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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대표적인 정신질환으로 알려진 조현병은 질병의 특성상 인지, 지
각, 정서, 사고, 행동 영역에서 다양한 장애를 초래하고 증상의 지속

성과 잦은 재발로 인하여, 시간이 갈수록 만성적인 경과를 거치면서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이다[1]. 이로 인해 조현

병은 단일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국공립병원 및 300병상 이상 사립

병원 등 정신의료기관의 입원환자 중에서 44%라는 가장 높은 입원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2]. 특히 조현병 환자는 자신이 감당하기 힘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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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적인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하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이 부족하여 정신병적 증상이 더욱 악화된다[3]. 그러므로 입원

한 조현병 환자의 스트레스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중재해주는 것은 

조현병 환자의 간호에 있어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이다. 

특히 치료적 환경에 따라 입원한 환자가 느끼는 스트레스에는 차

이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일반적인 입원의 경우 

낯선 환경에 따른 불편감, 입원에 따른 경제적 문제, 질환과 치료의 

선택에 있어서의 불충분한 정보 및 질병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반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에는 재발

과 재입원의 반복에 대한 두려움, 폐쇄병동의 답답함, 자율성 통제, 
비자발적 입원의 부당함, 대인관계 문제 및 가족과의 분리에 따른 고

립감 등을 호소한다[4-6]. 이처럼 조현병 환자가 인식하는 입원과 

관련된 부정적인 스트레스 경험은 불안, 우울, 긴장, 위축 등으로 사

회적 고립을 초래하여 자기효능감을 저하시키며, 스스로 통제하기 

어렵다는 주관적인 평가를 하게 만든다[7]. 

자기효능감은 부정적인 생활사건과 정신증상 악화의 관계에서 상

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증진시키는데 필요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는데[8], 조현병 환자에게 있어서 자기효능감 

저하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실제보다 더 큰 두려움과 불안을 초래하

여 증상의 악화와 재발의 가능성을 높이고, 반복적인 입원이나 장기

입원으로 이어져 자기효능감이 더욱더 저하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므

로[9,10], 긍정적 반응 능력을 강화하여 자기효능감을 증진할 수 있

는 중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한편, 현재 조현병 환자의 치료는 재활적인 측면이 ‘회복 패러다

임’ 관점으로 전환되면서 단순한 증상관리나 치료가 아닌 주관적인 

행복이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었고 이들의 삶의 질 향상이 

치료와 재활의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다[11]. 이 중 심리적 안녕감은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에 따라 느끼는 전체적인 감정으로 자신의 삶

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또는 자신의 삶에서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가

에 대한 주관적인 삶의 측면이자[12], 조현병 환자의 삶의 질에 직접

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다[10]. 또한 조현병 환자를 위한 스

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연구는 극히 제한적이라 단순 비교할 순 없지

만, 인지행동 접근을 토대로 한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이 심리적 

안녕감과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킨다는 메타분석 연구도 있다[13]. 이

러한 연구결과들로 미루어 볼 때 조현병 환자를 위한 입원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중재는 자기효능감과 심리적 안녕감의 향상을 도모하

여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조절하고,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유지하면

서 주위 환경을 선택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통제력과 목적 있는 삶

을 살아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14]. 

지금까지의 조현병 환자를 위한 치료적 접근은 약물치료와 함께 

정신재활치료를 병행하여 스트레스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약

물의 순응도를 향상하여 증상의 빈도나 심각도를 줄이고 독립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도록 도와주었다[15]. 그 중에서도 인지행동치료

는 환자의 인지구조를 재구성하여 조현병의 증상과 스트레스 완화, 
사회적 기능 향상을 가져오는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알려져 왔으며

[1], 최근 인지행동치료의 영역 안에서 심리적 수용에 중점을 두는 

수용전념치료가 출현하여 새로운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수용전념치료는 치료자가 직접 개입하여 정서나 인지적 변화를 

도모함으로써 행동의 변화를 시도하는 기존의 인지행동치료와는 달

리 문제가 되는 정서나 인지를 바꾸려고 시도하기보다 자동화되어 

변화가 어려운 정서나 인지적 과정 자체를 ‘자기 수용’이라는 맥락으

로 접근하여 행동의 변화를 돕는다[16]. 실제 입원한 조현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수용전념치료기반 프로그램 중재가 재입원율이나 왜곡

된 사고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15,16], 수용전념치료에 관

한 체계적 문헌고찰에서도 조현병 환자의 적응을 돕는 유용한 근거

가 될 것으로 보고되었다[17]. 특히 수용전념치료는 심리적 유연성의 

증진을 목표로 하며, 심리적 유연성이 강화되면 자신에게 주어진 상

황에서 감정, 신체 감각 등을 불필요한 방어 없이 경험하고 의미 있

는 가치에 따라 행동하게 되므로 삶의 질 또한 향상된다[18,19]. 또
한 수용전념치료기반 프로그램 효과의 메타분석 연구[20]에서도 인

간의 정서, 감정과 관련된 정의적 영역에서 가장 큰 효과를 보고하

고 있다. 따라서 조현병 환자에게 수용전념치료기반 중재는 부정적

인 정서를 기꺼이 경험하고 긍정적인 수용을 촉진하여 입원 스트레

스를 감소시키고 자기효능감과 심리적 안녕감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수용전념치료에 관한 연구는 아직 초

기 단계이며, 특히 입원한 조현병 환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중재

하고 그 효과를 검정하는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기존의 선행연

구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조현병 환자에게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

램을 적용함으로써 지역사회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21], 입원한 정신

질환자의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중재연구[9]에서는 인지적 재구성 

과정으로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향상되었으나 만성 정신질환자를 대

상으로 하였다.   

이상의 문헌고찰 결과, 조현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수용전념치료

기반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중재는 입원한 조현병환자의 자기효능

감과 심리적 안녕감의 향상을 도모하여 입원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감소할 수 있는 관리 방안으로 판단되며, 본 연구를 통해 이를 검정

하여 과학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입원한 

조현병 환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인지행동 접근법인 수용전념치료기

반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적용하고, 입원스트레스 뿐 

아니라 개인이 기대하는 결과를 얻는데 필요한 행동을 스스로 수행

할 수 있는 신념인 자기효능감 및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여 정신간호중재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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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조현병 환자를 위한 수용전념치료기반 스트레

스 관리 프로그램이 입원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및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효과를 검정하는 것이다. 

3. 연구가설

가설 1. 수용전념치료기반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

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입원 스트레스가 감소될 것이다. 

가설 2. 수용전념치료기반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의 효과에 참여

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자기효능감이 향상될 것이다. 

가설 3. 수용전념치료기반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의 효과에 참

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심리적 안녕감이 향상될 

것이다.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조현병 환자를 위한 수용전념치료기반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이 입원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및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설계(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posttest design)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K도 소재 B정신전문병원에서 조현병 치료를 

위해 폐쇄병동에 입원한 환자 중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부터 

급성기가 지나 임상적으로 안정된 유지기 상태의 만성 조현병 환자

들을 추천받아 선별하였으며, 본 연구자가 개별 면담으로 프로그램

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하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서면으로 동의

한 자를 선정하였다.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

람 제 5판(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5])의 기준에 따라 조현병 진단을 받은 자, 연령이 만 19세 

이상∼60세 이하인 자, 조현병 이외에 다른 약물 및 알코올 중독이

나 기질적 정신장애의 병력이 없는 자, 프로그램 진행 동안 연구자와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설문지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자들로 하였으

며, 최근 3개월 이내에 다른 인지행동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

는 대상자는 본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 적합한 대상자 수 산정을 위하여 수용전념치료 프로그

램 효과에 관한 메타분석 연구[20]를 기반으로 Cohen [22]이 제시

한 independent t-test에서의 큰 효과크기=.80, 유의수준=.05, 검정

력=.80, 단측 검정으로 설정하여 G*Power 3.1.9 프로그램으로 산출

한 수는 그룹 당 21명이었으나, 프로그램 기간 내에 퇴원, 외박, 증상 

악화 또는 개인 사정으로 인한 중도 포기 등의 탈락률 20%를 고려

하여 1개 폐쇄병동에서 실험군 26명, 치료환경이 유사한 다른 병동

에서 대조군 26명을 각각 편의표집 하였다. 탈락자는 실험군에서 프

로그램 도중 참여를 포기한 대상자 2명, 조기 퇴원한 대상자 2명이

었으며, 대조군에서는 사후조사 설문지 작성을 거부한 대상자 1명, 
설문지 답변이 불성실한 대상자 3명을 제외하여, 최종 참여 연구대

상자는 실험군 22명, 대조군 22명으로 총 44명이었다(Figure 1). 

3. 연구도구

1) 입원 스트레스

입원 스트레스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Park과 Sung [23]이 개발

한 조현병 환자의 입원 스트레스 측정 도구를 원저자의 사용 허락 

승인 후 이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28문항의 4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입원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의 신

뢰도 Cronbach’s α는 .93이었으며,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82이다.

2)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Kim과 Cha가 기존의 자기효능감

과 관련된 문헌들과 척도들을 종합 분석하여 개발한 도구[24]를 저

자의 사용 허락 승인 후 이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24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구성된 5점 Likert척도

이며 부정형 문항은 역환산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89이었으

며,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88이다.

3) 심리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Ryff [12]가 개발한 Psycho-

logical well-being (MIDUS-Ⅱ version)을 Yoo [10]가 번역 수정한 

도구를 원저자와 한국형 저자의 사용 허락 승인 후 이용하였다. 특

히 심리적 안녕감의 다양한 버전 중 이 도구는 원저자로부터 조현병 

환자에게 사용하기 적절하다는 추천을 받았다. 이 도구는 총 42문항

으로 ‘매우 그렇다’ 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7점으로 구성된 7점 

Likert 척도이며 긍정형 문항은 역환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이며 심리적 안녕감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조현병 환자를 대상

으로 한 Yoo [10]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는 .89이었으며,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86 이다. 

4) 조현병 환자 대상 수용전념치료기반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조현병 환자들이 입원환경에서 경험한 공통적인 스트레스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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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기 위하여 조현병 환자의 입원 스트레스 측정도구를 개발한 

Park과 Sung의 연구[23]와 선행 문헌들[4-7]을 고찰하였고, 이를 

토대로 조현병 환자를 위한 수용전념치료 프로토콜[15]과 관련 지침

서[18,25]를 참고하여 조현병 환자에게 적합하도록 수용전념치료기

반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으로 재구성한 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

의 1인과 간호대학 교수 1인의 자문을 받았다. 전문가들은 수용전념

치료의 개념과 내용 부분이 조현병 환자에게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

으므로 실제 조현병 환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례들을 활용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과 프로그램의 진행 시간이 길어

지면 관심과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조언을 주었다. 이에 조현병 

환자가 흔하게 경험하는 증상이나 스트레스 사건들을 예시와 은유

로 활용하였고,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선행 문헌들[9,21,26]의 운

영시간을 비교하여 프로그램에 대한 각 회기를 도입부 10분, 주제에 

따른 주요 활동 30분, 마무리 호흡 명상 10분으로 구성하였다(Table 

1).

프로그램 참여는 실험군 전체가 한 집단으로 참여하여 병동 내 프

로그램 운영실을 장소로 이용하였으며, 수용전념치료 프로토콜[15]

과 조현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21,26]을 참

고하여 총 8회기로 구성하였고 월요일과 목요일 주 2회 오후 시간에 

실시하였다. 프로그램 내용은 각 회기 별 주제에 따라 강의교육, 수

용전념치료 메타포(은유) 활용, 4개의 소그룹 활동 및 토의, 명상 훈

련, 시청각 자료 활동을 병행하였고, 실험군 병동에 정신건강 간호사 

1인을 연구 보조원으로 선정하여 프로그램 시작 전에 본 연구의 목

적, 주제, 진행과정에 대해 상세히 교육하였다. 연구 보조원은 프로

그램의 운영과정에서 소그룹 활동 및 토의 시 원활한 운영을 위한 

중재 보조역할과 명상 훈련에서는 대상자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도

록 시범을 통해 도움을 주었다.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은 본 연구자는 정신전문간호사 및 정신건강

간호사이자 10년 동안 정신의료기관 내 병동에서 정신간호 실무를 

수행하면서 조현병 환자를 대상으로 다수의 재활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본 연구의 프로그램 준비를 위해 수용

전념치료 집단 면담기법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

1회기에서는 ‘나의 스트레스 확인하기’라는 주제로 먼저 10분 동

안 진행자를 소개하고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내용과 목적을 설명하

였다. 이후 30분 동안 구성원들의 자기소개 및 별칭 정하기와 입원 

후 경험한 스트레스와 평소 대처방식에 대해 차례로 이야기하면서 

심리적 안녕 상태를 방해하는 심리적 장애물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

졌다. 마지막 10분 동안 호흡명상을 실시하고 다음 시간까지 ‘입원 

생활 중 스트레스 사건에 대한 경험 일기’ 용지를 나누어주고 스트

레스 사건이 생기면 작성하도록 과제를 부여하였다. 2회기는 ‘통제 

Refuse to
participation (n=1)

Refuse to
participation (n=1)

Early discharge (n=2)

Assessed for eligibility
(n=52)

Intervention 1, 2
(n=26)

Intervention 3, 4
(n=24)

Intervention 5, 6
(n=22)

Intervention 7, 8
(n=22)

Post-test
Included in the

analysis
(n=22)

Post-test
Included in the

analysis
(n=22)

Pre-test
Experimental

group
(n=26)

Pre-test
Control group

(n=26)

Refuse to fill out
questionnaire (n=1)
Incomplete
answer (n=3)

Figure 1. Flow chart of th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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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물기와 수용하기’라는 주제로 수용전념치료의 첫 번째 치료과정인 

‘수용’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으며, 도입부에서는 지난 회기 부여한 과

제인 ‘스트레스 사건 경험 일기’에 대해 자발적으로 발표를 원하는 3

명의 참여자가 이야기하였고, 진행자는 스트레스 사건 당시에 느낀 

기분, 생각 및 신체 감각과 어떻게 대처했는지 질문하면서 구성원들

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30분간의 주요 활동시간에는 먼저 조현

병 환자들이 가장 흔하게 경험하는 환청을 예로 들면서 기존에 배웠

던 대처방법에 대해 환청을 경험한 참여자들이 발표하고 실제 얼마

만큼의 효과가 있었는지 구성원 간 이야기를 나누었다. 또한 ‘구덩이

에 빠진 사람’ 이야기를 통해 구덩이에서 빠져나오려고 노력하면 할

수록 더 깊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은유로 활용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을 피하기 위한 의도적인 통제 방법

이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결국 심리적 고통을 가중시

키는 비효과적인 대처임을 이해하고 스스로 개인의 사적 경험을 있

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25]. 3회기에

서는 ‘언어와 생각의 결합에서 벗어나기’라는 주제로 수용전념치료

의 두 번째 치료과정인 ‘인지적 탈융합’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으며, 특
히 3회기는 언어의 한계성을 배우고 언어와 인지적 과정 간의 융합

을 탈피하기 위한 활동으로 언어와 관계없이 행동 선택하기, 우유·우

유·우유 게임, 흑과 백 게임을 통해 생각은 하나의 생각일 뿐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음을 이해시키는데 초점을 두었다. 프로그램 진

행 중 2회기 시작 전과 3회기 시작 전에 각각 1명씩의 대상자가 프

로그램 참여를 거부하여 실험군에서 중도탈락자가 2명 발생하였다. 

4∼5회기는 수용전념치료의 핵심적 치료기제인 ‘맥락으로서의 자기’

Table 1. Acceptance-Commitment Therapy Based Stress Management Program   

Session Themes Contents of program
Time

(minutes)

1 Orientation Introduce the program and therapist 10

My stress check Introduce self and present a nickname

Discuss individual stress and coping style

30

Wrap up Breathing meditation

Homework: stress event experience diary

10

2 Getting started Share the conent of the previous session 10  

Acceptance Typical usual method of dealing with auditory hallucinations

Activities using metaphors

30

Wrap up Breathing meditation

Homework: event experience diary

10

3 Getting started Share the content of the previous session 10

Cognitive defusion Choosing actions regardless of language

Milk·milk·milk game

Black and white game

30

Wrap up Breathing meditation

Homework: event experience diary

10

4~5 Getting started Share the conent of the previous session 10

Self as context Fear of relapse and future: lecture (PPT) 

Understanding schizophrenia and using drugs

Improve self-efficacy: watching the video 

Raisins eating meditation 

30

Wrap up Breathing meditation

Homework: event experience diary

10

6 Getting started Share the content of the previous session 10

Stay in the present A letter from the future

A soap-blowing game

30

Wrap up Breathing meditation 10

7 Getting started Find my value: watching video  10

Find value Commitment to resemble my hero 30

Wrap up Breathing meditation 10

8 Getting started Activities using metaphor 10

Commitment to my values Complete program review and finalization

Share thoughts on participating in the program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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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여기서 맥락이란 개인의 생각이나 감정 등

의 사적 경험에 거리를 두고 사건이 일어나는 현재 경험이나 사실을 

의미하며 지금 여기에 집중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15,25]. 

먼저 4회기는 파워포인트 자료를 활용하여 입원한 조현병 환자가 경

험하는 공통적인 스트레스 사건이었던 재발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을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자신의 질환에 대한 인식과 수용

의 향상을 도모하였다. 또한 자기효능감은 성공적인 행위 성취 경험

뿐만 아니라 간접경험을 통해서도 증진될 수 있으므로[27] 조현병을 

성공적으로 극복한 사람들에 대한 수기를 동영상으로 시청하여 자

기효능감을 향상하도록 구성하였다. 5회기에서는 건포도 먹기 명상 

훈련으로 지금 이곳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아차리고 현재 이 순간에 

머무는 연습을 함으로써 알아차림 능력과 함께 수용과 인내심을 길

러갈 수 있도록 하였으며, 5회기 진행 전 2명의 대상자가 예상치 않

은 조기 퇴원으로 중도에 추가 탈락하여, 이후에는 실험군 22명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6회기는 ‘미래로부터 온 편지’라는 활동을 

통해 20년이 지난 뒤 자신을 구체적으로 상상해보고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었는지 이야기하였으며, ‘비눗방울 불기’ 게임은 비눗방울을 

우리가 매 순간 느끼는 불안한 마음이나 생각, 신체적 감각이라고 

상상하도록 유도하여 경험에 의한 자각으로 충분히 인식하는 것과 

경험하지 않은 자신의 마음에 몰두하여 미리 걱정하고 지금 아무것

도 하지 못하는 것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현재 순간과의 만남을 스스

로 선택하고 스트레스 사건에 유연하게 반응하는 방법을 알도록 하

였다. 7회기는 수용전념치료의 치료적 과정 중 ‘가치 선택하기’를 다

루었다. 도입부에는 ‘자신만의 가치 찾기’라는 주제의 동영상을 시청

하였다. 다음으로는 ‘나의 영웅’이라는 주제로 자신의 인생에서 중요

한 역할을 했던 혹은 닮고 싶고 존경하는 사람에 대해 생각해보고 

자신의 영웅과 닮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전념 행동에는 어떤 것들

이 있는지와 나의 전념 행동을 방해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장애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나열해보면서 자신의 특질을 확인하고 추구하는 삶의 방향을 모색

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 8회기는 수용전념치료 과정 중 ‘전념하

기’와 그동안 배운 내용들을 되돌아보고 정리하고 전체 프로그램의 

참여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며 종료하였다.   

4. 자료수집

자료수집 전 K도 소재 B병원 임상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

(BNH-2017-01)을 받은 후 진행하였다. 프로그램 시행 전 대상자들

에게 연구의 목적, 프로그램 내용과 진행 절차, 소요 시간,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금전적인 보상과 이점, 프로그램 도중이라도 언제든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중단할 수 있는 점, 설문지의 작성과 유의사항, 
비밀 보장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한 후 서면 동의서를 받았다. 

또한 수용전념치료기반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에게도 자료수집이 끝난 뒤 동일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7년 8월 7일부터 9월 1일까지였으며 치료 환경

이 유사한 두 개의 폐쇄병동 중 1개 병동은 실험군, 다른 병동은 대

조군으로 선정하여 연구의 내적 타당도를 위협하는 실험 처치 확산 

효과를 방지하고자 하였다. 사전조사는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날에 

연구자가 직접 대상자에게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 동의서

를 서면으로 받은 후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였으며, 사후조사는 

프로그램이 종료 직후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2.0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으며, 구
체적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 검정은 χ2 test, 
Fisher’s exact test로 분석하였다. 사전검사에서 종속변수의 정규성 

분포에 대해 Shapiro Wilk 검정을 실시한 결과 입원 스트레스(실험

군 W=0.96, p=.455, 대조군 W=0.93, p=.140), 자기효능감(실험군 

W=0.95, p=.310, 대조군 W=0.96, p=.509), 심리적 안녕감(실험군 

W=0.91, p=.055, 대조군 W=0.94, p=.210) 모두 정규 분포하는 것

으로 나타나 independent t-test로 분석하였다. 수용전념치료기반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의 실험처치 효과는 independent t-test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1. 연구 대상자의 동질성 검정    

1) 일반적 특성의 동질성 검정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2와 같다. 실험군 22명의 성별

은 남자가 59.1%이고, 평균 연령은 47.14±10.23세였다. 결혼 상태는 

미혼이 72.7%, 학력은 고졸 이하 77.3%, 전문대졸 이상이 22.7%이

었다. 입원 유형은 자의입원과 비자의입원이 각 50.0%, 입원 기간은 

3개월 미만 40.9%, 3개월∼6개월 미만 22.7%, 6개월 이상 36.4%이

었다. 대조군 22명 중 남자는 54.5%,이었고, 평균 연령은 44.68±

8.94세였다. 결혼 상태는 미혼이 81.8%, 학력은 고졸 이하 81.8%, 
전문대졸 이상은 18.2%이었다. 입원 유형은 자의입원이 59.1%, 비자

의입원 40.9%, 입원 기간은 3개월 미만 40.9%, 3개월∼6개월 미만 

13.6%, 6개월 이상 45.5%이었다. 이상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실험군

과 대조군의 동질성을 검정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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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 전 종속변수에 대한 동질성 검정

수용전념치료기반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 실험군

과 대조군의 사전검사에 대한 동질성을 검정한 결과는 Table 3과 같

다. 입원 스트레스는 실험군 평균 59.72±8.47점, 대조군 평균 57.05

±10.35점으로 두 군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0.94, p=.352). 자기

효능감은 실험군 평균 60.63±10.84점, 대조군 평균 63.64±11.01점

으로 두 군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0.91, p=.368). 심리적 안녕

감은 실험군 119.50±11.34점, 대조군 123.77±12.52점으로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1.19, p=.242). 이상으로 실험군과 대조군

의 모든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두 

집단이 유사한 집단임을 알 수 있다.    

2. 가설검정

1) 가설1

‘수용전념치료기반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입원 스트레스가 감소할 것이다’라는 가

설을 검정한 결과 실험군은 프로그램 실시 전 59.72±8.47점에서 프

로그램 실시 후 41.91±7.02점으로 감소하였고, 대조군은 사전 57.05

±10.35점에서 사후 54.50±9.26점으로 감소하였다. 실험군은 대조

군보다 중재 전에 비해 중재 후 입원 스트레스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감소(t=-5.09, p<.001)되어 가설 1은 지지되었다(Table 4). 

2) 가설2

‘수용전념치료기반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자기효능감이 향상될 것이다’라는 가설을 

검정한 결과 실험군은 사전 60.63±10.84점에서 사후 71.72±8.40점

으로 증가하였고, 대조군은 사전 63.64±11.01점에서 사후 63.91±

12.46점이었다.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중재 전에 비해 중재 후 자기효

능감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t=2.44, p=.019)되어 가설 2

는 지지되었다(Table 4). 

3) 가설3

‘수용전념치료기반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심리적 안녕감이 향상될 것이다’라는 가

Table 2. Homogeneity of General Characteristics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N=44)  

Characteristics Categories
Exp.(n=22)

n (%) or M±SD

Cont.(n=22)

n (%) or M±SD
 χ2 p

Sex Male 13 (59.1) 12 (54.5) 0.09 >.999

Female 9 (40.9) 10 (45.5)

Age (yr) ≤30   2 (9.0) 2 (9.0) 0.75 .457†

31~40 4 (18.2) 5 (22.8)     

41~50 5 (22.8) 8 (36.4)

≥51 11 (50.0) 7 (31.8)

 47.14±10.23 44.68±8.94 0.84 .402

Marital status Married 6 (27.3) 4 (18.2) 0.52 .721†

Single 16 (72.7) 18 (81.8)

Education level ≤High school 17 (77.3) 18 (81.8) 0.14 >.999†

≥College 5 (22.7) 4 (18.2)

Types of admission Voluntary  11 (50.0) 13 (59.1) 0.37 .763

Involuntary 11 (50.0) 9 (40.9)

Hospitalization period (month) <3   9 (40.9) 9 (40.9) -0.32 .746†

3~<6 5 (22.7) 3 (13.6)

≥6 8 (36.4) 10 (45.5)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M=Mean; SD=Standard deviation.
†Fisher’s exact probability test. 

Table 3. Homogeneity of Dependent Variables in Pretest (N=44)

Variables
Exp.(n=22)

M±SD

Cont.(n=22)

M±SD
t p

Hospitalization stress 59.72±8.47 57.05±10.35 0.94 .352

Self-efficacy 60.63±10.84 63.64±11.01 -0.91 .368

Psychological well-being 119.50±11.34   123.77±12.52 -1.19 .242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M=Mean; SD=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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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을 검정한 결과 실험군은 사전 119.50±11.34점에서 사후 133.09±

8.25점으로 증가하였고, 대조군은 사전 123.77±12.52점에서 사후 

132.73±9.64점으로 증가하였다.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중재 전에 비

해 중재 후 심리적 안녕감 차이가 증가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아(t=0.13, p=.894) 가설 3은 기각되었다(Table 4).   

논    의

본 연구에서 조현병 환자를 위한 수용전념치료기반 스트레스 관

리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중재한 결과 조현병 환자의 입원 스트레스 

감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입원 중인 조현병 환자에

게 인지행동적 접근을 기반으로 한 Park과 Sung [28]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선행연구[28]는 인지적 재구성 과정, 대처 자원 및 

대처 기술의 강화를 기반으로 입원 스트레스 감소 효과를 보고하였

다. 반면 본 연구는 기존의 인지행동치료가 아닌 수용전념치료 모형

의 이론적 근거를 기반으로 자신의 생각, 감정을 스스로 알아차리고 

이를 기꺼이 경험하고 수용하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다. 즉 수용전념치료기반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은 다

양한 은유 사용, 언어적 기능에 대한 체험적 활동, 호흡명상 등을 통

하여 입원 스트레스나 부정적인 생각 등을 의도적으로 통제하거나 

회피하는 방법이 비효과적인 대처임[18,25]을 스스로 이해하도록 유

도하였다. 이처럼 현재의 순간에서 경험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

도록 지지하고 교육한 것이 입원 스트레스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실제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그동안 생각이나 감정

을 회피하거나 긍정적인 사고로 변화시키고자 노력했는데 오히려 자

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인다는 점이 새

롭게 다가왔다고 말하였다. 또한 결국 스트레스란 자신의 마음에서 

생겨나는 생각일 뿐이며,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회피하는 행동으로 

연결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이러한 

수용전념치료의 긍정적인 효과는 섭식장애, 불안장애, 우울장애, 정
신증, 만성 통증, 당뇨병, 이명, 물질 중독 등 많은 질환들에 효과적

인 심리적 중재 방안으로 보고한 많은 실증적 연구들을 지지하는 결

과이다[17,25,29].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우울, 불안, 스트레스, 자
살 사고 등의 정신건강문제를 지닌 고위험군의 청소년이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며[29], 정신과적 진단을 받거나 조현

병 환자에게 수용전념치료를 적용하고 그 효과를 규명하는 경험적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추후 반복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

다. 

본 연구에서 수용전념치료기반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은 입원한 

조현병 환자의 스트레스 감소뿐 아니라 자기효능감을 향상하는데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자기효능감은 조현병 환자의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중요한 보호요인이지만 선행연구에서는 이를 측정한 연

구가 제한적인 실정이라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정신재활 프로그

램 후 조현병 환자의 자기효능감이 증가하고 스트레스 반응이 감소

하였다는 연구결과[30]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게다가 기

존의 정신재활 프로그램들은 자기효능감을 중요한 심리적 변인으로 

연구해왔으며, 특히 조현병 환자에게 자기효능감은 기능 향상과 증

상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재활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

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4]. 그러므로 조현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수용전념치료기반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이 입원환자의 부정적인 

스트레스 반응을 낮춰주고 자기효능감의 향상을 도울 수 있었다는 

점은 본 연구의 큰 의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Yang과 Jeon 

[26]의 연구에서는 조현병 환자를 위한 입원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

램의 효과변수로 자아존중감을 측정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없었다. 일반적으로 자기효능감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이

며,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가치에 대한 평가로써 자기 효능감은 자아

존중감 수준을 높여줄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Yang과 Jeon [26]

이 제공한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의 경우 스트레스 대처 방식과 같

은 인지적인 내용을 많이 포함하고 있지만, 단기간의 중재만으로 스

트레스 기법을 적용하고 실제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하여 자아존중

감 향상에 영향을 주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을 것이다. 반면에 본 연

구에서는 도입 단계인 프로그램 1∼2회기에서 입원 후 경험한 스트

Table 4. Comparisons of Dependent Variables between the two Group (N=44) 

Variables Group
Pre test Post test Difference

t p
M±SD M±SD M±SD

Hospitalization stress Exp.(n=22) 59.72±8.47 41.91±7.02 -17.82±6.64 -5.09 <.001

Cont.(n=22) 57.05±10.35 54.50±9.26 -2.55±5.25

Self-efficacy Exp.(n=22) 60.63±10.84 71.72±8.40 11.09±5.33 2.44 .019

Cont.(n=22) 63.64±11.01 63.91±12.46 0.27±7.16

Psychological well-being Exp.(n=22) 119.50±11.34 133.09±8.25  13.59±6.85 0.13 .894

Cont.(n=22) 123.77±12.52 132.73±9.64 8.95±7.78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M=Mean; SD=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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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와 평소 대처방식의 확인과 함께 스트레스 경험을 통제하거나 

회피하는 방법의 비효율성을 스스로 인지하도록 유도하였다. 프로그

램의 중반부에서는 언어와 생각의 결합에서 벗어나 언어가 지닌 상

징성의 한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등의 사적 경험을 임

의로 바꾸거나 변화시키려고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상황을 있

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관찰하는 자기’로 변화시키는데 초점을 두었

다. 이로 인해 대상자들은 프로그램이 점차 진행되면서 주어진 현실

을 수용하고, 스트레스 사건에 유연하게 반응하게 되면서 자기효능

감이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 즉 수용전념치료의 구성 과정을 단계적

으로 거치는 동안 심리적 유연성이 증진되면서, 입원 스트레스의 감

소뿐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현재 상황에서 내외적 자원들을 충분

히 활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획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심리적 안녕감은 실험군의 심리적 안녕감이 중재 전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대조군도 같은 폭으로 증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조현병 환자는 프로그램 중재와 상관

없이 입원기간에 따라 불안, 우울 등의 정신과적 증상이 완화되고 

치료적 환경에 적응하면서 심리적 안녕감이 향상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수용전념치료는 단기간에 효과를 보이지 않을 수 있

으며 일상생활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반복 훈련을 하는 것이 필

요하다[29]. 정신증 환자의 수용전념치료에 관한 체계적 문헌고찰에

서는 4∼10회기로 구성된 프로그램 중재들로 망상, 환청 등의 정신병

적 증상 감소와 재입원율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고[17], 다수의 

수용전념치료 관련 선행연구들은 수용전념치료 직후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결과 변수들이 추후 추적조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를 보였다[29].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프로그램 종료 후 평가 시점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의 변화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반복 측정 연구

를 통해 프로그램의 효과가 얼마나 오랜 기간까지 지속되는지를 검

정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수용전념치료기반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의 대상자

수는 26명으로, 정신건강문제에서의 수용전념치료에 관한 체계적 

문헌고찰[17]에서 조현병 환자 29명을 한 집단으로 진행한 프로그램

과 대상자 수를 유사하게 구성하였다. 이는 수용전념치료의 경우 은

유, 명상 등을 주요기법으로 활용하는 특징이 있으므로 통상적인 집

단 프로그램보다 더 많은 대상자가 참여 가능하기 때문이다. 본 프

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주로 은유를 사용하거나, 강의식 교

육, 시청각 자료, 명상법 등을 활용하여 26명의 집단이라도 운영에 

무리는 없었지만, 실험군에서 2명의 대상자가 프로그램 참여를 중도

에 포기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탈락자들과의 개별면

담을 시행한 결과 이들은 조현병 환자의 증상이나 스트레스 사건에 

대한 예시와 은유를 공감하거나 이해하지 못하였고 이러한 점이 프

로그램의 탈락으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수용전념치료에서 은유

는 대상자의 현재 상황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스스로 자신의 행동 

결과를 인식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므로[25], 후속연구에서는 

대상자의 특성이나 상황적 어려움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대상자들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은유를 적용하고, 프로그램 진행과정에서 탈락

률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조현병의 특성

상 시간이 경과할수록 기억력, 사고력, 주의력 등의 인지장애가 동반

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1] 은유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다양한 보

조 자료의 활용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의의는 국내 최초로 정신

의료기관에 입원한 조현병 환자에게 수용전념치료를 기반으로 한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그 효과를 검정하였다는 점이

다. 이를 통해 수용전념치료기반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조현병 

환자를 위한 간호중재로 활용할 수 있는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였

다는 점을 또 다른 의의로 들 수 있다.

결    론 

본 연구는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조현병 환자를 대상으로 수용

전념치료 모델을 기반으로 한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4주 8회기

로 구성하여 적용하고, 입원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및 심리적 안녕감

에 미치는 효과를 검정하기 위해 시도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설계

연구이다. 연구결과 조현병 환자의 입원 스트레스는 유의하게 감소

하였고, 자기효능감은 유의하게 증가하여 수용전념치료기반 스트레

스 관리 프로그램이 입원한 조현병 환자에게 유용한 중재방안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후속연구로 다양한 치료적 환경을 지닌 정신

간호 실무 현장에서 수용전념치료기반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정하기 위한 반복 연구를 제언한다. 또한, 많은 정신의료기

관에서 조현병 환자의 입원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효율적인 정신간

호중재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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