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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1.

오늘날 많은 사춘기 여성들은 신체외모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고 대중매체와 패션 등의 산업화된,

소비문화로 인하여 신체의 이상적인 아름다움이라 여기

는 날씬하고 마른 몸매에 대한 희망과 열망을 갖고 있다.

특히 여성의 신체적 아름다움을 지나치게 마른 몸매에

두는 현대사회의 기준으로 인해(Hills, 1993; Ryan,

사춘기 여성은 정상적인Gibney, & Flynn, 1998),

성장발달의 결과로 인한 골격 및 피하지방 증가에 따른

신체변화조차도 살찌는 것으로 혼돈하여 이상적인 몸매

의 장애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Koff & Rierdan,

자신의 신체에 대한 지각과 사회에서 수용되는1991),

이상적 신체와의 차이가 있을 경우 신체불만족을 경험하

게 되어 외모 콤플렉스에 빠지게 되며 부정적인 신체상

을 형성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Tobin-Richards,

Boxer, & Petersen, 1983).

신체상 이란 개인의 정체성과 자기 가치(body image)

의 근본이 되는 자아의 중심개념으로(Wassner, 1982),

자신의 신체에 대한 개인의 의식적 무의식적 느낌 및,

태도를 나타내며 신체의 구조 및 기능(Norris, 1970),

에 대한 생물학적 심리 정신적 측면 뿐 아니라 신체관,

련 경험 신체에 대한 사회반응 신체에 대한 사회 문화, ,

적 가치 등의 사회 문화적 측면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개

념이다 또한 신체상은 고정 불변의 것(Fisher, 1990).

이 아니라 개인의 신체관련 경험과 신체에 대한 지각에

따라 계속 변화되는 역동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인간의 성장발달 대인관계 질병 외상 또는 환경에 의, , ,

해 끊임없이 변화된다 신(Stuart & Sundeen, 1983).

체상의 변화는 모든 연령에서 발생가능하나 특히 사춘기

는 신체적 급성장과 차 성징의 발현 등의 극적인 신체2

변화로 인해 정상발달 과정에서도 신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사춘기 여성이 가질 수 있는 부정적 신체상의 결과는

자신이 원하는 신체를 만들기 위하여 굶기 토하기 하제, ,

사용 등의 격렬한 다이어트 행위나 단식 등의 건강위험

행동에서부터(Maude, Wertheim, Paxton, Gibbons,

치명적인 신체적 손상& Szmukler, 1993) (Casper,

1995; Cooper, Anastasiades, & Fairburn, 1992),

대인관계 및 사회적 관계의 손상 심(Wassner, 1982),

각한 신체불만족송인섭 자아존중감 저하 불안( , 1993), ,

증가 우울 증가, (Kostanski & Gullone, 1998;

그리고 정신질환Noles, Cash, & Winstead, 1985)

증가(Laukkanen, Lehtonen, Amnell, &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따라서Viinamaki, 1998) .

이러한 부정적 신체상과 관련된 문제들은 간호학적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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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이에 대한 관심과 문제해결 방안에 대한 숙고가 요

구되고 있다.

한편 사춘기 여성의 신체상에 관한 연구들은 사춘기

여성의 신체상과 우울의 관련성을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Kostanski & Gullone, 1998).

신체의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사춘기 여성은 신체에 대한 불만족으로 자신을 낮게

평가하게 되고 이러한 낮은 자아존중감이 우울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우울은 사춘기 여성에.

게서 특히 중요한 문제이다 여성에 있어서 사춘기는 남.

성에 비해 유의하게 우울이 증가되는 시기로(Stroufe &

는 사춘기에서의 우울Rutter, 1984), Monreau(1996)

발생은 여성이 남성이 로 사춘기 여성의10.2%, 2.6%

높은 우울 발생을 보고하였고 국내에서도 사춘기 여성,

의 우울 발생률이 사춘기 남성에 비해 배 높다고 보1.8

고되고 있다남정자와 조맹제( , 1997).

사춘기 여성의 건강은 미래의 어머니의 건강과 직결되

므로 이들의 신체에 대한 부정적 지각과 이로 인해 발생

되는 건강문제는 개인문제일 뿐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가

되며구본준 이형숙 이는 이들을 접하( , 2000; , 1997),

는 건강관련 전문가나 교육자에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부정적 신체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

킬 수 있는 효과적인 중재방법을 개발하여 신체상과 관

련된 신체적 정신적 건강문제를 예방하고 치료하여 사,

춘기 여성들이 보다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

록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신체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신

체를 있는 그대로 지각하고 실제 신체를 수용하며 자신, ,

의 신체에 대해 만족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찾도록

도와주고 긍정적인 자아개념과 높은 자아존중감을 갖게,

하는 중재가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행동에 초점을 두고. ,

현실을 수용하며 현실에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 궁극적으로 성공

적인 정체감 확립을 목표로 하는 심리치료방법인 현실요

법 은 긍정적 신체상 형성을 위하여(Reality Therapy)

효과적인 간호중재방안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일반청소년의 신체상 변화를 위해 적용된 중

재방법으로는 신체에 대한 지각과 사고의 변화를 위해

신체에 대한 긍정적인 심상 형성에 초점을 두는 심상치

료 접근법 이 활용되었다고 보고되(Sankowsky, 1981)

고 있다 이에 비하여 현실요법은 인간의 행동이 사고.

및 정서에 영향을 준다는 선택이론 에(Choice Theory)

근거한 접근법으로 개인이 가장 통제하기 쉬운 행동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다른 접근법에 비해 현실적이고 실

질적이며 효과가 빠르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Glasser,

1998).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춘기 여성의 긍정적 신체상 형

성을 위한 간호중재전략으로 현실과 책임을 강조하는 현

실요법 을 적용하여 집단상담프로그램을(Glasser, 1998)

개발하고 개발된 집단상담프로그램이 사춘기 여성의 신,

체상과 우울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연구문제2.

현실요법을 적용한 집단상담프로그램은 사춘기 여성의

신체상과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가설3.

현실요법을 적용한 집단상담프로그램에 참여한 사춘1)

기 여성은 참여하지 않은 사춘기 여성보다 신체상 점

수가 높을 것이다.

현실요법을 적용한 집단상담프로그램에 참여한 사춘2)

기 여성은 참여하지 않은 사춘기 여성보다 우울 점수

가 낮을 것이다.

용어정의4.

현실요법을 적용한 집단상담프로그램1)

개인의 현재 행동에 초점을 두고 행동은 본질적으로,

기본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시도에서 개인이 선택하는 것

으로 간주하여 개인이 더 나은 선택이나 책임 있는 선택

을 하도록 도와주는 집단적 상담프로그(Glasser, 1998)

램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 신체상 형성을 목,

적으로 현실요법 및 신체상 관련문헌과 Youth Quality

프로그램김인자 을 참Management Training ( , 1996)

고하여 개발된 프로그램으로 교육 훈련 및 활동 토론, ,

등의 기법을 활용하여 욕구 및 바램탐색 행동탐색 자기, ,

평가 계획하기의 내용으로 구성된 집단상담프로그램을,

말한다.

신체상2)

자신의 신체에 대한 개인의 의식적 무의식적 느낌 및,

태도를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Norris,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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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의 신체만족도 측정도구Secord Jourard(1953)

에 의해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Body Cathexis Scale) .

우울3)

절망감 불안정감 슬픈 감정이나 우울감을 지속적으, ,

로 느끼고 개인의 일상활동에서 흥미나 즐거움이 감소되

거나 불쾌한 기분을 느끼는 정서상태(American

를 의미하며 본 연Psychological Association, 1994) ,

구에서는 의Radloff(1977) The Center for

을 전겸구Epidemiologic Studies-Depression Scale

와 이민규 가 한국인에게 적용한 우울 측정도구(1992)

한국판 에 의해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CES-D) .

Ⅱ 문헌 고찰.

현실요법1. (Reality Therapy)

인간의 존엄성과 잠재가능성의 믿음을 토대로 하여 미

국의 정신과 의사인 에 의해William Glasser(1998)

창안된 현실요법은 상담을 통해 성공적인 정체성을 갖게

하고 자신의 삶을 통제하여 바람직하고 건강한 행동을,

하도록 돕는 심리치료방법이다(Glasser, 1998).

현실요법에서는 개인의 행동은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가 아닌 자신의 내적 요인인 기본욕구에 의해 동기화 되

어 발생하고 행동은 개인이 선택한 결과로 개인이 처한,

바로 그 상황에서 욕구가 충족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 요법은 행동에 대한 책임.

감을 강조하고 과거보다는 현재에 무의식적 경험보다는, ,

의식적 경험에 초점을 두며 행동에 대한 책임감 성실, ,

성 통제력의 결여를 인간의 부적응으로 보고 있다김양, (

현 김현택 등 현실요법에서 부적응에, 1998; , 1998).

대한 치료는 개인의 행동이 자신의 선택이며 자신의 통

제하에 있고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였을 때 효,

과를 얻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요법은 선택이론 에 근거(Choice Theory)

하고 있으며 선택이론은 인간생명체는(Glasser, 1998),

하나의 통제체계로 인간의 행동은 욕구의 충족을 위해

선택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통제력과 책임감을 갖는,

다는 내용을 토대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요법은 개인이 가장 잘 통제할 수 있는

활동하기 영역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환경조건의

변화가 불필요하고 또한 현재에 초점을 둠으로 문제해,

결의 시작이 용이하여 실용성 구체성 현실성 그리고 빠, ,

른 치료의 효과성이 장점이라고 강조되고 있다(Glasser,

1998).

자신의 욕구를 책임 있는 방향으로 충족시키는 방법을

습득하는 데 효과적인 접근법인 현실요법은 Glasser

가 비행청소녀를 대상으로 연구를 시작한 이후(1998)

아동 일반청소년 문제학생 집단 비행청소년 대학생, , , ,

및 대학원생 알코올 및 약물중독자 정신질환 환자 및, ,

가족 주부 등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적용되어 그 효,

과가 검증되고 있다 최근에는 만성질환 환자관리 및 건.

강증진을 위해 통증환자와 폐질환 환자 및 환자를AIDS

대상으로 현실요법을 적용한 연구들이 수행되어 간호학

분야에 새로운 적용이 시도되고 있다.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현실요법을 적용한 국외연

구 결과를 고찰해보면 다음과 같다 과. Peterson

의 연구는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현실Woodward(1994)

요법을 적용한 결과 아동의 자아개념의 긍정적 변화와

통제력의 증가를 확인하였고 일반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와 의 연구는 수학성취Chambers McLaughlin(1994)

능력과 학교에 대한 태도 변화를 확인한 결과 학교에 대

한 태도 변화에서 유의한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또.

등 의 연구에서도 멕시칸계 미국 청소년Slowick (1984)

의 학업성적과 지도성에서의 상승을 확인하였다.

세의 문제청소년 명을 대상으로 한13-18 72 Bratter

는 개월간의 현실요법 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1973) 1

반사회적 행동의 감소를 확인하였고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명의 학생에게 현실요법을 적용한4 Atwell

은 학습과제 수행의 향상을 보고하였다 또 소년(1982) .

원생을 대상으로 한 의 연구는 자아존중Chung(1994)

감 증진과 긍정적인 행동 변화에서 효과가 있음을 확인

하였고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비행청소년들을 연구한,

는 내적 통제위의 상승과 자아개념의Thatcher(1983)

긍정적 변화를 확인하였으며 도 감옥의, Yarish(1986)

청소년 범죄자들에게서 내적 통제위의 상승을 보고하였

다 또한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Parish

는 현실요법이 긍정적 자아개념과 활동 증가에(1991)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현실요법과 관련된 국내연구를 살펴보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명신 의 연구는 아동의 내적 통제(1996)

성과 책임감의 상승을 확인하였고 여중생을 대상으로,

한 황미구 의 연구는 회의 현실요법 프로그램 적(1996) 8

용 후 내적 통제위와 성취동기가 유의하게 상승하였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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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하였으며 중학교 남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애정,

의 연구도 적응 강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음(1991)

을 확인하였다 또 여고생을 대상으로 한 최민영. (1995)

의 연구는 주간의 회의 현실요법 프로그램을 통하여4 8

자아존중감의 증진을 확인하였고 학교에 부적응하는 문,

제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석영미 의 연구에서도(1995)

자아개념의 긍정적 변화를 확인하였다.

보호시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이미혜 와 박국(1997)

향 의 연구는 각각 자아존중감 증진과 자아정체감(1991)

의 긍정적 변화 및 외적 통제위 감소를 보고하고 있으나,

명의 소년원생을 대상으로 한 김명아 의 연구는10 (1997)

이들의 통제위와 정신건강에 유의한 차이를 얻지 못하였

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남일호.

의 연구는 대학생의 불안을 감소시키는데 현실요(1995)

법이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최근에는 현실요법이 건강문제가 있는 집단의 건강증

진과 간호에 적용되기 시작하였는데 Honeyman(1990)

은 성인 약물중독자를 대상으로 현실요법을 적용한 결과

자아존중감 증진 책임 있는 생활 중독에 대한 인식 증, ,

가를 보고하고 있다 일반아동 어머니 집단과 장애아동.

어머니 집단을 대상으로 한 우애령 의 연구는 현(1994)

실요법을 적용한 집단사회사업프로그램을 통해 일반아동

어머니 집단에서는 내적 통제위 상승과 자아존중감 증진

을 확인하였고 장애아동 어머니 집단에서는 문제 중심,

적 스트레스 대처정도가 상승하였으며 두 집단 모두에,

서 우울이 감소하였음을 보고하고 있다. Sherman

은 명의 만성통증 환자를 대상으로 현실요법이(2000) 22

만성통증 관리에 미치는 효과를 검정하기 위해 회의 프6

로그램을 적용한 후 대처기술 증상경감 처치만족을 개, ,

인면담으로 확인한 결과 측정변수들의 전반적인 효과로

현실요법이 통증환자의 관리방법으로 유효함을 확인하였

다 또한 과 는 폐질환 환자와. Watson Buja(1997)

환자를 대상으로 현실요법을 적용한 개인상담을AIDS

통해 환자들이 자신의 행동에 책임감을 갖고 성공적인

선택을 하게 하는 방법을 기술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현실요법은 자아개념 및 자아존

중감 증진 내적 통제위 상승 공격성완화 학습방법과, , ,

학업성취능력 향상 리더쉽 상승 적응강화 알코올 및, , ,

약물남용 치료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강화 불안 및 우울, ,

감소에 효과가 있는 심리치료 방법임을 알 수 있다.

사춘기 여성의 신체상과 영향요인2.

인간의 심리와 행동을 이해하는데 필수적 개념인 신체

상은 신체에 대한 지각적 요소와 태도 및 정서적 요소로

구성된다 지각적 요소는 신체크기의 평가 신체모습의. ,

왜곡과 같은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인지 및 평가를 의미

하며 태도 및 정서적 요소는 신체만족 또는 신체불만족,

과 같은 신체에 대한 가치를 의미한다(Jarry, 1998).

이러한 신체상은 자아상 자아존중감 자아개념과 밀접한, ,

관계가 있는 개념으로(Dewing, 1989), Schilder(1935)

에 의해 개발되었고 에 의Kolb(1959) 해 정교화되었다.

신체상은 일생을 통해 끊임없이 변화하는 역동적인 개

념으로 인간의 성장발달 대인관계 질(Norris, 1970) , ,

병 외상 또는 환경에 의해 계속 변화된다, (Stuart &

신체상 형성에 영향을 주는 첫 번째Sundeen, 1983).

요인은 성장발달과정으로 정상적인 신체상 변화를 유도

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모체로부터 곧바로 분리된 신생.

아는 신체상을 지니고 있지 않으나 감각적 자극이나 운

동을 통해 자신의 신체를 탐색하게 되며 유아기 때는,

환경과 자신이 분리됨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운동능력과

감각자극의 확대로 자신의 신체상을 수정해 간다 학령.

기에는 동료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신체상이 변화되고,

청소년기는 신체상 형성에 매우 중요한 시기로 신체상

발달에 강력한 영향을 주는 차 성징의 발현과 신체적2

급성장 등의 극적인 신체변화를 경험하며 이성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더불어 신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신의 신체상을 재형성하게 된다(Santrok, 1996).

두 번째 요인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으로 부모유경미( ,

동료1980), (Paxton, Schutz, Wertheim & Muir,

부부 및 이들의 태도유일영1999), (Fawcett, 1978) ( ,

는 신체상 동일시에 강력한 영향을 준다1997) . Paxton

등 은 사춘기 여성 명으로부터 개의 또래집(1999) 523 79

단을 확인하고 또래집단과 신체상 관심 식이제한 극심, ,

한 체중감소 행동 폭식과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또래집,

단간 보다 또래집단 내에서 변수들의 유사성이 크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 나환자 부모를 가진 아동은 신체장해.

가 없는 부모의 아동보다 신체상에 부분적인 왜곡이 있

음을 확인한 유경미 의 연구와 친구들의 조롱이(1980)

사춘기 여성의 신체상과 우울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확인한 등 의 연구는 중요한 타Richert (1996)

인과의 관계 및 상호작용이 청소년 및 아동의 신체상 형

성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세 번째 요인으로는 신체적 질병이나 결손상태로 만성

질환 수술 외상 정신질환박경우과 이병윤 등, , , ( ,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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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함된다 장효순 은 만성질환인 천식아동환자. (1982)

들이 정상아동에 비해 부정적 신체상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였고 정추자 도 하지골절 청소년 환자들이, (1984)

정상인에 비해 낮은 신체상 점수를 나타내었다고 보고하

였다 이와 같이 신체적 질병이나 결손으로 인한 신체변.

화는 신체상에 부정적인 영향과 신체상 문제를 야기 시

킨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또한 사회 문화적 요인을 신체상 형성에 영향하는 주

요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 오늘날 여성들의 신체상은.

주로 방송매체 등 와 패션광고(Ryan , 1998) (Rebak,

를 통해 형성된 여성의 미에Eickhoff, & Kelly, 1998)

근거하는데 이 요인은 특히 사춘기 여성에게 사회적 압

력으로 작용하여 마른 몸매에 대한 생각과 행동을 일치

하게 하여(Rodin, Silberstein, & Streigel-Moore,

날씬하고 마른 몸매가 사춘기 여성에게 이상적인1984)

신체상으로 내면화된다 이처럼 사회 문화적 요인은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신체상에 대한 준거와 기준

을 제공해 준다.

많은 사춘기 여성은 사회에서 매력적이라고 수용되는

마른 몸매에 대한 열망과 신체불만족 때문에 자신의 신

체를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송인섭( , 1993).

지태옥 과 조지숙 은 사춘기 여성들이 자신(1997) (1992)

의 신체를 실제보다 뚱뚱하고 부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보

고하였고 등 의 연구에서도 사춘기 여성의, Ryan (1998)

약 는 자신이 과체중이라고 인식하고 는 자신25% , 59%

의 체중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사춘기 남녀학.

생을 대상으로 한 등 의 연구에서도 사춘기Cohn (1987)

여성들이 현재 자신의 신체를 이상적이라 생각하는 신체

보다 크고 뚱뚱하게 지각한다고 보고하였으며,

와 도 정상Desmond, Price, Gray O'Connell(1986)

체중을 가진 사춘기 여성들이 스스로를 과체중 집단으로

분류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사춘기 여성의 신체불만족으로 인한 부정적 신

체상은 굶기 토하기 하제 사용 등의 건강위험 행동을, ,

초래하고 이는 심각한 치아손상(Maude et al, 1993), ,

피부 및 머리카락의 손상 칼륨 수치의 저하 무월경 등, ,

을 초래하며 심한 경우에는 신장 손상 심장 이상 내분, ,

비계 기능부전 등의 치명적인 신체적 손상(Casper,

과 심각한 신체불만족송인섭 대인관계1995) ( , 1993),

및 사회적 관계의 손상 신경성 식욕(Wassner, 1982),

부진증 폭식(Thompson & Tantkeff-Dunn, 1998),

증 비만, (Gila, Castro, Toro, & Salamero, 1998),

자아존중감 저하 불안 증가 우울 증가, , (Kostanski &

그리고 정신질환Gullone, 1998) (Laukkanen et al,

등의 정신적 손상을 유발시키기도 한다1998) .

이상에서와 같이 사춘기 여성은 신체외모를 중심으로

한 신체상을 중시하며 이에 대해 만족하지 못할 경우 신

체건강 뿐 아니라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춘기 여성의 신체상과 우울간의 관계3.

여성에 있어서 사춘기는 정상적인 성장발달로 인해 지

방이 축적되어 체중이 증가되고 신체외모가 급격하게,

변화되는 시기이다 그러나 사춘기 여성은 사회 문화적.

영향으로 날씬하고 마른 몸매를 이상적인 신체상으로 내

면화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자신의 실제 신체와 이상,

적 신체를 비교함으로써 신체에 대한 불만족을 경험하게

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심각한 건강문,

제는 중요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신체상이 부정적일 경우 사춘기 여성에게서 신체

상과 심리적 변수인 우울간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매

우 중요하다 그 이유는 사춘기 여성의 자아상은 대부분.

신체에 대한 개인의 지각(Wadden, Brown, &

과 신체에 대한 사회적 반응의 지각Foster, 1991)

에 근거하기 때문에(Simmons & Rosenberg, 1975)

부정적 신체상은 낮은 자아존중감 및 우울과 관련 있으

며 사춘기는 여성에 있어서 우울이 유의하게 증가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Stroufe & Rutter, 1984).

사춘기 여성의 신체상과 우울에 관한 연구는 매우 제한

되어 있으며 두 변수(Kostanski & Gullone, 1998),

와 관련된 연구에서의 신체상은 체중 체형 신체성숙시, ,

기 신체만족과 관련하여 측정되고 있다, .

와 는 과체중의 사춘기 여Pesa, Syre Jones(2000)

성이 우울이 높다고 보고하여 사춘기 여성들이 뚱뚱한

것에 대한 사회적 반응이 우울의 특징인 자기거절과 무

가치감의 토대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 Kaplan,

와 도 자신의 체중이 정상이라고Busner Polack(1988)

인지한 청소년들은 저체중 또는 과체중이라고 인지한 청

소년들보다 우울 정도가 더 낮다고 하였고, Rosen,

와 는 체중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바Gross Vera(1987)

램과 우울 증상과의 관계 연구에서 사춘기 여성이 남성

보다 더욱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들의.

연구결과에서 사춘기 여성의 우울은 실제 체중보다는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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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 대한 자신의 지각 및 평가와 관련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체형과 우울간의 관계를 연구한 이재우 는 신체(1985)

의 불균형을 지닌 발육부전형의 청소년 집단에서 정동성,

정신생리 및 정신운동성 우울 성향이 비만형 청소년 집,

단에서 관념적 우울 성향이 큰 키와 야윈 몸의 세장형,

청소년 집단에서 정신 생리적 우울 성향이 높음을 발견

하였고 균형있는 신체와 튼튼한 골격을 지닌 투사형 청,

소년 집단에서는 우울 성향이 거의 없다고 보고하고 있

어 청소년의 체형에 따라 우울 성향이 차이가 있음을 시

사해준다.

성숙시기와 우울간의 관계를 연구한 과Brooks-Gunn

은 조숙한 소녀들은 동료들보다 신체성Petersen(1985)

장과 성적인 성숙이 더 이른 시기에 이루어지므로 동년

배들로부터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우울이 발생된다고 보

고하였다.

또한 세의 남녀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한13-18

등 은 부정적 신체상을 지닌 사춘기 여성Siegel (1999)

이 사춘기 남성보다 우울 정도가 심하다고 보고하고 있

고 사춘기 여학생의 신체만족도와 우울간의 관계를 연,

구한 지태옥 도 신체만족도가 낮을수록 우울 정도(1997)

가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사춘기 여성의 부정적 신체상과 우울

은 이들의 발달과정 및 정신건강에 중요한 요소이며 이,

에 대한 치료 및 예방은 빠를수록 효과적이므로 이와 관

련된 중재방법의 개발은 중요한 문제라 사료된다.

Ⅲ 연구의 개념적 기틀.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은 의 신체상 간Price(1990)

호모형 을 기초로 하(A Model for Body-Image Care)

고 있다 신체상 간호모형에서 인간은 실제적 신체 이상. ,

적 신체 표현되는 신체의 가지 중심요소로 구성된 역, 3

동적이며 개인적인 자신에 대한 신체상을 지닌 존재로

설명되며 인간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발생된 신체상,

변화의 만족스러운 균형을 위해 대처전략이나 또는 사회

적 지지망을 활용한다 신체상의 구성요소들이 균형을.

이루면 자아상이 증진되고 환경에 적응하게 되어 안녕감

을 유지하게 되는 반면 변화된 신체상의 균형이 파괴되,

면 환경에 부적응하게 되어 안녕감을 상실하게 된다.

이 모형을 본 연구의 개념과 연결하면 우선 본 연구,

대상인 사춘기 여성은 차 성징의 발현을 포함한 신체적2

급성장으로 인한 내적 환경의 변화와 현대사회 여성의

날씬함과 마른 몸매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상징적 환경의

환경

자아상

인간

신체적 급성장*

미의 사회적*

기준변화

신체상의

불균형 긍정적 신체상 우울감소

현실요법을 적용한

집단상담프로그램

사춘기 여성

적응신체상

개념적 기틀

본 연구의 변인

그림 연구의 개념적 기틀과 연구변인간의 관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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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로 자신의 실제적 신체와 이상적 신체와의 차이를

갖게 되며 표현되는 신체를 위해 외모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체중조절 다양한 다이어트 행동을 하는 사람들,

로서 가지 신체상 구성요소의 불균형을 나타낼 수 있으3

며 이들의 신체상에는 의미 있는 사람들의 지지와 개인,

의 대처전략이 영향을 준다 따라서 사춘기 여성의 신체.

상 구성요소들간의 균형을 위하여 현실요법을 적용한 집

단상담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긍정적인 신체상을 형성

하도록 도와주고 긍정적인 신체상의 형성은 환경에 적,

응을 도모하여 사춘기 여성의 우울을 감소시킬 수 있다

고 설명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을 기초로 하여 변인관계를 제

시하는 명제는 다음과 같다.

현실요법을 적용한 집단상담프로그램은 사춘기 여성1.

의 신체상의 균형을 도모하여 긍정적인 신체상을 형

성하게 한다.

긍정적인 신체상이 형성된 사춘기 여성은 환경에 적2.

응하여 우울이 감소된다.

이상의 명제를 구성하는 개념적 기틀과 본 연구의 측

정변인간의 관계는 그림 과 같다< 1> .

Ⅳ 연구 방법.

연구설계1.

본 연구는 현실요법을 적용한 집단상담프로그램이 사

춘기 여성의 신체상과 우울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기 위

한 비동등성 대조군 사전사후 설계의 유사실험 연구이다.

연구대상2.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내 소재 개 인문계 여자고1

등학교 학년 여학생을 유한 모집단1 (accessible

으로 하고 선정기준에 적합한 대상자를 편population)

의 추출하여 실험군과 대조군에 임의 할당하였다 최종.

대상자수는 실험군 명 대조군 명으로 총 명이었27 , 32 59

고 선정기준은 신체적 결손이 없는 자 정신병적 장애가, ,

없는 자 연구참여에 동의한 자이다, .

현실요법을 적용한 집단상담프로그램3.

집단상담프로그램의 내용1)

본 연구의 실험처치로 사용된 현실요법을 적용한 집단

상담프로그램은 현실요법 관련문헌과 문헌을 통해 고찰

된 신체상 영향요인에 기초를 두고 가 제, Floyd(1990)

작한 를 한국 청소"The Quality World Activity Kit"

년에 맞게 김인자 가 번역한 프로그램을(1996) YQMT

참고로 하여 현실요법 전문가의 자문과 평가를 바탕으로

사춘기 여성에 맞게 본 연구자가 개발하였다 본 집단상.

담프로그램의 전체 진행단계는 욕구 및 바램 탐색 행동,

탐색 자기평가 계획하기 단계로 구성된, , Wubbolding

의 현실요법의 행동변화 단계 과정를(1988) (WDEP )

적용하였고 교육 훈련 및 활동 토론 등의 기법을 활용, , ,

하였다 교육은 현실요법의 기초이론인 선택이론의 이해.

를 위한 것으로 인간의 기본욕구 바램 질적세계, , ,

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훈련 및 활동은 신체와.動

관련된 개인의 지각 평가 계획에 관련된 것으로서 자기, ,

이해 자기수용 자기평가 행동선택의 책임감 이해 자, , , ,

신감 증진 개선된 자기발견 신체에 대한 기대 수정 긍, , ,

정적 신체상 형성 우울 감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이에 대한 내용에는 욕구와 바램 점검 욕구충족 정도,

점검 장님게임 점검 신체장점 발표 패션쇼, , , , ,動

이상적이지 않은 외모를 지닌 성공인 발표 안티 미스코, ‘

리아 대회 비디오 시청 선택행동 점검 자기행동 평가’ , , ,

신체의 질적세계와 현실세계 비교 신체의 비현실적 사,

진을 현실적 사진으로 교체 신체 관련목표 설정과 행동,

계획 수립을 포함하였다 이 중 이상적이지 않은 외모를.

지닌 성공인 발표와 안티 미스코리아 대회 비디오 시청‘ ’

은 신체상이 그 시대의 사회문화에 영향을 받는다는 문

헌고찰을 통해 선택한 활동으로 현대사회의 미에 대한

기준 및 가치를 생각하고 개인이 지니고 있던 미에 대한

기준과 가치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또한 토론은.

자기개방과 자기수용의 효과를 위해 행해지며 신체 관,

련 행동 경험나누기와 신체 관련 긍정적 경험나누기를

포함하였다 이밖에 집단상담프로그램에 대한 동기유발.

과 적극적인 참여의식과 책임감을 유도하기 위하여 서약

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본 연구의 현실요법을 적용한 집.

단상담프로그램 개요는 표 과 같다< 1> .

집단상담프로그램의 구성원수2)

본 집단상담프로그램의 구성원수는 친밀하고 수용적인

대인간의 상호작용이 가능하다는 명의 범위이형득5-15 ( ,

를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집단 당 각각 명1992) , 10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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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명으로 하였다, 8 .

집단상담프로그램 기간3)

본 집단상담프로그램의 기간은 집단상담의 효과성이

인정되는 기간이장호 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 , 1998)

시한 회의 집단프로그램이 효과적이라고 한 선행연구8

최민영 황미구 를 근거로 본 연구에서( , 1995, , 1996) ,

는 회당 시간씩 주간 총 회 시간로 하였다1 2 4 8 (16 ) .

연구도구4.

신체상 측정도구1)

신체상은 와 에 의해 개발된Secord Jourard(1953)

신체만족도 측정도구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총 문. 54

항으로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에게 적절하지 않은 문4

항을 제외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신체의 각50 .

부위와 기능에 대해 개인이 지각하고 있는 느낌의 강도

및 방향을 측정하는 점 평점척도로 각 항목은 매우 불5 , ‘

만족한다 점 불만족하는 편이다 점 그저 그렇다’ 1 , ‘ ’ 2 , ‘ ’ 3

점 만족하는 편이다 점 매우 만족한다 점으로 총, ‘ ’ 4 , ‘ ‘ 5

응답범위는 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에 대50-250 ,

한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이었고Cronbach' 0.83 ,α

본 연구에서의 도구의 신뢰도는 이었다Cronbach' 0.90 .α

우울 측정도구2)

우울은 에 의해 개발된 우울 측정도구Radloff(1977)

를 전겸구와 이민규 가 한국인에게 적용한 우울(1992)

측정도구한국판 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우( CES-D) .

울한 기분 무가치감 절망감 식욕상실 수면장애 등의, , , ,

영역에 대한 지난 주일 동안 경험한 증상의 빈도를 측1

정하는 총 문항의 점 평점척도로서 각 항목은 주20 4 , ‘1

일에 거의 없음 점 주일에 일 점 주일에’ 0 , ‘1 1-2 ’ 1 , ‘1

일 점 주일에 일 점으로 총 응답범위는3-4 ’ 2 , ‘1 5-7 ’ 3

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심함을 의미0-60 ,

한다.

표 현실요법을 적용한 집단상담프로그램 개요< 1>

단계 횟수 목적 및 활동 기대효과

바램

탐색

1

목적 본 프로그램을 이해한다: .

프로그램 소개 목적 및 내용-

서약서 작성

자기소개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

동기유발 및 적극적 참여의식과

책임감 유도

상호이해

2

목적 욕구와 바램을 이해하고 자신의 행동은 자신의 선택임을 이해한다: , .

인간의 기본욕구와 바램 강의

자신의 욕구 바램 및 욕구충족 정도 점검,

장님게임

욕구와 바램 이해

자기이해

행동선택의 책임감 이해

행동

탐색

3

목적 을 이해하고 자신의 을 점검한다: , .動 動

신체 관련 행동 경험나누기

강의動

자신의 점검動

자기개방

이해動

자기이해

4

목적 자신의 신체에 대해 수용한다: .

신체장점 발표 및 신체 관련 긍정적 경험나누기

패션쇼

자신감 증진

자기수용

5

목적 기존의 미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킨다: .

이상적이지 않은 외모를 지닌 성공인 발표

안티 미스코리아 대회 비디오 시청‘

미에 대한 의식변화

자기

평가

6

목적 자신의 행동을 점검하고 평가한다: .

선택행동 점검

자기행동 평가

선택행동 방향 결정

자기평가

7

목적 긍정적인 신체상을 갖는다: .

신체의 질적세계와 현실세계 비교

신체의 비현실적 사진을 현실적 사진으로 교체

자기이해

자기수용

신체에 대한 기대 수정

긍정적 신체상 형성

계획

하기
8

목적 신체만족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을 계획한다: .

신체 관련 목표설정과 행동계획 수립

프로그램 마무리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

개선된 자기발견

우울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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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이었고Cronbach' 0.85 ,α

한국판 연구에서의 도구의 신뢰도는CES-D Cronbach'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도구의 신뢰도는0.89 ,α

이었다Cronbach' 0.88 .α

자료수집방법 및 절차5.

본 연구의 자료수집방법 및 절차는 예비조사와 본 조

사의 단계로 진행하였으며 본 조사는 사전조사 사후2 , ,

조사 순으로 하였고 구체적인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다.

예비조사1)

본 연구의 예비조사는 년 월 일부터 월 일2000 9 1 9 14

까지 실시되었다 본 조사에 앞서 집단상담프로그램의 미.

비한 점을 수정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집단상담프로그

램의 일부를 사춘기 여성 명에게 회 시행하였다 시행4 4 .

결과 대상자들의 반응을 기초로 집단상담프로그램의 내용

및 순서 시간 환경설정에 대하여 수정보완하였다, , .

본 조사2)

본 조사는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실2000 9 15 11 10

시되었다 사전조사는 실험처치 직전에 연구자가 직접.

실험군 대조군 대상자 모두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한 후, ,

신체상 척도 우울 척도 일반적 특성 질문지를 작성하도, ,

록 하였고 사후조사는 실험처치 직후에 실험군 대조군, ,

모두에게 사전조사 때와 같은 신체상 척도 우울 척도를,

작성하게 하였다.

자료분석방법5.

수집된 자료는 과 내용분석을 하였SAS pc program

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변수의 동질성 검정 가1) , ,

설검정 도구의 신뢰도 검정은 을, SAS pc program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신체상 관련 반응은 자기평가 기록 녹음자2) ,

료 개인면담 자료를 근거로 내용 분석하였다, .

Ⅴ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 검정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문헌을 통해 고찰된 신체상

영향요인을 참고한 연령 체, Body Mass Index(BMI:

중 키( )/ (m)㎏ 2 종교 부모생존 여부 출생순위 성적), , , , ,

성격 가족분위기 친구관계 경제상태 부의 훈육태도, , , , ,

모의 훈육태도로서 이들 특성에 따른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을 검정한 결과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 5%

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두 집단은 동질한 것으로 나타

났다.

사전 실험군과 대조군의 신체상과 우울에 대한 동2)

질성 검정

사전 실험군과 대조군의 신체상과 우울 정도의 동질성

을 검정한 결과는 표 와 같다 실험처치 전 신체상< 2> .

평균점수는 실험군 대조군 으로 두 집단간에3.02, 3.03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5% (t=0.05,

실험처치 전 우울 평균점수도 실험군p=.96), 1.29,

대조군 로 두 집단간에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1.19 5%

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t=0.69, p=.49).

라서 사전 실험군과 대조군의 신체상과 우울 정도는 동

질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검정2.

현실요법을 적용한 집단상담프로그램이 사춘기 여1)

성의 신체상에 미치는 효과

현실요법을 적용한 집단상담프로그램에 참여한 사춘“

기 여성은 참여하지 않은 사춘기 여성보다 신체상 점수

가 높을 것이다 라는 가설 을 검정하기 위해 실험군과.” 1

대조군의 실험처치 전후의 평균치 차이를 산출하여

한 결과는 표 그림 와 같다t-test < 3>, < 2> .

실험처치 전후의 실험군과 대조군의 신체상 점수를 보

면 실험군은 사전평균 사후평균 로 증, 3.02, 3.59 0.57

표 사전 실험군과 대조군의 신체상과 우울에 대한 동질성 검정< 2>

실험군(N=27) 대조군(N=32)
값t 값p

M SD M SD

신체상 3.02 0.43 3.03 0.46 0.05 .96

우울 1.29 0.60 1.19 0.52 0.69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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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였고 대조군은 사전평균 사후평균 로, 3.03, 3.08

증가하였으며 두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0.05 ,

이를 보여 가설 은 지지되었다1 (t=6.73, p=.000).

현실요법을 적용한 집단상담프로그램이 사춘기 여2)

성의 우울에 미치는 효과

현실요법을 적용한 집단상담프로그램에 참여한 사춘“

기 여성은 참여하지 않은 사춘기 여성보다 우울 점수가

그림 실험군과 대조군의 신체상 변화< 2>

신체상신체상신체상신체상

2.72.72.72.7
2.82.82.82.8
2.92.92.92.9
3333
3.13.13.13.1
3.23.23.23.2
3.33.33.33.3
3.43.43.43.4
3.53.53.53.5
3.63.63.63.6
3.73.73.73.7

실험전실험전실험전실험전 실험후실험후실험후실험후

실험군실험군실험군실험군

대조군대조군대조군대조군

표 실험군과 대조군의 우울에 대한 사전사후 점수 차이검정< 4>

실험군(N=27) 대조군(N=32)
df 값t 값p

M SD M SD

사전 1.29 0.60 1.19 0.52 57 0.69 .49

사후 0.75 0.39 1.13 0.55 57 3.02 .004

전후차이 0.54 0.43 0.06 0.27 57 5.28 .000

표 실험군과 대조군의 신체상에 대한 사전사후 점수 차이검정< 3>

실험군(N=27) 대조군(N=32)
df 값t 값p

M SD M SD

사전 3.02 0.43 3.03 0.46 57 0.05 .96

사후 3.59 0.54 3.08 0.47 57 3.87 .000

전후차이 0.57 0.33 0.05 0.26 57 6.73 .000

그림 실험군과 대조군의 우울 변화< 3>

우울우울우울우울

0000

0.20.20.20.2

0.40.40.40.4

0.60.60.60.6

0.80.80.80.8

1111

1.21.21.21.2

1.41.41.41.4

실험전실험전실험전실험전 실험후실험후실험후실험후

실험군실험군실험군실험군

대조군대조군대조군대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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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을 것이다 라는 가설 를 검정하기 위해 실험군과 대조.” 2

군의 실험처치 전후의 평균치 차이를 산출하여 한t-test

결과는 표 그림 과 같다< 4>, < 3> .

실험처치 전후의 실험군과 대조군의 우울 점수를 보

면 실험군은 사전평균 사후평균 로 감, 1.29, 0.75 0.54

소하였고 대조군은 사전평균 사후평균 으로, 1.19, 1.13

감소하였으며 두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0.06 ,

이를 보여 가설 는 지지되었다2 (t=5.28, p=.000).

추가분석3.

실험군의 사전 신체상과 우울의 상하위집단에 따른

현실요법을 적용한 집단상담프로그램 효과의 차이검정을

위해 두 변수의 사전점수를 상 하위 각각 에 해당하, 25%

는 집단으로 분류하여 사전사후의 평균치 차이에 대한 비

교를 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표 과 같다t-test < 5>, < 6> .

사전 신체상 상하위집단에 따른 차이검정1)

실험처치 전후의 실험군의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의 신

체상 점수를 보면 상위집단은 사전평균 사후평균, 3.47,

로 증가하였고 하위집단은 사전평균3.99 0.52 , 2.44,

사후평균 으로 증가하였으며 유의수준에2.96 0.52 , 5%

서 두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0.00, p=1.00).

사전 우울 상하위집단에 따른 차이검정2)

실험처치 전후의 실험군의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의 우

울 점수를 보면 상위집단은 사전평균 사후평균, 2.12,

로 감소하였고 하위집단은 사전평균1.04 1.08 , 0.64,

사후평균 로 감소하였으며 두 집단간에 통계0.37 0.27 ,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t=5.58, p=.000).

우울 점수가 높은 상위집단은 우울 점수가 낮은 하위집

단보다 실험처치 후 우울 점수가 더욱 많이 감소하였다.

현실요법을 적용한 집단상담프로그램을 통해 나타3)

난 대상자의 반응

현실요법을 적용한 집단상담프로그램이 사춘기 여성의

신체상과 우울에 미치는 효과는 이미 가설검정에서 확인

되었다 그러나 가설검정에서는 현실요법을 적용한 집단.

상담프로그램의 효과를 제한된 변인에 한해서만 측정한

것이므로 집단상담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독특하

고 다양한 경험들은 간과되었다 그러므로 이들의 경험.

을 분석함으로써 본 연구의 결과에 질적인 자료를 보충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자는 집단상담프로그램이 종결된 후 대상

자들의 자기평가 기록과 녹음자료를 근거로 이들의 긍정

적 신체상 변화와 관련된 반응을 내용 분석하였다표( 7

참조).

이상에서 살펴본 현실요법을 적용한 집단상담프로그램

을 통해 나타난 사춘기 여성의 긍정적 신체상과 관련된

반응은 신체수용 자아존중감 증진 미에 대한 가치판단, ,

변화의 개 주제로 요약될 수 있다 각 주제의 주요의미3 .

는 다음과 같다 신체수용은 신체단점에 대한 인식변화. ,

신체장점 발견 책임감 인식의 의미가 포함되고 자아존, ,

중감 증진에는 자부심 자신감 만족감 희망의 의미가, , ,

포함된다 그리고 미에 대한 가치판단 변화에는 내면의.

중요성 인식 미에 대한 기준변화의 의미가 포함된다, .

또한 본 집단상담프로그램의 민감성과 집단상담프로그

램 내용의 수정 및 개선을 위한 자료를 얻기 위한 목적

으로 대상자 중 가장 많은 신체상 변화를 경험한 대상자

표 사전 신체상 상하위집단에 따른 차이검정< 5>

상위집단(N=7) 하위집단(N=7)
df 값t 값p

M SD M SD

사전 3.47 0.07 2.44 0.31 12 8.46 .000

사후 3.99 0.33 2.96 0.23 12 6.89 .000

전후차이 0.52 0.30 0.52 0.27 12 0.00 1.00

표 사전 우울 상하위집단에 따른 차이검정< 6>

상위집단(N=7) 하위집단(N=7)
df 값t 값p

M SD M SD

사전 2.12 0.37 0.64 0.15 12 9.77 .000

사후 1.04 0.42 0.37 0.18 12 3.83 .002

전후차이 1.08 0.28 0.27 0.26 12 5.58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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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가장 적은 신체상 변화를 경험한 대상자의 반응 차이

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대상자 중 신체상 변화가 가.

장 큰 대상자 명과 신체상 변화가 가장 적은 대상자1 1

명을 선정하여 집단상담프로그램 종료 개월 후에 개인1

표 긍정적 신체상 변화와 관련된 대상자의 반응< 7>

반응 주요의미 주제

전 얼굴과 몸이 좀 까매서 깜씨라고 애들이 부르거든요 그 말이 너무 싫었는데 여기오니까 그걸 섹시하‘ ’ .

다고 말해줘서 기분이 나쁘지 않았고 이제부터는 내 몸이 까만 걸 싫어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전에는 내 몸이 뚱뚱해서 거울을 보기가 싫었고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게 무지 싫었는데 이제 내 몸이 뚱뚱

하기는 하지만 일단 건강하고 튼튼하단 생각이 들어요 건강한 게 최고쟎아요. .

전엔 내 몸이 너무 작고 말랐다는 생각만 하고 그래서 매일 키 커지는 거만 생각했어요 성장호르몬 주사.

같은 거 근데 이젠 키가 작은 게 귀엽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요. .

전 머리숱이 너무 많아 딴 사람보다 머리가 훨씬 커 보인다고 생각해서 싫어했어요 근데 대머리를 생각해.

보니 싫은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애들이 풍성한 내 머리카락을 매력적이라고 하며 부러워했어요.

신체단점에

대한 인식변화
신체수용

목소리도 장점이 된다는 생각을 전에는 못했거든요 근데 친구들이 칭찬해줘서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

내 다리에 대해 친구들이 말해 준 것이 내게 다리에 대한 관심을 갖게 했어요 친구들 아니었으면 내 다리.

가 예쁜 지도 몰랐을 거예요.

신체장점

발견

내가 뚱뚱한 건 모두 엄마가 날 이렇게 낳아준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내 책임이라는 걸 알게 됐.

어요.

내 몸은 내가 관리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나에 대한 모든 것은 결국 내 책임이니까요. .

책임감 인식

저는 제가 멋진 몸을 만들기 위해 계획한 행동을 요즘도 잘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 스스로 기특하다고 생.

각을 해요 꾸준히 하고 있는 내가 자랑스럽다는 생각까지 하는 걸요 뭐. .

여적 내 몸은 마음에 안드는 것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처음에는 이것도 장점인가 하면서 주저하며 말했....

는데 친구들이 맞다고 그러니까 진짠거 같구 힘이 됐어요.

자부심 자아존중감

증진

제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어요 적극적으로 되구 대범해진 거 같구요 또 목소리도 되게 커졌어요. .... ....

좀 더 자신감을 얻게 됐어요 나도 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구요 잘 할 거 같아요. . ....

전에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전 해도 잘 안될 것 같았거든요 지금은 나도 할 수 있다는. .

생각이 들구 그래서 조금씩 계획도 세우고 계획대로 하고 있어요.

자신감

뭐라고 딱 말할 수는 없지만 일단 마음이 뿌듯하고 나에 대해 좋은 생각을 갖게 됐어요 특히 내 몸이 그.

렇게 싫지 않아요.

내 몸과 마음이 가쁜해지고 즐거워진거 같아요 지금 기분도 아주 좋아요.

만족감

전 키도 작고 애기 같이 생겼대요 근데 전에는 이걸 무지 불만으로 생각했는데 이젠 우리 식구들이 저만.

빼구 다 크니까 나도 클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희망을 갖기로 했어요. .

앞으로는 나도 잘 될 것 같아요 잘 할 수도 있을 거 같구요. ....

내 몸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면 모든 게 잘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몸도 마음도 모두모두....

희망

못생겼는데 유명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생긴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은 정말 실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외모는 잠시고 진짜는 실력이라는. ....

내면의 중요성

인식

미에 대한

가치판단

변화

밖으로 드러나는 외모보다 자신의 마음과 자신감이 그 사람을 아름답게 만든다는 걸 알았어요 비디오 보.

구....

아름다움이란 외모보다는 마음과 생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미에 대한

기준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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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을 하였다 그 결과 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신체상 변화가 큰 대상자는 자신감 증가 우울 감소 프, ,

로그램에 대한 기대 적극적인 태도 희망 자신에 대한, , ,

새로운 평가 등의 반응을 나타냈으며 신체상 변화가 적,

은 대상자는 미약한 참여동기 자신감 부족 소극적인 태, ,

도 소극적인 참여를 나타내었다 이들의 가장 큰 차이점, .

은 참여동기와 참여태도에서 나타났는데 즉 변화가 큰,

대상자는 본 집단상담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가 컸으며 또

한 적극적인 참여를 한 반면 변화가 적은 대상자는 참,

여동기가 미약하였고 따라서 소극적인 참여태도를 보였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Ⅵ 논 의.

현실요법을 적용한 집단상담프로그램의 효과1.

본 연구에서 현실요법을 적용한 집단상담프로그램은

사춘기 여성의 신체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데 효과

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상이 긍정적으로 변화했다는.

것은 의 기본욕구 중 힘의 욕구의 성취Glasser(1998)

를 의미한다 긍정적인 신체상은 신체를 통한 힘의 욕구.

충족을 의미하며 이것은 본 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를 통

하여 자신의 신체장점에 대한 발견과 신체에 대한 새로

운 인식 및 평가 그리고 집단원들의 긍정적인 피드백으

로 신체에 대한 힘의 욕구가 충족된 결과이며 또한 사,

회에서의 미에 대한 기준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

닫게 되어 신체를 평가하는 기준이 변함으로써 자신의

신체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게 되어 현실세계와 질적세계

의 차이를 감소시킨 성과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

라서 본 연구결과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지각하는 차1

지각체계로부터의 지각이 가치여과기인 차 지각체계에2

의한 지각보다 상황 및 사물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

어 삶의 대한 통제력과 행복감을 얻는다는 Glasser

의 주장을 간접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할(1998)

수 있다.

현실요법을 적용한 집단상담프로그램은 우울을 감소시

키는 데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프로.

그램의 내용은 다르지만 같은 현실요법을 적용한 다른

연구와 비교해 볼 때 남녀 대학생 각각 명을 대상으, 22

로 주간의 현실요법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남자 대학5

생 집단에서 우울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는 Martig

의 연구결과와 일반아동 어머니 집단과 장애아동(1978)

어머니 집단에게 현실요법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두 집

단 모두에게서 우울 감소를 확인한 우애령 의 연(1994)

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또 우울증은 욕구가 충족되고 현.

실상황에 대한 수용인식이 높을수록 감소된다는

과 의 연구결과와도 같은Appel(1983) Peterson(1992)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효과는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참여자들

의 생각과 느낌을 표출하게 하고 이에 대한 집단원들의

긍정적인 피드백으로 서로를 이해하며 수용하는 상호작

용의 효과로 사랑과 소속의 욕구가 충족되었다고 보여지

고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개인의 모든 행동은 자신의 선,

택이며 우울 역시 선택이라는 현실요법의 기본 내용을

이해하고 받아들여 우울을 선택하지 않은 결과라 여겨지

는데 현실요법의 효과가 상황을 대처하는데 있어서의,

책임은 자신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개인의 변화 가능성을

내면화시킨다는 데 있다고 지적한 의 연Parish(1991)

구결과를 간접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인지요법이 우울 감소에 효과적인 치료방법

임은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Burn, Sayers,

& Moras, 1994; Robinson, Bush, von Korff, Lin,

인지요법은 인간의 정서는Simon, & Walker, 1995).

사고와 인지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근거로 한 치료방

법인 반면 현실요법은 인간의 행동이 인지 정서 생리, , ,

반응에 영향을 준다는 선택이론에 근거를 둔 치료방법이

다 따라서 인지요법은 인간의 사고에 초점을 둔 반면에. ,

현실요법은 인간의 행동에 초점을 두고 우울이라는 정서

를 변화시키는 접근법이다 인간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은 인간의 사고를 변화시키는 것보다 더욱 적극적이고

실질적이어서 활동성이 강한 사춘기 여성에 적용하기에

는 현실요법이 더욱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추가분석에서 본 집단상담프로그램의 대상자가 일반

사춘기 여성임을 고려하여 실험의 민감도를 높이기 위,

해 실험군을 대상으로 측정변수들의 상위 및 하위집단에

따른 집단상담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

신체상 점수가 낮은 하위집단이 점수가 높은 상위집단에

비해 보다 큰 신체상 점수의 증가를 기대하였으나 상위

집단과 하위집단에서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반면에. ,

우울은 우울 정도가 심한 상위집단이 우울 정도가 낮은

하위집단보다 더 큰 우울 감소를 기대하였는데 기대한

대로 상위집단과 하위집단간의 우울 정도에는 유의한 차

이가 있어 상위집단에서의 집단상담프로그램의 효과가

컸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본 집단상담프로그램은 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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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가 심한 대상자에게 더욱 효과적임이 밝혀졌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에 질적인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집단상담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독특하고 다양한

경험을 대상자들의 자기평가 기록과 녹음내용을 바탕으

로 긍정적 신체상 변화와 관련된 반응을 내용 분석하였

다 그 결과 대상자의 반응은 신체수용 자아존중감 증. ,

진 미에 대한 가치판단 변화의 개 주제로 요약되었다, 3 .

이와 같은 결과는 본 집단상담프로그램은 자기신체의 수

용과 미에 대한 가치판단 변화로 긍정적 신체상을 형성

하게 하여 자아존중감이 증진되게 하는 효과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대상자의 긍정적 반응은 본 집단상담프로그

램에 대한 편중된 자료만을 제시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

한 해소와 추후의 본 집단상담프로그램의 발전과 개선을

위한 자료를 얻기 위해 본 집단상담프로그램을 통해 신

체상 변화가 큰 대상자와 신체상 변화가 적은 대상자와

의 개인면담을 통하여 이들의 반응과 경험의 차이를 분

석해 본 결과 참여동기와 태도에 면에서 차이가 있었다, .

즉 변화가 큰 대상자는 신체불만에 대한 문제를 중요하,

게 생각하고 해결하려는 동기와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반면 변화가 적은 대상자에게는 본 집단상담프로그램의

주제와 내용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 이러한 동.

기의 차이는 이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태도와 활동에

차이를 나타내게 하여 변화가 큰 대상자는 보다 열심히,

성실하게 매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한 반면 변화가 적

은 대상자는 소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자신감도 부족하

였다 이 결과는 집단상담프로그램의 효과는 참여대상자.

의 동기 및 참여태도와 관계가 있음을 시사해준다 따라.

서 대상자들이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동기

화 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은 본 집단상담프로그램의 진행과정과 내용과 관

련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우선 프로그램의 운영 시간을.

고려해 보면 본 집단상담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수업이,

끝난 방과후에 실시되어 늦은 시간의 귀가가 불가피하였

다 따라서 프로그램의 종결단계에서는 연구자와 참여자.

들이 시간에 쫓기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이와 같은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연구자는 집단상담프로그램을

학교 정상교육과정에 포함시켜 운영된다면 보다 큰 효과

를 얻게 되리라 생각한다 프로그램의 내용 문제로.

는 부적응의 해결은 현실 내에서의 욕구Glasser(1998)

충족 방법을 습득하여 생활에 적용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

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신체에 대한 욕구.

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자신이 원하는 질적세계를

현실적인 사진으로 교체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계

획을 수립하는 계획단계까지만 진행되어 행동계획을 일상

생활에서 어느 정도 적용하였는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앞으로 본 집단상담프로그램의 지속적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추후조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오늘날 신체외모를 중요시하며 강조하는 현대사회에서

여성들의 외모에 대한 지나친 관심은 심각한 신체적 정,

신적 건강문제를 야기 시키며 현재 만연되고 있는 다이,

어트 열풍과 패션 등의 산업화된 소비문화도 여성들로

하여금 신체에 대한 집착과 부정적인 신체상 형성을 촉

진시킨다 특히 사춘기 여성의 부정적 신체상은 건전한.

성장발달에 장애가 되며 이는 중요한 여성건강문제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앞으로 더욱 문제시되리라 예

측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신체상을 변화시키는 효율적인 중재

방법의 모색을 위해 수행된 본 연구는 지금까지 간호의

중재방법으로 활발하게 활용되지 않았던 현실과 인간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중요시하고 성공적인 정체성의 확

립을 목표로 하는 현실요법을 적용하여 개발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사춘기 여성의 신체상과 우울에 효과적인 간

호중재전략임을 규명한 점은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Ⅶ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현실요법을 적용한 집단상담프로그램이 사

춘기 여성의 신체상과 우울에 미치는 효과를 검정하기

위해 서울시내 소재 개 인문계 여자고등학교 학년 여1 1

학생들을 대상으로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2000 9 1 11 10

시도된 비동등성 대조군 사전사후 설계의 유사실험 연구

이다.

본 연구의 실험처치는 현실요법과 신체상 관련문헌을

기초로 하여 사춘기 여성의 긍정적인 신체상 형성을 목

적으로 연구자가 개발한 현실요법을 적용한 집단상담프

로그램을 주 동안 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연구도구는4 8 ,

와 의 신체만족도 측정도구 전Secord Jourard(1953) ,

겸구와 이민규 의 우울 측정도구한국판(1992) ( CES-D)

를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은 을 이용한 전산통계처SAS pc program

리와 신체상 변화와 관련된 사춘기 여성의 반응은 자기

평가 기록 녹음자료 개인면담 자료로 내용 분석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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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현실요법을 적용한 집단상담프로그램에 참여한 사춘1. “

기 여성은 참여하지 않은 사춘기 여성보다 신체상 점

수가 높을 것이다 라는 가설은 지지되었다” (t=6.73,

p=.000).

현실요법을 적용한 집단상담프로그램에 참여한 사춘2. “

기 여성은 참여하지 않은 사춘기 여성보다 우울 정도

가 낮을 것이다 라는 가설은 지지되었다” (t=5.28,

p=.000)

현실요법을 적용한 집단상담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사3.

전 신체상 점수가 높은 상위집단과 신체상 점수가 낮

은 하위집단의 신체상 점수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

으나 사전 우울 점수가 높은 상(t=0.00, p=1.00),

위집단이 우울 점수가 낮은 하위집단보다 유의하게

감소하였다(t=5.58, p=.000)

현실요법을 적용한 집단상담프로그램을 통해 나타난4.

사춘기 여성의 긍정적 신체상 변화와 관련된 반응은

신체수용 자아존중감 증진 미에 대한 가치판단 변, ,

화로 나타났다.

현실요법을 적용한 집단상담프로그램을 통해 신체상5.

변화가 큰 대상자와 적은 대상자의 반응을 분석한 결

과 두 대상자의 참여동기와 참여태도에서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

고자 한다.

현실요법을 적용한 집단상담프로그램을 신체상 장애1.

가 있는 환자를 포함한 다양한 대상자에게 확대 적용

하여 집단상담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현실요법을 적용한 집단상담프로그램을 실행한 후 추2.

후검사를 실시하여 집단상담프로그램의 장기 효과를

확인하는 종단적 연구가 필요하다.

현실요법을 적용한 집단상담프로그램을 지역사회 및3.

학교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을 예방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예방적 프로그램으로 학교의 정상교육과정에 포함시켜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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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Key concept : The group counseling by applying

Reality Therapy, adolescent

women, body image, depression

A Study on the Effect of the

Group Counseling Program

Developed by Applying Reality

Therapy on the Body Image and

Depression of Adolescent Women

Jung, Young-Nam*

The purpose of the study is both to develope

the group counseling program applying Reality

Therapy, by which positive body image could be

conceived by adolescent women, by helping them

identify their bodies as what they are, and then

admit their real bodies, and also find out some

practical methodologies of self-esteem, and to

verify the program to show how effectively this

program can be applied to them.

Data were collected by self-reported

questionnaires(body image and depression) from

59 high school girls in Seoul who were selected

by criteria of this study, from the 1st of

September to 10th of November, 2000. The

experimental group participated in the group

counseling by applying Reality Therapy with 8

sessions for 4 weeks.

Descriptive statistics, homogeneity test,

hypothesis testing, reliability were performed

statistically by utilizing SAS pc program, and

additionally the reaction due to the change of

body image by adolescent women was also

analyzed.

The results drawn through the present study

are as follows:

1. A hypothesis that "adolescent women who

participated in the group counseling program

by applying Reality Therapy may get higher

points on body image than adolescent women

who did not participated" has been adopted

(t=6.73, p=.000).

2. A hypothesis that "adolescent women who

participated in the group counseling program

by applying Reality Therapy may get lower

points on depression than adolescent women

who did not participated" has been adopted

(t=5.28, p=.000).

3. After applying the group counseling program,

the degree of depression for upper group who

obtained higher preliminary points on

depression has decreased rather meaningfully

more than that for lower group who obtained

higher preliminary points(t=5.58, p=.000).

4. Reactions associated with positive change in

body image of adolescent women who

participated in the group counseling program

by applying Reality Therapy has been shown

to be body acceptance, enhancement of

self-esteem, and change of value judgment of

beauty.

5. The difference in the motivation and attitude

of each group has been observed, by

analyzing the reactions obtained from those

who show the highest change of body image

and those who show the lowest change of

body image through the group counseling

program by applying Reality Therapy.

According to the present studies,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group counseling program by

applying Reality Therapy has turned out as an

effective strategy for nursing intervention for

adolescent women, by helping them form

positive body images and reducing depression.

* Young Dong woman's high schoo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