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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Alcohol use in South Korean women, particularly college students, is increasing. Women are more vulner-
able than men to alcohol use, which puts them at greater risk of physical and psychosocial problems. Some studies 
have reported that on failing to find meaning in life, many South Korean college students experience depression, 
subsequently using alcohol as a coping mechanism. This study aimed to develop a logotherapeutic program and 
identify its effects on meaning in life, depression, and problem drinking among female college students. Methods: 
This study was a quasi-experimental trial. The participants were female college students who scored over 8 in the 
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 (AUDIT). Twenty-four students were assigned to the experimental group 
and twenty-three to the control group. Three scales were used in this study: the Purpose in Life test, Beck Depression 
Inventory, and AUDIT.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Mann-Whitney test in SPSS/WIN 12.0. Results: After 
the conclusion of the logotherapeutic program, the level of meaning in life and depression were more greatly im-
proved in the experimental group than the control group. Conclusion: The logotherapeutic program is an effective 
method to help female college students find meaning in life and reduce depression in this pop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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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높아지는 여성의 교육 수준과 증가하는 사회활동으로 인해 

여성의 음주율이 높아지고 있다.1) 제 7기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의하면 2017년 월간 음주율이 남자 52.7%, 여자 25%로, 12년 

동안 남자의 음주율은 2.6% 감소한 데 비해 여자의 음주율은 

7.8% 증가하였다.1) 특히 여자 음주율은 20대가 45.9%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1) 국내 대학생의 음주 관련 연구들

에서 조사된 여대생의 음주율은 82.7%에서 100%에 이른

다.2-4)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여성, 특히 여대생의 음주가 크게 

증가한 것을 보여준다. 문제음주란 음주행위 중 자신 또는 주

변의 타인에게 음주 관련문제를 유발시키는 것을 말하는데,5) 

여대생 문제음주율은 15.6%3)에서 37%6)로 조사되었다. 2011

년 국내 20대 여성의 고위험 음주자 비율이 9.4%임을 비교해 

볼 때,7) 이는 심각한 수준으로 볼 수 있다. 

여대생은 남학생에 비해 신체적으로 알코올에 취약하며,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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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이나 데이트 폭력 등 음주로 인한 문제의 위험성이 크다.8) 

이러한 문제들은 여대생 음주자에게 큰 위협이 되거나, 문제

의 크기와 심각성 정도에 따라 치명적인 결과를 야기할 수 있

다. 더구나 여성의 음주는 쉽게 노출되지 않아 문제가 발현되

기 전에 조기발견과 조기치료가 어렵고, 남성에 비해 알코올 

중독이 되기까지의 시간이 짧다.9) 주 음주 연령대가 20~40대

로 넓게 분포하고 있는 남성과 달리 여성의 주 음주 연령대와 

음주량은 20~30대에 집중되어 있어,1,6) 여대생 음주자를 대상

으로 한 예방 활동이 필요하다.

여대생의 음주에 미치는 요인은 사회경제적, 심리적, 가족적 

요인 등 다양하다.2-4,6,10) 이 중 많은 연구들이 우울을 음주, 특히 

문제음주와 관계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규명하고 있다.3,6,10) 또

한 Cooper11)는 음주 동기를 고양, 사교, 대처, 동조동기의 4요

인으로 음주동기 모형을 설명하였다. 이 모형을 토대로 한 국내

의 연구결과 여대생은 사교, 고양, 대처동기가 있을수록 위험 음

주일 가능성이 높았으며, 특히 대처동기가 높으면 유해 음주자

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10,12,13) 대처동기란 부정적

인 정서를 감소시키거나 제어하기 위한 부적 강화의 동기를 말

한다.11) 즉, 여대생의 경우 우울감을 많이 느끼며, 이를 대처하

기 위해 음주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에 대한 문제중심적 대처의 방법으로 음주를 한다는 연구보고

도 있다.2,12-14) 이와 같이 여대생 음주는 우울, 스트레스 등의 정

서와 관련이 깊은 것을 알 수 있다.

국내에서는 대학생의 음주 형태나 특성, 음주의 영향요인과 

동기 등에 관한 대학생 음주 실태를 조사한 연구들은 많이 시

행되었지만, 대학생 음주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중재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시행된 실험연구의 대부분은 문제음주 

행위 그 자체에 초점을 두고 행위 변화를 목적으로 시도된 중

재 연구들이다.15,16) 이처럼 증상으로 드러나는 문제음주 행위

를 교정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행위를 유발하는 근원적 문

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생의 의미요법

의 원리를 적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의미요법은 오스트리아의 정신의학자인 Frankl이 창시한, 

인간의 ‘실존 분석’을 기초로 한 생의 의미와 동시에 의미 추구

를 중심으로 하는 심리요법이다. 인간은 다른 존재와 만나고 

실현해야 할 의미에 도달하고자 하는 존재로, 참 의미를 발견

함으로써 인간의 자아실현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하지만 자신

을 부정적이고 그릇된 믿음 속에 가둔 채 살아가는 이유를 잃

은 사람들이 있는데, Frankl은 이처럼 삶의 주체성을 잃고 생

의 의미와 목적을 상실한 상태를 ‘실존적 공허’라고 하였다. 이

는 20세기에 널리 퍼져 있는 현상으로 공허한 느낌, 권태감, 무

가치감 등으로 나타난다. 현대인이 고통 받고 있는 것, 오늘을 

사는 우리가 하루하루를 가장 힘겹게 느끼는 고뇌가 바로 이 

의미상실감이다.17)

대학생 시기는 정체감 위기를 경험하는 시기로,18) 이 시기에 

대학생들은 자아정체감을 확립하여 생의 의미를 찾는다. 자아

정체감의 혼란에 빠진 대학생들은 불확실한 목적의식과 가치

관으로 인해 생의 의미를 상실할 수 있다. 이처럼 실존적 공허 

상태에 놓이게 되면 사람들은 일이나 물질적인 재화의 축적, 

술이나 마약 사용, 성적 행동, 과도한 행위 등의 경험을 통해서 

내적인 공허감을 채우려고 노력한다.17) 이 외에도 우울감을 느

끼며, 파괴적 에너지의 증가로 공격성을 나타내거나, 다양한 

중독의 행태가 나타나기도 한다.17) 또한 생의 의미 수준은 우

울,19) 스트레스 지각20)과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다.

위에서 조사한 바와 같이 여대생의 경우 특히 우울을 많이 

느끼며,3,6,10,13) 음주는 이들이 흔히 사용하는 우울과 스트레스

에 대한 대처로 알려져 있다.2,10,12,14) 이처럼 여대생에게 있어 

낮은 생의 의미 수준과 연관된 우울은 음주 행위와 상관성이 

높다. 최근 여대생의 음주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

들의 신체적 ․ 정신적 건강을 돕기 위한 전문적 개입이 필요하

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대생 음주자를 위한 ‘생의 의

미찾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하여 생의 의미, 우울, 

문제음주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여대생 음주자를 대상으로 한 ‘생의 의미찾기’ 프

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하여 ‘생의 의미찾기’ 프로그램

이 여대생 음주자의 생의 의미, 우울과 문제음주에 미치는 효

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생의 의미찾기’ 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군의 생의 의미의 

점수가 높아질 것이다.

 ‘생의 의미찾기’ 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군의 우울 점수가 

낮아질 것이다.

 ‘생의 의미찾기’ 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군의 문제음주 점

수가 낮아질 것이다.

3. 용어정의

1) 여대생 음주자

본 연구에서는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 AUDIT) 결과 8점 이상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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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문제음주자’로 음주 예방이 필요한 여대생을 말한다.5)

2) ‘생의 의미찾기’ 프로그램

Frankl이 주창한 의미요법을 바탕으로 여대생 음주자의 생

의 의미 발견과 생의 의미 추구를 위해 본 연구자가 개발한 6회

기 집단 프로그램을 말한다.

3) 생의 의미

어떤 주어진 상황에서 한 개인의 삶이 갖고 있는 고유한 의

미로서17) 본 연구에서는 Crumbaugh와 Maholick21)가 개발

한 삶의 목적 검사(Purpose in life, PIL)로 측정한 점수를 말

한다. 

4) 우울

불안감, 침울함, 무력감 및 무가치감을 나타내는 기분장애

로서22) 본 연구에서는 Beck 등23)이 개발한 Beck의 우울척도

(Beck Depression Inventory, BDI)를 Han 등24)이 한국의 실

정에 맞게 표준화시켜 사용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5) 문제음주

음주로 인한 위험성, 의존성, 유해성의 정도를 말하며,5) 본 연

구에서는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에

서 개발한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 AUDIT)로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생의 의미찾기’ 프로그램이 여대생 음주자의 생

의 의미, 우울과 문제음주에 미치는 효과를 보기 위한 비동등

성 대조군 전후실험 설계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여대생 음주자로 여대생을 표적 모집단

으로 하였다. 대상자 수는 Cohen이 제시한 표를 이용하였다. 

유의수준 ⍺는 .05, 분자의 자유도 u=1, 검정력 1-β=.8, 효과 

크기 f=0.4 로 설정하였으며, 그룹당 26명이 측정되었다. 프로

그램 참여를 원하는 자원자를 모집하였으며, 선정기준에서 탈

락한 자를 제외한 후 실험군 24명, 대조군 23명이 선정되었다. 

연구의 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음주하는 여대생으로서,

 사전검사 중 AUDIT 시행 결과 총점 8점 이상으로 음주자

로 선별된 자5) 

 본 연구의 참여에 서면으로 동의하고 성실히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자

 현재 정신과 전문의로부터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적이 없

는 자이다. 

3. 측정도구

1) 생의 의미

본 연구에서는 Crumbaugh과 Maholic21)이 개발한 PIL로 

생의 의미를 측정하였으며, 이는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부분은 인생목적, 목표달성, 생활만족, 실존적 공허, 

미래 열망, 내외적 자아통제 및 인생관을 내포한 것으로 20

개 문항의 7점 Likert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Crumbaugh과 

Maholic21)은 112점 이상은 명확한 생의 목적과 의미를 제시

한다고 하였고, 92~112점 사이는 생의 목적이 불명확하게 나

타난 결과이며, 92점 이하는 명확한 의미와 목적의 결여를 나

타낸다고 하였다. 둘째 부분은 죽음, 삶, 자살, 희망, 인생 등을 

포함한 13개의 문장을 완성시키는 문장완성 검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셋째 부분은 개인적인 목표, 야망, 목적을 서술하여 작

성하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둘째, 셋째 부

분은 임상적인 해석이 필요하므로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한 첫

째 부분만을 사용하였다. 도구개발시의 신뢰도 Cronbach’s 

⍺는 .90이었고, 본 연구의 Cronbach’s ⍺값은 .92였다.

2) 우울

본 연구에서는 Beck 등23)이 개발한 BDI를 Han 등24)이 한국

의 실정에 맞게 표준화시켜 사용한 도구로 우울을 측정하였다. 

BDI는 우울증의 정서적, 인지적, 동기적, 생리적 증상을 나타내

는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Likert 척도로 되어 있다. 

10점에서 18점은 경미한 우울의 상태로 보고, 19점에서 29점은 

중간정도에서 심각한 우울증으로 보며, 30점 이상은 극심한 우

울의 심각성을 나타내며,23) 국내에서는 20점을 임상적 우울의 

기준으로 본다.23) 도구개발시의 신뢰도 Cronbach’s ⍺는 .86

이었고, 본 연구의 Cronbach’s ⍺값은 .91이었다.

3) 문제음주

본 연구에서는 WHO에서 개발한 AUDIT로 문제음주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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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하였다. AUDIT는 문제의 위험이 있는 성인을 조기에 발

견하는 선별 도구로써 세계 6개국에서의 조사를 거쳐 만들어

진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개인이 경험한 음주의 

빈도와 양, 알코올 의존증상, 음주와 관련된 문제 등 세 영역을 

측정한다.

AUDIT은 5점 Likert 척도로 1~8번 문항은 0, 1, 2, 3, 4점으

로 채점되고, 9~10번 문항은 0, 2, 4점으로 채점된다. 총점이 8

점 이상인 경우에 보다 전문적인 진단과 평가를 필요로 하는 

문제음주자로 선별된다. 처음 3문항까지는 위험성 음주의 측

정을, 4~6번 문항까지는 의존성 음주의 측정을, 7번~10번 문

항까지는 유해성 음주를 측정하는 척도이다.5) 개발당시 신뢰

도 Cronbach’s ⍺는 .84였고, 본 연구의 Cronbach’s ⍺값은 

.81이었다.

4. ‘생의 의미찾기’ 프로그램

1)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준비

본 연구자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Frankl의 의미요법과 집

단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문헌고찰을 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정신간호학 교수 1인의 자문을 받아 세부적으로 구조화시켰

으며, 6명의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예비조사를 거쳐 최종적으

로 개발되었다. 본 연구자는 집단상담 활동 경험과 대학생 지

도 경험이 있으며 정신과 병동에서 근무하며 집단을 운영한 경

력이 있다. 본 프로그램 진행자로서 준비를 위해 Stephen R. 

Covey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읽고 이를 자기 

내면화하였으며, 행복코칭 집단 상담 과정을 이수하였다. 프

로그램의 매 회기가 끝날 때마다 집단별로 대상자 노트와 관찰

자 노트를 작성하여, 정신 간호학 교수 1인에게 감독을 받으며 

본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2) 프로그램의 진행 원리

본 프로그램은 의미요법의 대표적 기법인 역설 의도법, 반

성 제거법, 소크라테스 대화법과 태도수정기법을 적용하여 진

행하였으며, 각 기법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역

설 의도(paradoxical intention)는 마음속의 두려움이 정말로 

두려워하는 일을 생기게 하고, 지나친 주의집중이 오히려 원

하는 일을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개발된 기

법이다. 두 번째로 반성제거(dereflection)는 지나치게 걱정하

는 나머지 어떤 문제에 사로잡혀서 헤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게 해주는 기법이다. 세 번째로 소크라테스 

대화법(Socratic dialogue)은 대상자의 말로부터 의미암시를 

찾아주어 대상자 스스로 자아의 참모습을 발견하게 하는 기법

으로, 자아발견, 독자성, 책임성, 자기초월, 선택의 5가지 영역

을 찾도록 하며 새로운 대안을 찾게 한다. 네 번째로 태도수정

기법(modification of attitudes)은 삶에 대한 건실치 못한 태

도를 변화시키거나, 바꿀 수 없는 무의미한 상황에서 새롭고 

의미 충만한 태도를 찾아내게 하는 기법이다. 

Lantz26)는 Frankl이 제시한 세 가지 기본 치료 원칙인 발견

화(noticing), 인정 또는 회상(honoring or re-collection), 실

현화(actualizing)를 이해함으로써, 이를 통해 집단 역동의 과

정을 도울 수 있다고 하였다. 발견화(noticing)란 많은 사람들

이 기회와 잠재성 의미를 “발견하는” 데 어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룹 치료를 통해 그들 삶에 잠재되어 있는 의미를 발

견하고 의식을 확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한다. 인정 

또는 회상(honoring or re-collection)이란 대상자가 이전에 

실현화되어 과거의 것으로 감춘 것을 기억하고 회상하여 이

를 인정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실현화(actua-

lizing)는 대상자가 매일의 삶에서 상호 작용하는 충돌과 대

처 패턴을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이 세 가지 원칙을 유념하며 집단 치료 역동을 유심히 관찰하

였다.

3) 프로그램의 기본 구조

‘생의 의미찾기' 프로그램은 총 6회기로 1회기 당 100분이 

소요되도록 구성되었으며, 대상자 수와 집단의 역동에 따라 

70~120분으로 탄력적으로 운영되었다. 매 회기는 준비 단계, 

본 단계, 마무리 단계로 구조화되었고, 각 단계는 각각 약 20분, 

60분, 20분이 소요되도록 구성하였다.

준비 단계에서는 각 회기의 주제를 전반적으로 안내하고, 

Frankl의 경험담을 소개함으로써 인지적 워밍업을 실시하였

다. 지난 회기 과제 수행에 대한 느낌을 발표하고, 별명짓기, 심

상, 피드백 등을 통해 정서적 ․ 행동적 워밍업을 실시하였다. 이

를 통해 집단 참여자들의 자발성을 촉진시키고 신체적, 심리

적인 준비를 도왔다. 본 단계에서는 Frankl의 세 가지 가치를 

탐색하였는데, 각 회기의 주제에 맞는 다양한 행위기법을 통

해 경험적 가치, 태도적 가치, 창조적 가치에 대한 자기이해를 

돕고 이를 발견하도록 하였다. 또한 집단 토의 활동을 통해 자

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대상자들 간에 피드백을 주도록 하였다. 

마무리 단계에서는 대상자들이 각 회기의 주제를 재요약하고 

자신을 재조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과제를 통해 다음 

회기까지 프로그램 내용을 실천하도록 하여, 이를 자기 내면

화할 수 있도록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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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Fundamental Structure of the Logo-therapeutic Program

No. Topic Goals Contents

1 What make you 
drink alcohol?

․ To understand the purpose of the program
․ To make trust within a group
․ To share experience related to alcohol use

․ Self introduction
․ Sharing the first alcohol drinking experience and 

one's motivation for alcohol use
․ Sharing their feeling about being a problematic 

alcohol drinking

2 Self-reflection ․ To do self-reflection
․ To find the most important value in life 

․ Self-understanding: drawing a life curve
․ Sharing one's important value in life

3 To find meaning 
in life (1)

․ To find meaning in life related to 
experiencing or meeting someone

․ Exploring meaning in life with 
- finding the sincere moment
- finding helpful behaviors for others
- finding the beuty in life

․ Exploring someone who has good relations at the 
moment

4 To find meaning 
in life (2)

․ To understand attitude value 
․ To share one's suffered experience

․ Sharing experience toward unavoidable suffering

5 To find meaning 
in life (3)

․ To find meaning of one's death ․ Sharing a desperate moment
․ [Meditation] my future funeral

6 What meaning in 
life do you have?

․ To find one's meaning in life at the moment ․ Drawing a current life curve
․ Comparing the live curve with the curve drew in 

2nd session
․ Finding one's meaning in life at the moment

4) 프로그램의 회기별 진행 내용

매회기의 기본적 구조는 Table 1과 같다. 

5. 자료수집

본 연구는 편의 표출에 의해 대상자를 모집하였다. 대상자 

모집을 위해 2008년 9월 1일부터 22일까지 Y대학 신문, 서울 

시내에 위치한 8개 대학교 홈페이지와 서울 시내에 위치한 C 

대학의 보건소, 여학생 휴게실, 기숙사, 도서관, 화장실에 대상

자 모집 광고를 냈다. 참여 연락이 온 서울 시내 위치한 C대학, 

S대학과 인천에 위치한 K대학을 방문하여 학생들에게 본 연

구에 대해 설명한 후 자원자 신청을 받았다. 자원자들에게 서

면으로 참여동의서를 받은 후 사전검사를 시행하였다. 연구대

상자는 사전검사 중 AUDIT 결과 총점 8점 이상으로 문제음주

자로 선별된5) 대상자이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 확보를 

위해 실험처치 전 사전 AUDIT 점수로 짝짓기하여 각 군에 할

당하였다. 실험군에 할당된 대상자는 총 27명이었으나 3명이 

중도탈락하여 1회기부터 6회기까지 참여한 대상자는 총 24명

이었다. 프로그램은 서울 시내에 위치한 C대학생 2명, S대학

생 12명, E대학생 1명, 인천에 위치한 K대학생 12명으로 한 집

단 당 4~7명, 총 5집단으로 구성하여 제공하였다. 프로그램은 

C대학의 보건소, S대학의 강의실, 인천에 위치한 K대학의 강

의실에서 진행되었으며, E대학생 1명은 C대학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본 연구자는 프로그램 시행 전 연구의 목적을 밝히고, 모임

에서의 진행 절차와 유의 사항을 설명하였다. 프로그램에서 

나눈 토의 내용이나 제출된 자료는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으며, 참여자의 권리와 개인정보는 보호됨을 약속하고, 설

문조사지와 제출된 자료는 즉시 폐기됨을 설명하였다. 또한 

실험군 대상자들에게 프로그램에서 사용된 모든 토의 내용이

나 활동은 집단 내에서 끝내고 외부에 누설하지 않도록 당부하

고, 비 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마지막 회기 후 사후 검사를 실

시하였으며, 대조군의 경우 6주 후 전화 연락하여 이메일로 설

문지를 보내어 회수하였다. 프로그램 시행 후 연구참여에 따

른 보상을 위해 실험군과 대조군에게 선물을 제공하였고, 대

조군의 경우 원하는 대상자에게 사후 조사 후 생의 의미찾기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는 S대학교 간호대학의 연구

대상자 보호심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인

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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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Homogeneity Test of Demographic Characteristics (N=47)

Characteristics Categories
Exp. (n=24) Cont. (n=23)

Z p
n (%) n (%)

Age (year)  19
 20
 21
 22
 23
 24

2 (8.3)
 3 (12.5)
 5 (20.8)
 9 (37.5) 
 4 (16.7)
1 (4.2)

0 (0.0)
2 (8.7)

 6 (26.1)
 7 (30.4)
 8 (34.8)
0 (0.0)

-1.00 .315

Religion
 
 

 Catholicism
 Christian
 Buddhist
 Etc.

 5 (20.8)
 8 (33.3)
2 (8.3)

 9 (37.5)

 4 (17.4)
 8 (34.8)
 4 (17.4)
 7 (30.4)

-0.03 .973

Economic status  High
 Middle
 Low

0 (0.0)
23 (95.8)
1 (4.2)

1 (4.3)
18 (78.3)
 4 (17.4)

-0.92 .358

Family history of 
alcoholism

 Yes
 No

0 (0.0)
 24 (100.0)

2 (8.7)
21 (91.3)

-1.46 .144

 Past psychiatric
 history 

 Yes
 No

1 (4.2)
23 (95.8)

1 (4.3)
22 (95.7)

-0.03 .976

Cont.=Control group; Exp.=Experimental group.

Table 3. Homogeneity the Pretest of Outcome Variables between the Groups (N=47)

Variables Categories
Exp. (n=24) Cont. (n=23)

 Z p
M±SD M±SD

PIL  91.88±17.14  97.61±16.17 -1.28 .201

BDI 10.83±6.55  9.13±6.08 -0.85 .393

AUDIT Hazardous alcohol use
Dependence symptoms
Harmful alcohol use
Total

 6.46±2.26
 2.63±1.24
 5.08±3.05
14.17±4.57

 7.04±2.65
 2.52±2.17
 4.09±3.15
13.65±5.87

-0.81
-1.37
-1.27
-0.88

.417

.170

.206

.380

AUDIT=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 BDI=Beck depression inventory; Cont.=Control group; Exp.=Experimental group; 
PIL=Purpose in life.

6.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SPSS/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해 다음

과 같이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가 모수통계의 기본 가정인 

정규성을 만족하지 못하였기에 비모수 통계를 이용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생의 의미, 우울, 문제음주에 대한 사전 

검사의 동질성은 Mann-Whitney U 검정을 시행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생의 의미 찾기 프로그램 중재 전후의 

생의 의미, 우울, 문제음주의 차이에 대해 Mann-Whitney 

검정을 시행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특성 및 두 군간 사전 검사의 동질성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연령, 종교, 경제적 상태, 

가족 중 알코올 중독 병력, 본인의 정신과 병력을 조사하였다. 

실험군 및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은 Mann-Whitney 검정 결과 

모두 동질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실험군 및 대조군의 사전 검사 결과의 동질성을 검증하기 

위해 Mann-Whitney 검정을 시행하였으며, Table 3과 같이 

두 집단은 각 항목에서 동질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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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mparison of the Meaning in Life, the Depression, and the Problem Alcohol Use between the Groups (N=47)

Variables Group
Pretest Posttest Difference

Z p
  M±SD   M±SD M±SD

Meaning in life Exp. (n=24)
Cont. (n=23)

 91.88±17.14
 97.61±16.17

105.42±15.17
 99.91±17.36

13.54±9.75
-2.30±10.87

3.36 .001

Depression Exp. (n=24)
Cont. (n=23)

10.83±6.55
 9.13±6.08

 5.29±4.77
 8.26±7.96

-5.54±7.11
 0.87±5.86

2.13 .033

Problem alcohol use Exp. (n=24)
Cont. (n=23)

14.17±4.57
13.65±5.87

12.42±4.99
12.26±5.37

-1.75±2.92
-1.39±3.58

0.78 .434

Cont.=Control group; Exp.=Experimental group.

2. 연구가설 검정

1) 연구가설 1

연구가설 1에 대한 검증 결과, 실험군은 ‘생의 의미찾기’ 프

로그램 참여 후 생의 의미 점수가 평균 13.54±9.75점이 상승하였

고, 대조군보다 사후 검사와 사전검사 차이의 평균값이 통계적으

로 유의하여(Z=3.36, p=.001) 가설 1은 지지되었다(Table 4).

2) 연구가설 2

연구가설 2에 대한 검증 결과, 실험군은 ‘생의 의미찾기’ 프

로그램 참여 후 우울 점수가 평균 5.54±7.11점이 감소되었고, 

대조군보다 사후 검사와 사전검사 차이의 평균값이 통계적으

로 유의하여(Z=2.13, p=.033), 가설 2는 지지되었다(Table 4).

3) 연구가설 3

연구가설 3에 대한 검증 결과, 실험군은 ‘생의 의미찾기’ 프

로그램 참여 후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 점수가 유의한 차

이를 보이지 않아 가설 3은 지지되지 않았다(Table 4).

논 의

본 연구는 의미요법을 바탕으로 ‘생의 의미찾기’ 프로그램

을 개발하고 이를 여대생 음주자에게 적용하여 그 효과를 검증

한 연구이다. 여기에서는 ‘생의 의미찾기’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과 본 프로그램이 여대생 음주자의 생의 의미와 우울, 문

제 음주에 미친 효과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1. ‘생의 의미찾기’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

본 연구의 프로그램은 Frankl의 의미요법을 바탕으로 개발

되었다. 프로그램 내용은 Frankl이 생의 의미를 찾기 위한 방

향과 초점으로 제시한 창조적 가치, 경험적 가치, 태도적 가치

를 탐색하도록 구성되었다.17,26) 또한 세 가지 가치를 탐색하도

록 돕는 기초로 자기 이해의 내용을 포함하였다. 본 프로그램

은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학기를 고려하여 총 6회기, 회당 

100분으로 구성하였으며, 6회기 안에 생의 의미를 찾기 위해 

다뤄야 할 기본적인 원리와 내용을 모두 포함시켰다. 또한 프

로그램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매회기마다 대상자들이 생의 의미

를 계속적으로 탐색 할 수 있는 과제를 할당하였다. 

대상자들이 집단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집단상담기법인 심상 요법, 명상, 역할극 등

을 사용하였다. 특히 심상 요법은 3회기 운영 시 준비 단계의 

워밍업을 위해 활용했는데, 자연, 음식, 사랑, 가족 등의 심상

을 통해 대상자들은 평범한 생활 속에서 의미를 발견했으며, 

개인의 경험적 가치 탐색에 도움을 받았다고 하였다. 4회기 

‘태도적 가치’를 탐색하는 시간에는 집단의 역동과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Frankl이 제시한 의미극(Logodrama)을 적절히 

변환시킨 빈 의자 기법, 역할극과 태도수정기법 등을 사용하

였다. 본 프로그램 진행 시 이러한 기법들의 활용으로 집단 활

동을 적극적으로 이끌 수 있었다고 평가된다.

각 회기 마무리 단계에서 대상자들이 한 평가적 피드백과 

프로그램 종료 후 작성한 프로그램 평가지를 통해 본 프로그램

의 내용을 논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프로그램을 통해 대상자

들이 발견한 경험적 가치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낌, 친구와 

가족의 소중함을 느낌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 대상자는 본 프

로그램을 통해 암 투병 중인 어머니와의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이야기하였는데, 이는 경험적 가치를 발견한 예로 평가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창조적 가치에 대해 많은 대상자들이 배려, 봉

사, 인정 등을 추구하였다. 마지막으로 대상자들은 과거 고통

의 경험에 대한 태도가 변화되었다. 이는 태도적 가치의 발견

이라고 볼 수 있는데, 2회기에 그린 인생 곡선에 비해 6회기에 

그린 것은 전반적으로 그래프 모양이 위로 상승한 경향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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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로 들 수 있겠다. 또한 많은 대상자들이 나눔 시간에도 같은 

고통의 경험에 대해 가볍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였

다. 위와 같이 본 ‘생의 의미찾기’ 프로그램은 대상자들이 세 

가지 가치를 찾도록 도와주었으며, 더 나아가 이들의 생의 의

미 발견에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위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프로그램은 의미요법의 원리를 충

실히 반영하여 구성되었으며, 6회기 구성 안에 생의 의미를 찾

기 위한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프로그램

은 여대생 음주자들이 세 가지 가치를 찾는 과정을 통해 생의 

의미를 발견하도록 체계적으로 구조화된 프로그램이라고 평

가된다. 특히 본 프로그램은 여대생 음주자를 대상으로 의미

요법을 적용한 최초의 프로그램으로, 여대생 음주자가 증가하

고 실존적 공허로 인해 수반되는 문제가 증폭되는 현대 사회에 

있어 여대생들의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고 여성 알코올 중독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2. ‘생의 의미찾기’ 프로그램의 효과

본 연구의 PIL 점수는 국내의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마찬가

지로 프로그램 중재 전후 PIL 점수가 모두 112점 이하로 측정

되어, 생의 목적이 불명확한 수준임을 나타냈다.21,26) 본 프로

그램 진행 시 대상자들에게 프로그램 참여 전 자신의 모습을 

평가하도록 했을 때, 대다수가 의미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

고 막연함과 공허감 속에 있었다고 주관적인 공허감을 표현하

였다. 이러한 모습은 간접적으로 실존적 공허가 만연한 대학생

들의 실상을 보여준다. 본 ‘생의 의미찾기’ 프로그램 적용 후 실

험군의 PIL 점수는 평균 91.88점에서 105.42점으로 13.54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Z=3.36, p=.001)

를 가진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에 의미요법을 적용한 선행연구

들의 결과와 일치한다.27,28) 이처럼 의미요법은 살아가는 의미와 

목적을 찾도록 도와주는 데 효과가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 의미

요법의 적용은 비용효과적인 면에서 유용하므로 실존적 공허감

에 놓인 대상자들에게 의미요법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생의 의미찾기’ 프로그램이 우울을 감소시

키는 효과를 나타냈다. 실험군의 우울 점수가 평균 10.83점에

서 5.29점으로 5.54점이 감소되었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이다(Z=2.13, p=.033). 국내에서는 생의 의미와 우울에 

대한 상관성 연구19)는 있으나, 의미요법을 적용하여 그 효과로 

우울변수를 측정한 선행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 

의미요법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여대생 우울 감소에도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생의 의미찾기’ 프로그램이 문제음주 감소

에 유의한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문제음주에 관한 선행연구

들을 살펴보면, 인지행동 치료,29) 해결중심 프로그램,30) 웹기

반 교육 프로그램15) 등 음주행동을 주로 교정하는 프로그램들

이 대다수 적용되었으며, 그 결과는 효과적이었다. 그러나 알

코올 중독의 치료에 있어서 일시적인 단주시도는 궁극적이고 

장기적안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여 결국 재발을 일으키게 되므

로,31) 우울이나 자기효능감 및 생의 의미 등의 정신적이고 영

적인 측면을 지속적으로 다루어준다면 문제음주 행동이 감소

될 것이라고 본다.30) 특히 여대생은 정체감 위기를 경험하는 

시기에 있으며, 생의 의미와 목적을 찾지 못함으로써 실존적 

공허 상태에 빠질 수 있다. 이미 현대 사회에 많은 대학생들이 

실존적 공허 상태에 있음이 조사되었고, 생의 의미와 우울, 생

의 의미와 음주간에 부적인 관련성이 있음을 감안할 때, 여대

생 음주자에게 생의 의미를 찾도록 도와주는 일이 시급하다. 

따라서 '생의 의미찾기' 프로그램은 여대생 음주자에게 필요하

며, 행동 양식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추후 문제음주의 효과 

측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상의 논의를 통해 여대생 음주자에게 ‘생의 의미찾기’ 프로

그램은 생의 의미 수준을 높이고 우울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

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문제음주 감소에는 효과적이지 않았으

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음주 행위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

므로, 의의가 있다고 본다. 여대생 음주자가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기 때문에 여대생 음주문제에 대한 다양한 중재 프로그

램이 요구된다고 본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비록 10년전에 

수행된 연구이지만, 여대생의 음주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시도

였다는 것에서 점에서 의미있다고 본다. 또한 생의 의미에 대

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재까지 여

대생들의 문제음주 행동을 개선하기 위하여 생의 의미 중재 프

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한 연구는 현재까지 없었다. 본 연구

의 대상자는 문제음주자로, 이들은 절주교육 뿐만 아니라 간

단한 상담과 권고가 필요한 대상으로,5) 정신간호가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생의 의미찾기’ 프로그램을 통해 여대생 음

주자들이 생의 의미를 찾고, 자아정체감을 확립하여 생의 의

미 상실로 인한 우울과 음주가 줄어들어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1차 예방에 기여하고, 지역 정신건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데 

학문적 의의가 있다.

결 론

최근 여대생의 음주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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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 심리적 ․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음주는 우울과 

생의 의미와 관련성이 높으며, 특히 많은 대학생들이 실존적 

공허 상태에 있는 현대 사회에 있어 생의 의미 상실 문제는 중

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여대생 음주자를 대상으로 ‘생의 의미

찾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프로그램 적용 전후의 생의 의미, 

우울, 문제음주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자는 의미요법에 관한 문헌과 선행연구를 토대로 프

로그램 초안을 작성하고, 예비조사와 정신간호학 지도 교수 1

인의 자문을 거쳐 6회기의 ‘생의 의미찾기’ 프로그램을 개발하

였다. 매회기는 준비 단계, 본 단계, 마무리 단계로 100분 동안 

진행되었으며, 회기별 주제는 1) 어떤 때 술을 드십니까?, 2) 인

생곡선 그리기, 3) 오늘은 사랑을 싣고-경험적 가치, 4) 성장 드

라마: 반올림 해 볼까요?-태도적 가치, 5) 3년 후 내 장례식-창

조적 가치, 6)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이다.

본 연구는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실험 설계 연구로써, AUDIT 

점수 8점 이상으로 측정된 여대생 음주자를 연구대상으로 한

다. 자료수집기간은 2008년 9월부터 10월까지였으며, 실험군 

24명에게는 6주간 프로그램을 제공하였고, 대조군 23명에게

는 별도의 처치를 하지 않고, 두 군의 사전 및 사후 결과를 수집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두 군간의 사전 검사의 동질성과 종속 변수에 대한 두 

군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Mann-Whitney 검정을 시행하

였다.

‘생의 의미찾기’ 프로그램 중재 후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생의 의미의 점수 차이는 유의한 결과

를 얻었다(Z=3.36, p=.001). 

 실험군과 대조군의 우울 점수 차이는 유의한 결과를 얻었

다(Z=2.13, p=.033). 

 실험군과 대조군의 문제음주의 점수 차이는 유의한 결과

를 얻지 못했다(Z=0.78, p=.434). 

이상의 연구결과는 ‘생의 의미찾기’ 프로그램이 여대생 음

주자의 생의 의미 수준을 증진시키고 우울을 감소시킬 수 있음

을 시사한다. 특히 본 프로그램은 여대생 음주자를 대상으로 

의미요법을 적용한 최초의 프로그램으로 그 의의가 크며, 여

대생 음주자들이 여성 알코올 중독자가 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이들의 정신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생의 의미찾기’ 프로그램이 문제음주에 미치는 효과

의 확인을 위해 장기적인 추후 검사와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생의 의미찾기’ 프로그램에 음주에 대한 내용을 추가

하여 수정 ․ 보완 후 재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생의 의미찾기’ 프로그램이 생의 의미에 긍정적 효과

를 가지므로 실존적 공허감에 빠진 대상자들에게 ‘생의 의미

찾기’ 프로그램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 ‘생의 의미찾기’ 프로그램이 우울에 효과가 있으므로 

우울을 호소하는 대상자들에게 ‘생의 의미찾기’ 프로그램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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