 혈압의 증가 • 강하고 빠른 심박동 등 

이고， 호흡계에서는 잦은 한숨과 빠르고 낮은 호 

흡이며， 위장관계에서는 타액과 분비물의 감소 

• 소화불량· 오심 등을 보이며， 이밖에 동공산 

대 • 말초혈관수축 • 혈액내의 젖산 농도 증가 •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Johnson과 Leven

tha1( 1974)은 위내시 경 검사를 받아야하는 환자 

의 감정적 반응들을 연구하였는데， 검사 전에 검 

사동안에 느끼게 되어질 느낌에 대한 정보를 미 

리 받은 환자는 느낌에 대한 정보를 받지 않은 

환자보다 투약의 양이 적었고， 심박동률이 더 안 

정 적 이었다고 보고하였다. 유사한 결과들이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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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붕대 (cast)를 제거해야하는 아이들(Johnson 4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단， 섬혈관계 질환자나 

등， 1975)과 건강검진을 받아야하는 성 ~(Ful1er 심리적 장애가 있는 자 그리고 전기치료의 경험 

등， 1978)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보고되었다. 이 없을지라도 전기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는 

이 밖에 Hartfield와 Cason(1981), Johnson 동 물리치료학 전공자나 의용전자공학 전공자는 대 

(1978)의 연구에서는 감정적 반응을 줄이는데 상에서 제외시켰다. 

있어 감각(sensation)에 대한 정보를 미리 제공 

하는 것의 중요성을 역설하였고， Johnson과 동 2. 연구도구 

료연구자들(1978)은 감각에 대한 정보제공의 효 본 연구에서는 진단법으로도 사용되어지고 자 

과를 실험하였다. 율신경계에 대한 자극효과가 없으며(김진호 등， 

그러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료보험의 설 1앉)6)， 근육의 재활뿐만 아니라 기타 많은 치료적 

시로 물리치료사 l인당 평균치료 환자수가 종합 응용방법으로써 물리치료실에서 가장 흔하게 사 

병원 22.7명， 병원 31.6명， 의원이 27.9명으로 많 용되어지는 기구인 경피신경전기자극기(TENS)ll 

기 때문에 (노영철과 백종민， 1988), 환자에게 를 사용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주파수는 250 Hz 

인간적인 관심을 갖거나 충분한 의사소통을 하 의 사각파형 (square wave forrn)으로 고정하였 

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치료사는 치료업무에 다. 혈압과 맥박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혈 

만 급급하거나 매우 사무적으로 되어가고 있다 압계2)가 사용되어 졌으며， 피실험자의 감정상태 

(박대순， 1989).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환자는 를 측정하기 위하여 Spielberger(1972)의 상태 

결국 치료사를 불신하게 되며 치료받기를 거부 불안 척도 기구를 김정택(1978)이 번안한 것을 

하는 사례도 발생한다.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병원에 처음 내원한 환자에게 Spielberger의 상태 불안 척도 기구의 a 신뢰 

치료 전 치료과정에 대한 층분한 설명이 환자의 도 계수는 Spielberger(1972) 등의 연구에서는 

효과적인 치료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는 점을 0.83-0.92, 김정택과 신동균(1984)의 연구에서 

인식하여 치료 전 치료사의 설명이 환자의 불안 는 0.87로 높게 나타났다. 이 척도기구는 미국에 

감 역 치 를 유의 하게 높일 것이라는 가정 하에 서는 공인 타당도(concurrent validity)와 구성 

설명 유 • 무에 따른 통증역치의 차이를 알아보 타당도(construct v머i버ty)에서 그 타당도가 인 

고자 한다. 정되었다. 상태 불안척도는 총 20문항으로서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긍정적인 문항은 ‘대단히 그 

H. 연구방법 렇다’가 1점， ‘전혀 그렇지 않다’가 4점이며， 부 

정적인 문항은 ‘대단히 그렇다’가 4점 ‘전혀 그렇 

1. 연구대상 지 않다’가 1점으로 하여 1점부터 4점까지 차례 

피실험자는 강원도 원주시 소재 연세대학교 로 점수를 주었다. 최저 20점에서 최고 80점까 

재학생으로서 이전에 전기 치료를 받아본 경험 지이며， 낮은 점수(20-40)는 차분함과 침착함 

이 없는 만 19-26세 사이의 남자 40명， 여자 의 상태를， 중간 정도(41-60)의 접수는 긴장과 

1) Model SYS*STIM 207, U.S.A. 
2) HEM-705C,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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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려의 적당한 수준을， 높은 점수(61-80)는 공 

포에 접근하는 과도한 염려와 두려웅의 상태를 

의미한다. 

3. 연구과정 

실험자는 펴실험자를 실험 과정， 느낌 등에 

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할 실험군과 아무런 설명 

도 해 주지 않을 대조군으로 각각 남 • 녀를 구 

별하여 무작위로 20명씩 나누었다. 피실험자는 

다. 물리치료를 받아본 경험이 없으시죠? 지금 

이 기계는 000씨가 후에 관절염이나 요통 

혹은 어느 한 곳이 삐어서 물리치료실에 가셨을 

때 그곳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고， 많이 적용되 

어지는 치료기로 통증 조절에 매우 효과적입니 

다. 이제 전기가 흐르면 찌르르한 느낌이나 저린 

느낌이 틀 수 있으나 인체에는 아무런 해가 없 

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불편하시거나 아픈 느낌 

이 있으면 즉시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러 

독립되어진 대기설에서 의자에 편안히 앉은 자 면 시작하겠습니다 

대조군에게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세로 안정시의 혈압과 맥박을 측정한 후 실험실 

로 이동하였다. 그 다음， 피실험자는 실험자의 

지시에 따라 침대에 걸터앉아 등받이를 대고 벽 “ 안영하세요? 저는 물리치료사 000입니 

에 편안하게 기탠 후 대퇴부위에 올려진 베개 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위에 양팔을 편안하게 올려놓았다. 실험자는 피 

실험자의 좌측 주관절 부위에는 경피신경전기자 

극기 (TENS)의 도자를， 우측 상박 부위에는 혈 

압계의 커프(cuff)를 부착하였다. 

실험전에 실험군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 안녕하세요? 저는 물리치료사 000입니 

혈압과 맥박은 통전 즉시 바로 측정하였으며 

이후 5분 간격으로 15분까지 측정하였다. 실험 

후 피실험자는 대기실에서 미리 준비되어진 설 

문지 (SpÍelberger의 상태불안 척도기구)를 작성 

하게 하였다(부록 참조). 

그림 1. 실험실에서의 측정모습 

”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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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 방법 t-test를 설시하였다(a =0.01). 

실험군과 대조군의 혈압(수축기 혈압과 이완 

기 혈압)과 맥박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반복 11. 결과 

측정 된 이 요인 분산분석 (two-way analysis of 

variance for repeated measure)을 사용하였 1. 질험군과 대조군의 통전 전과 통전 후 

고， 혈압과 맥박 내에서의 통전 전과 통전 후 그 시간변화에 따른 혈압과 맥박의 벼교 

리고 시간 경과(직후， 5분 후， 10분 후， 15분 후 80명의 건강한 성인 남 • 녀에게 통전시 혈압 

에 따른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사후검정 방법인 과 맥박의 평균변화량을 통전 전과 통전 후 5분 

Scheffe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설문지에 있어 간격으로 5회 측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그림 

서의 실험군과 대조군의 불안감의 역치 값에 차 2, 그림 3). 

이가 있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independent 

140 140 

-야촌~ ‘-120 •-
120 

80 ~ - - -
/ ~1110. 

g - - -
100 100 

80 

60 60 

~I I~ 

~ I I ~ 

o I I . I 0 
통전전 l 통전 직후 1 통전후 5분 l 통전후 10분’ 통전후 15분 

•• 실험군 수축기 혈압 

·용· 실험군 이완기 혈압 

예 ... 대조군 수축기 혈압 

·얘룰· 대조군 이완기 혈압 

그림 2. 실험군과 대조군의 평균 혈압 변화도(단위: mm/H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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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렴 3. 실험군과 대조군의 평균 맥박 변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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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요인 분산분석 결과 실험군과 대조군의 수 이요인 분산분석 결과 실험군과 대조군의 이 

축기 혈압에는 유의한 수준 차이가 없었고 완기 혈압에는 유의한 수준차이가 있었고 

(p=0.5746) , Scheffe 분석 결과에 있어서도 통 (p=O.()()()l), Scheffe 분석 결과 통전 전과 통전 

전 전과 통전 후 시간변화에 따라 유의한 차이 직후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시간변화에 

가 없었다(표 1).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2). 

표 1. 실험군과 대조군의 수축기 혈압에 대한 이요인 분산분석 

평방합 자유도 평방평균 F 

대상군 345.96 1 345.96 0.90 

시간변화 3985.01 4 996.25 2.60 

대상군×시간변화 1192.04 4 298.01 0.78 

표 2. 실험군과 대조군의 이완기 혈압에 대한 이요인 분산분석 

평방합 자유도 평방평균 F 

43.65* 

64.768* 

37.87* 

대상군 19030.20 1 19030.20 

시간변화 11725.67 4 2931.42 

대상군×시간변화 6855.94 4 1713.98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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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요인 분산분석 결과 실험군과 대조군의 맥 험군에 비하여 상태불안정도가 높았음을 나타낸 

박변화에는 유의한 수준차이가 있었고(p=O.αX)1)， 다(표 4). 

Scheffe 분석결과 통전 전과 통전 직후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시간변화에 따라서는 유 

의 한 차이 가 없었다(표 3). 

3. 대상자가 가장 불안을 느꼈던 시기에 

대한 질문의 답변 분포 

실험군의 60%인 24명과 대조군의 62.5%인 

2. 질혐군과 대조군칸의 상태불안 척도 25명에서 본인이 느끼기에 전기 강도가 최고조 

가구에 의한 결과값의 차이 라고 느꼈을 때 가장 불안을 많이 느꼈다고 대 

실험군과 대조군의 상태 불안 측정값 간에는 답하여， 실제로 통전 전과 통전 직후 사이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02). 즉， 대조군은 결과값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것과 다소 

실험군에 비해 평균값 10.56, 표준펀차 2.28 차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그림 4). 

이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이는 대조군이 실 

표 3. 실험군과 대조군의 맥박변화에 대한 이요인 분산분석 

평방합 자유도 평방평균 F 

대상군 46656.00 1 46656.00 94.35* 

시간변화 11846.24 4 296l.56 80.60* 

대상군×시간변화 13292.90 4 3323.23 90.44* 

P < 0.01 

표 4. 실험군과 대조군간의 상태 불안 척도 기구를 이용한 비교 

설험군 

대조군 

평균 

36.25 

46.83 

표준편차 

10.86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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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군 

7 

대조군 

6 

단우1:명 

• 통전초기시 

최고조통전시 

불안을느끼지 못했다. 

뿔뿔 기타 

그립 4. 설험대상자가 말하는 가장 불안한 시기에 대한 분포 

N. 고찰 

Laz따us(1968) ， Leventhal (1970) , Schacter 

(1 966)의 연구에서는 생소하고 불안한 상황에서 

환자의 감정적인 불안함을 감소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이 사전정보 제공이라고 하였고， Staub와 

Kellet(972)는 치료과정에 대한 사전정보 중 

치료과정에 대한 사전정보보다 전기적 쇼크(sho 

ck)에 관한 느낌을 제공하는 것이 참아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물리치료 

실에서 처음 적용하게 되어지는 기구에 대해서 

- 45 

도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Currier 등(1986)의 실험결과에 의 

하면， 전기자극을 주지 않은 그룹에서보다 전기 

자극을 준 그룹에서 전기자극에 대한 초기 경험 

과 관계된 불안으로 초기 이완기 혈압에서 유의 

한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치료과정에 대한 사전정보보다 

전기적 쇼크(shock)에 관한 느낌을 기술하는 정 

보가 쇼크를 참아내는 데에 도움이 된다는 Staub 

와 Kellet(972)의 연구에 의거하여 실험군에게 

실험과정과 전기치료기구의 느낌을 설명해 주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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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험의 결과에서는 설험군과 대조군의 처음 

과 마지막 수축기 혈압 측정치간에는 유의한 차 

이가 없었으나， 초기 평균 이완기 혈압측정치 간 

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표 2). 또한 대조군 

의 평균 심박동률이 실험군의 심박동률보다 유 

의하게 높았는데(표 3), 이는 처음으로 접하는 

전기 자극에 대한 불안감이 치료 전반에 관한 

아무런 사전 정보를 얻지 못함으로 인하여 더욱 

고조된 것으로 보여진다. Spielberger(1972) 의 

상태불안 척도기구에 의한 결과에서도 두 그룹 

간에 유의한 차이 (p<O.Ol)를 보였는데(표 4) , 이 

상의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전기치료의 무 경 

험자에 있어 치료전반에 관한 치료사의 설명 

이 대상자의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Shulman 등(1992)은 전기자극에 따른 불안 

에 관한 연구에서 대상자를 Miller(1979 )에 의 

한 구분에 근거하여， 정보를 회피하는 무뚝뚝한 

(이후 Blunter) 그룹과 정 보를 구하는 검토(이 

후 Monitor) 그룹으로 나누었다. 그 결과 

Blunter 그룹에서는 자극전류 강도가 불쾌감을 

느끼 는 강도와 같았으나 Monitor 그룹의 전류 

강도는 현저하게 높은 강도였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치료에 적극적인 그룹이 좀 더 효과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 특히 대상자 

가 Monitor 그룹인 경우， Blunter 그룹인 경우 

보다 정보의 유 • 무가 불안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것은 정보를 구하고자하는 

대상자를 무시하고 설험을 하였을 때 대상자의 

본 연구에서 상태 불안만을 측정한 이유는 특 

수한 상황하에서의 정서적 반응이 예측 요소 

에 좋으며 스트레스 하에서 특성불안과 상태불 

안과는 상관 관계가 없음이 보고되었기 때문 

이다. 상태불안의 정도는 혈압과 맥박， 그리고 

Spielberger 의 상태불안 척도기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Spielberger의 상태불안 척도기구 

는 자신의 State - Trait Axiety Theorγ(1966) 

에 근거한 것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지고 

있다. 

‘인간이 상황을 위협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감정적 반응이 일어난다(상태불안 기구에 의해 

측정). 감정적 반응의 강도는 특성불안 기구에 

의해 측정되어지는 획득되어진 행동기질의 기능 

에다 감각기구에 의해 측정되어지는 기대되어지 

는 육체적 감각과 경험되어지는 육체적 감각 사 

이의 일치정도를 합하면 된다. 절차에 대한 대상 

자의 기대를 평가하기 위해서 감각기구는 느낌 

이나 절차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사용되어진다. 

느낌이나 절차정보를 제공한 후에 그러나 실험 

에 들어가기 전에 대상자는 감각기구로 다시 측 

정되어지며， 기대치에 있어서의 변화가 평가되 

어진다. 전과 후의 정보접수의 변화는 정보를 받 

은 것과 관계 있는 기대치에서의 변화를 반영할 

것이다. 실험이 끝난 후 실제로 경험한 감각을 

측정하기 위해 기구를 사용하게 된다. 후 절차와 

후 정보반응에 있어서의 차이는 기대되어진 감 

각과 경험한 감각사이의 일치에 관한 정보를 제 

공한다.’ 

불만파 불안이 가중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경피신경전기자극기 (TENS) 

실제로 본 연구에서 대조군이 실험에 관한 정보 로 환자의 불안감을 조성하는데 사용하였는데， 

를 구했을 때， 질문을 무시하고 실험을 계속하자 TENS는 강도와 전기적 특성에 있어서 다양하 

혈압과 Spielberger의 상태불안 척도기구에서 며 물리치료실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어지는 기 

정 보를 구하지 않은 대조군 보다 높은 점수를 계로서 고주파(high frequency: 40 - 150 Hz, 

받았다 50-100 μ sec pulse width, high inten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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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주파(Iow frequency: 1-4 Hz, 100-400 μ 한으로 줄이기 위하여 실험자와 대상자간의 설 

sec pulse width, high intensity) , 파열주파 험 전 접촉을 최소화시켜야 하고， 실험과정에 

(burst freQuency: 1 - 4 Hz with high 대한 노출을 방지하며， 실험실과 대기실을 똑같 

intemal frequency , 100-250 μ sec pulse 은 환경 으로 따로 분리 시 켜 야 한다. 또한 실험 전 

width, high intensity) , 그리고 고자극 대상자의 정상 안정 혈압을 측정하기 위하여 대 

(hyperstimulation: 1-4 Hz, 10-500 msec 상자를 최대한 심리적으로 이완되도록 유도해야 

pulse width, high intensity)으로 나뉘 어 진다 한다. 

(Jett, 1986). 본 연구에서는 고주파인 250 Hz를 불안은 치료의 저해 요소이다. 따라서 임상에 

사용하였는데 이는 TENS의 고주파와 저주파를 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환자가 물리치료에 

각각 대상자에게 적용하였을 때， 별다른 차이가 대한 거부감을 갖지 않고 편안한 상태에서 효과 

없었다는 실험결과(Q'Brien 등， 1984)와 고주파 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불안감을 최소화시 

(64 Hz, 128 Hz, 그리고 256 Hz)가 저주파보다 키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 연구에서 

혈류 증가가 상당히 적었다는 실험결과(W와dm， 는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여 병원에 처음 내원 

1953)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치료사의 설명 유 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불안감 역치에 대한 비교 

• 무라는 요인 외의 다른 요인을 되도록 제거하 가 필요할 것이다. 

여 효과를 확실하게 보기 위함이었다. 이 기구는 

또한 건강한 근육이나 약화된 근육 모두에서 근 

력을 증강시키는 방법으로서 증명되어지기도 하 

였다<Delitto등， 1992).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측정기기의 비 

정밀성에 의한 오차와 혈압측정 간격에 있어서 

v. 철론 

전기치료를 받아본 경험이 없는 대상자에 있 

어 치료사가 치료에 대한 설명 유 • 무가 환자의 

전기자극시에 초기경험과 관계된 불안감에 영향 

의 타당성 여부 그리고 환자 대상이 아닌 정상 을 주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20대 정상성인 남 •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것과 병원과 동일하지 못한 녀 80명을 대상으로 경피신경전기자극기 

환경 설정 등이다. 둘째， 피실험자들간의 동행 (TENS)를 사용하여 15분 동안 5분 간격으로 

정도 여부가 불안 정도에 영향을 미쳤으며 한 혈압과 맥박을 측정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 

대학교 내에서 대상자 80명을 선정한 관계로 일 었다. 

반화하는 데에 부족함이 있다. 셋째， 대상자들의 

성격 차는 기계에 대한 불안 정도를 같은 그룹 

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게 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통제하지 못하였다. 

넷째， 상태불안 척도기구를 대상자가 안정상태 

인 실험 전에 한번 측정하고 실험 후에 다시 한 

번 측정하여 값을 비교하지 못하였고， 실험 후 

대상자간의 값들만 비교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제한점들로 인한 오차를 최소 

1. 실험군과 대조군의 수축기 혈압측정치 간 

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2. 실험군과 대조군의 이완기 혈압측정치 간 

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O.01). 

3. 대조군과 실험군간의 맥박 비교에서는 통 

전 전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통전 직후부터는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p<O.01). 

4. 실험군과 대조군의 Spielberger가 제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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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불안 척도기구의 비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o.on 

이상과 같은 결과로 볼 때 전기자극을 처음 

경험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불안감은 치료 

사가 치료 전에 전반적인 설명을 해 줌으로서 

경감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치료의 효과를 

증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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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성별: 

나이: 세(만 세) 

절문지 

다음 문항들은 귀하가 지금 이 순간에 느끼고 있는 상태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각 문장을 잘 읽으신 후， 귀하의 현재 느낌과 가장 일치하는 난에 v로 표시해 주십시오. 

옳고 그른 답이 없으니 오래 머무르지 마시고 바로 답해주십시오 

전혀 
조금 보통으로 대단히 

그렇지 

않다. 
그렇다. 그렇다. 그렇다. 

l. 나는 마음이 차분하다 
2. 나는 마음이 든든하다. 
3. 나는 긴장되어 있다. 
4. 후회스럽고 서운하다. 
5. 나는 마음이 면하다. 
6. 나는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모E 겠다. 

7. 나는 앞。로 불행이 있을까봐 걱정하고 있다. 
8. 나는 마음이 놓인다. 
9. 나는 불안하다. 
10. 나는 편 안하게 느낀다. 
11. 나는 자신감이 있다. 
12. 나는 짜증A렵다. 
13. 나는 마음이 조마조마 하다. 
14. 나는 극도로 긴장되 어 있다. 
15. 내 마음은 긴장이 풀려 푸근하다. 
16. 나는 만족스렵다. 
17. 나는 걱정하고 있다. 
18. 나는 흥분되어 있다. 
19. 나는 즐겁다. 
20. 냐는 기분이 좋다. 

4 어느 과정에서 불안을 가장 많이 느끼셨는지 자세히 기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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