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론 

1.1 연  필

인생의 환과정에 놓여있는 년기 여성은 호르몬

변화로 인한 다양한 갱년기 증상과 더불어 역할변화와

상실에 의한 불안, 기분 조, 신경과민, 건강 염려증, 외

로움, 우울과 같은 정서장애를 경험한다[1]. 특히 우울은

갱년기 증상을 더욱 악화시키고[2] 일상생활의 흥미상실

과 활기 하로 삶의 질을 하시키고 있다. 최근 국민건

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빅 데이타 분석보고에 의하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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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진료환자는 2012년 58만 8천명에서 2017년 68만

1천명으로 지난 5년간 15.8% 증가했으며 연령구간은

년층 고령층이월등히 많이 차지하고 있고, 여성이 남

성보다 2.1배 많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년기이후 여

성에게 가장 높은 부정 정서가 우울증임을 시사한다.

우울증 상자들의 자아존 감은 낮다. 그들은 자신을

가치 없는 무의미한 존재, 결함이 많은 존재로 인식하고

자신의 주변과 미래에 한 시각이 부정 이다. 세상을

극복 불가능한 장애물이거나 자신에게 과도한요구를 가

해오는 존재로 생각한다[4]. 그로인해 그들의 일상생활에

서 생기는 정서는 부정 이며 이를효율 으로 조 하지

못해 민감해지고[5], 정서표 은 억제하거나 회피하여[6]

심한 망감이나 슬픔에 빠지게 된다. 그들의 낮은 자아

존 감과 부정 정서는 인 계형성에 부정 향을

끼쳐 우울은 만성화되어간다[7]. 우울증과 같은 정

서 혼란은 객 사실보다 주 신념에 의한 정서

고통과 자기 괴 행동을 보이며[8], 우울증 증상이

심해짐에 따라 논리 객 성은 더욱 더 결여되어 자살

생각에 이르게 된다. 우울증은 재발률이 높고 자살과 연

성이[9] 높기 때문에 우울증의 재는 매우 실하고

시 한 문제이다.

지역사회의 우울증 년여성들은 일상에서 부정 생

활사건의 스트 스를 스스로 극복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우울증 여성들은 부정 자극을 받으면 쉽게 움츠

려들고 은둔하여 사회 축 상이 심해져 재발의 가

능성이 높다. 따라서 우울증 재발을 방하기 해서는

자아존 감을 강화시켜 정 시각으로 자신과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돕고, 자신의 감정을 하게 표 하

게 하여 극단 행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야하며,

인 계능력을 향상시켜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재가 요구된다

우울증 치료는 인지치료가 효과 이며 유용하게 쓰이

고 있다[10]. 특히 Ellis[10]의 인지․정서․행동 치료

(REBT)는 인간의 부 한 감정과 문제가 비합리 신

념으로부터 생겨난다는 것에 기 하고 있으므로 신념을

수정하여인지의 재구조화를 돕는 이론이다. REBT에

한 문헌조사에 의하면 우울을 감소시키고[11,12] 자아존

감[13], 정서표 성[14,15], 인 계능력[16,17]을 향상

시키는 데에 효과 이며, 약물치료보다 비용효과와 유용

성 면에서 두드러진다고보고되고 있다[18]. 하지만 이러

한 치료는 부분 입원 이거나 일반인을 상으로 한

심리 ․정신의학 근의 연구로 이루어져 지역사회

내의 우울증 년여성을 한 재는 미비한 상황이다.

정신질환이 기계론 모델로는 설명할 수 없는 정서

개별성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치료 근도

항과 방어를 이고 상자 스스로 극 인 개입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근이 필요하다[19]. 이와 같은 시각

에서 제시된 것 의 하나가 화치료이다[20]. 우울증

년여성을 한 재의 일환으로 이며 근이 용

이하고 상자의 흥미와 심을 유도 할 수 있는 화를

치료 매개체로 활용하는 것은 질병 회복과정에 극

으로 참여하게 하는 활동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상자

들은 화를 보는 동안 억압이나 방어를 낮추게 되고

화 속 인물에게 동일시 는 투사되어진 자신을 개방하

고 공감하면서 정화 경험을 갖게 된다[20]. 한 흥미

있는 환경 내에서 가치 있는 삶의 의미를 찾고, 자기 탐

구도 경험하게 된다[21].

화치료는 우울을 감소시키고[22], 자아존 감

[21,23], 정서표 성[24,25], 인 계[20,26] 등을 향상시

키고 있음이 입증되고 있다. 그러나 우울증을 겪고 있는

년여성 상자를 한 연구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따

라서 본연구의 목 은 REBT를 기반으로개발한 화치

료 로그램이 지역사회 우울증 년여성의 우울과 자아

존 감, 정서표 성, 인 계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

하여 지역사회의 정신사회 재활 재 로그램으로 기

여하고자 한다.

1.2 연 가

1.2.1 제 1 가설: REBT기반 화치료 로그램에 참여

한 실험군은 조군보다 우울 수가

감소될 것이다.

1.2.2 제 2 가설: REBT기반 화치료 로그램에 참여

한 실험군은 조군보다 자아존 감

수가 높아질 것이다.

1.2.3 제 3 가설: REBT기반 화치료 로그램에 참여

한 실험군은 조군보다 정서표 성

수가 높아질 것이다.

1.2.4 제 4 가설: REBT기반 화치료 로그램에 참여

한 실험군은 조군보다 인 계

수가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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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 방법

2.1 연 계

본 연구는 REBT기반 화치료 로그램을 개발하여

우울증 년여성의 우울과 자아존 감, 정서표 성, 인

계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고자 비동등성 조군

․후 설계를 한 유사 실험연구이다.

2.2 연 대상 

본 연구자는 G 도시의 정신보건센터 4곳을 방문하여

각 센터 장들에게 연구목 을 설명하고 조를 요청하

다. 상자 모집은 센터의 게시 과 발행 신문에 화치

료를 홍보하여 희망자를 신청 받았으며, 센터의 정신보

건 간호사가 연구의 선정기 에 의해신청자를 선별해서

연구자에게 의뢰하 다. 구체 인 상자 선정기 은 정

신보건센터를 통해 의뢰된 여성으로 언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 40∼60세의 연령에 해당한 자, 연구에 참여할

것을 동의한 자, 정신과 의사에게 우울증으로 진단받은

자(DSM-Ⅳ)로 하 고 우울증 외에 다른 정신과 문제

진단을 받은 자는 제외하 다.

연구표본의 크기는 G-power 3.1 로그램을 활용하

여 Faul, Erdfelder, Lang과 Buchner[27]이 제시한 Power

analysis를 근거로 유의수 α= .05, 효과크기 .80, 검정력

.80으로 하 을 때 최소 표본 수는 조군 21명, 실험군

21명이나 도탈락률을 고려하여 조군과 실험군을 각

각 25명씩 선정하여 실시하 다. 실험 재의 확산을 막

기 하여 2개구의 정신보건 센타(N과 P)는 조군으로

2개구의 정신보건 센타(D와 G)는 실험군으로 선정하

으며 조군 25명, 실험군 25명, 총 50명으로 시작하 다.

그러나 로그램 도 에 조군에서 우울증 악화로 1명

입원, 3명 연락두 로 총 4명이 도탈락되었고, 실험군

에서 직장을 나가게 된 2명이 도탈락 되어 조군 21

명, 실험군 23명 총 44명을 연구 상자로 확정하 다.

2.3 연 도

2.3.1 아존 감 측정도

자아존 감 측정도구는 Rosenberg[28]가 개발하고

Jeon[29]이 번안하여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 다.

총 10문항의 4 척도이며 수가 높을수록 자아존 감

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Jeon[29]의 연구에

서 Cronbach's ⍺는 .92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5이었다.

2.3.2 우울 측정도

우울 측정도구는 Beck[30]의 우울증 척도를 Lee와

Song[31]이 번안한 도구를사용하 다. 총 21개 문항의 4

척도이며 수가 높을수록 우울정도가 높음을 의미한

다. 도구의 신뢰도는 Lee와 Song[31]의 연구에서 일반인

집단의 Cronbach's ⍺는 .78, 우울환자 집단 Cronbach's

⍺는 .85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8이었다.

2.3.3 정 표  측정도

정서표 성 측정도구는 Kring, Smith와 Neale[32]의

정서표 성 척도를 Han[33]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

다. 총 17개 문항의 6 척도이며 수가 높을수록 정서

표 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Han[33]의

연구에서 Cronbach's ⍺는 .92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9

이었다.

2.3.4 대 계 측정도

인 계 측정도구는 Schlein과 Guerney[34]의 인

계 변화척도를 Moon[35]이 번안, Joen[36]이 수정․보

완한 도구를 사용하 다. 총 25개 문항의 5 척도이며

수가 높을수록 인 계가 좋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Joen[36]의 연구에서 Cronbach's ⍺는 .88이었

고 본 연구에서는 .91이었다.

2.4 연  진행 절차

2.4.1 치료 프로그램 개발

본 연구자는 지역사회 내 우울증 년여성의 우울 감

소와 자아존 감, 정서표 성, 인 계능력을 향상시키

기 해 REBT기반 화치료 로그램을개발하 다.

로그램 개발과정은 다음과 같다.

G지역의 P정신보건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년의 우

울증 여성 3인에게 60분씩 2회 사 면담을 실시하 다.

사 면담을 통해 알게 된 그들의 어려움과 요구를 해결

하기 해 로그램의 목표를 설정하 으며 목표에

한 화를 선정하 다. 화선정은 REBT 이론 배경과

로그램 구성요소와의 련성을 심사숙고하여 화치

료 문가 3인과함께 안면타당도를 확보한 8편의 화를

최종 선정하 다. 최종 선정된 8편의 화는 비합리 신

념과 합리 신념을 함축 으로 보여 수 있는 장면으

로 클리핑 하 다. 목 에 맞게 클리핑 된 25분 분량의

화는 화치료 문가 1인, 정신과 교수 2인, 인지정서



한 디지털정책학 논문지 제16  제10514

행동치료 문가 1인, 정신과 의사 1인, 간호학과 교수 1

인 등에게 로그램 내용타당도를 검정 받았다. 구성된

로그램의 재방법 실 가능성과 연구도구의 타당도

를 검정하기 해 정신보건센터에 등록되어있는 3인의

우울증 년여성에게 주 1회, 150분, 10회기의 비조사

를 실시하 다. 비 로그램의 결과 상자들의 우울은

감소되었으며 자아존 감, 정서표 성 인 계능력

은 향상되었다.

2.4.2 실험처치

본 로그램은 비조사를 실시하여 구성된 REBT기

반 화치료 로그램 그 로 수정 없이 진행하 다.

로그램내용 타당도는 정신간호학 교수 1인, 화치료

문가 1인, 간호학 교수 1인에게 검증받았으며, 운 은 각

지역사회 센터에서 주 1회, 150분, 10회기를 실시하 다.

실시한 본 로그램은 아래 Table 1과 같다 .

2.4.3 료수집 

본 연구는 지역사회 내 우울증 년여성에게 화치

료 로그램을 2013년 1월부터 8월까지 운 하 다.

비조사결과본 연구자가 구성한REBT기반 화치료

로그램으로 우울증 년여성의 우울은 감소하고 자아존

감, 정서표 성, 인 계능력은 향상되어 로그램의

정 인 효과를 확인하 다. 따라서 특별한 수정 없이

본 로그램으로 진행하 다.

실험군에게제공한 본 로그램은 주 1회, 150분, 10회

기로 구성하 고, 집단의 크기는 5명 이하 6그룹을 운

하 다. 자료수집 측정은 센터의 정신보건간호사가 사

․사후 설문조사 하 으며 매 회기의 로그램 알림도

정신보건간호사가 담당하 다. 로그램의 모든 진행은

본 연구자가 하 다.

본 연구자는 정신보건 문 간호사로서 정신과 병원

에서 환자 가족 상담을 10년 동안 하 으며, 화치료

민간 자격증을 소지한 강사이고, REBT 이론 과정 상

session objectives time contents cinema

The first stage: Finding the irrational belief

1

Getting start 20
▪Introduce the cinema program
▪Make a group rule

Orientation 80
▪Talking about depression
▪Sharing the my problem

Wrap up 10
▪Sharing experience
▪Home work: Irrational belief check list

2

Getting start 20
▪Expressing today's mood in a non-verbal way
▪Interpret results of individual irrational belief checklist

Pay It Forward
Improving self
esteem

110

▪Watching the edited cinema on 30minute
▪Sharing thought and feeling after watching cinema
▪Finding irrational/rational beliefs in cinema
▪Role play about ambivalence
▪Writing 'mission statement'

Wrap up 20
▪Sharing experience
▪Encouraging and supporting each other

3

Getting start 20 ▪Expressing today's mood in a non-verbal way

Bagdad Cafe

Improving
emotional
expression

110

▪Watching the edited cinema on 30minute
▪Sharing thought and feeling after watching cinema
▪Finding negative emotions in cinema
▪Making the story behind the cinema

Wrap up 20
▪Sharing experience
▪Encouraging and supporting each other

4

Getting start 20 ▪Expressing today's mood in a non-verbal way

Ordinary People

Improving
i n t e r p e r s o n a l
relationship

110

▪Watching the edited cinema on 30minute
▪Sharing thought and feeling after watching cinema
▪Finding irrational beliefs, emotions and behavior in the cinema
▪Lecture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Making the 'Family sculpture technique'

Wrap up 20
▪Sharing experience
▪Encouraging and supporting each other

The second stage: Switching to a rational belief

5 Getting start 20 ▪Expressing today's mood in a non-verbal way
My
Neighbors The

Table 1. Cinema Therapy Program Based on RE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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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roving
self
esteem
and
Decreasing
depression

110

▪Watching the edited cinema on 30minute
▪Sharing thought and feeling after watching cinema
▪Finding rational beliefs/ emotions / behavior in the cinema
▪Lecture on Rational Emotive Behavior Therapy(REBT) of Ellis's theory
▪Training Reconstruction of Cognition through Language Change

Yamadas

Wrap up 20
▪Sharing experience
▪Encouraging and supporting each other
▪Home work: Self-talk

6

Getting start 20
▪Expressing today's mood in a non-verbal way
▪Check the home work

Million
Dollar
Baby

Improving
self
esteem
and
Decreasing
depression

110

▪Watching the edited cinema on 30minute
▪Sharing thought and feeling after watching cinema
▪Finding rational beliefs/ emotions / behavior in the cinema
▪Training with REBT principles
▪Writing a REBT self-help note

Wrap up 20
▪Sharing experience
▪Encouraging and supporting each other
▪Home work: Self-talk, Writing a REBT self-help note

7

Getting start 20
▪Expressing today's mood in a non-verbal way
▪Check the home work

The
Sound
of
Music

Decreasing
depression and
Improving
emotional
expression

110

▪Watching the edited cinema on 30minute
▪Sharing thought and feeling after watching cinema
▪Finding rational beliefs/ emotions / behavior in the cinema
▪Training healthy emotional expression with I message
▪Writing a REBT self-help note

Wrap up 20
▪Sharing experience
▪Encouraging and supporting each other
▪Home work: Self-talk, Writing a REBT self-help note, I massage

8

Getting start 20
▪Expressing today's mood in a non-verbal way
▪Check the home work

Fried
Green
Tomatoes

Improving
self esteem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110

▪Watching the edited cinema on 30minute
▪Sharing thought and feeling after watching cinema
▪Finding rational beliefs/ emotions / behavior in the cinema
▪Exploring negative emotions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Role plays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Wrap up 20
▪Sharing experience
▪Encouraging and supporting each other
▪Home work: Self-talk, Writing a REBT self-help note, I massage

The third stage: Internalization of rational beliefs

9

Getting
start

20
▪Expressing today's mood in a non-verbal way
▪Check the home work

The
Pursuit
of
Happyness

Improving
self esteem,
Decreasing
depression, and
Improving
emotional
expressi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110

▪Watching the edited cinema on 30minute
▪Sharing thought and feeling after watching cinema
▪Finding rational beliefs/ emotions / behavior in the cinema
▪Using Metaphor
▪Training Overcoming Stress

Wrap up 20
▪Sharing experience
▪Encouraging and supporting each other
▪Home work: Self-talk, Writing a REBT self-help note, I massage

10

Getting
start

20
▪Expressing today's mood in a non-verbal way
▪Check the home work

Finish the
program

110

▪Sharing the feelings about program
▪Sharing my change through the program
▪Evaluation 'mission statement'
▪Internalization of rational beliefs
▪Create self-help groups

Wrap up 20
▪Sharing experience
▪Encouraging and supporting each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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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마쳤다.

2.5 료  방법

상자의 일반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

편차를 구하 고 실험군과 조군의 일반 특성에 한

사 동질성 검정은 χ²-test와 t-test로 분석하 다. 종속

변수의 정규성 검정은 Komogorov-Smirnov로 확인하

고, 실험군과 조군의 종속변수에 한 사 동질성 검

정은 t-test로 분석하 다. 화치료 로그램 실시후 실

험군과 조군 간의 차이에 한 집단 간 비교는 t-test

로 분석하 다.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정은 Cronbach's

⍺ 계수를 이용하 다.

2.6 리적 고려

본 연구는 Y병원의 연구윤리심의 원회(IRB No.:

2013-1)의승인을 받은 후 각센터의정해진 차에 따라

조승인을 받았다. 상자에게 연구목 과 차를 설명

하 으며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았다. 연구를 통해 알게

된 개인 정보는 비 이 보장되고, 연구에 참여를 원하지

않을 때는 언제라도 철회할 수 있음을 고지하 다. 로

그램의 설문조사에 응해 모든 연구 상자에게는 사

․사후 조사 시 각각 문화상품권을 제공하 으며,

로그램 종료 실험군에게는 수료증과 함께소정의 상품을

제공하 다.

3. 연 결과

3.1 반적 특  동질  검정

본 연구에 참여한 상자는 총 44명으로 실험군 23명,

조군은 21명이었다. 상자의 일반 특성은 연령, 교

육수 , 종교, 직업, 우울증 진단 기간, 약물복용여부 등

으로 두 군의 동질성 검정을 실시한 결과 두 군 간에 차

이가없어 실험군과 조군은 동질한 군임을 확인하 다.

실험군의 평균연령은 49.6세 이었으며 조군의 평균

연령은 51.1세 이었다. 결혼 상태는 실험군이 기혼 11명

(47.8%) 이혼 8명(34.8%)의 순이었으며 조군은 기혼

13명(61.9%) 사별 4명(19.0%)의 순이었다. 실험군의 교

육수 은 고졸 8명(34.8%), 졸 7명(30.5%) 순이었고,

조군 한 고졸 7명(33.3%), 졸 6명(28.7%) 순이었

다. 실험군의 종교분포는 기독교가 43.5%로 가장 많은

반면 조군은 종교 없음이 42.9%로 가장 많았다. 직업

은 실험군이 78.3%, 조군이 90.5%가 업주부이었다.

실험군의우울증진단은 1년 이내 7명(30.4%), 1년에서 5

년 이내 7명(30.4%), 10년 이상이 6명(26.2%), 5년에서 10

년 이상이 3명(13.0%)이었으며 조군은 1년에서 5년 이

내 9명(42.9%), 10년 이상이 5명(26.2%), 1년 이내 4명

(19.0%), 5년에서 10년 이상이 3명(14.3%)이었다. 실험군

의 약물복용여부는 ‘복용하고 있다’ 17명(73.9%), ‘복용하

고 있지 않다’ 6명(26.1%)이었으며 조군은 ‘ 재 복용

하고 있다’ 14명(66.7%), ‘복용하고 있지 않다’ 7명(33.3%)

이었다 일반 특성의 동질성 검정은Table 2와 같다.

Characterist
ics

Categories
Exp.(n=23) Cont.(n=21) χ2 /t

(p)N(%) or M±SD

Age(yr) 49.61±6.03 51.14±7.02
-0.78
(.440)

Marital
state

Unmarried 3(13.0) 2(9.5) 5.69

Married 11(47.8) 13(61.9) (.128)

Divorce 8(34.8) 2(9.5)

Widow 1(4.4) 4(19.0)

Education

Elementary 5(21.7) 4(19.0) .307

Middle 3(13.0) 4(19.0) (.959)

High 8(34.8) 7(33.3)

Collage 7(30.5) 6(28.7)

Religion

Buddhist 3(13.0) 2(9.5) 6.80

Protestant 10(43.5) 7(33.3) (.147)

Catholic 4(17.5) 3(14.3)

None 3(13.0) 9(42.9)

Others 3(13.0) 0(0.0)

Employ-me
nt

Yes 5(21.7) 2(9.5) 1.22

No 18(78.3) 19(90.5) (.416*)

Duration
of illness
(yrs)

<1 7(30.4) 4(19.0) 1.07

1-5 7(30.4) 9(42.9) (.784)

5-10 3(13.0) 3(14.3)

�10 6(26.2) 5(23.8)

Medication
Yes 17(73.9) 14(66.7) 1.52

(.467)No 6(26.1) 7(33.3)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Fisher's exact test.

Table 2. Homogeneity Test of General Characteristics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N=44)

3.2 종 변수에 대한 동질  검정

본 연구의 실험군과 조군에 포함된 상자 표본은

각각 23명, 21명으로 두 집단의 우울과 자아존 감, 정서

표 성, 인 계능력의 수분포가 정규분포한다는 모

수통계 분석방법의 기본가정을 만족시키는지를 검증하

기 해 Komogorov-Smirnov test를 시행한 결과 모두

정규분포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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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집단의 우울과 자아존 감, 정서표 성, 인 계

능력에 한 평균차이 분석을 해 모수 검정법인

Independent t- test를 시행하 다. 실험군과 조군의

종속변수에 한실험 동질성을 분석한 결과, 우울

수는 실험군 28.39 , 조군 31.48 , 자아존 감 수는

실험군 23.39 , 조군 21.81 , 정서표 성 수는 실험

군 56.09 , 조군 53.90 , 인 계 수는 실험군

72.26 , 조군 66.81 으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동질한 집단임을 알 수 있었다. 종속변수

에 한 동질성 검정은 Table 3과 같다.

3.3 가 검정 

3.3.1 제 1 가

‘REBT기반 화치료 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조군보다 우울 수가 감소될 것이다.’ 의 가설검정결과

화치료 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의 우울 수는 28.39

에서 13.91 으로 14.48 감소하고, 조군의 우울

수는 31.48 에서 30.90 으로 0.57 감소하여, 두 군 간

에 유의한차이를 보여(t=-5.62, p<.001) 제 1가설은 지지

되었다. 아래 Table 4와 같다.

3.3.2 제 2 가

‘REBT기반 화치료 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조군보다 자아존 감 수가 높아질 것이다.’ 의 가설검

정결과 화치료 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의 자아존

감 수는 23.39 에서 29.13 으로 5.74 증가하고,

조군의자아존 감 수는 21.81 에서 22.76 으로 0.95

증가하여, 두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t=3.73, p=.001)

제 2가설은 지지되었다. 아래 Table 4와 같다.

3.3.3 제 3 가

‘REBT기반 화치료 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조군보다 정서표 성 수가 높아질 것이다.’ 의 가설검

정결과 화치료 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의 정서표

성 수는 56.09 에서 66.61 으로 10.52 증가하고,

조군의 정서표 성 수는 53.90 에서 55.90 으로 2.00

증가하여,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t=3.19,

p=.003) 제 3가설은 지지되었다. 아래 Table 4와 같다.

3.3.4 제 4 가

‘REBT기반 화치료 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조군보다 인 계 수가 높아질 것이다.’ 의 가설검정

Table 3. Homogeneity Test of Dependent Variables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N=44)

Variables
Exp.(n=23) Cont.(n=21)

t p
Mean±SD Mean±SD

Depression 28.39±9.41 31.48±11.75 -0.97 .340

Self-esteem 23.39±6.15 21.81±5.74 0.88 .384

Emotional- Expression 56.09±13.49 53.90±13.45 0.54 .594

Interpersonal- Relationship 72.26±14.24 66.81±14.88 1.24 .221

Exp.: Experiment ; Cont.: Control group.

Variables Group
Pretest Posttest Difference

t p
Mean±SD Mean±SD Mean±SD

Depression
Exp.(n=23) 28.39±9.14 13.91±9.47 -14.48±11.09

-5.62 <.001
Cont.(n=21) 31.48±11.75 30.90±13.48 -0.57±4.02

Self
Esteem

Exp.(n=23) 23.39±6.15 29.13±5.08 5.74±4.77
3.73 .001

Cont.(n=21) 21.81±5.74 22.76±6.25 0.95±3.60

Emotional
Expression

Exp.(n=23) 56.09±13.49 66.61±9.50 10.52±10.61
3.19 .003

Cont.(n=21) 53.90±13.45 55.90±14.78 2.00±6.39

Interpersonal
Relationship

Exp.(n=23) 72.26±14.24 86.74±16.03 14.48±12.14
3.43 .001

Cont.(n=21) 66.81±14.88 69.14±16.11 2.33±11.28

Exp.: Experiment ; Cont.: Control group

Table 4. Comparisons of Dependent Variables between Two Group                                (N=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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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화치료 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의 인 계

수는 72.26 에서 86.74으로 14.48 증가하고, 조군의

인 계 수는 66.81 에서 69.14 으로 2.33 증가하

여,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t=3.43, p=.001) 제 4

가설은 지지되었다. Table 4와 같다.

4. 논

본연구는 REBT기반 화치료 로그램이 우울증

년여성의 우울과 자아존 감, 정서표 성, 인 계능력

에 미치는 효과를 검정하 다. 검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REBT기반 화치료 로그램에 참여한 우울증

년여성의 우울 수는 로그램실시 28.3 에서

로그램 실시 후 13.9 으로 감소하여 로그램에 참여하

지 않은 집단의 수보다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러

한 결과는 우울증 상자에게 시도한 인지치료 효과를

메타 분석한 연구 결과와 일치하 으며[37], 인지치료에

미술치료를 목시킨 로그램을 년기 우울여성에게

실시한 Hwang과 Kim[14]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그러

나 Lee[38]는 년여성의 건강염려증과 우울을 감소시키

기 하여 REBT 집단상담을 실시하 으나 우울감소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Hyun과 Kim[39]은

비행청소년의 우울감소와 자기효능감 향상을 해 인지

행동요법을 실시하 으나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 다.

Lee[38]와 Hyun과 Kim[39]의 연구가 인지치료를하 으

나 본연구와는 상이한 결과가 나온이유를본 연구 심

으로 분석해 보자면, 본 연구는 우울 상자에게 인지

근을 강하게 하 을 때 생길 수 있는 항을 일 수

있는 략 근으로 정서 이고 은유 인 화치료

재를 하 다는 과 집단의 크기를 5명 이하로 구성하여

개인 내 갈등에 한 상담을 심도 깊게 함으로써 집단

치료의 단 을 보완할 수 있었다는 이다.

본 연구에서는 상자의 우울감소를 돕기 해 화

‘행복을 찾아서’를 감상하 다. 상자들은 경제 어려

움과 이혼 등 기치 않은 많은 사건들을 경험하면서도

좌 하지 않고, 역경을 헤쳐 나가는 주인공과 자신을 동

일시하며 주인공의 성공에 박수를 보냈다. 상자들의

이러한 반응은 화를 통해 무기력을 벗어내고 삶의 의

미를 회복할 수 있는 정 인 시각을 갖는 계기가 되었

다고 여겨진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지역사회의 우울여성

에게 화치료 로그램을 실시하여 우울감이 낮아졌다

는 보고를 한 Lee[22]의 연구결과, 화 로그램으로 우

울증 년여성의 상처받은 내면아이를 치료하여 우울감

소와 자아존 감, 인 계척도를 향상시켰다고 보고한

Cho와 Kim[40]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따라서 REBT

기반 화치료 로그램은 우울증 년여성의 우울을 감

소시키는데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 다.

둘째, REBT기반 화치료 로그램에 참여한 우울증

년여성의 자아존 감 수는 로그램에 참여하지 않

은 집단의 수보다 유의미하게 증가되어 로그램의 효

과를 확인하 다. 이러한 결과는 우울증 년여성에게

인지․정서․행동치료를 토 로 내성강화 로그램을 실

시하여 자아존 감을 강화시킨 Choi[41]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입원한 우울증환자의 자아존 감과 자기효능

성을 향상시키는데 인지행동치료가 효과 있었다고 보고

한 Lim[42]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반면 Min[43]은 지

역사회 주민자치센터 상자에게 REBT기반 우울 방

로그램을 구성하여 실시하 으나 우울과 자아존 감

등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3개월 후

자아존 감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 자아존 감에 미치는

REBT의 지속효과를 보고하 다. 따라서 REBT는 우울

상자들의 자아존 감을 향상시키는데 효과 임을 확

인하 다.

본 연구에서는 상자의 자아존 감 향상을 돕기

해 화 ‘아름다운 세상을 하여’를 감상하 다. 화

‘아름다운 세상을 하여’는 알콜과 마약의 사용, 우울과

자살 등 비합리 신념으로 인한 부정 결과와 용서와

구원, 가치 있는 사명감 실천 등 합리 신념으로 인한

정 결과를 비교하며 신념의 환이 필수 으로 이루

어져야함을 인식하도록 돕는 화이다. 상자들은 의식

자각 하에 화보기를 통해, 바람직하지 않은 자신의

오래된 내면 화를 삭제하고 화 속 정 인 모델을

보면서 새롭고 건 한 내면의 화로 바꾸는 환작업

[44]이 가능하 으리라 여겨진다. 한 로그램의 반

에 들어서면서 화 ‘ 리언달러 베이비’ ‘사운드 오 뮤

직’ ‘이웃집 야마다군’ 등의 주인공들을 모델로 본격 인

합리 사고훈련을 시작하 다. 화 속 주인공들처럼

상자들에게 스스로 자각 할 수 있는 언어 지시어를

만들어 큰소리로 발표하게 하 다. 언어 지시어는 삶

에 지친 자신을 격려하고, 정 인 면을 활성화시켜주

는 문구이므로 이를 토 로 한 인지의 재구성 기법이 자

아존 감을 향상시켜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여겨진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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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결과는 한 부모 가족의 여성에게 화치료 로그

램을 실시하여 자아존 감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한

Kang[23]의연구결과와 일치하며, 심각한 정서장애 청소

년을 상으로 처기술그룹에 화치료 재를 추가하

여 자아존 감을 향상시킨 Powell 등[21]의 연구결과와

도 일치한다. 따라서 화치료는 자아존 감 향상에 효

과 인 재임을 확인하 다.

셋째, REBT기반 화치료 로그램에 참여한 우울증

년여성의 정서표 성 수는 로그램에 참여하지 않

은 집단의 수보다 유의미하게 증가되어 로그램의 효

과를 확인하 다. 년 우울증 환자의 정서표 성에

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어서 본 연구결과와 비교하는

데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분노억제 청소년의 정서표

성을 인지행동 집단미술 로그램으로 향상시킨

Lee[45]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정서조 능력이 낮은

청소년들의 집단에 화치료 로그램을 운 하여 정서

조 력의 변화와 더불어 문제행동수 을 감소시킨

Kang[24]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는 정서표 성 향상을 하여 원 가족과

의 계, 술과 독, 자살 등을 그린 화 ‘아름다운 세상

을 하여’, 부부간의 갈등을 그린 화 ‘바그다드 까페’,

가족 내의 갈등을 그린 화 ‘보통사람들‘과 같은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다룰 수 있는 화를 감상하도록 구성하

다. 이는자신의 삶과 한 계가있는 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자신의 문제를 개방하고 부정 정서 표 을

하여도 비 이고 지지 인 환경임을인식하고 수용

받는 느낌을 갖기 원함이었다. 본 연구 상자들의 정서

표 성이 좋아지게 된 배경은 화치료의 정화 기법

[46]으로 근하 기 때문이다. 즉, 화의 보편 호소

력을 활용하여 치료자와의 상호 계 속에서내면의 부정

, 정 정서를 자연스럽게 표 함으로 정서 성찰

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연구결과

는 상담자와 함께하는 화치료는 부정 정서표 이 많

아진다고 보고한 Kim[46]의 연구결과와 화치료는 감

정 인 정화와 더불어 자기탐구의 수단이라고 한 Sharp

등[47]과,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고 활용하는 능력은 인

계와 심리 인 행복감에 향을 미친다고 한 Ji와 Yoo

의[48] 주장과 같은 맥락으로 지지된다.

넷째, REBT기반 화치료 로그램에 참여한 우울증

년여성의 인 계 수는 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집단의 수보다 유의미하게 증가되어 로그램의 효과

를 확인하 다. 년 우울증 환자의 인 계능력에

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어서 본 연구결과와 비교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나, 신경성 폭식증 문제를 가지고 있는

여 생의 인 계 능력을 향상시키기 하여 인지행동

음악치료 로그램을실시한 Lim[16]의연구결과와 일치

한다. 그러나 우울한 아동의 사회 유능성을 증진시키

고 우울을 감소시키기 해 인 계 문제해결 훈련을

실시한 Choi와 Son[49]의 연구에서는 로그램 내용구성

의 한계 때문에 정 인효과를 얻지 못하 다. 이는 본

연구와는 다른 결과로, 본 연구의 로그램 내용 구성은

다음 2가지를 참고, 고려하 다. 년 우울증 여성의

인 계 어려움은 가족과 련되어 있거나 는 부부의

갈등과 련이 깊다는 연구 보고[7]의 참고와 연구자가

직 실시한 사 면담으로 알게 된 상자들의 특성을

고려해서 로그램을 구성한 이 Choi와 Son[49]의 연

구와는 차별화를 둘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인 계 향상을 도모하기 하여

화 ‘ 라이드 그린 토마토’를 선정하 다. 화에서처럼

여성들의 우울은 가족 안에서 정서 의사소통이 원활하

게 유지되는지의 여부와 련이 있다는 주장[50]과, 자기

표 과 우울과는 부 상 계가 있다는 주장[51]에 의

하여 자기표 을 증진시키는 의사소통 교육이 필수 으

로 이루어져야 치료에 유용하다고 사료되었다. 따라서

의사소통 교육은 그룹 원들과 함께 하는 역할극으로 연

출하 다. 역할극을 통해 합리 인 인 계 능력을 배

운 상자들은 자기주장과 자기표 을 할 수 있음에 흐

뭇해하 다. 상자들의 이러한 반응은 비합리 사고가

자기표 을 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라고 한 Lohr와

Bonge[52]의 주장을 지지하는 것이며, 의사소통의 실질

인 교육은 신념의 변화도일으키는 결과라고 사료된다.

이와 같이 우울증 년여성을 한 REBT기반 화치

료의 연구가설은 모두 지지되었다. 본 연구자는 REBT

의 인지 치료에 은유 이고 정서 인 화의 요소를

치료 으로 활용하여, 연구 상자의 우울은 감소되고

자아존 감은 향상되었으며, 정서 정화의 경험을 얻어

정서표 력이 향상되었고 틀에 박히지 않는 문제해결력

을 통해 인 계능력이 향상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사회내의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

는 년여성의인지, 정서, 행동 역에 을 두고제공

된 재로서 지역사회의 정신사회 재활 로그램으로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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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연구는 지역사회의 우울증 년여성을 상으로

REBT기반 화치료 로그램이 우울증 년여성의 우

울과 자아존 감, 정서표 성, 인 계능력에 미치는효

과를 확인하 다. REBT기반 화치료 로그램은 Ellis

(1991)의 REBT아론을 근거로 본 연구자가 구성한 로

그램이다. 사 면담을 통해 알게 된 우울증 년여성의

비합리 사고와 정서 행동을 해결하기 한 방안으

로 자아존 감 향상은 인지 역으로, 우울감소와 정

서표 성 향상은 정서 역으로, 인 계능력 향상은

행동 역으로 연결하여 내용을 구성하 다. 로그램

운 은 주 1회, 매회 150분, 10회기로 실시하 다. 연구의

결과는 상자의 우울은 감소되었고, 자아존 감, 정서표

성, 인 계능력은 향상되어REBT기반 화치료

로그램은 우울증 년여성에게 정 인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REBT기반 화치료 로그램은 지

역사회 상자의 정신사회 재활 재 로그램으로 활

용되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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