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용어 유방암 분노 프로그램 개발: , ,

서 론I.

연구의 필요성1.

분노는 인간이 경험하는 정서 가운데 가장 대표적이

고 핵심적인 정서이다 암환자에게 있어서도 분노는.

암 발생과 암 진행에 가장 향력이 큰 심리학적 사회,

학적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Cox & Mackay, 1982;

Temoshock & Heller, 1984).

특히 암환자의 성격 특성이 분노를 느낄 때 감정을

과도하게 억제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마음속에 담아둔

채 사회적으로 순응하는 성격 양상을 보이고type C

있다 이러한 부정적 감정억압은(Cordova et al., 2003).

암과 같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생리적 각성을 증폭시켜

우울 불안과 같은 정서적 심리적 고통을 심화시킬 수, ,

있다 암(Cordova et al., 2003; Greer & Watson,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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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경험하는 부정적 정서는 그 유병률이 23 ~ 44%

로 보고되고 있고(Greer & Moorey, 1997; Kim et al.,

암 치료이행과 암 생존기간에 유의한 관련이 있2008),

어 전문가의 치료가 필요하다(Greer & Watson, 1987)

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와 는감정표현과 암발생 및암 진Cox Mackay(1982)

행과의 연관성을 발표한 선행연구들을 분석한 후 분노

억압이 가장 큰 심리 사회학적 요인이라고 제시하 다.

최근에는분노가발암보다는 암발생후건강에위협을

주는 요소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와. Temoshock

또한 이와관련된 개의 연구를 종합분석Heller(1984) 18

한 후암 환자는 분노를 느낄 때 반응을 절제하는성향

이 높으며 이로 인해 스트레스 상황을 대처할 때 자율,

신경이 각성되어 불안감이 높고 감정억압이 높은 암,

환자 일수록 생존기간이 짧다고 보고하 다.

특히 유방암 환자들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적개심과

분노를 적절히 다루는 능력이 부족하고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는 경향이 있고(Morris, Greer, Pettingale, &

자기대화Watson, 1981; Kim, 2003), (self-communica-

가 부족하여 취약한 스트레스 대응 패턴을 보이고tion)

있다 더군다나 호발 연령이 대에서 정점을 이루고. 40

있는 한국의 유방암 여성들은암으로인한 극도의 위기

와 더불어 중년여성기에올 수 있는 우울증 및 분노 증

후군홧병의 위험에도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시기에 있( )

다 특히 유방암 여성의 분노자극요인은 역할수행 장. ‘

애 자기가치저하 암의두려움 감정억압 성격성’, ‘ ’, ‘ ’, “

향으로 유방암 여성의 정서적 문제가 곧 분노원인과’

일치하므로 분노관리가 이러한 심리적 문(Park, 2003),

제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분노억압은 암뿐 아니라 고혈압 두통 심혈관장애, ,

등의 질환에(Harenstam, Theorell, & Kaijser, 2000)

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

이 시사하는 바는 분노를 지나치게 억압하면 다양한

정신신체 질환들이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

억압된 분노를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은 인간의 정신건

강과 신체건강을 위해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분노로 인한 문제가 개인적 사회적 임상적, ,

으로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분노에 대한 연구는 우울이

나 불안에 비해서 거의 없는 실정이다.

분노에 대한 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심리학과 상담학에서 주로 대학생 대상의,

분노표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 다(Ko, 2008; Lee,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심리학 상2003; Seo, 2004). ,

담학에서 주로 적용한 분노관리 프로그램을 유방암 환

자의 특성을 고려한 분노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간호학에서 암환자 대상의 분노관리 프로그램.

연구는 의 연구가 있을 뿐 포괄적인 프로그Kim(2003)

램으로 분노관리 증진을 시도한 연구는 거의 없다 분.

노관리 자기효능감은 자신의 감정을 자율적으로 조절

하는 것으로 인지적 재평가와 자기효능이론에서 제시

하는 대리경험 성취경험 언어적 설득으로 학습되고, ,

훈련될 수 있을 것이다 대리경험은 유사한 상황에서.

성공적으로 분노를 조절하는 환우를 관찰하므로 학습

되고 성취경험은 그러한 학습을 바탕으로 스스로 분,

노조절을 하게 되므로 다음 행위에 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격려 권유 등의 언어적 설득은 분노,

조절 자기효능감을 증대시킬 수 있다(Bandura, 1986).

이에 본 연구는 통합된 분노관리 증진 프로그램을

인지이론과 자기효능이론에 접목하여 개발하고 평가

하고자 한다.

연구목적2.

본 연구는 유방암환자의 분노표현을 조절하는 분노

관리 자기효능감 증진 프로그램이하 분노관리 프로그(

램을 개발함에 있다) .

�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분노관리 내용분석 유방암,

환자의 분노생성과정 분석 및 프로그램 내용 타당

도 분석을 실시한다.

� 유방암 여성의 분노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 개발된 프로그램에 대한 형성평가를 한다.

� 형성평가에근거하여수정된프로그램을제시한다.

용어정의3.

형성평가 프로그램을 보다 효(formative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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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으로 수정 ·보완하기 위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그

자료를 토대로 프로그램을 수정하는 과정이다 형성평.

가 단계는 일대일 평가 소집단 평가 현장평가가 있다, ,

본 연구에서는 실제 유방(Kim, Kim, & Yang, 1996).

암 환자를 대상으로 소집단 평가를 실시한 것을 의미

한다.

연구방법II.

연구설계1.

유방암 여성의 분노생성의 역동적 관계를 파악하고,

분노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법론적 연구이며 프,

로그램의 형성평가는 단일군 전후 원시실험설계(one

로 실시하 다group pretest-post test design) .

연구대상자2.

분노관리 프로그램의 개발1)

국내외 분노관리 관련 저서 및 프로그램이 검토되었

고 분노생성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유방암환자 명이, 8

참여하 다 프로그램의 내용타당도 검증을 위한 전문.

가 집단은 분노전문 심리학자 명 유방암 전문가 명2 , 3

이었다.

분노관리 프로그램의 형성평가2)

형성평가는 유방암 수술 년 이내의 환자 중 현재2

외래에서 항암화학요법을 받으면서 자신이 유방암이,

라는 것을 알고 있고 설문응답과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를 대상으로 하 다 대상자는 연구참여에 서면으로.

동의한 명 중 사후 조사까지 참여한 명이었다9 6 .

연구기간3.

프로그램 개발은 년 월부터 개발하기 시작하2006 11

여 년 월까지 계속적으로 수정 보완하는 순환적2007 8

개발과정을 거쳤으며 프로그램의 평가는 년 월, 2007 9

부터 시작하여 년 월까지 이루어졌다 형성평2007 12 .

가의 사전 조사는 년 월에 훈련된 연구보조원이2007 9

자료를 수집하 고 사후 조사는 동년 월에 이루어12

졌다.

연구절차4.

분노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과정1)

연구자 준비(1)

본 분노관리 프로그램의 진행을 위해서 분노관리 전

문가가 지도하는 화 다스리기 분노관리 워크숍에‘ : ’

년 월 월 차례 참석하 고 개별적으로 분노2007 2 , 10 2 ,

관리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았다.

분노 내용분석문헌(2) ( )

유방암 환자의 분노와 분노관리 문헌(Chon, 2007;

Garrison, 1995; Kim, 2003; Ko, 2008; Nay, 2004; Park,

2003; Schiraldi & Kerr, 2002; Seo, 2004; Woo, 2007)

등을 분석한 후 분노자극 범주와 분노관리 방법을 도

출하 다.

유방암환자의 분노 분석(3)

유방암 환자 명을 대상으로 개방적 면담 질문으로8

면담하 다 질문 내용은 유방암 진단을 받고 투병생. ‘

활을 하면서 화나고 속상하고 울화통 터지고 기가, , ,

막히게 하는 경험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으며 참’ ,

여자가 질문내용에 답하기 어려워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할 수 있도록 하 다 분노생성과정.

은 인지이론에 근거하여 분노유발 선행사건 개인의,

사고 작용일차 평가 이차 해석 분노표현 및 반응으( , ),

로 분석하 다.

분노관리 프로그램의 작성(4)

내용분석과 암환자 분석에 근거하여 분노자극 범주

별 분노관리법이 포함된 프로그램을 작성하 다.

분노관리 프로그램의 타당도 검증(5)

프로그램의 내용타당도 검증을 위한 전문가 집단으

로부터 평가받고 수정보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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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용 소책자 개발(6)

분노관리와 유방암 건강관리에 관한 교육용 소책자

를 개발하 다.

분노관리 프로그램의 운 과 형성평가2)

� 항암화학요법을외래에서 받고 있는대상자를 만

나연구목적을설명하고 연구참여를수락한 대상

자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직접 기록하도록 하

다 대상자가 원할 때는 연구보조자가 설문지 내.

용을 읽어 주고 작성하 다.

� 프로그램 운 은 개별 혹은 소그룹으로 운 하

다 차시에 분노와 유방암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 1

고 분노관리와유방암건강관리에대한교육용소,

책자를 제공하고 분노일지를 작성하도록 하 다, .

� 차시에 대상자의 분노자극을 파악하고 관련 분2

노관리법에초점을 둔프로그램을 제공하 다 이.

때훈련받은 연구보조자와 유방암 완치자의 자기

주장 대화법분노관리 역할극을 실시하고 이완( )

요법 테이프를 제공하 다.

� 차시부터 개별 전화코치에서 분노관리 방법을3

확인하고대리경험을통한 자기주장대화법을 재

확인하고 성취경험으로 이어지도록 언어적 설득

을 하 다.

� 프로그램제공 주후에사후설문지를 면대면혹4

은 우편으로 설문지를 받았다.

연구도구5.

분노1)

분노유발 상황에서 나타나는 즉각적인 반응으로 자

율신경계의 활성화 혹은 흥분을 수반하는 정서적 측면

과 생리적측면을 포함한정서생리적인 현상을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의(Spielberger, 1988). Spielberger(1988)

분노표현 척도인 분노억제 분노표출 분노통제를, ,

과 가 표준화한 한국판Chon, Hahn Lee(1998) STAXI-K

분노 표현 양식(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척도를 사용하 다 분노표출은화가 나면 이를겉으로.

드러내는것이며 분노억제는화는나있지만겉으로드,

러내지않는것이며 분노통제는화가난상태를자각하,

고 화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책략들을 구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척도는 분노억압 문항 분노표출. (8 ), (8

문항 분노통제 문항로 총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8 ) 24

다 각 문항은 점 척도로 전혀 아니다 점 가. 4 Likert ‘ ’ 1 , ‘

끔 그렇다 점 자주 그렇다 점 거의 언제나 그렇’ 2 , ‘ ’ 3 , ‘

다 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역별 분노표현 정도가’ 4

높은 것을 의미한다 한국판 분노표현 척도 개발 당시.

각 하위 요소별 신뢰도는 분노억압 분노표출.81, .74,

분노통제 으로나타났다 본연구에서의신뢰도는분.80 .

노억압 분노표출 분노통제 로 나타났다.78, .70, .74 .

자료분석6.

분노관리 프로그램의 개발1)

� 국내외 유방암환자의 분노와 분노관리 문헌은

의 분노 자극 분류에 기초하여Deffenbacher(1999)

분노자극의 범주를 내적 자극사고와 정서중심( ),

외적 자극 환경적 자극 복합 자극과거경험과( ), (

내외적 자극의 복합으로 설정하고 분노 인지이) ,

론에 기초하여 개인이 사건에주관적으로 부여하

는 일차평가와 이차적 해석을 파악하 다.

� 암환자 명을 대상으로 한 면담자료는8 Seo(2004)

의 인지이론에 근거한 분석방법에 따라 분노 상

황에 대한 일차적 평가분노사고와 이차적 해석( )

분노사고을 분석하고 분노 자극을 파악하 다( ) .

분노관리 프로그램의 운 과 형성평가2)

수집된 자료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SPSS/WIN 12.0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을 이용하여 분

석하 고 실험군의 사전사후 짝비교 검사는- Wilcoxon

로 하 다Wilcoxon signed rank test .

연구결과III.

분노관리 프로그램의 개발1.

유방암 환자의 분노 내용분석 문헌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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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와 분노관리 문헌을 토대로 유방암 환자의 분노

자극을 분석한 결과 외적자극으로는 만족스럽지 못한

치료 및 간호 지지부족 통증으로 제시되었고 복합자, , ,

극으로는 여성상 손실이나 신체상 장애로 인한 자존감

의 손상으로 나타났고 내적자극 요소로는 부정적인,

정서와 성격으로 나타났다.

유방암 환자의 경우 분노반응은 간접적 공격원망( ,

비방 자기 공격 혼자 삭인다 침묵한다 참는다 숨긴), ( , , ,

다 및 회피체념 무시 상황피하기로 나타났다.), ( , , ) .

분노의 표현양식과 관련된 건강상태로는 분노 억제

가 강한 사람들은 고혈압 두통 심혈관계질환 및 암발, ,

병과 관련이 있었으며 우울감과 절망감등의 부정적,

정서와 관련이 있었다(Harenstam et al., 2000)(Table 1).

유방암 환자의 분노생성과정 분석 현장2) :

유방암 환자 분석에 참여한 대상자 명의 특성은 다8

음과 같다 연령은 평균 세 이었으며 결혼. 47.50(5.23) ,

상태는 기혼이 종교는 있음이 로 많았다100%, 75% .

교육정도는 중졸 고졸 대졸 이상이 이25%, 50%, 25%

었으며 직업은 없음이 로 많았다 유방암 병기는, 75% .

기가 로 많았고 수술 후 경과기간은 평균2 66.7% , 1.5

년이었다.

유방암 환자 명의 심층 면담 자료는 인지이론에 근8

거하여 분노유발선행사건분노자극 개인의 사고 작용( ),

일차 평가 이차 해석 분노표현억제 표출 조절 및( , ), ( , , )

정서적 반응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2).

분노유발사건의 범주에는 외적자극으로 개인적인

기대나 소망이 어긋났을 때당위적인 기대가 어긋남( )

로 나타났고 복합자극으로는 자기 가치감 상실로 나,

타났고 내적자극으로는 부정적인 정서와 성격특성으

로 나타났다 범주 의 외적자극에서 개인적인 기대나. 1

소망이 어긋났을 때당위적인 기대가 어긋남는 수술( )

후 기대만큼 회복되지 않음 민간요법 수행을 위한 경,

제적 지지 부족 남편의 배려 부족으로 나타났다 범주, .

의 복합자극에서 자기가치감 상실은 유방 및 모발 상2

실 팔 부종으로 나타났다 범주 의 내적자극에서 부, . 3

정적인 정서와 성격특성은 재발의 두려움 감정억제,

성향으로 나타났다.

일차적 분노사고를 분류한 결과 질병회복에 대한 개

인적인 소망이 어긋났을 때와 타인으로부터 배려 받지

못했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있었고 외모손상과 관련된,

자존감의 위협 암 재발에 대한 비관적 통념과 및 감정,

을 억누르는 성격특성이 핵심주제로 나타났다.

이차적 분노 사고는 일차적 분노 사고에 대한 반응

으로 나타나는 사고로 분노유발 상황에서의 개인의 대

처 양상이나 행동을 주로 반 하는 인지적 산물이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타인비난 재발의 두려움 강화 자, ,

기비하로 나타났다.

Table 1. Content analysis of anger in people with breast cancer

Trigger factors Reaction Outcomes

1. External

․ Frustrated expectation (Unsatisfied treat-
ment & care, lack of family support)

․ Disease (Pain, suffering)

2. Complex
․ Damage of self-esteem (Impairment of

appearance, impairment of body image)

3. Internal
․ Negative emotion & personality (Power-

lessness, depression, anxiety, fear of re-

lapse, uncertainty, type C personality)

․ Passive aggression (Blame, dis-
guise of anger, suppression of

anger, evasion of situation)

․ Physical: Cardiovascular,

cancer & chronic diseases.

․ Psychosocial: Negative

emotion, impairment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성인간호학회지 제 21권 제, 2호 년, 2009

분노반응에서는 직접적인 공격보다는 간접적인 원

망이나 자기 공격적인 서운함 속상함 억울함 삭힘, , , ,

울음 자기비난 등으로 나타났고 부정적 정서반응으, ,

로 우울을 동반하고 있었다.

분노유발 외적자극 당위적인 기대나 소망이 어(1) :

긋났을 때

수술 후 기대만큼 호전되지 않음-

사례 제가 수술을 하고 다른 사람들 보다 개월을 더: " 4

입원하고 그 이후에도 년을 더 치료 받고 했는데 그것에1 ...

해 너무 화가 나고 이해 할 수가 없었어요 남들은 받지...

않은 치료를 받으러 입원도 하고 치료를 받으러 다니는 것

이 너무 힘들고 받아들여지지가 않더라구요 수술 후에...

선생님이 바늘로 물 빼고 누르라는 이야기를 안 해줘서 다

시 물차고 바늘도 잘못해서 뼈에 닿고 아프고 물차는 것...

도 더 심해져서 까지 차서 다시 입원하게 되고 그100cc ...

선생님이 잘 해줬으면 하는 원망을 하게 되더라구요..."

� 분노선행사건 수술 후 추가입원 및 치료:

� 일차평가의미부여 기대만큼 수술 치료가 잘 안( ):

되었다.

� 심리적 불편감 죽음에 대한 두려움 재발에 대한: ,

두려움

� 이차해석 의사가 치료를 잘 못했다 나는 희생자: .

다.

� 분노표현 및 정서적 반응 분노억제 대치된 공격: ,

의사의 잘못으로 돌림 간접적 공격원망( ), ( )

남편의 배려 부족-

사례 일상생활이 자유롭게 살다가 아프니까 모든 것이: "

패턴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뭔 말 한마디 했.

는데 말투가 서운해서 화가 나서 그 다음날까지 말하기 싫

고 삐졌어요 눈물도 나구요 남편은 내가 아파도 괜찮아. ,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포기하지마 그래야 하는데. . ..."

� 분노선행사건 남편의 무반응과 서운한 말투:

� 일차평가의미부여 남편이 나에게 관심이 없다( ): /

배려가 없다

� 심리적 불편감 위축감 상처감 고립감 서운감: , , ,

� 이차해석 남편이 잘못이다: .

� 분노표현 및 정서적 반응 분노억제 자기공격우: , (

울)

복합자극 자기 가치감 상실(2) :

유방 및 모발 상실-

사례 아픈 건 견딜 수 있는데 정말 힘든 건 머리카락1. "

이 없어지면 여자로서 정말 힘들어 식당가도 모자 쓰고...

밥 먹는 건 죽은 시간이나 다름 없어요 잠깐 밖에 나가... .

도 모자 써야 하고 그 속을 누가 알까 사람들 지나가는... .

지 자꾸 보고..."

사례 수술 후에 가슴이 여자의 상징이 없다고 생각2. " ..

하니까 또 밖으로 보이니까 아픈 감정보다 부끄러운 감정.

이 들죠 저는 중탕 안가요 집에서 하지 마음 상하는. . .

거 많아요."

� 분노선행사건 수술과항암제치료로 인한 유방과:

머리카락 상실

� 일차평가의미부여 가슴과 머리카락이 없는 것( ):

은 여자의 수치다.

� 심리적불편감 여성상상실감 자존감위협 고립: , ,

감 수치심,

� 이차해석 나는 여자로서 가치가 없다: .

� 분노표현 및 정서적 반응 분노억제 자기공격울: , (

음 삭힘, )

내적자극 부정적인 정서와 성격특성(3) :

암 진단과 재발 가능성-

사례 육체적인 고통을 참으면 되지만 마음에 오는 두: "

려움 같은 거는 정말 견디기 힘들어요 재발이 된다는 걱정.

이 굉장히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어쩔 때는 내가 사.

는 의미를 없게 만들어버려요 소리없이 울기도 하고 화. ...

도 나고 딱 년이 넘으니까 겁이 나기 시작해요 병원 가... 1 .

기 전날 밤은 잠 못자고 이상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

자다가도 일어나요 내가 너무 예민한가 싶고... ..."

� 분노선행사건 암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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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차평가의미부여 암은 치료해도 재발이 된다( ): .

� 심리적 불편감 두려움 불안 무력감 불확실성: , , ,

� 이차해석 나도 재발될 수 있다: .

� 분노표현 및 정서적 반응 분노억제 자기공격우: , (

울)

분노관리 프로그램의 작성3)

내용분석과 암환자 분석에 근거하여 분노관리 프로

그램을 과 같이 작성하 다 본 연구에서는 인Table 3 .

지 행동 정서를 모두 고려하는 통합적인 모델에 초점, ,

을 두고 의 인지행동 분노조절 프로그램과Seo(2004) -

정서조절에 초점을 둔 의 분노조절 프로그램Ko(2008)

및 의 분노관리 프로그램에 기초하여 개발Chon(2007)

하 다.

프로그램은 인지적 재구성 비합리적이나 왜곡된 사:

고양상을 확인하고 적응적인 신념체계와 왜곡되지 않

은 사고양상으로 재구성 이완 요법 분노 시 동반되는, :

생리적 각성 상태와 암환자의 정서적 혼란 완화 자기,

주장 훈련 감정 욕구 바램을 상황에 적절하게 표현: , ,

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데 초점을 두었다 또한 유방.

암환자의 특성인 분노억압에 초점을 두고 자기 내부로

향한 억눌린 감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그러나 억압된 분노가 쌓이게 되면 자.

신도 모르는 순간 부적절한 방법으로 폭발하게 되므

로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분노표출에 대한 적절한,

대처방법도 프로그램에 포함시켜 진행하 다.

통합적인 분노관리 중재방법으로는 교육 토의 역, ,

할연기 전화코치 및 소책자 제공으로 이루어졌다 교, .

육은 개별교육 혹은 소그룹 교육이 가능하며 역할연,

기는 유방암 완치자의 분노관리 역할극 관찰대리경(

험과 대리경험을 통한 자기주장 대화법성취경험이) ( )

이루어지도록 하 다 언어적 설득을 위해 전화코치는.

일대일 면담이 이루어진 후 차시부터 주에 회3 1 1 15 ~

분간 이루어지도록 하 으며 주제는 자기주장 대20 ,

화법이 성취경험으로 이어지도록 하 다.

프로그램의 운 은 주간 차시까지이며 차시 당4 4 , 1

60 ~ 분으로 구성하 다90 .

유방암환자의 분노관리와 건강 소책자 개발4) ‘ ’

소책자는 분노에 관한 이해 및 분노관리 전략과 유

방암 건강관리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분노관리 전략으

로는 분노자극별 분노관리로 감정억제형 성격특성의

분노관리 전략 당위적 기대가 어긋났을 때 통제할 수, ,

없는 상황일 때 자기존중감이 상했을 때 신체적으로, ,

질병이 있을 때 분노응급처치를 제시하 다 유방암, .

환자의 건강관리에 관해서는 항암화학요법 환자가 경

Table 2. Anger process in people with breast cancer (N=8)

Trigger factors Primary anger-thoughts Secondary anger-thoughts Anger expression & reaction

1. External

1) Frustrated expectations
․ Unsatisfied operation

․ Lack of economic support

․ Lack of husband support

․ Feeling of poor operation

․ Feeling of poor support

․ Blame others(doctor,

husband) & economic
situation

․ Blame

․ Depression

2. Complex

1) Loss of self worth

․ Loss of breast & hair

․ Arm edema

․ Feeling of interruption of

role performance

․ Feeling of decreased self

worth

․ Cry

․ Suppression

․ Shame

3. Internal

1) Negative emotion &

personality
․ Fear of relapse

․ Type C personality

․ Fear of cancer

․ Invert personality

․ Feeling of relapse

․ Feeling of fool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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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하게 되는 부작용과 림프부종 자기간호방법 및 건강

증진방법을 제시하 다.

분노관리 프로그램의 운영과 형성평가2.

분노관리 프로그램의 내용타당도 검증1)

프로그램 운 에 앞서 먼저 개발된 프로그램의 내용

타당도 검증을 받았다 분노전문 심리학자 명 유방암. 2 ,

전문가 명으로 부터 프로그램의 구성 내용 방법의3 , ,

적절성 등 문항으로 평가받았다 평가결과 프로그램5 .

의 구성에서 환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차시를 감소시킬

것과 유방암 환자특성에서 도출된 분노자극별 분노관

리가 구체적으로 포함될 것 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

어 보완하 다.

분노관리 프로그램의 평가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질병특성(1)

형성평가는 결과평가에 앞서 수행되는 소집단 평가

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유방암 환자 명을 대상으로 실6

시하고 프로그램을 수정 ·보완하 다.

연구대상자 명에 대한 특성은 다음과 같다 연령은6 .

평균 48 ± 세 이었으며 결혼 상태는 기혼이7.64 , 100%,

종교는 있음이 로 많았다 교육정도는 고졸66.7% . 50%,

대졸이상이 이었으며 직업은 없음이 로 많50% , 83.4%

았다 유방암 병기는 기가 로 많았고 수술은 완. 2 50% ,

전절제술이 로 보존술보다 많았다 수술 후 경과66.7% .

기간은 수술 후 개월 이하가 로 많았으며 암전이6 50% ,

가 된 경우는 이었다33.3% .

분노관리증진 프로그램의 운 과 평가(2)

분노관리프로그램을제공받은실험군은프로그램제

공전보다분노억제정도(Z = -1.997, p = 와분노표.046)

출정도(Z = -2.207, p = 가더낮아졌고 분노통제정.027) ,

도에는 효과가 없었다(Z = -1.826, p = .068)(Table 4).

Table 3. Program for anger management based on self-efficacy

Session Objective Contents Methods/Materials

1 Session ․ Understanding of anger management

program

․ Understanding of anger & cancer
․ Understanding of mind-body relaxation

program

․ Introducing oneself

․ Introducing anger management program

․ Lecture: anger & breast cancer
․ Expressing anger trigger situation

․ Practicing mind-body relaxation

․ Lecture

․ Discussion

․ Small booklets
․ Anger journal

․ Cassette tape for

relaxation

2 Session ․ Perceiving of cognitive distortions

․ Perceiving of negative anger expression

․ Learning of anger control

․ Lecture: Cognitive reconstructuring

․ Learning rational alternatives

․ Role play for vicarious experiences

․ Lecture

․ Role play

3 Session ․ Understanding of hidden emotion in
anger

․ Changing from anger thoughts to

rational alternatives

․ Perceiving of hidden emotion in anger
․ Learning anger control method

․ Telephone call
coaching

4 Session ․ Practicing of anger-control expression

․ Panning of positive emotion

․ Assertive training for anger expression

․ Practicing of positive emotion

․ Lecture

․ Role play

Table 4. Effect of a program for anger management (N=6)

Variables
Experimental group (n=6)

Z p
pre M ± SD post M ± SD

Anger-in 16.33 ± 5.39 12.33 ± 4.23 -1.997 .046

Anger-out 18.67 ± 6.92 14.33 ± 4.32 -2.207 .027

Anger-control 14.67 ± 3.93 17.33 ± 4.93 -1.826 .068

Wilcoxon Rank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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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관리 프로그램의 수정(3)

형성평가에 근거하여 분노관리 프로그램은 Table 5

와 같이 수정하 다 수정된 프로그램은 다양한 상황.

에서 분노통제전략을 구사할 수 있도록 역할극이 강화

되었고 반복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운 차시가 회, 4

에서 회로 증진되었다6 .

논 의IV.

분노관리 프로그램의 개발1.

본 연구는 분노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분

석단계에서 문헌고찰을 통한 내용분석을 실시하고 유,

방암환자의 심층 면담자료로부터 분노상황에 대한 일

차적 평가분노사고와 이차적 해석분노사고을 분석( ) ( )

하 다 이때 내용분석에서 도출된 분노자극의 공통된.

주제가 암 환자의 진술과 부합되는지 확인하 다.

본 연구결과 분노유발사건으로 수술 후 기대만큼 호

전되지 않음 민간요법 수행을 위한 경제적지지 부족, ,

남편의 배려 부족으로 나타나 선행연구, Kissane(1994)

에서 치료에 대한 좌절이나 가족의 비난 섞인 표현 등

이 암환자의 분노원인으로 제시된 것과 일치하 다.

특히 본 연구의 분석에서 이러한 분노자극은 자신의

병기와 상관없이 수술 후 다른 사람처럼 반드시 빨리“

회복되어야 한다 는 당위적 기대가 어긋난 것과 관련.”

이 있었으며 개인의 인지적 평가의사의 설명부족과(

비 숙련된 시술에 대해 의미부여에 따라 분노가 증폭)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분노는 사건 자.

체보다는 개인이 사건에 주관적으로 부여하는 해석이

나 의미부여에 의해서 유발된다는 인지이론을 지지하

Table 5. Revised program for anger management based on self-efficacy

Session Objective Contents Methods/materials

1 Session ․ Understanding of anger management

program

․ Understanding of anger & cancer

․ Understanding of mind-body
relaxation program

․ Introducing oneself

․ Introducing anger management

program

․ Lecture: anger & breast cancer
․ Expressing anger trigger situation

․ Practicing mind-body relaxation

․ Lecture

․ Discussion

․ Small booklets

․ Anger journal
․ Cassette tape for relaxation

2 Session ․ Perceiving of cognitive distortions
․ Perceiving of negative anger

expression

․ Learning of anger control

․ Lecture: Cognitive reconstructuring
․ Learning rational alternatives

․ Role play for vicarious experiences

․ Lecture,
․ Role play

3 Session ․ Learning of anger control ․ Role play for vicarious experiences ․ Video or flash contents

4 Session ․ Understanding of hidden emotion in

anger

․ Changing from anger thoughts to
rational alternatives

․ Perceiving of hidden emotion in

anger

․ Learning anger control method

․ Telephon call coaching

5 Session ․ Practicing of anger-control

expression

․ Assertive training for anger

expression

․ Lecture

․ Role play

6 Session ․ Practicing of anger-control

expression
․ Panning of positive emotion

․ Assertive training for anger

expression
․ Practicing of positive emotion

․ Role 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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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방 및 모발 상실 팔 부종 등은 여성상의 상실과,

역할 수행 장애를 초래해 가치감을 저하시켜 분노를

초래하는 복합자극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Park(2003)

의 연구에서 외모손상이 유방암 여성 분노의 중요한‘ ’

원심적 원인으로 제시된 것과 의 연구에Snyder(1986)

서 신체에 대한 배신감 자기가치 상실감이 분노의 원,

인으로 제시된 것과 일치한다.

유방암 환자의 감정억제 성향 또한 본 연구에서 내

적 분노자극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연구에서

유방암환자들은 분노를 품에 안고 감정의 표현을 억,

제하는 자신들의 성격 성향이 질병을 초래했다고 분노

하고 있는 것과 일치한다 특히 부정적(Garrison, 1995).

인 상황이 발생한 것이 자신의 탓이라고 판단하여 분

노가 자신을 향하는 악순환이 발생하는(Beck, 2000)

것으로 나타났다.

암 재발의 두려움 또한 본 연구결과에서 중요한 내

적 분노자극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암재발에 대한 비관

적인 통념이 무력감 정서를 동반하고 분노를 생성한다

는 것을 보여주었다 의 연구에서도 암의. Park(2003) ‘

두려움은 유방암 분노의 가장 중요한 중심적 원인이’

되는 것으로 제시된바 있다.

유방암 환자들의 분노반응에서는 직접적인 공격보

다는 간접적인 원망이나 자기 공격적인 서운함 속상,

함 억울함 삭힘 울음 자기비난 등으로 나타났고 부, , , , ,

정적 정서반응으로 우울을 동반하고 있었다 이는 유.

방암 환자의 일차적 분노사고가 외적자극타인의 행동(

이나 상황의 부당함보다는 암 재발이나 외모손상과)

관련된 자존감의 위협복합자극이나 감정을 억누르는( )

성격특성 등 내적 자극이 주를 이루고 있어 이차적 분

노 사고는 자기 공격적인 서운함 속상함 억울함 삭, , ,

힘 울음 자기비난 등으로 나타났다고 보인다 또한, , .

의 연구에서도 그들은 평화를 지키기 위Garrison(1995)

해 직면하기를 피하고 분노를 참고 견디며 침묵하면, ,

서 자기비난 과 억압하는 태도를 보인다는(self-blame)

것과 일치하며 의 연구에서 눈물과 한숨 속, Park(2003)

에서도 분노를 역력히 숨기려고 하는 모습이 발견되었

으며 분노상황에 대해 가장 많이 표현하는 단어는 속,

상하다 화가 난다 기가 막히다 등이었다는 것과 일치, ,

한다.

본 연구의 분노관리증진 프로그램은 인지 행동 정, ,

서를 모두 고려하는 통합적인 중재에 초점을 두고 개

발되었는데 이는 대학생 대상의 의 분노조절Seo(2004)

프로그램과 의 분노조절 프로그램 및 일반인Ko(2008)

대상의 의 분노관리 프로그램의 통합적인Chon(2007)

접근과 일치한다.

이러한 프로그램과 본 프로그램의 차별성은 분노관

리 중재방법으로 교육 토의 역할 연기 이외 대리경험, , ,

전화코치 및 소책자 제공이 이루어졌다 대리경험은.

유방암환자가 흔히 경험하는 분노자극에 있어 적절하

게 자기주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유방암생존자의 역

할연기를 통해 습득하여 성취경험으로 이어지도록 하

다 이러한 암 완치자를 통한 대리경험은 암환자에.

게 공감을 제공하여(Fawzy, Fawzy, Arndt, & Pasnau,

확신을 준다 개별적인 전화코치는 익명성이 보1995) .

장되고 근접성이 있어 여러 번의(Fawzy et al., 1995)

모임이 쉽지 않은 외래 암환자인 경우 중재의 연속성

을 줄 수 있었다 특히 전화코치에서 대상자의 개별 분.

노자극을 확인하고 대리경험을 통한 분노관리법을 재

확인하고 성취경험으로 이어지도록 언어적 설득을 하

다.

중재방법으로는 주제내용에 따라 개별중재와 그룹

중재를 병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룹중재는 개별중재에.

비해 비용 효과적이고 동료 암환자의 문제를 보면서

안도감과 분노관리 의지를 배우게 할 수 있으며(Fawzy

개별중재는 대상자에 대한 관심과 감정표et al., 1995).

현을 유도하므로 정서적인 지지가 가능하다 본 프로.

그램에서는 면대면 혹은 전화 상담으로 개별중재가 이

루어지도록 구성하 다.

이상의 투병의지 프로그램은 통합적으로 모든 방법

을 적용할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대상자에 맞게 보완

하여 적용할 수 있다.

분노관리 프로그램의 형성평가 및 프로그램의 수정2.

프로그램의 형성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유방암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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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대상으로 주간 분노관리 프로그램을 운 할 결6 4

과 프로그램은 분노억제와 분노표출에는 효과적이었

으나 분노통제에는 직접적인 효과가 없었다, .

분노억제는 프로그램 제공 주 후에 유의하게 감소4

되어 본 연구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이 유방암환자의 분

노표현 증진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제시하 다 이는.

본 연구의 중재에서 유방암 환자의 인지적 재구조화를

통해 감정억압을 감소시키고 적응적인 대처 사고와 분

노표현 연습으로 효과를 나타냈다고 사료된다 연구자.

가 대상자 개개인에게 충분히 시간을 할애하여 심도

있는 나눔은 치료적인 효과가 상승적으로 작용하 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 대상의. Ko

의 연구에서 분노에 대한 치료 프로그램이 분노(2008)

억압 감소를 초래한 것과 의 자기주장훈련이Lee(2003)

대학생의 분노억압 감소에 효과가 있었다는 보고와 일

치하 다.

대상자의 분노억제 점수에서 사전 사후 차이 비교를

통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사전 점수 평균은,

16.33 ± 이고 사후 점수 평균은5.39 , 12.33 ± 이다4.23 .

이와 같은 표준편차는 집단 안에서 모든 참가자의 분

노억제가 감소되었다고 할 수 있다.

분노표출에 있어서도 프로그램 제공 주후에 유의4

하게 감소되어 본 연구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이 유방암

환자의 분노표현 증진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제시하

다 이는 본 프로그램에서 억압된 분노가 표출될 경우.

분노응급처치 뿐 아니라 적절한 분노표출 방법 교육이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분노 상황에서의.

생리적 각성수준을 낮추기 위한 이완훈련과 호흡법이

포함되어 부적절하게 표현되는 분노표출에 도움이 되

었다고 사료된다 의 연구에서도 자기주장훈. Lee(2003)

련이 분노표출 감소에 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하 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분노관리 프로그램은 분노 통제에

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노통제는 화가 난.

상태를 자각하고 화를 진정시키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본 프로(Chon et al., 1998),

그램은 차시 차시 당4 (1 60 ~ 분로 운 되어 대상자90 )

가 다양한 상황에서 분노통제 전략을 구사할 만큼 충

분히 학습되지 않았다 따라서 분노통제 전략을 충분.

히 연습할 수 있는 역할 연기를 강화시키고 중재기간

을 최소한 차시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제시되어 프로6

그램을 수정하게 되었다 와 의 암. Rehse Pukrop(2003)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심리사회적중재의 메타분석 연구

에서 주 이상의 중재를 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12

비해 중재효과 크기가 큰 것으로 보고하여 본 연구의

프로그램 수정을 지지하고 있다.

결론 및 제언V.

분노는 인간이 경험하는 정서 가운데 가장 대표적

인 정서다 암 환자는 분노를 느낄 때 반응을 절제하.

는 성향이 높으며 이로 인해 스트레스 상황을 대처,

할 때 자율신경이 각성되어 우울 불안과 같은 정서,

심리적 고통이 심화된다 뿐만 아니라 분노억압은 암.

발생과 암 진행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

으나 이에 대한 중재연구는 거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주간의 분노관리 프로그램을 개발4

하고 평가하 다 프로그램 개발은 인지이론과 자기효.

능감 이론을 접목하여 개발하 고 프로그램의 형성평,

가는 단일군 전후설계를 이용한 원시실험 설계로 검

증하 다 프로그램 개발과정의 연구대상은 분노 관.

련 저서 및 프로그램이 검토되었고 유방암환자 명, 8 ,

내용타당도 검증을 위한 전문가 명이 참여하 다5 .

프로그램의 평가는 현재 외래에서 항암화학요법을 받

고 있는 자로서 연구참여에 동의한 유방암환자 명이6

었다.

형성평가를 위한 프로그램 운 은 소그룹 혹은 개

별로 면대면 중재와 전화코치를 실시하 고 총 주간4 ,

차시 당1 60 ~ 분의 중재를 실시하 고 중재 실시90 , 4

주 후에 효과를 평가하 다 프로그램의 평가에 사용.

된 도구는 의 문항 분노표현 척도Spielberger(1988) 24

인 분노억제 분노표출 분노통제를 한국판으로 표준, ,

화한 척도를 사용하 다STAXI-K .

유방암 환자 명의 심층면담자료는 의 인8 Seo(2004)

지이론에 근거한 분석방법에 따라 분석하 고 프로그,

램 운 평가를 위한 실험군의 사전사후 짝비교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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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부호순위 검정으로 분석하 다Wilcoxon .

분노관리 프로그램의 개발1.

분노유발사건촉진요인의 범주에는 외적자극 복합( ) ,

자극 내적자극으로 나타났다, .

외적자극은 수술 후 기대만큼 회복되지 않음 민간,

요법 수행을 위한 경제적지지 부족 남편의 배려 부족,

등 개인적인 기대나 소망이 어긋났을 때당위적인 기(

대가 어긋남로 나타났다 복합자극으로는 유방 및 모) .

발 상실 팔 부종으로 인한 자기 가치감 상실로 나타났,

고 내적자극으로는 부정적인 정서와 감정억제의 성격,

특성으로 나타났다.

분노반응에서는 직접적인 공격보다는 간접적인 원

망이나 자기 공격적인 서운함 속상함 억울함 삭힘, , , ,

울음 자기비난 등으로 나타났고 부정적 정서반응으, ,

로 우울을 동반하고 있었다.

분노관리 프로그램은 인지적 재구성 이완요법 자, ,

기주장 훈련으로 구성되었고 중재방법으로는 교육, ,

토의 역할연기 전화코치 및 소책자 제공으로 이루어, ,

졌다 분노관리 프로그램의 운 은 주간 차시까지이. 4 4

며 차시 당, 1 60 ~ 분으로 구성되었다90 .

분노관리 자기효능감 프로그램의 형성평가 및 수정2.

유방암환자 명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의 형성평6

가 결과에서 분노관리 프로그램은 분노억제 및 분노표

출을 유의하게 감소시켰으나 분노통제에는 효과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노관리 프로그램의 최종 목표는 대상자가 다양한

상황에서 분노통제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프로그램의 운 차시를 확대하고 역할극을 충분히 학

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수정하여 제시하 다.

본 연구는 분노관리 프로그램의 개발과 형성평가에

초점을 두었으므로 추후 연구는 본 연구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효과검증을 실시할 것을 제언한

다 또한 역할극의 학습을 증진시키기 위해 멀티미디.

어를 활용한 콘텐츠 개발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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