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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알코올중독은 만성적으로 진행되고 재발과 단주의 상태가 반복되는 질
환이다. 알코올중독의 재발을 일으키는 여러 요인들 가운데 부정적 정서
는 특히 인간관계 갈등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인간관계의 핵심이 언
어적·비언어적 의사소통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감안할 때 알코올중독
자의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 기술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입원중인 알코올중독자들을 위한
비폭력대화 기반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한 후 그
효과를 평가하였다.
비폭력대화 기반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목표수립, 프로그
램 구성, 예비연구, 프로그램의 실시 및 개선 단계의 절차를 거쳐, 매주 2
회, 4주간 총 8회기의 내용으로 개발되었다.
개발된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동시적 내재전략 혼합 연구
방법을 적용하였다. 연구대상자는 C도시와 S도시의 정신과 전문기관의
알코올중독 병동 입원 환자 중에서 편의 표집방법에 의해 선정된 실험군
25명, 대조군 25명이었다.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시차설계에 따라 대조
군 먼저 사전․사후 조사를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실험군의 사전 조사를 시
행한 후에 8회기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이어서 사후 조사를 실시하였다.
최종분석 대상자는 실험군 24명과 대조군 23명으로 총 47명이었다. 반
복측정

이원배치분산분석을

시행한

결과,

중재

전·후

공감

능력

(F=79.175, p <.001), 분노표현 (F=11.654, p=.001), 의사소통 능력
(F=24.276, p <.001), 금주 자기효능감(F=24.276, p <.001)의 변화
양상은 실험군 대조군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비폭력대화 기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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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통 훈련 프로그램의 지속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중재 종료 8주 후
실험군에 속한 6명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개별 면담을 실시하였다. 이에
대한 질적 분석 결과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갈등 상황에서의 효과
적 대처’,‘단주에 대한 자신감과 일상에서의 자기성찰’이라는 3개 주
제가 도출되었다. 이에 속하는 7개의 하위주제는 ‘공감과 경청으로 상대
방을 이해 함’,‘솔직하게 표현하고 요청(부탁)할 수 있음’,‘분노를
말로 표현하고 조절할 수 있게 됨’, ‘직장에서의 갈등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 ‘단주로 인한 직장에서의 변화’, ‘단주 유지와 가족에 대한
생각의 변화’,‘일상에서의 자기성찰’이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서

비폭력대화 기반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은 입원중인 알코올중독자의 공
감 능력, 의사소통 능력, 금주 자기효능감을 향상시켰고, 그들의 분노 조
절에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결과는 개발된 비폭력대화 기반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이 알코올중독의 재발방지를 위한 간호중재로 활
용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알코올중독자, 비폭력대화, 의사소통 능력, 금주 자기효능감
학 번 : 2013-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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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알코올중독자 수는 158만 명 이상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
한 평생유병율이 13.4%로 정신장애 가운데 가장 높으며, 재발율 또한 다
른 정신장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조맹제, 박종익 et al., 2011). 알코
올중독에서 재발이라 함은 알코올중독자가 치료 후 단주 생활을 지속하고
있다가 다시 이전의 문제 행동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말한다(Marlatt &
Donovan, 2005). 알코올중독으로 치료 받은 환자의 50%정도가 퇴원 후
1개월 이내에 재발하며, 3~4개월 이내에 80%이상 재발한다는 연구 결
과를 볼 때(손동균, 2014), 재발의 시기가 주로 퇴원 후 초기에 집중됨
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입원치료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입원치료
기간 동안 재발예방을 위한 중재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알코올중독은 만성적으로 진행되고 재발과 단주의 상태가 반복된다(이
준석, 윤명숙, & 이분희, 2011). 재발을 일으키게 하는 주요 요인들로 성
격적 특성(의존성, 회피성 성격), 사회적 안정성(가족 및 지인의 지지, 직
업 유무, 경제력 등)이 낮은 경우, 잦은 부정적 정서의 경험(분노, 불안,
좌절감 등)등이 있으며(손동균, 2014; 장문선, 박기쁨, 정성훈, & 우상
우, 2011; 차진경 & 김성재, 2015; Marlatt & Donovan 2005;
Witkiewitz & Marlatt, 2004), 이 요인들 가운데 부정적 정서는 인간관
계 갈등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알려져
있다(박순환, 2006; 손동균, 2014; 차진경 & 김성재, 2015; Carney,
Armeli, Tennen, Affleck, & O'Neil, 2000). 다시 말해, 단주 생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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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유지하던 알코올중독자가 직장과 가정의 다양한 인간관계 갈등상황에
서 비롯되는 부정적 정서를 대화로 해결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익숙한 대
처방식인 음주로 해결한다는 것이다. 특히 알코올중독자들은 자신의 감정
을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타인의 입장에서 공감하는 능력이 저하되
어 있기 때문에(박순환, 2006; 김민규 & 김주환, 2008; Nixon, Tivis,
& Parsons, 1992), 인간관계 갈등 상황에서 회피 전략으로 술을 사용하
게 된다(정나래 & 이민규, 2014; Hayes, Levin,

Plumb-Vilardaga,

Villatte, & Pistorello, 2013). 알코올중독자의 경우 음주가 삶의 중심에
있는 상태로 오랜 기간 술의 힘을 빌어 문제를 해결해 왔기 때문에(김성
곤, 2002), 단주를 하면서 겪는 일상 생활에서 쉽게 자극을 받아 다시
음주를 하게 되는 고위험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즉, 단주를 하고
있는 상태가 알코올중독의 완치가 아니며 삶의 기능이 완전히 회복된 것
은 아니므로 인간관계 갈등과 같은 고위험 음주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
안이 필요하다. 인간관계의 핵심이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감안할 때 알코올중독자의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서 의사소
통기술 증진을 돕는 중재가 요구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알코올중독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프로그램들을 살
펴보면 술을 마시지 않도록 하는 행위 변화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
다. 인지행동치료, 동기강화치료, 12단계치료 등에서는 음주 문제 해결에
필요한 행동 지침과 정보제공, 대면적 지지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치료법들이 알코올중독자의 인지적인 측면에 접근하여 단주를 해야 하는
이유와 변화과정을 다루고 있지만, 술이 없는 일상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
야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인
간관계 갈등 상황이나 비효율적 의사소통으로 인해 부정적 정서를 경험할
때 어떻게 술을 마시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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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다루고 있지는 않다.
의사소통기술을

증진시키는

중재방안으로

교류분석(Transactional

Analysis)프로그램, 사회기술훈련(Social skill training), 자기주장훈련
(Assertiveness

training),

나-전달법(I-Message),

사티어(Satir

model) 프로그램 등이 있다. 교류분석의 경우 자신의 자아상태에 대한
이해를 통해 자아개념을 향상시켜 자기부정과 타인부정이 낮아지는 장점
이 있지만(김미현, 김민호 & 이영호, 2009), 스스로 연습하기 어렵고 전
문가의 분석 도움 없이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사회기술훈련과 자기
주장훈련은 독립적인 생활기술이 향상된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으나 타
인의 입장에 공감하는 부분이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또한 나
-전달법은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으로 좋은 의사소통기술이
지만 상대방의 입장에 공감하는 부분을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다.
자신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타인의 입장에 공감하는 태도가 의사소통의
핵심임을 감안할 때(Brown, Boles, Mullooly, & Levinson, 1999;
Rosenberg,

2003),

비폭력대화(Nonviolent

Communication,

이하

NVC)는 알코올중독자에게 효과적인 의사소통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앞
서 언급하였듯이 알코올중독자의 의사소통 특징 중 하나가 자기표현의 부
족과 타인에 대한 공감의 결핍이기 때문이다(김민규 & 김주환, 2008).
비폭력대화는 성숙한 인간관계 형성에 필요한 의사소통의 중요한 요소,
즉 자신의 감정에 대한 표현과 상대방의 입장에 대한 공감을 핵심으로 하
여 제안된 구체적인 대화 모델이다. NVC 모델의 두 가지 큰 축은 ʻ솔직
하게

말하기;

Expressing

honestlyʼ와

ʻ공감으로

듣기;

Empathic

Listeningʼ 이므로(Rosenberg, 2003; Rosenberg & Chopra, 2015),
NVC를 이용한 의사소통기술 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알코올중독자에게 부
족한 자기표현 능력과 타인공감 능력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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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

를 통해 알코올중독자들이 NVC 원리를 이용하여 인간관계 갈등 상황에
서 효과적인 의사소통 전략을 갖게 된다면, 역기능적으로 분노를 표현하
기보다 이에 대한 통제력을 획득하게 될 것이며, 고위험 음주상황에서도
재발가능성이 감소할 것이다. 입원치료중인 알코올중독자에게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일상의 대화에서 공감 능력을 향상시키
고 분노 조절력을 획득하게 하여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고 의
사소통을 할 수 있으며, 인간관계를 맺을 때 어려움을 감소시킬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금주자기효능감이 증가되면 단주상태가 지속되어 성
공적인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입원치료중인 알코올중독자를 대상으로 비폭력
대화를 기반으로 한 의사소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평가함으로써 실무 적
용의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입원치료중인 알코올중독자를 대상으로 한 비폭력대화
기반 의사소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규명하는데 있다.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입원중인 알코올중독자를 위한 비폭력대화 기반 의사소통 프로그램
을 개발한다.
2) 개발된 비폭력대화 기반 의사소통 프로그램이 알코올중독자의 공감
능력, 분노표현, 의사소통 능력, 금주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질적·
양적으로 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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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의 정의

1)

알코올중독

① 이론적 정의: 알코올중독은 음주에 대한 갈망으로 지속적이고 반
복적인 음주를 하여 만성이 되고,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직업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태를 의미한다(김성재, 1996).
②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 알코올중독은 DSM-Ⅳ-TR 또는
DSM-5 진단기준에 의하여 알코올사용장애로 진단된 대상자를 말한다.

2)

알코올중독의 재발

① 이론적 정의: 알콜중독의 재발은 단주를 유지하다가 이전의 문제
행동으로 되돌아가는 것, 음주와 관련된 개인의 행동변화 노력이 실패하
거나 역행하는 것으로 설명한다(김성재, 1996; Marlatt & Donovan,
2005).
②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단주 상태에서 다시 술을 마시게 되
는 행위를 재발로 규정한다.

3) 비폭력대화 기반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
①

이론적

정의:

비폭력대화(Nonviolent

Communication,

이하

NVC)는 연민의 방식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유대관계를 맺고 자신을 성
찰하는데

도움이

되는

구제적인

대화

모델로,

솔직하게

말하기

(Expression honestly)와 공감으로 듣기(Empathetic listening)의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진다(한국NVC센터, 2013).
②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NVC를 기반으로 연구자가 알코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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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의사소통기술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개발한 총 8회기(매 회기 90
분)의 프로그램을 말하며 비폭력대화 기반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NVC
based communication training program)이라고 한다.

4) 공감 능력
① 이론적 정의: 공감(Empathy)은 상대방의 감정적 경험이나 상황
을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는 상태이며, 이를 언어적·비언어적으로 표현
하여 의미를 교류하는 능력이다. 공감은 학습과 훈련을 통하여 습득할 수
있다고 하였다(도복늠 et al. 2009).
②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Baren-Cohen과 Wheelwright(2004)가 Empathy–Quotient (EQ)로 개발하고 Wakabayashi 등(2006)이
구성한 단축형(EQ-Short)을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도록 여지영(2012)이
개발·타당화 한 한국어판 단축 공감척도 (EQ-Short-K)로 측정된 점
수를 의미한다.

5) 분노표현
① 이론적 정의: 분노는 생리적, 정서적, 물리적, 도덕적 욕구 등에
방해를 받을 때 발생하는 개인의 정서 상태이며, 분노표현은 화가 나는
느낌에 대해 개인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을 말하다(Forgays, Forgays, &
Spielberger, 1997). 분노 표현에는‘분노억제’,‘분노표출’,‘분노조
절’의 세 가지 방식이 포함된다.
②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한국판 상태-특성 분노표현 척도
(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Korean

STAXI-K)로 측정한 분노표현 점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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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sion;

6) 의사소통 능력
① 이론적 정의: 의사소통 능력이란 언어적·비언어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타인과

효과적인

협동관계를

가질

수

있는

역량을

말한다

(Onyekwere, Rubin, & Infante, 1991).
②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허경호(2003)가 선행연구를 바탕으
로(Onyekwere, Rubin, & Infante, 1991) 개발한 포괄적 대인의사소통
능력 척도(Global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Scale:
GICC-15) 점수를 의미한다.

7) 금주 자기효능감
① 이론적 정의: 금주자기효능감은 고위험 음주상황에서 금주를 유지
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나 자신감을 말한다(김성재,
1996).
②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DiClemente 등(1994)이 개발한 금
주자기효능척도(Alcohol Abstinence Self-Efficacy scale: AASE)를
김성재(1996)가 한국어로 번안 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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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 고찰
본 연구는 알코올중독 입원 환자에게 적용할 의사소통기술 증진 프로
그램을 개발하고 효과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알코올중독과 재
발, 알코올중독자의 의사소통과 대인관계,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에 대
해 문헌 고찰하였다.

1. 알코올중독과 재발
알코올중독은 내성을 지닌 지속적이고 과도한 음주 상태를 말하는데,
이로 인해 자기 자신은 물론 가족과 주변의 지인에게 직·간접적으로 해
를 끼치게 된다. Buck과 Sales(2000)는 물질중독의 전형적 상태를 다음
의 4가지, 즉 (1) 물질이나 행위에 대한 집착, (2) 물질이나 행위와 관련
된 금단증상의 여부, (3) 동일한 효과를 얻기 위해 물질이나 행위에 대한
내성의 증가, (4) 부정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물질사용과 행위를 지속하
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정신보건법에 따라 매 5년마다 실
시되는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2011)에 의하면 알코올사용과 관련된 정
신장애 평생유병률은 13.4%로 정신장애 가운데 가장 높으며 추정 환자
수는 158만명에 이른다. 이처럼 유병률이 높고 환자의 수가 많은 이유는,
지속적으로 치료하지 않을 경우 다른 정신장애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발률
이 높고, 치료 서비스 기관을 이용하는 비율이 낮기 때문이다(Vaillant &
Hiller-Sturmhofel, 1996; 보건복지부, 2011). 우리나라에서 음주로 인
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25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데(이해국 & 이보혜,
2013), 알코올중독으로 인해 손상된 사회적 기능들은 쉽게 회복되지 않
아 재발의 가능성을 높이고 개인은 물론 그 가족과 사회 전반에 걸쳐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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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한 영향을 미친다.
알코올중독에서의 재발은 연구의 목적이나 방법에 따라 다양한 관점으
로 보고 있다. 재발이란 ʻ이전의 문제 행동으로 되돌아가는 것ʼ, ʻ음주와
관련된 개인의 행동 변화 노력이 실패하거나 역행하는 것ʼ 등으로 정의
된다(김성재, 1996; Marlatt & Donovan, 2005). 선행연구에서 알코올
중독의 재발요인으로 확인된 것은 부정적 정서 상태(분노, 좌절, 우울
등), 고위험 음주 상황에 대한 부적절한 대처방식, 가족력, 사회적

지지

의 부족, 사회적 불안정성 등이 있다(김성재, 1996; 손동균, 2014;
Marlatt & Donovan 2005; Witkiewitz & Marlatt, 2004). 특히 재발한
알코올중독자들은 대부분 첫 재발시기 혹은 그 이전에 부정적 정서를 경
험하였으며, 재발자 집단과 비재발자 집단의 비교 연구에서도 부정적 정
서가 재발자 집단에서 높다고 보고하였다(Finney & Moos, 1991; 김성
재, 1996 재인용).
재발경험 시기에 관한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외국의 경우 치료 받은
3개월 내에 50~60%가 재발한다고 하였고(Brown, Vik,

Patterson,

Grant, & Schuckit, 1995), 국내의 연구에서도 퇴원 후 처음 1개월 이
내에 54.1%가 재발하고 치료 4개월 이내에 83.6%가 재발함을 보여주어
(김종성 등, 2001), 알코올중독의 재발시점은 주로 퇴원 후 초기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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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알코올중독자의 의사소통
의사소통 능력은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상대방
과의 원활한 상호작용을 위한 필수 요건(Wiemann, 1977)이라고 하였으
며, 알코올중독을 치료하는 많은 치료 기관에서는 급성기 금단 증상 뿐
만 아니라 정신과적인 상담과 여러 가지 사회기술훈련을 치료 프로그램에
함께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의사소통 능력이 낮은 경우 인간관계 형성에
있어서 긴장감, 두려움, 대인불안을 매개하여 알코올중독의 성향에 영향
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와(김민규 & 김주환, 2008; Rubin, 1994), 의사소
통 능력이 낮으면 대인불안이 증가하여 술을 마시는 양이 증가한다는 연
구결과(Giles, Coupland, & Wu, 1992)가 이를 뒷받침 하고 있다. 알코
올중독자들은 신체적 문제를 비롯하여 심리적, 사회적으로도 문제를 일으
키는데 감정의 기복이 심하며 자신의 음주에 대해 방어적이고 중독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타인의 탓으로 돌리는 투사의 방어기제를 사용한
다. 방어적이며 투사하는 의사소통 방식은 알코올중독자를 정서적으로 더
욱 더 고립(Honeyman, 1990)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알코올중독자가
금주상태를 유지하다가 고위험 음주상황에서 다시 음주를 재개하게 되면
수치심, 죄책감, 불안, 분노 등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게 된다. 이
러한 자신의 내면적 감정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현하지 못하게 될 때 심리
사회적 문제를 경험한다(2013, 전혜진). 장시간 사회적 격리상태(입원,
수감 등)에서 사회로 돌아가기 위한 중요한 요소는 의사소통 능력이며,
상황에 부적절한 대화는 자칫 폭력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게 된다(Marlow,
Nyamathi, Grajeda, Bailey,

Weber, & Younger, 2012). 그러므로 알

코올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했다가 퇴원을 계획하는 대상자들에게 의사소
통기술을 증진시키는 중재 적용이 사회로 돌아갔을 때 적응을 돕는 활동
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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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중독자들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한 다양한 중재 프로그램들을 살
펴보면 전통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12단계 프로그램과 알코올중독자 자조
모임(Alcoholics Anonymous)이 있으며, 그 외에 미술요법, 음악요법,
인지행동요법, 동기향상치료법등이 있다. 알코올중독자에게 음악요법이나
미술요법을 적용하는 목적은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내면의 감정들을 외부
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는데(연영란 & 이경
순, 2012), 이것은 결국 알코올중독자가 자신의 감정을 외부로 표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인지행동치료는 대상자의 인지와
행동, 그리고 이 둘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 구체적인 방법으
로는 단계별 과제, 활동계획 등을 들 수 있으며, 인지행동치료를 통해 자
아 존중감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차유진 & 박수현, 2011). 그러나
알코올중독자들은 오랜 만성화를 통해 비합리적인 생각이나 신념으로 경
직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힘들다고 느끼면 중도에
치료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 인지행동치료의 효과가 제대로 발휘될 수
없다(김진실 & 이봉건, 2012). 동기향상치료법은 음주 행동이 변화되도
록 동기를 부여하고 자율성을 증진시키는 것이지만 대상자의 변화 준비도
에 따라 단주에 성공하기도 하고 일시적인 금주 상태만을 유지하다가 다
시 재발하기도 한다(차유진 & 박수현, 2011). 이러한 결과들을 볼 때 알
코올중독자들에게 기존의 중재 프로그램 이외에도 다양한 시도가 필요함
을 알 수 있다.
알코올중독자의 의사소통기술 증진만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없지만, 대인관계 능력 향상과 자아성찰 등을 위한 목적으로 사이코드라
마, 교류분석상담기법, 동기강화상담기법을 활용한 국내의 연구들이 있다.
윤우상(2011)의 연구에서는 알코올중독으로 입원한 환자 가운데 총 9회
기의 사이코드라마 중 4회기 이상 주인공이나 관객으로 참여한 사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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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얄롬의 치료요인이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지 평가 하였다. 사이
코드라마에 참여하였던 환자들은 다른 사람과 내가 비슷하다는 ‘보편
성’, 구성원의 바람직한 태도를 배우게 되었다고 하는 ‘집단원과의 동
일시’, 집단활동을 통해 사람들과 사귀는 법을 배웠다고 하는 ‘대인관
계 학습’에 대해 의미 있는 결과를 나타냈다. 이것은 얄롬의 집단 상담
에서 추구하고 있는 원리들이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기도 하
다. 그 외에 동기강화상담 집단 프로그램으로 매 회기 90분, 총 8회기로
이루어진 연구에서는 변화동기, 변화과정, 금주자기효능감, 퇴원 3개월 후
재입원 유무 등을 조사하였다(박정임 & 구미라, 2004). 그 결과 변화동
기와 금주자기효능감이 상승되고 변화과정 가운데 인지과정, 행동변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3개월 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재입원률은

각각 20%, 25%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알코

올중독자의 의사소통기술과 관련된 국외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의사소통기
술 훈련에 가족이 함께 참여하도록 하고 역할극을 이용하여 연습을 하였
을 때 효과가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Monti, Abraham, & Binkoff,
1990). 이를 통해 알코올중독자에게 실제적인 의사소통기술을 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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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폭력대화 (Nonviolent Communication)

1) 비폭력대화(Nonviolent Communication: NVC)의 개요
NVC는 Marshall B. Rosenberg (1934~2015)가 1960년대 인종차별
폐지법이 시행되면서 발생했던 다양한 갈등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미국 연
방정부의

프로젝트를

계기로

창시하게

되었다(Rosenberg,

2003;

Rosenberg & Chopra, 2015; ; 한국NVC센터, 2013). 이후 세계의 다
양한 분쟁 지역에서 NVC를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1984년에는
‘국제비폭력대화센터 (Center for Nonviolent Communication; CNVC)
를 설립하여 세계 여러 나라에 NVC를 전파 하였고(Rosenberg, 2003;
Rosenberg & Chopra, 2015; ; 한국NVC센터, 2013), 지금도 세계 각
지의 분쟁지역에서 중재 활동을 하고 있다. 연민의 대화 (Compassionate
Communication) 또는 삶의 언어 (Language of life)라고도 불리어지는
NVC는 Mahatma Gandhi의 Ahimsa (불살생, 비폭력, 동정, 자비)에서
유래되었고, Carl Rogers의 대상자 중심 접근법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연민의 방식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유대 관계를 맺고 자신을 더욱 깊게
성찰하는데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대화 모델이다(Rosenberg, 2003;
Rosenberg & Chopra, 2015; 한국NVC센터, 2013). NVC 모델의 핵심
은“솔직하게
Empathic

말하기;

Expressing

Listening”이며,

honestly”와

여기에는

“공감으로

관찰 (observation),

듣기;
느낌

(feeling), 욕구 (need), 부탁 (request)이라는 네 가지 원리가 있다.
NVC 네 가지 원리 가운데 ‘관찰’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이나 사람,
상황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 선입견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있
는 그대로 묘사하는 것을 말하며, 두 번째 원리인 ‘느낌’은 자신의 욕
구가 충족되었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에 따른 몸과 마음이 반응을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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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다. 세 번째 원리인 ‘욕구’는 삶의 에너지가 한 개체를 통해
서 표현되는 것으로 서로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할 때 갈등과 분쟁이 발생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며, 네 번째 원리인 ‘부탁’은 서로 간의 욕구가
모두 존중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도록 명료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의 NVC 네 가지 원리는 인간의 개성과 욕구를 존중하면서 자기성찰을
통한 성숙을 지향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네 가지 원리를 이용하여, NVC
의 핵심요소인 ‘솔직하게 표현하기’와 ‘공감으로 듣기’를 연습하도록
구성된 NVC는 의사소통기술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에 매우 적절한 중
재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Rosenberg, 2003; Rosenberg & Chopra,
2015; 한국NVC센터, 2013).

2) NVC를 이용한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
NVC는 타인과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데 필요한 원리를 제시하고 있는 구체적인 대화 모델이다. 자신의
현재 감정에 대해 수용될 수 있는 방법으로 솔직하게 표현하고, 타인의
입장을 배려하여 공감으로 경청하는 것이 NVC의 커다란 두 개의 축이라
고 할 수 있다((Rosenberg, 2003; Rosenberg & Chopra, 2015).
NVC를 이용한 중재 가운데 공감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되었음을
보여주는 외국의 여러 연구결과들이 있다. Marlow 등(2012)은 약물남용
치료를 위해 시설에 입소한 대상자들에게 NVC를 이용한 중재를 매주 1
회기

1시간씩

8주

시행하였다.

양적연구로

공감능력(Balanced

Emotional Empathy Scale)을 측정하고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한 질
적 연구로 공감에 대한 이해정도, 대인관계에서 NVC 사용 여부, NVC와
공감을 일상생활에 적용 하는 정도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로 양적연구에
서는 공감수준(BEES)이 유의미하게 상승되었으며, 질적연구 결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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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들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능력이 향상되었음을 자가 보
고 하였다. 또 다른 연구로 Suarez 등(2014)은 워싱턴의 형무소에 수감
된 자들을 대상으로 NVC와 명상을 지속적인 중재로 제공하였다. 수감자
들의 의사소통 패턴을 조사한 결과, 이들은 우유부단하여 자신의 감정을
말로 표현하기를 어려워하였으며 자기조절 능력 또한 부족하였다. 또한
수감자들은 3년 이내 66%이상이 재범률을 보이며 재수감되었다. 연구결
과로 NVC와 명상 중재를 받은 대상자들은 12개월 이내의 재범률이
21%인 반면 중재를 받지 않은 대상자들은 동일 기간에 37%의 재범률을
보였다. 중재에 참여했던 대상자들을 인터뷰 한 결과 ‘나의 감정을 말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대화를 할 수 있
다’, ‘공감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 ‘나의 요구를 상대방에게 잘 전
달할 수 있다’등의 긍정적인 변화를 확인하였으며, 기본적인 NVC 기술
만 적용하여도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스스로 책임감을 갖고 자신의 욕
구를 성숙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NVC 중재가

간접적으로도 의사소통과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는 연구가
있다.

Reimer(2009)는 공격적인 정신건강문제와 약물문제를 가지고 있

는 대상들이 입원해 있는 정신과 전문병원에서 치료팀(직원)원들에게
NVC 중재를 시행하였는데, 환자들에 의한 직원 상해율이 NVC 중재 전
보다 62%가 감소(135건에서 41건으로 감소)됨을 보고하였다. 치료팀원
들이 대상자의 요구나 충족되지 않은 욕구를 무시 하지 않고 존중하였기
때문에 환자들 역시 동일한 태도로 치료팀원들을 대했기 때문으로 해석하
였다. 이것을 볼 때 NVC 방법을 연습하면서 세부적으로 공감,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은 중재를 받는 대상자 뿐만 아니라 그 대상자와 관계를 맺는
타인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NVC를 이용하여 의사소통기술 증진을 도모한 다수의 연구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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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NVC 이용 중재를 제공 받은 후 인간
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가 줄어들었고 그로 인해 직무만족도가 상승
되었음을 보고하였다(정경진 & 최한나, 2011). 부부문제가 있는 대상자
들을 그룹으로 중재했던 연구에서는 이전의 부적절한 의사소통 패턴, 즉
부부 상호비방, 폭언, 각자의 원가족 공격 등을 공개적으로 다루었는데
NVC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방법으로 바꾸게 됨을 확인하였
다(이화자 & 김순옥, 2010). 학생들을 대상으로 NVC를 이용한 의사소
통 연구에서는, 스스로 자신의 의사소통 방식을 이해하고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노력이 이루어졌고, 상대방에게 공
감하는 능력이 향상되어 또래관계가 친밀해 졌음을 보고하였다(이은아 &
박상복, 2007; 이문기 & 권현용, 2014).
위와 같은 다양한 NVC 중재들을 살펴볼 때, 감정 표현의 솔직함, 타인
에 대한 공감 등 의사소통기술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의사소통은
한 개인의 초기 유아기 때부터 지속적으로 사용해 온 패턴이기 때문에 단
시간 변화가 어렵기도 하지만, NVC의 경우는 ʻ솔직하게 표현하기ʼ와 ʻ공
감으로 경청하기ʼ 두 가지의 핵심 원리를 이용하여 스스로 꾸준히 연습할
수 있으므로 알코올중독자의 의사소통 변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의사소통 관련 중재 프로그램
의사소통기술을 증진시키기 위해 여러 대상자군에게 다양하게 적용된
프로그램이

있다.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교류분석(Transactional

Analysis)프로그램, 사회기술훈련(Social skill training), 자기주장훈련
(Assertiveness training), 나-전달법(I-Message), 사티어 의사소통
모델(Satir model) 살펴보고자 한다.
교류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원중인 알코올중독자를 대상으로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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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졌던 프로그램에서는 의사소통 방식을 개선하여 바람직한 인간관계 형
성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김미현, 김민호 & 이영호, 2009). 이 프로그
램은 10회기(매회기 60분)로 이루어졌으며, 대상자 자신의 자아상태에
대한 Parent, Child, Adult 탐색을 통해 자기부정과 타인부정을 낮게 지
각하도록 치료자가 이끌어 나갔다. 그 결과로 대상자들은 생활자세(자기
긍정, 타인긍정)를 변화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며 단주생활유지를 다짐하게
되었다. 교류분석 프로그램은 치료자가 대상자의 자아상태 구조 분석을
도와야하므로(Berne, 2016), 전문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연습해 보기에
는 한계가 있다.
또 다른 의사소통 중재중에 입원중인 조현병환자를 대상으로 한 사회기
술훈련 프로그램과 자기주장훈련 프로그램에서는 각각 10회기, 14회기로
병동에서 이루어졌다 (구효진, & 이봉건, 2011; 배경희 & 김정숙,
2005). 대화기술로 칭찬, 감사, 긍정과 부정에 대한 감정 표현을 교육하
고 자기주장기술로 요청하기, 사과하기, 거절하기 등과 같은 방법을 사용
하였다. 사회기술훈련과 자기주장훈련의 공통점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밖으로 드러내는 것이다(최이순, 2005). 그런 면에서 자신의 내면감정표
현에 어려움을 겪는 알코올중독자와 조현병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
램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압력을 거절하고 집단에서의 자기 주
장성이 교육의 핵심이므로(신성례 & 하나선, 2002), 타인의 감정에 대한
공감과 상황에 대한 맥락적 이해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
나-전달법은 일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5단계로 표현하도록
하는 의사소통방법이다. 문제가 되는 상대의 행동과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상대방의 행동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과 그로 인해 생겨난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며, 자신의 마음을 전달한 후 상대의 반응을 확인하는 것이
다. 그러므로 나-전달법을 이용한 의사소통에는 자기주장행동의 기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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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요소가 내재되어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최연자, 이경완 & 정춘화,
2008), 자기표현 중심의 의사소통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자기표현
의사소통 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사티어 의사소통 모델은 듣기 태도, 말하기 태도 이면에 숨겨진 감정,
사고 열망 등을 탐색하게 하여 자신과 타인을 모두 존중하는 기능적 의사
소통을 이끄는 방법이다. 사티어 의사소통 프로그램을 11회기에 걸쳐 여
대생에게 적용한 연구를 살펴보면 자아존중감의 향상과 의사소통의 일치
성을 확인할 수 있다(육혜련, 2015). 그러나 치료자의 지속적인 피드백
이 사티어 의사소통 모델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므로(이광자, 2006), 대상
자가 자발적으로 혼자 지속하며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상의 의사소통 중재 연구들의 장단점을 살펴보았을 때, 알코올중독자
의 의사소통기술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한 의사소통 기술뿐만 아니
라 삶의 태도를 근원적으로 변화 가능하게 돕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 보는 자기 성찰과 이를 통
한 내면 감정 표출, 타인에 대한 공감을 일상생활에서 쉽게 해보는 NVC
가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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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이론적 배경

1. 연구의 이론적 기틀
재발방지 모델(Model of relapse prevention)은 금주 상태를 유지하
면서 회복중에 있는 알코올중독자들이 재발하게 되는 과정을 개념화한 것
으로, 알코올중독의 재발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대처 기술이 필요함을 보
여주는 모형이다(Figure 1). Marlatt & Donovan(1985)의 재발방지 모
델에 따르면 고위험 음주 상황이란 한 개인이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갈등
과 도전적인 상황을 말하며, 술을 마신 기간, 중독의 가족력, 금주 자기효
능감, 갈망 등과도 관련이 있다. 재발방지 모델(Model of relapse
prevention)은 알코올중독자가 금주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동안 음주 고
위험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효과적인 대처반응이 있으면 자기효능감이
증가되어 재발의 가능성이 감소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고위험음주 상황에 대한 대처반응이 효과적이지 못할 경우
는 자기효능감이 감소되며 음주로 인해 경험했던 긍정적 결과에 대한 기
대가 증가 되면서 다시 음주를 시작하게 된다. 일단 다시 음주를 하게 되
면 금주위반 효과(Abstinence Violation Effect)가 일어나는데, 이것은
수치심과 죄책감을 동반한 자기 비난으로서 고통을 증가 시키는데, 고통
감소를 위해 강박적으로 음주를 하게 되며 그 결과로 음주 조절력을 상실
하여 재발이 더욱 악화 된다(김성재,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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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Model of relapse prevention (Marlatt & Donovan, 1985)
본 연구에서는 재발방지 모델(Model of relapse prevention)을 기반
으로 비폭력대화(Nonviolent Communication, NVC)를 적용함으로써 재
발 고위험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연민의

대화(compassionate

communication),

또는

삶의

언어

(Language fo Life)라고도 불리 우는 비폭력대화는 간디(Mahatma
Gandhi)의 Ahimsa(ʻnot to killʼ and ʻcompassionʼ), 즉 비폭력 정신에서
비롯되었으며, 연민의 방식으로 자신을 이해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맺도록
하는 구체적인 대화모델이다(한국NVC센터, 2013). NVC 모델은 대화의
두 가지 측면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솔직하게 말하기;
Expressing honestly’와 ‘공감으로 듣기; Empathic Listening’ 이
며,

여기에는

관찰(observation),

느낌(feeling),

욕구(need),

부탁

(request)이라는 네 가지 원리가 있다(한국NVC센터, 2013). 비폭력대
화를 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을 비난하거나 평가하지 않고 있
는 그대로 관찰하며 자신의 느낌과 욕구, 부탁을 표현하여 나와 상대방의
욕구가 동등하게 충족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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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대상자가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동안에 퇴원 후 발생할 수 있
는 다양한 재발의 고위험 상황, 특히 대인관계 갈등 상황에 비폭력대화를
도입한 의사소통 기술증진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공감능력과 의사소통 기
술을 향상시킴으로써 금주 자기효능감을 높이고자 한다. 본 프로그램은
입원중인

알코올중독자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Marlatt

&

Donovan(1985)의 모델에서 보여주고 있는 ‘재발률 감소’개념을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였으므로 점선으로 표시하였다(Figure 2).

Figure2. Conceptual framework of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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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가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실험군은 알코올중독자를 위한 비폭
력대화

기반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NVC-based

Communication

Program)에 참여한 대상자(이하 실험군)이며 대조군은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대상자(이하 대조군)이다.
가설 1.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 중재 후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공감
능력 점수가 높을 것이다.
가설 2.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 중재 후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분노표
현 점수가 낮을 것이다.
가설 3.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 중재 후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의사소
통 능력 점수가 높을 것이다.
가설 4.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 중재 후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금주
자기효능감 점수가 높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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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프로그램의 개발

1. 프로그램의 개발 과정
본 프로그램은 Marlatt의 재발방지 모형을 근간으로 하고 NVC를 도
입하여 알코올중독자의 의사소통기술을 증진시키기 위해 개발된 것이다.
프로그램이란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제한된 기간에 이루어지는 일련의 학
습 과정이며, 그 주제를 중심으로 학습경험의 연속물을 구성하는 것이다
(Hartley, Gill, Carter, & Bryant, 2003).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는 일련의 절차가 필요한데 본 연구에서는 상담 및 심리교육 프로그램 모
형(김창대, 김형수, 신을진, 이상희, & 최한나, 2011)과 알코올중독자의
재발방지 프로그램 모형(김성재, 2003)을 기초로 하였다. 프로그램의 단
계별 구체적인 절차는 1단계 목표수립단계, 2단계 프로그램 구성 단계, 3
단계 예비연구 단계, 4단계 프로그램 실시 및 개선 단계이다(김창대 등,
2011). 본 연구의 프로그램 개발 절차는 Figure 3과 같다.

Steps of program
development

1 Establishment of objectives
2 Composition of the program
3
4

Preliminary research

Sub-steps of program development

⦁Planning
⦁Survey of request
⦁Collecting existing program
⦁Composition of actual program
⦁Implementation of preliminary program
⦁Revision of the program

Implementation and

⦁Designating program target and implementation

improvement of the program

⦁Evaluation of effectiveness, satisfaction and operation

Figure 3. Stage of program development

- 23 -

1) 1단계 – 목표수립 단계
1단계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대상자의 요구도를 조사하는 단계이다
(김창대 등, 2011). 본 연구의 목적은 의사소통기술 증진 프로그램을 개
발하여 알코올중독으로 입원한 대상자들에게 적용하는 것이다. 즉, 프로
그램을 통해 공감 능력과 의사소통기술의 증진을 도모하고 재발 요인 가
운데 하나인 대인관계 갈등으로 인한 부정적 정서 상태 경험 빈도를 줄임
으로써 알코올중독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 하에 선행연
구에서 확인된 알코올중독자들의 의사소통 패턴과 대인관계 갈등 상황,
장애물 등을 고찰하여 분석하였고, 다음과 같이 프로그램의 세부 목표를
수립하였다.
첫째,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타인과의 대화에서 자신의 느낌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공감하며 경청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
한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바라는 바 즉, 욕구에 대해 탐색할
수 있어야 하고 자신의 솔직한 느낌을 상호 수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
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의 솔직한 느낌 표현 후 상대방의 입장을 생
각하며 공감 할 수 있도록 돕는 실용적인 프로그램이 구성되어야 한다.
둘째,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여 표현 할 수 있도록
한다. 대상자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대인관계 갈등 상황에서 분노를 폭발
적으로 분출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표현방법으로 적절한 수준에서 이루
어져야 한다. 분노가 온전하게 표현되면 상대방과 소통에 있어서 일방적
인 전달이 아니라 주고받는 대화가 가능하게 된다.
셋째, 공감능력의 향상과 분노표현 방법의 긍정적 변화를 통해 효과적
인 의사소통을 경험하도록 목표를 정한다. 자신의 감정에 대한 표현과 상
대방의 입장에 대한 공감이 이루어질 때 대인관계로 인한 갈등은 줄어들
게 된다. 그러므로 일상적인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 연습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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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고위험음주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금주 상태를 유지할 수 있
는 자신감 즉, 금주자기효능감이 향상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고위험음주
상황에 대한 상황극을 통해 대상자들이 시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다.
위와 같은 목표를 세우고 알코올중독자를 대상으로 대인관계 갈등 경험
사례 문헌 조사와 실제 사례 조사를 기획하였다. 그 결과 이들이 경험하
는 대인관계 갈등은 가족(배우자, 자녀, 부모)과의 갈등(El-Sheikh &
Flanagan, 2001; 정진욱, 2015), 직장(상사, 동료, 후배)에서의 갈등
(Todd, Armeli, & Tennen, 2009; Bradizza & Stasiewicz, 2003) 가
까운 지인(친구, 친지 등)과의 갈등(김민규 & 김주환, 2008; 김수옥,
2008)로 구분 할 수 있었다.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회복중인 알코올중독
자 3인에게 가족 간의 갈등 상황, 직장에서의 갈등 상황, 지인과의 갈등
상황에 대한 실제 사례를 조사하기 위하여 “ (가족/직장/지인)에게 가장
듣기 힘들었던 말은 무엇이었습니까?”라는 질문을 하였고, 이에 대한 답
변으로는 가족으로부터 ‘또 술이야?’, 직장 관련인으로부터 ‘일을 이
렇게 밖에 못하나?’, 지인으로부터 ‘당신과 말이 안 통해’라는 내용이
조사되었다. 이렇게 조사된 내용을 중독 전문가 1인(간호대학 중독 전문
교수)의 피드백을 받아 프로그램 6회기와 7회 상황극 주제로 정하였다.

2) 2단계 – 프로그램 구성 단계
본 단계에서는 프로그램의 목표와 내용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검토하
고, 프로그램에 포함될 활동을 수집·정리하며 각 활동의 효과, 수용성,
흥미 등의 측면에서 잠정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활동, 내용,
전략을 선정하는 단계이다(김창대 등,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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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에 포함할 활동 요소로는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확인된 자료와
대상자들에게 시행된 프로그램의 내용을 확인하여 분석하였다. 프로그램
의

내용은

한국NVC센터(2013)에서

개발한「NVC1」,「NVC2」,

「NVC3」교재와 김성재(2003)가 개발한 「집단활동중심의 알코올중독
의 재발방지 프로그램」을 참고로 하였으며, 이렇게 구성된 프로그램은
회복중인 알콜중독자 1인과 중독전문가 교수 1인의 자문을 통하여 초안
을 구성하였다.
프로그램의 형태, 회기, 시간, 그룹 크기 등의 결정을 위해 NVC를 이
용한 중재 프로그램 관련 통합적 고찰 연구를 확인하였다. 프로그램의 기
본적인 형태는 그룹중재가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회기는 최소 6회기
에서 최대 14회기, 시행 간격은 주 1~2회 실시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양정운 & 김성재, 2016). 1회기의 운영시간은 60분~180분가량 되었으
며 그룹의 크기는 7~15명이 효과적임을 제시하였고, 참여자들의 비밀보
장과 집단의 응집력·결속력을 고려할 때 집단의 크기는 20명 미만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 수 있었다(김성재, 2003). 실제로 한국
NVC센터에서의 비폭력대화 공식 프로그램은 한 그룹의 크기를 15명~20
명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구조는 도입, 전개, 마무리 및 소감나누기, 다음
회기 안내 및 과제로 이루어졌다. 8회기 프로그램의 공통된 사항은 매 회
기 시작 전 간단한 맨손체조(참여자 모두가 돌아가며 한 동작씩 구성하는
체조)를 시행하여 워밍업을 유도하고, 「우리가 함께 만든 규칙」, 「나
눔 모임」자료를 참여자들이 낭독하도록 함으로써 집단 소속감과 결속력
을 도모하였다. 모든 프로그램의 마무리 단계에서 참여자의 느낌카드 선
택과 느낌 이면의 욕구에 대한 발표를 하도록 하였으며, 참여자의 진술을
연구자가 현장노트에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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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단계 – 예비연구 단계
3단계인 예비연구 단계는 1, 2 단계를 거쳐 일차적으로 구성된 프로
그램을 소수의 대상에게 실시하고 평가하여 필요한 경우 프로그램의 활
동, 내용, 전략 등을 수정할 때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이다(김창대
등, 2011)
본 연구에서는 2016년 6월 5명의 알코올중독자를 대상으로 2회기 프
로그램을 적용하였다. 이후 정신간호학 교수 1인과 정신간호학교실 석사
과정 연구원 1인, 회복자 상담사 2인으로부터 프로그램의 진행과정과 내
용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이를 반영하여 수정하였다. 수정된 프로그램은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경험이 있는 전문가 1인에게 재검토를 받았다.

4) 4단계 – 프로그램 실시 및 개선 단계
본 단계는 예비연구를 통해 수정·보완되고 완성된 프로그램을 실시하
는 단계로서,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하고 개선하는 단계이다(김창대
등, 2011). 본 연구에서는 상기 절차로 개발된 프로그램을 2016년 7월
부터 9월까지 대상자들에게 시행하였다. 그리고 그에 대한 효과를 양적,
질적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에 대한 내용은 ‘프로그램의 평
가’에서 결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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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폭력대화 기반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

1) 비폭력대화 기반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의 구조
이상의 과정을 통해 개발된 「알코올중독자를 위한 의사소통기술 증진
프로그램」은 총 8회기이며, 매 회기 90분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이다.
NVC를 적용한 최종 프로그램은 Table 1에 제시하였다.
의사소통기술 증진 프로그램은 크게 4단계(1회기 도입단계, 2~5회기
NVC 원리 습득단계, 6~7회기 적용단계, 8회기 마무리단계)로 나누어 각
주제에 따른 세부 내용을 알코올중독자에게 적합하도록 계획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NVC 원리를 습득하고 실제생활에 적용하는 의사소통기술 중
재이므로, 그룹 구성원간의 역할극과 실제 연습을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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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munication Training Program based on NVC
Stage

Introduction

Session
/Length
1
(60~90
min)

Theme

Contents

⦁Therapeutic alliance
⦁Understanding the
objectives and the
program

⦁Introduction of researcher and
participants
⦁General overview of the program
and each session

2

⦁Understanding the

⦁Finding obstacle of communications

(60~90

4 components of

⦁Finding frequently used languages,

min)

the NVC

behaviors and facial expressions
⦁Awareness of self feelings and

3
(60~90
Under-

min)

⦁Awareness of my
feelings and needs
⦁Expressing

⦁Request others while respecting
each ones’ feelings and needs

of NVC

⦁Understanding of
4

the feelings and

(60~90

needs for others

min)

⦁Listening

5
(60~90
min)
6
(60~90
min)

cation of
NVC

7
(60~90
min)

⦁4 Responses for
hard to hear

expression

Termi

⦁Stage of anger

min)

⦁Understanding of anger

⦁Practice anger expression stages

⦁Response for high
risk drinking

⦁Role play: high risk drinking
situation
⦁Refusal of drinking situation

situation

⦁Summary of

⦁Inside of Giraffe's ears

expression

expression

(60~90

⦁Outside of Jackal's ears

⦁Self-reflection of current anger

⦁Exploring various refusal methods

⦁Expressing

-nation

⦁Listening empathically

⦁Outside of Giraffe's ears

⦁Complete anger

gratitude

needs

⦁Inside of Jackal's ears

⦁4 Ears

8

⦁Awareness of others’feelings and

⦁Exploring obstacles of empathy

empathically

Appli-

⦁Connecting feelings and desires
⦁Staying in the energy of the needs

honestly

standing
principle

needs

⦁Expressing gratitude
⦁Summary of relapse prevention

relapse prevention
for alcoholism

- 29 -

strategies of alcoholism
⦁Sharing impressions and promises

2) 비폭력대화 기반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의 회기 구성
1회기는 전체 프로그램 가운데 도입 부분에 해당하고, 2~5회기는
NVC 원리를 습득하고 연습하는 과정이며, 6~7회기는 NVC 적용단계로
자신의 분노를 적절한 방법으로 표현하고, 알코올중독자들이 흔히 겪을
수 있는 고위험음주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제 사례를 주어
연습해 보도록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8회기에서는 감사함을 표현하고
서로 소감을 나누며, 재발방지를 위한 전략에 대해 요약해 주는 시간을
갖는다. 프로그램의 회기별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부록 5 참조)
1회기의 주제는 「치료적 관계 형성 및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이해」
이다. 이 회기의 목표는 연구자와 참여자와의 치료적 관계형성을 하는 것
이며, 참여자가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목적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각 회기별
진행과정을 간략하게 소개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치료자와 참여자
의 자기소개, 프로그램 진행 방법과 참여 안내, 비폭력대화의 상징 기린
과 자칼에 대한 소개, 자신의 느낌에 대한 이해를 다루었다. 1회기 프로
그램을 위해 기린 손 인형, 자칼 손 인형, 느낌카드를 준비하였다. 도입단
계에서는 연구자가 간략하게 자기소개를 먼저 하고, 참여자들이 돌아가면
서 자기소개를 한 후, 이번 프로그램에 기대하는 것, 바라는 것을 이야기
하도록 한다. 본 프로그램은 알코올문제로 입원한 대상자들이 다른 사람
들 특히, 가족이나 직장동료 및 선후배, 친구·지인들과 원활하게 소통하
고 대인관계에서 겪는 여러 가지 갈등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
램임을 설명한다. 궁극적으로는 퇴원하고 난 후에도 기분이 좋거나 나쁠
때 술을 먼저 찾지 않고 ‘지금의 내 느낌’을 알아차려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알려 준다. 전체 프로그램이 매주 2~3일 간격으
로 주 2회 시행되며 프로그램 진행시간은 90분 내외가 되고, 일정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질문이 있을 경우 언제든 이야기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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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지켜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참여자들
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가 함께 만든 규칙」을 완성하며, 이 규칙은
매 회기 시작 전에 참여자들이 돌아가면서 낭독하도록 한다. 전개단계에
서는 비폭력대화의 상징이 되는 기린과 폭력성을 상징하는 자칼에 대한
소개를 한다. 이때 기린 손 인형과 자칼 손 인형을 활용하여 참여자들의
흥미를 유발한다. 기린은 육상동물 가운데 가장 키가 크며 머리와 발끝까
지 혈액을 보내기 위해 심장이 발달해 있다. 심장이 상징하는 것은 따뜻
함이나 사랑이므로

‘마음을 어루만지는 대화, 비폭력대화’의 상징으로

쓰이고 있고, 이와 대별하기 위해 비열함과 폭력을 상징하는 자칼이 사용
되고 있음을 알려준다. 지금까지 자칼의 대화법을 사용했더라도 기린의
대화를 배워나가면서 자칼도 따뜻한 심장을 갖게 될 수 있음을 설명한다.
비폭력대화에서 활용되는 ‘느낌’과 ‘욕구’에 대해 카드를 이용하여
참여자들이 관심을 갖도록 한다. 느낌은 외부 상황이나 자극에 대한 내
마음의 반응임을 설명하고 현재 자신의 ‘느낌’은 어떠한지 느낌카드를
가지고 이야기하도록 한다. 1~2장의 느낌카드를 선택하고 모든 참여자들
이 돌아가면서 자신의 현재 느낌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선택
카드 사진촬영을 하고 그 내용을 연구자가 현장 노트에 기록한다. 마무리
단계에서는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감사와 칭찬을 하며 다음 회기 안내 및
과제를 설명한다. 참여자들에게 비폭력대화의 4가지 요소 가운데 하나인
관찰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 각자 프로그램에 참여중인 한명을 선택하
여 그 사람이 취하는 행동 한 가지를 ‘관찰’해 오도록 과제를 제시한
다. 과제 수행 시 오류를 통한 학습 개선 효과를 위해 자세한 설명은 2회
기에 하도록 한다.
2회기의 주제는 「비폭력대화 원리의 이해」이다. 목표는 참여자들이
비폭력대화의 4가지 구성요소를 이해하고 자기공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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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기린/자칼 손 인형, 느낌카드, 욕구카드,
「우리가 함께 만든 규칙」, 「나눔 모임」, 「함께하는 프로그램」코팅
파일을 준비한다. 도입단계에서 지난 회기의 과제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하여 표현하기’를 점검한다. 참여자들의 관찰내용을 보드(또는 종
이)에 그대로 적어 놓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기록된 내용은 마무리단계
에서 다시 점검한다. 전개단계에서는 비폭력대화의 4가지 구성요소인 관
찰, 느낌, 욕구, 부탁(요청)에 대해 다룬다. 관찰은 주변에서 일어난 일을
본대로, 들은 대로 판단이나 선입견 없이 표현하는 것으로 마치 동영상을
찍는 것과 같은 상태를 말한다. 느낌은 외부 상황이나 자극에 대해 자신
의 몸과 마음이 반응하는 것을 말하며, 바라는 것이 이루어졌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를 알려주는 일종의 생체 경보기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
다(한국NVC센터, 2013). 참여자들이 과제 결과물로 제공한 ‘관찰 내
용’을 예로 들면서 이러한 내용을 설명한다. 욕구는 사람이라면 보편적
으로 누구나 갖는 기본적인 바람이다(한국NVC센터, 2013). 욕구는 인간
내면의 긍정적인 힘이며 삶의 원동력으로 작용하는데, 인간의 모든 행동
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느낌은 욕구의 충족이나
미충족에 대한 반응이므로(한국NVC센터, 2013) 느낌과 욕구를 함께 연
결하여 설명한다. 부탁(요청)은 강요와 대별되는 것으로 자신이 바라는
바를 상대방에게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할수록 성취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국NVC센터, 2013). 부탁은 받아들여질 확률과 그렇지 않을 확률이
50%씩 동일한 상태로,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부탁하는 사람과 부탁받은
사람 모두가 불편하지 않다. 그러나 부탁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화가 나
거나 서운한 느낌이 들 때, 또는 부탁을 들어주지 않아서 비난이나 처벌
이 따를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그것은 강요이다. 비폭력대화의 4가지
구성요소에 대해 설명한 후 예를 들어 주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문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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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한다. 마무리단계에서 참여자들이 이행한 과제를 점검하여 구성원 서
로가 피드백을 주고받도록 한다. 또한 금번 회기 참석에 대한 느낌카드를
선택하여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고 다음 회기 과제를 제시한다. 자신이 평
소 자주 사용하는 언어나 행동, 표정을 찾아오도록 안내하며, 스스로 찾
는 것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참여자가 서로 짝을 지어 관찰해 보도록
격려하고 마무리 한다.
3회기의 주제는 「나의 느낌과 욕구에 대해 알아차리기」이다. 이 회기
의 목표는 자신의 느낌과 욕구를 알아차리며 솔직하게 자신의 느낌을 표
현하고, 상대방에게 부탁(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느낌과 욕구 알아차리고 연결하기, 욕구 자체의 에너지에 머물기, 상대의
욕구와 나의 욕구를 존중하면서 상대방에게 부탁하기, 일상어로 욕구 표
현하기 등 이다. 회기를 진행하기 위하여 기린/자칼 손 인형과 느낌카드,
욕구카드, 「우리가 함께 만든 규칙」, 「나눔 모임」,「함께하는 프로그
램」코팅파일을 준비한다. 도입단계에서 지난 회기의 ‘관찰하여 문장으
로 말하기’ 과제를 점검하고 참여자들이 관찰과 평가를 섞어서 이야기할
경우 참여자들에게 도움을 청하여 ‘관찰’로 바꾸는 연습을 한다. 전개
단계에서 느낌카드와 욕구카드를 이용하여 느낌과 욕구를 찾도록 한다.
두 명씩 짝을 지어 한명이 느낌을 먼저 말하면 다른 한명은 그 느낌의 이
면에 있는 욕구를 추측하여 이야기 하도록 하고, 욕구를 찾아 나가도록
서로 돕는다. 서로 피드백과정을 거쳐 느낌에 따른 욕구를 찾으면 역할을
바꾸어 진행하며, 연구자는 돌아다니면서 참여자의 욕구 찾는 과정을 도
와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모든 참여자가 느낌카드와 욕구카드를 한 장
씩 모두 갖게 되면 욕구카드에 적힌 단어를 소리 내어 읽도록 하고 잠시
동안 그 욕구에 머무르도록 눈을 감는 시간을 부여한다. 욕구를 충족시키
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 사례를 참여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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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하여 부탁(요청)하는 연습에 활용한다. 부탁 사례를 제공한 참여자를
앞으로 나오게 하고 부탁받을 사람을 선택하도록 한다. 비폭력대화의 원
리를 이용하여 부탁하도록 하여 부탁하는 사람과 부탁받는 사람의 욕구가
적정한 수준에 이르도록 3~4차례 대화를 이어나가도록 연구자가 돕는다.
비폭력대화를 처음 배우는 많은 사람들이 욕구 표현을 어려워하기 때문에
참여자들을 위하여 일상어로 욕구를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을 예문을 통해
설명한다. 욕구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나는 (일관성) 이 중요하기 때문
에’, ‘(아름다움)은 나에게 생동감을 주기 때문에’, ‘나는 (자율성)
에 가치를 두기 때문에’, ‘나는 (소통)을 원하기 때문에’, ‘나는
(같은 꿈을 나누는 공동체)를 동경하기 때문에’, ‘나는 (배우는 것이)
이 재미있기 때문에’, ‘(참여하는 것)이 나에게 의미 있기 때문에’,
‘나는 (정서적 안정)을 바라기 때문에’, ‘(자기표현을) 하는 게 나한
테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세상에서 살고
싶기 때문에’, ‘나는 (갈등이 평화롭게 해결되는 세상에 대한) 꿈/비전
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수용과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
문에’ 등이 있다(한국NVC센터, 2014). 마무리단계에서 이번 회기 참여
에 대한 느낌카드를 선택하고, 욕구가 충족되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
한 소감을 이야기하도록 하며, 연구자는 대상자들의 소감을 현장노트에
기록한다. 다음 회기 일정을 안내하고 과제(‘내가 이해 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언제인지 그 상황을 정리하도록 함)를 제시한다.
4회기의 주제는 「상대방의 느낌과 욕구에 대한 이해」이다. 목표로는
상대방의 느낌과 욕구를 이해하며, 타인과 대화에서 공감하고 경청하는
것이다. 사전 준비 사항으로 NVC 대화 원리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만
든 「솔직하게 표현하기, 공감으로 경청하기」코팅파일을 보드(또는 벽)
에 부착한다. 도입단계에서는 지난 회기의 과제물(이해 받았을 때의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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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들었던 말)에 대한 내용을 수렴하고, 참여자들에게 동의를 구한 후
유사한 내용으로 분류하여 3가지 정도의 문장으로 보드(또는 종이)에 기
록한다. 전개단계에서는 상대방의 느낌과 욕구를 알아차리는 연습을 진행
한다. 보드에 기록된 문장을 통해 자신의 느낌과 욕구는 무엇이었는지,
상대방의 느낌과 욕구는 무엇이었는지 참여자들이 추측하여 말할 수 있도
록 기회를 부여한다. 이때 느낌카드와 욕구카드를 활용하여 구체적인 느
낌과 욕구를 표현하도록 한다. 다음으로 이해와 공감을 방해하는 장애물
에 대해 설명한다. 먼저 참여자들에게 이해 받지 못했던 경험이나 공감
받지 못했을 때의 느낌을 표현해 보도록 한다. 대상자들이 표현하는 문장
이나 예시 상황을 적용하여 NVC 공감 방해 요소 10가지(충고/조언/교육
하기, 분석/진단/설명하기, 바로잡기, 위로하기, 내 얘기 들려주기/맞장구
쳐주기, 감정의 흐름을 중지/전환시키기, 동정/애처로워하기, 조사하기/심
문하기, 평가하기/빈정대기, 한방에 딱 자르기)를 설명한다(한국NVC센터,
2014). 공감 방해 요소를 설명한 후 기린 손 인형을 참여자들이 돌아가
면서 착용하게 하여 공감 하는 대화로 바꾸어 보도록 한다. 마무리단계에
서는 이번 회기 프로그램 참여 후 느낌카드를 선택하고 소감을 나누도록
하며 다음번 회기 과제를 부여하고 종료한다. 5회기의 과제는 첫째, 듣기
힘들었던 말은 무엇이며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생각해 오는 것이고 둘째,
병동에 있는 한 사람을 정해서 하루에 한 가지 공감 표현을 하고 그 반응
이 어땠는지 이야기 할 준비해 오기로 정하고 회기를 마무리 한다.
5회기의 주제는 「4개의 귀, 듣기 힘든 말을 들었을 때 4가지 반응」
이다. 목표는 듣기 힘든 말을 들었을 때 반응하는 4가지 방법에 대해 이
해하는 것으로 정한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칼 귀 안으로 반응하기, 자칼
귀 밖으로 반응하기, 기린 귀 안으로 반응하기, 기린 귀 밖으로 반응하기
이다(한국NVC센터, 2014). 5회기 진행을 위해 기린/자칼 손 인형, 기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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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칼 머리띠, 느낌카드, 욕구카드, 「우리가 함께 만든 규칙」, 「나눔 모
임」,「함께하는 프로그램」코팅파일을 준비한다. 사전준비 사항으로 대
상자들이 듣기 힘들었던 말을 모든 참여자들에게 발표하도록 하여 보드
(또는 종이)에 기록해 놓고, 그 가운데 3개의 문장을 참여자들이 선택하
도록 하여 준비해 놓는다. 도입단계에서는 우리가 듣기 힘든 말을 들었을
때 반응하는 4가지 귀에 대해 설명한다. 첫 번째로 ‘자칼 귀 안’ 반응
은 상대가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상처를 받고, 그 책임이 자기 자신
에게 있다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탓하는 것이다(한국NVC센터, 2014). 이
럴 경우 죄책감, 수치심, 우울감 등을 느끼며,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가 중요하게 되기 때문에 변명을 하거나 상대의 기분을 맞추려고 한다.
그러므로 피해의식을 갖고 자존감이 손상되어 진정한 인간관계가 어려워
진다. 예문으로는‘내 탓이야, 내가 못나서 그렇지, 난 부족한 사람이야’
등(한국NVC센터, 2014)이 있음을 설명한다. 두 번째로 ‘자칼 귀 밖’
반응은 상대의 말을 나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여, 반박하고 상대방을 비
난하는데 초점을 두는 것이다(한국NVC센터, 2014). 이럴 경우 분노를
느끼게 되고 자신의 느낌이나 상황에 대한 모든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림
으로써 공격하고 폭력행사도 정당화하려고 한다. 예문으로는 ‘그러는 너
는 잘하냐?, 건방지게!, 너나 잘해!’등(한국NVC센터, 2014)이 있음을
설명한다. 세 번째로 기린 귀 안으로 반응하는 것은 듣기 힘든 말을 들었
을 때 자신의 느낌과 욕구에 의식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한국NVC센
터, 2014).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고 그 감정을 느끼는 이유
는 무엇인지, 나의 충족되지 않은 욕구에 대해 떠올려보는 것이다. 자신
의 내면에 일어나는 감정에 대해 자기 공감을 하고 욕구가 갖는 긍정적인
에너지와 연결하여 그 안에 잠시 머무르는 것이다. 예를 든다면 “나는
그 말을 들으니(관찰), 속상하고 마음이 답답하다(느낌), 왜냐하면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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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고 격려해 주는 것(욕구)이 중요하기 때문이다”라고 말 하는 것이
다(한국NVC센터, 2014). 마지막으로 기린 귀 밖으로 반응하는 것은 상
대의 비난하는 말은 나에 대한 말이라기보다 상대가 자신의 고통을 밖으
로 표현하는 것일 뿐이라고 의식하는 것이다(한국NVC센터, 2014). 그리
고 상대의 느낌과 욕구에 초점을 맞추어 공감으로 들으면서 대화를 이어
가게 되면 소통이 가능하고 유대감이 형성될 수 있음을 설명한다. 예문으
로는 “뭔가 실망스러운 것이 있었니?, 결과가 더 좋기를 바랬어?” 등
(한국NVC센터, 2014)이 있다. 4개의 귀(4 Ears)를 설명할 때 지원자 4
명을 앞으로 나오게 하여 각각 기린과 자칼 손 인형, 기린과 자칼 머리띠
를 착용하게 한 후, 착용한 소품대로 예문을 말해 보도록 한다. 마무리단
계에서 참여자들이 이번 회기의 느낌을 이야기 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된
충족된, 혹은 충족되지 않은 욕구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한다. 다음번 회
기에 준비해야하는 과제(화가 났을 때 몸과 마음의 반응 생각해보기)를
부여하고 마무리 한다.
6회기의 주제는「분노를 온전히 표현하기」이며, 목표는 분노가 무엇인
지 이해하고, 온전하게 분노를 표현하는 방법을 익히도록 하는 것이다.
사전준비 사항으로 자신이 경험하였던 분노 상황과 그에 따른 표현 방법
이 무엇인지 점검해 보는 것이다. 이때의 사례는 음주와 관련한 사례로
선택한다. 분노는현재 나에게 아주 중요한 어떤 욕구가 충족되지 않고
있음을 알려주는 신호이다(한국NVC센터, 2015). 주로 내가 원하는 대
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는다거나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
는 상황에서 분노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노의 원인은
내가 아닌 외부 환경과 상대방에게 있다고 생각하여 분쟁이 생기는 것이
다. 자신의 분노는 상대방에게 전혀 책임이 없으며, 상대방의 말이나 행
동으로 자극이 될 수는 있지만 분노의 원인이 될 수는 없음을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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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분노는 인간 삶에서 자연스러운 느낌이며, 표현되지 못하는 분노는
내면에 쌓이게 되면 폭력적으로 발산될 위험이 있음을 알려준다. 다음으
로 분노가 느껴졌을 때 온전히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단계별로 설명한
다. ① 우선 멈춘다 ② 깊이 세 번 심호흡한다. ③ 비판과 비난하는 생각
들을 떠올린다(자칼 쇼하기) ④ 비판과 비난을 하고 있는 생각 이면에 나
에게 현재 충족되지 않은 욕구가 무엇인지 떠올려본다 ⑤ 그 욕구의 에너
지와 연결하여 그 안에 머문다 ⑥ NVC 모델로 표현한다(객관적인 관찰,
나의 느낌 알아차리기, 욕구 찾기, 상대방에게 구체적으로 요청하기)(한
국NVC센터, 2015). 분노를 표현할 때 주의할 점은 자신이 화가 났을 때
는 상대방도 강한 감정(분노, 두려움, 서운함 등)을 경험하고 있을 가능
성이 높기 때문에 분노표현 단계를 통해 마음의 분노를 먼저 정리하는 것
이 중요하다. 또한 너무 화가 많이 나서 대화를 계속 유지하기 힘들 경우
그 장소를 벗어나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에는 나는 지금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분명한 자기 욕구를 상대에게 이야기하고 그 장소
를 떠나야 함을 알려준다(한국NVC센터, 2014). 마무리단계에서 이번 회
기의 참여 느낌과 소감을 나누고 다음번 회기의 과제(술을 마셨을 때의
좋지 않았던 결과에 대해 한 가지 생각해 오기)를 제시하고 프로그램을
마친다.
7회기의 주제는 「고위험 음주상황에 대한 대처」이다. 목표는 참여자
들이 고위험 음주상황에 대한 상황극을 통하여 다양한 거절 방법을 탐색
하도록 하는 것이다. 사전 준비 사항으로 분노표현의 단계를 순서대로 기
록한 종이와「함께하는 프로그램」코팅파일을 앞에 붙여 놓는다. 도입단
계에서 규칙과 나눔 모임 자료를 한명씩 읽고 지난 회기의 과제를 발표하
는 시간을 갖는다. 음주 갈망이 생기는 상황이 언제인지, 그때 음주를 하
고 난 결과가 어떠했는지, 당시 몸의 반응과 마음의 상태는 어떠했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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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으로 이야기 할 수 있도록 연구자가 인도한다. 음주로 인한 부정적
결과를 인식한 상태에서 음주거절 연습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음주
의 부정적 결과를 최대한 떠올릴 수 있도록 브레인스토밍 기법을 활용하
여 모두가 한 가지씩 제시하도록 격려한다. 전개단계에서는 도입단계에서
논의 되었던 부정적 결과를 보드(또는 종이)에 기록한다. 다른 한편으로
음주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이를 거절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이 있는지
참여자 모두가 한 가지씩 제안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보드에 기록한다.
대상자들이 제안한 방법이외에 김성재(2003)의 알코올중독 재발방지 프
로그램에 있는 내용을 추가한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나는 술 문제가 있다고 직접적으로 정직하고 당당하게 말 한다 ② 어떤
설명도 하지 말고 그냥 단지 술을 권할 때 거절한다 ③ 오늘은 마시지 않
겠다고 말 한다 ④나는 술을 마시면 문제가 있으니까 나에게 술을 권하
지 말아 달라고 부탁한다 ⑤ 다른 대안적인 활동을 제안한다(예를 들어
‘커피한잔 하러 가는 것이 어떤 가요?’). 거절방법을 구체적으로 탐색
한 후 실제 상황극을 연출하여 모든 참여자들이 시험해 볼 수 있는 기회
를 갖도록 한다. 두 명씩 짝을 지어 한명은 어떻게든 함께 음주하기를 권
하고 다른 한명은 음주를 거절하도록 규칙을 알려준다. 거절의 대화를 할
때 NVC를 적용하여 기린대화를 하도록 연구자가 돕는다. 단지 음주를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술 없이도 건강하고 즐겁게 지내는 것이 더
중요함을 참여자들에게 설명한다. 마무리단계에서는 실제 음주 상황을 시
험해 보았을 때 참여자들이 어떻게 느꼈는지 이야기 하도록 하고 연구자
는 현장노트에 기록하고, 다음 회기 일정을 안내하며 프로그램을 마친다.
8회기의 주제는 「감사 표현하기」이며, 목표는 일상생활에서 기쁨을
나누기 위한 감사를 표현하고 알코올중독의 재발 방지를 위한 다짐을 하
도록 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일상생활에서 NVC적용하기, 알코올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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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방지 전략에 대한 요약, 감사 표현하기,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소감
및 퇴원 후 다짐나누기이다. 사전 준비사항으로 NVC의 4가지 요소에 대
한 대화법 목록과 4 Ears(4개의 귀)에 대한 설명을 보드나 벽에 부착해
놓는다. 도입단계에서는 NVC 4원리에 대해 참여자들이 돌아가며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연구자가 부연 설명을 한다. 전개단계에서는
NVC를 일상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먼저
NVC로 말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내면의 자기 강요를 욕구로 바꾸
는 방법에 대해 예문을 들어 이야기 한다. ~을 해야만 해, ~을 하면 안
돼’라고 말하는 자신을 알아차리고, 그 말의 이면에 있는 욕구를 찾아서
‘나는 ~을 원한다, 나는 ~을 선택한다’로 바꾸어 말할 수 있음을 알려
주며 모든 대화에 구체적이고 긍정적인 말을 사용하도록 격려한다. 비판
을 욕구로 바꾸는 작업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나를 알아차리고
‘저 사람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나는 어떤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는가?’를 자신에게 물어보도록 한다. 너 때문에 내가 ~을 느낀
다’라고 하지 말고, 나는~이 필요하기 때문에(욕구) ~을 느낀다라
고 말하는 연습을 통해 비난을 욕구로 바꾸도록 한다. 또한 ~을 해야
만 해라고 하지 않고,‘~을 해줄 수 있겠니?, ~을 했으면 좋겠어’라
고 표현을 바꾸어 강요대신 부탁을 하도록 한다(한국NVC센터, 2014).
유연한 대화를 위해 연결부탁을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됨을 알려준다.
NVC로 말하는 방법을 설명한 후, NVC로 듣는 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
예문을 들어 설명한다.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먼저 공감으로 충분히 들어
준 후에 해결방안을 모색하다. 상대방이 어떤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하건
간에 그것은 상대방의 충족되지 않은 욕구로 인한 것임을 인식한다.
NVC로 대화하는 방법을 설명한 후에는 재발방지 전략에 대하여 요약하
여 설명하고 1번부터 10번까지 참여자들이 돌아가면서 소리 내어 읽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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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단주 결심을 확고히 하도록 한다. 10가지 전략은 ① 참여하고 있
는 회복 프로그램에 꾸준하고 엄격하게 참석하도록 한다 ② 회복의 과정
을 단숨에 이를 수 없으므로 회복중인 알코올중독자, 알코올관련 전문가,
친구, 가족 등으로부터 도움을 구하도록 한다 ③ 자신의 재발 경고 신호,
고위험 재발상황을 미리 알아채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한다 ④ 단주를 하면서 회복중에 있더라도 변화의 기복이 있을 수 있음을
받아들이고, 좌절되는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한다

⑤ 술

을 권했을 때 사양하는 방법, 모임의 참석을 거절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충분히 연습하도록 한다 ⑥ 술을 마시지 않는 대인관계를 발전시킨다 ⑦
불안, 분노, 우울, 죄책감, 등과 같은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
도록 한다 ⑧ 술과 관련 없는 활동들로 자신을 바쁘게 만들고 생활을 재
미있게 만든다 ⑨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자신에게 칭찬과 격려를 한다 ⑩
정기적으로 자신을 되돌아보고 검토한다이다(김성재, 2003). 마무리단
계에서 프로그램 종료 시까지 꾸준한 참석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축하를
한다. 전체 프로그램 종료에 대해 느낌과 욕구를 연결하여 이야기하는 기
회를 갖고 마무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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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로그램의 운영

실험군에게 제공한 프로그램은 본 연구자 1인에 의하여 진행되었다.
프로그램은 해당 병동의 상황과 환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평일 저녁 식사
30분~1시간 후로 정하였고 1회기 운영시간은 1시간~1시간 30분으로 탄
력성 있게 운영하되 최대 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다. 프로그램의
진행 순서는 사전준비, 도입, 전개, 마무리, 다음회기 공지와 같은 순으로
프로그램 지침서대로 이행하였다. 프로그램 진행 장소는 자료수집 기관
병동 내에 있는 프로그램실로서 20여명 정도 수용 가능한 깨끗하고 쾌적
한 공간을 이용하였다. 참여자들은 저녁 식사 후 TV를 시청하거나 독서
등 개별 활동을 하는 시간이었으므로, 외출이나 퇴원 등의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대조군
의 탈락률은 8%(2명)였으며, 실험군의 탈락률은 4%(1명)이었다. 실험군
가운데 중재 8회기를 모두 참석한 경우는 44%(11명), 분석을 위한 필수
회기(2~7회기)에 참여한 경우는 100%(24명)이었다. 실험군의 탈락률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그룹 구성원 간 짝을 지어 다음 회기 과제를 진행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격려와 보상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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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프로그램의 평가

1.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의사소통기술 증진 프로그램이 알코올중독자의 의사소통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혼합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양적․질적 연구
를

타당성

있게

혼합하기

위해서는

설계

전략이

필요한데(성용구,

2013), Creswell(2013)은 혼합설계 모형을 계획할 때 고려해야 하는 4
가지

관점으로

혼합시기(Time),

연구비중(Weighting),

혼합방법

(Mixing), 이론적 관점(Theorritizing)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혼합
설계 전략은 다음과 같았다. 혼합 시기에 있어서 양적․질적 자료 수집을
동시에 하고, 연구비중은 양적연구에 두었으며, 혼합방법으로는 보완하는
보조방법을 선택하고 이론적 관점에서는 Marlatt의 재발방지 이론을 활용
하였다.

이

방법은

Creswell(2013)이

제시한

동시적

내재전략

(concurrent embedded design)에 해당한다.
본

연구의

주된

연구

방법은

양적연구

가운데

유사실험연구

(Quasi-experimental research)로써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시차설계
(Nonequivalent control group non-synchronized design)를 하였다.
알코올중독자들에게 의사소통기술 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공감, 분노
표현, 의사소통능력, 금주자기효능감으로 효과를 평가 하였다. 보조적으로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느낌카드, 욕구카드 선택 자료와 면담을 통한 질적
자료를 수집하였고, 수집된 질적자료는 내용분석을 함으로써 프로그램의
효과를

보완․설명

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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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인

혼합설계

디자인은

Creswell(2013)의 동시적 내재전략(concurrent embedded strategy)
를 기초로 하고 이를 적용한 연구(강현주, 2015; 성용구, 2013)를 참고
로 하였다(Figurer 4).

Figure 4. Design of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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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C도시와 S도시의 정신과 전문기관의 알코올중독 병동 입
원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 당시 알코올 금단증상이 없으며 고
령으로 인한 의사소통장애나 인지장애가 없는 대상자, 의료진에 의해 자
발적 참여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구체적인 선정기
준과 제외기준은 다음과 같다.

⦁ 선정기준
1) 연령이 20세 이상 75세 이하인 자
2) DSM-Ⅳ 또는 DSM-5의 기준에 의하여 알코올사용장애 진단을
받은 자
3) 의사소통에 장애가 없는 자
4)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인 참여에 동의한 자
5) 의료진에 의해 자발적 참여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 자
⦁ 제외기준
1) 현재 알코올 금단 증상이 있는 자
2) 현재 알코올중독이외의 이중진단이 된 자
3) 실험군 프로그램 시작 당시 재원기간이 2주 이상되는 자

연구 대상자 수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본 연구의 효과크기는 알코올중독
문제를 가진 대상자들에게 시행한 단기 중재 연구들을 분석한 국외의 연
구결과(Bien, Miller, & Tonigan,1993) 0.80과 국내의 연구결과(연영란
& 이경순, 2012) 0.94를 참고로 하였다. 따라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표본의 크기는 G*Power 3.1 Program(Faul, Erdfelder, Lang, &
Buchner, 2007)을 이용(효과크기 0.85, 유의수준 .05, 검정력 .80, 양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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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하였을 때 실험군 23명, 대조군 23명씩 총 46명이 산출되었다. 또
한 프로그램 종료 8주후 외래 추후 방문 중인 실험군 참여자 가운데 개
별 면담에 동의한 6명을 인터뷰 하였다.

3) 연구 도구
본 연구는 양적 연구를 위한 결과 변수 측정을 위하여 구조화된 설문
지를 사용하였다. 먼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성별, 연령, 교육정
도, 결혼 상태,

함께 거주 중인 가족구성원, 직업 유무, 직종, 월수입을

조사하였고 음주관련 특성으로는 첫 음주 시기, 문제음주를 인식한 시기,
입원 횟수를 조사하는 것으로 총 11문항을 구성하였다. 결과 변수를 위
한 설문으로 공감능력은 11문항, 분노표현 24문항, 의사소통능력 15문
항, 금주자기효능감 20문항으로 총 70문항 이었다.

(1) 공감능력
Baren-Cohen과 Wheelwright(2004)가 개발한 ‘The Empathy
Quotient(공감 지수)’는 총 6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40개의 문
항은 공감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20개의 문항은 점수화 되
지 않는 필터링 문항이므로 0점~80점의 범위를 갖는다. Empathy
Quotient를 현장에서 보다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Wakabayashi 등
(2006)이 EQ-Short 단축형으로 개발하였고 문항수를 22개로 축소한
결과 원 도구와의 상관관계는 r=.93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EQ-short을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도록 11개 문항으로 개발·타당화 한
한국어판 단축 공감척도(EQ-Short-K)(여지영, 2012)를 사용하였다.
문항의 점수는 ʻ매우 그렇다ʼ 2점, ʻ그런 편이다ʼ 1점이며, ʻ그렇지 않은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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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ʼ와 ʻ그렇지 않다ʼ는 필터링 문항으로 점수가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0
점이 되므로, 총점은 0~22점의 범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 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타당화 연구를 거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값
은 .88로 확인되었으며(여지영, 2012),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값이 .89로 나타났다.

(2) 분노 표현
분노표현은 Spielberger 등이 1988년에 개발한 상태-특성 분노표현
척도(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STAXI)를 이장호, 전
겸구와 한덕웅(1998)이 한국판으로 수정·보완 한 것을 사용하였다.
STAXI-K(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Korean

version)에서는 분노경험 척도와 분노표현 척도로 구분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분노표현 양식 즉, 분노억제(AX/IN), 분노표출(AX/OUT),
분노통제(AX/Con)로 이루어진 총 24문항의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4점
Likert 척도이며, 각 문항은‘전혀 그렇지 않다’1점, ʻ대체로 그렇지 않
다ʼ 2점, ʻ대체로 그렇다ʼ 3점, 매우 그렇다’4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노
표현에 대한 채점은 Spielberger가 제시한 방법으로 박영주 등(2009)의
연구에 따라

[(분노억제 점수+분노표출 점수)-분노 조절 점수+16]으

로 계산한다. 점수는 총 0~72점의 범위를 갖게 된다. 도구의 개발당시
Cronbach’s α는 분노억제 .67, 분노표출 .67, 분노조절 .79 이었으며,
이장호 등(1998)의 STAXI-K 연구에서 Cronbach’s α값은 분노억제
.74, 분노표출 .73, 분노통제 .81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값은 분노억제 .81, 분노 표출 .76, 분노통제 .84 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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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사소통 능력
의사소통 능력은 Rubin등(1991)에 의해 개발된 의사소통 능력 구성
개념에 7가지 개념을 추가하여 허경호(2003)가 수정·개발한 포괄적 대
인의사소통

능력척도(Global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y Scale. GICC-15) 15문항을 사용하였다. GICC는 3개의
하위 영역(관계적 능력, 언어적 능력, 대인적 능력)으로 구분되며, 15개
의 개념(자기노출, 역지사지, 사회적 긴장완화, 주장력, 집중력, 상호작용
관리, 표현력, 지지, 즉시성, 효율성, 사회적 적절성, 조리성, 목표간파, 반
응력, 잡음통제력)하에 각각 3개의 문항을 만들어 GICC-45를 구성하였
고,

그

가운데

대표

문항을

추출하여

GICC-15가

완성되었다.

GICC-15 각 항목은 1점 ‘전혀 아니다’, 2점 ‘그렇지 않다, 3점
‘그저 그렇다’, 4점 ‘그런 편이다’, 5점‘매우 그렇다’로 표현된 5
점 Likert 척도이며 평균점수로 산정하여 0~5점의 점수 범위를 갖게 된
다.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 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허경호
(2003)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72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값이 .92로 나타났다.

(4) 금주자기효능감
금주자기효능감은

Diclemente

등(1994)이

개발하고

김성재

(1996)가 한국어로 표준화 한 20문항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하위 영역
은 부정적 정서(Negative affect, NA), 사회적 압력(Social/Positive,
SP), 신체적 고통(Physical and other concerns, PO), 금단 및 갈망
(Withdrawal and urges, WU)의 4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우
자신 없음’ 0점부터 ‘매우 자신 있음’4점으로 측정되는 4점 Likert
척도이다.

Diclemente

등(1994)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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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92로 확인되었으며, 김성재(1996)의 연구에서도
Total scale의 Cronbach’s α값이 .92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값이 .95로 나타났다

4) 자료 수집
자료수집은 S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와 해당 기관의 임상시험심사위
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2016년 6월 14일부터 10월 14일 까지 시행하
였으며, 실험군 25명, 대조군 25명을 대상으로 자료수집을 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한 설문지 조사와 양적 분석을 위한 자료 입력은 연구 보조원에
의해 이루어졌고, 연구자는 프로그램의 진행과 결과 분석에만 관여하여
외적타당도를 위협할 수 있는 실험자 편향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연구 시
작 전 연구보조자에게 설문지 작성에 대한 간단한 개요를 설명하고 참여
자의 질문에 대비하도록 하였으며, 사전․사후 설문지를 배부하고 수거하도
록 하였다. 실험군은 A기관에서 14명, B기관에서 11명, 대조군은 A기관
에서 13명, B기관에서 12명이 참여하였다. 실험효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조군을 대상으로 먼저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4주후 사후조사를
실시하였다. 다음 절차로 실험군 대상의 사전조사를 실시한 후 개발된 프
로그램 계획서에 따라 매주 2~3일 간격으로 2회기씩 총 8회기의 프로그
램을 진행하였다. A기관에서 14명의 실험군에게 2~3일 간격(예, 월요일
과 수요일 또는 목요일)으로 8회기를 진행하였고, B기관에서도 11명의
실험군을 대상으로 2~3일 간격(예, 화요일과 목요일 또는 금요일)으로 8
회기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질적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퇴원
후 기관 운영 A.A(알코올중독자 자조모임) 공개 모임에 참여한 실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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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 개별면담에 동의한 참여자를 개별면담 하였는데, 프로그램 참여
후 8주가 경과한 대상자를 중심으로 인터뷰 하였다. 면담 장소와 시간은
면담에 방해가 되지 않고 참여자가 원하는 편안한 장소와 시간을 정하여
연구자가 방문하였고 30~60분 정도 면담 하였으며 참여 인원은 총 6명
이었다. 주요 면담질문은 다음과 같았다.
‘ 프로그램을 경험 한 후 이전과 비교하여 어떻게 달라졌나요?’
‘ 달라진 것을 예로 들어 주시겠어요?’
‘ 프로그램 참여 결과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프로그램 운영에 개선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면담한 내용은 참여자들의 동의를 구한 후 녹음하고, 녹음된 내용을 필
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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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양적 자료는 SPSS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
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
출하여 분석하였다.
2)

실험군과

대조군의

사전

점수에

대한

정규성

검정은

Kolmogorov-Smirnov test를 시행하였다.
3) 실험군과 대조군간의 사전 동질성 검정은 Chi-squared test,
Fisher’s exact test, t-test를 통해 분석하였다.
4) 실험군과 대조군의 각 집단 내에서 프로그램 중재에 따른 공감능
력, 분노표현, 의사소통 능력, 금주 자기효능감의 시간에 따른 변
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반복측정

이원배치분산분석(Repeated

measures two-way ANOVA)을 실시하였다.
5) 도구의 신뢰도 검정은 Cronbach’s alpha 계수로 분석한다.
6) 모든 통계의 유의 수준은 양측검정에서 p<.05로 하였다.

질적(개별 면담) 자료는 주요 면담 질문을 기본 축으로 하여 내용분석
방법(Downe‐Wamboldt, 1992)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필사된 자료를 반
복적으로 읽으면서 핵심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주요 단어와 어구를 표시
하였다. 표시된 문장들을 상호 연결하여 관련성 있는 내용들을 함께 묶
고, 추상성 있는 주제로 범주화 하였다. 이러한 과정으로 범주화 된 주제
를 다시 통합하고 분석하여 최종 주제로 도출 하였다. 또한 분석 결과의
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Sandelowski(1986)의 평가기준인 신뢰성, 감사
가능성, 적합성, 확인 가능성을 따랐다. 신뢰성(credibiity)은 현상을 얼마
나 충실하게 해석하였는지를 의미하는데, 이를 위해서 참여자의 심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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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을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여 수집하였다. 감사 가능성(auditability)은
양적 연구에서의 신뢰도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이를 위해서는 자료수집
시에 참여자가 최대한 상세히 알도록 한 후 녹음을 하였고 연구결과에는
참여자의 말을 직접 인용하여 분석 결과의 신뢰성을 높였다. 적합성
(fittingness)은 양적 연구의 외적 타당도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이를 위
해서 더 이상 새로운 자료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질
적 연구의 경험이 풍부한 정신간호학 전공 교수에게 자문을 받았다. 확인
가능성(conformability)은 양적 연구의 객관성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이
를 위해 연구 참여자의 경험이 최대한 반영되고 편중이 없도록 하였다.

6) 연구자의 준비
본 연구자는 NVC를 이용한 의사소통기술 증진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하여

한국NVC센터에서 주관하는 NVC1, 2, 3, Core Jackal 과정, 사

회적·개인적 문제 중재 과정, 회복적 서클 등의 과정을 이수하였다. 대
학병원 위탁운영의 무연고자 알코올중독병동에서 간호 실무를 수행하였
고, 알코올중독 치료공동체 입소자를 대상으로 사회기술 훈련 프로그램
자원봉사를 하였다. 학위과정 동안 중독정신간호 이론 수업과 실습 과정
을 통해 중독에 대한 이해를 높였고, 질적연구방법론 수업과 개별 면담,
포커스그룹 면담을 진행한 경험으로 질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정신보건간
호사 자격과정을 수료하고 다양한 임상현장(정신과 병동, 지역사회 알코
올중독 치료공동체, 쪽방 알코올중독 치료 모임 등)에서 알코올중독자를
대상으로 의사소통기술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입원중인 알코올중독자에게 효과적인 의사소통기술 증진 프로그램을 제공
할 수 있도록 준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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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구의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 보호를 위하여 자료수집 기관의 연구대상자보
호심의위원회와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승인번호 : IRB No.
1606/003-001)을 받았으며, 자료수집 기관의 허락을 받아 진행하였다.
설문자료는 대상자의 비밀 보장을 위해 연구자가 직접 자료를 정리하고
분석하였다. 연구 참여 동의서에는 연구대상자가 본 연구에 자의로 참여
하고 연구하는 동안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으며 연구의 중단은 연구대
상자가 언제든지

결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정신과

중독병동의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해당 기관 의료진의 1
차 스크린을 통해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대상자만
을 선별하였다. 이후 연구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연구대상자가 자발적
으로 참여할 의사를 밝혔을 때에 연구에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참여 의사
를 밝힌 대조군과 실험군 대상자들에게 각각의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하기
전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안내하였다. 또한 설문조사 자료는 무기명부호화
하여 연구보조원이 전산 입력하고 연구의 전 과정에서 개인적 자료는 외
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연구자가 소속된 간호대학 연구실의 잠
금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 및 관리하고 있다. 다만 연구진실성 보증을
위해 생명윤리법에 의한 자료 의무 보관기간(동의서 3년, 음성 파일 등
기타 자료 5년) 경과 후에는 조사 자료를 모두 폐기할 예정이다.
본 연구의 대조군에게는 사후 조사 실시 후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4
회기 단축 프로그램과 느낌·욕구 목록 카드를 제공하기로 하였으나, 프
로그램 참여 신청자가 없어 설문 조사 후 오천원 상당의 답례품과 간식을
지급하였다. 실험군에게는 프로그램 각 회기 참여시에 간식을 제공하고
종료 후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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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결과

1) 프로그램의 효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실험군과 대조군 간의 사정 동
질성 검정 결과 Table 2와 같이 모든 변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p > .05).
대상자는 총 47명 이었으며 남성이 총 42명[실험군 21명(87.5%),
대조군 21명(91.3%)], 여성이 총 5명[실험군 3명(12.5%), 대조군 2명
(8.7%)] 이었다.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대상자는 21명[실험군 10명
(41.7%), 대조군 11명(47.8%)]이었으며, 이혼자는 16명[실험군 8명(
33.3%), 대조군 8명(34.8%)]이었다. 함께 거주하는 사람으로는 형제자
매[실험군 9명(37.5%), 대조군 5명(21.7%)]나 배우자와 자녀[실험군 6
명(25.0%), 대조군 5명(21.7%)] 등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많았
고,

혼자

거주하는

대상자는

5명[실험군

2명(8.3%),

대조군

3명

(13.0%)]으로 조사되었다. 직장을 갖지 않은 대상자가 23명[실험군 13
명 54.2%, 대조군 10명 43.5%), 월 평균 수입은 100~300만원 사이가
실험군 9명(37.5%), 대조군 10명(43.5%)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실험군과 대조군 각각 49.4세, 51.8세로 조사
되었고 교육 연한은 11.7년과 10.7년으로 나타났다. 음주 시작연령은 실
험군과 대조군에서 19.8세와 19.6세로 조사되었고, 문제 음주로 인식한
연령은 36.0세, 35.8세 이었으며, 총 음주 기간은 29.5년과 32.2년으로
나타났다. 입원 횟수는 실험군 3.9회, 대조군 3.4회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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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Homogeneity Test of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Gender

Male

Exp.(n=24)

Cont.(n=23)

n (%) or Mean±SD
21(87.5)

21(91.3)

Female

3(12.5)

2(8.7)

Married

10(41.7)

11(47.8)

6(25.0)

3(13.0)

Marital

Single

status

Separated

1(4.2)

1(4.3)

Divorced

8(33.3)

8(34.8)

Spouse

2(8.3)

4(17.4)

Children

1(4.2)

4(17.4)

Spouse & children

6(25.0)

5(21.7)

Parent

3(12.5)

1(4.3)

Brother or sister

9(37.5)

5(21.7)

Acquaintance

1(4.2)

1(4.3)

Alone

2(8.3)

3(13.0)

Self-employment

1(4.2)

2(8.7)

Office worker

1(4.2)

1(4.3)

4(16.7)

7(30.4)

1(4.2)

0(0)

4(16.7)

3(13.0)

13(54.2)

10(43.5)

Live
with

Employ

Labor

-ment

Professional
Part-time
Unemployed

χ²
or t

ｐ

.179

.672

1.343

.836

4.965

.589

2.953

.855

.970

.905

<1million

4(16.7)

5(21.7)

1~3million

9(37.5)

10(43.5)

3~5million

3(12.5)

3(13.0)

5million<

8(33.3)

5(21.7)

Age(year)

49.4±10.3

51.8±7.1

-.928

.358

Education(year)

11.7±3.7

10.7±3.0

.950

.347

Age of initial drinking

19.8±5.9

19.6±3.2

.193

.848

Age of problem drinking

36.0±10.0

35.8±11.7

.068

.946

Duration of drinking(year)

29.5±9.4

32.2±7.4

-1.084

.284

3.9±3.5

3.4±3.4

.575

.569

Income
(per
month)

Number of hospitalization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 55 -

(2) 공감 능력, 분노표현, 의사소통 능력, 금주 자기효능감
본 연구 대상자의 프로그램 실시 전 공감 능력, 분노표현, 의사소통
능력, 금주 자기효능감의 점수는 Table 3와 같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사전 동질성을 검증한 결과 의사소통 능력(ｐ
=.048)을 제외하고 공감 능력, 분노표현, 금주 자기효능감 점수에서는
사전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able 3. Homogeneity Test of Outcome Variables
Variables

Exp.(n=24)

Cont.(n=23)

Mean±SD

Empathy

6.17±3.77

7.00±4.71

Anger-Expression

17.92±1.18

17.71±1.28

Communication skill

3.52±0.55

3.16±0.68

Alcohol Abstinence
Self-efficacy

33.63±16.95

39.17±16.41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 56 -

t

ｐ

-.670

.506

.569

.572

2.034

.048

-1.139

.261

(3) 실험군과 대조군의 결과변수에 대한 비교

가. 공감능력

가설 1.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공감
능력 점수가 높을 것이다.

본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과 대조군의 시간에 따른 공감능력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반복측정 이원배치분산분석을 시행한 결과, 시간의
효과 및 시간과 그룹의 교호작용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79.175,

p <.001). 그러므로 가설 1이 지지되었다.

Table 4. Repeated Measures ANOVA of Empathy Score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Sources

SS

df

MS

F

p

Time

188.809

1

188.809

84.265

<.001

Time*Group

177.404

1

177.404

79.175

<.001

Error

100.830

45

7.351

Between

Group

86.128

1

86.128

2.461

.124

-subjects

Error

1574.830

45

34.996

Withinsubjects

ANOVA=Analysis of Var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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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Changes of empathy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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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2. 의사소통기술 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분
노표현 점수가 낮을 것이다.

나. 분노 표현

본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과 대조군의 시간에 따른 분노표현
점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반복측정 이원배치분산분석을 시행한 결과,
시간의 효과 및 시간과 그룹의 교호작용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F=11.654, p=.001). 그러므로 가설 2가 지지되었다.

Table 5. Repeated Measures ANOVA of Anger Expression

Score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Sources

SS

df

MS

F

p

Time

4.789

1

4.789

30.829

<.001

Time*Group

1.810

1

1.810

11.654

.001

Error

6.991

45

.115

Between

Group

.126

1

.126

.058

.810

-subjects

Error

1574.830

45

34.996

Withinsubjects

ANOVA=Analysis of Var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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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Changes of anger expression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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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3. 의사소통기술 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의
사소통능력 점수가 높을 것이다.

다. 의사소통 능력

본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과 대조군의 시간에 따른 의사소통
능력 점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반복측정 이원배치분산분석을 시행한 결
과, 시간의 효과 및 시간과 그룹의 교호작용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F=24.276, p <.001). 그러므로 가설 3이 지지되었다.

Table 6. Repeated Measures ANOVA of Communication Skills
Score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Sources
Time

SS

df

MS

F

p

3.220

1

3.220

83.845

<.001

.932

1

.932

24.276

<.001

Error

1.728

45

.038

Between

Group

7.496

1

7.496

11.913

.001

-subjects

Error

28.316

45

.629

WithinTime*Group
subjects

ANOVA=Analysis of Var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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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Changes of communication skills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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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4. 의사소통기술 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금
주 자기효능감 점수가 높을 것이다.

라. 금주 자기효능감

본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과 대조군의 시간에 따른 금주
자기효능감 점수 차이를 검정하기 위해 반복측정 이원배치분산분석을 시
행한 결과, 시간의 효과 및 시간과 그룹의 교호작용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24.276, p <.001). 그러므로 가설 4가 지지되었다.

Table

7.

Repeated

Self-efficacy

Measures
Score

ANOVA

between

of

Alcohol

Experimental

Abstinence
and

Control

F

p

Group
Sources

SS

df

MS

Time

3111.364

1 3111.364

62.429

<.001

Time*Group

1531.364

1 1531.364

30.726

<.001

Error

2242.743

45

49.839

Between

Group

149.802

1

149.802

.379

.541

-subjects

Error

17773.623

45

.629

Withinsubjects

ANOVA=Analysis of Var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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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Changes of alcohol abstinence self-efficacy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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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적(개별면담) 자료 분석 결과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 중 개별 면담을 수락한 대상자는 모두 6
명이며, 이들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8과 같다.

Table 8.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Participant

Gender/
Age(years)

A

M/44

B

M/45

C

M/53

D

M/52

E

M/49

F

M/41

Live with
Spouse &
children

Empoyment
Labor

Spouse &

Self-

children

employment

Spouse &

Duration of
drinking(year)
24
24

Unemployed

27

Unemployed

31

Alone

Unemployed

30

Parent

Office worker

21

children
Spouse &
children

질적 자료는‘의사소통 능력의 향상’,‘갈등 상황에서의 효과적 대
처’,‘단주에 대한 자신감과 일상에서의 자기성찰’과 같이 3가지 주제
로 분류하였다. 주제 1의 하위 주제로는 ‘공감과 경청으로 상대방을 이
해 함’,‘솔직하게 표현하고 요청(부탁)할 수 있음’, 주제 2의 하위 주
제는 ‘분노를 말로 표현하고 조절할 수 있게 됨’, ‘직장에서의 갈등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 주제 3의 하위 주제는 ‘단주로 인한 직장에서의
변화’, ‘단주 유지와 가족에 대한 생각의 변화’,‘일상에서의 자기성
찰’로 모두 7개의 하위 주제가 도출되었다(Table 9).

- 65 -

Table 9. Qualitative Theme and Sub-themes through Individual
Interview
Theme

Sub-theme
(1) Comprehensive conversation with

1. Improvement of
communication skills

empathy and listening
(2) Honestly expression and
request(asking)

2. Effective coping
response in conflict
situation

(1) Expressing anger in language
instead of anger out
(2) Effective response for conflict at
workplace
(1) Alcohol abstinence can change

3. Confidence of

attitude in the workplace.
(2) Keeping alcohol abstinence and

abstinence and
change of daily life

Change of thoughts about family
(3) Self-reflection of daily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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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1.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

(1) NVC 원리의 적용-공감과 경청으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함
참여자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NVC 대화의 기본 원리인 ‘공감하며
경청하기’와 ‘솔직하게 표현하기’를 연습하였는데, 서로 존중하는 상
태에서 대화의 양과 질에 변화가 있었음을 보고하였다. 참여자들은 관찰
을 통하여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습득하여 적용하고 있었다. 또한 관찰을 통해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비난
하거나 평가하지 않고 공감하면서 듣게 되므로 대화가 양적으로 많아지고
질적으로 성숙하게 되어 상호존중의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즉, 타인과의 대화에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게 되었다.

집사람이 나 때문에 병도 얻었는데...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 생기니까
..약간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해도 참자. (관찰)하니까 이해가 되고... 자
연스럽게 저녁 먹고 산책하면서 안하던 말들이.. 이런저런 얘기들을 사소
하게 하게 되드라구요. 집안 돌아가는거를 몰랐는데... 나도 모르는 일들
이 많았더라구 대화가 없었으니까 몰랐지..내가 변해야지 내가 안 변하면
안 되쟎아요 내가 말을 좀 바꾸니까 집안이 다 편해지드라고요. 근데 이
게 쉽지가 않아요(웃음). (참여자 B)

실제로 (우리가족은) 대화도 없고 그런 생활을 했는데 인제.. 병원에
감으로 해서 이런 것도(프로그램도) 하고 ...지금은 대화를 엄청 해요. 잘
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프로그램)하고 나서 애들하고 집
사람하고 가족 O톡방을 개설을 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진짜 수많
은 대화를 O톡에서 하고 실제로도 소통을 하는 거에요. (참여자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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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칭도 자연스럽게 제가 옛날에 ‘야! 이봐!’ 머 그렇게 반말하다시피
했는데 존칭을 쓰니까 우리 집사람도 나한테 존칭... 서로에 대한 인격을
존중해주고 그런 말투를 하고.. 처음에는 어색하드라구. ‘누구엄마, 누구
엄마’하다가 여보 이렇게 하니까 집사람도 변하는 거 같애. 그러식
으로 변하는 거 같애요. (참여자 D)

(2) 솔직하게 표현하고 요청(부탁)할 수 있음
참여자들은 프로그램 참여 전 자신의 내면 감정을 온전한 방법으로 표
현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불편한 감정을 억누르기만 한다든지
과도하게 분노를 외부로 표출하여 관계 형성이 어려웠음을 호소하였다.
NVC 기반 의사소통 프로그램에서 솔직한 자기표현과 더불어 요청(부탁)
할 수 있는 방법을 연습하였는데, 이를 통해 대화의 양상도 변화하였음을
보여주었다. 프로그램 참여 후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타인에
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이야기하였다.

제 표현을 잘 못하는 게 제가 문제라고 느끼는 저죠. 제 표현을 잘 할
려고 하는데 아직은 좀 어려워요 가슴속에 깊이 있는 말을 잘 못했죠. 부
모님이랑 사는데 아버지랑은 일년 가야 한 두 마디도 잘 안 했어요. 지금
은 뭘 하시는지 그냥 보고(관찰하고)  ` ~하시네요이런 말은 건네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한 두 마디는 하게 되요. (참여자 E)

죽으면 죽었지 남한테 부탁하는 거 요만큼도 안 해요 나는. 근데 (프로그
램에서) 배우고 나니까 부탁을 해보게 되고 또 (상대방이) 그렇게 싫어하
지 않드라구요 생각보다... 방법을 몰라서 (못한 것 같아요).(참여자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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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2. 갈등 상황에서의 효과적 대처

(1) 분노를 말로 표현하고 조절할 수 있게 됨
NVC의 기본 요소 가운데 하나인 욕구는, 삶의 에너지가 한 개체를
통해서 표현되는 것이다. 참여자들은 서로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할 때 갈
등과 분쟁이 생긴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어, 화를 내거나 싸움을 하지 않
게 되었다고 하였다. 자신의 감정 상태를 억제하고 누르기 보다 상대방이
수용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하게 되었고, 대인관계 갈등이 줄어들어 음주
로 대처하던 이전이 방식을 사용하지 않게 되었음을 보고 하였다. 이것은
자신이 화가 났음을 말로 표현하면서 상대방과 대화로 해결 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는 계기가 된다.

뭐 남 앞에서 술을 먹었을 때 술의 힘으로 남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
러고 화났을 때는 술로 분노조절을 했었는데 지금은 술을 안 먹으니까..
(화가 안 나서)사람이 바보가 되버린 거 같은 느낌도 있고요(웃음). 왜냐
면 저 사람이 나한테 화를 내는 것도 나한테 바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
다는 걸 아니까 싸우기가 싫어요. 누구하고도. 싸우면 또 다시 술 생각이
날꺼 같애서...(참여자 E)

주변에 친구들 이렇게 만났을 때 그냥 화내는 게 일단은 좀 없어진 거
같애요. (화를 안내면)일단 내 몸이 편하고 즐거워지니까.( 참여자 F)

친구들 모임이 있었는데 제가 말을 안 해서 분위기가 싸... 해지는 거에
요. ‘야! 너 삐지는 거 쪼금만(참어라).’ 속에는 불만같은 게 있어도 말
안 했죠 해봐야 싸움만 되니까... 근데 지금은 ‘내가 이러이러해서 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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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안 좋다, 속상하다’ 그런 말은 해요. 표현을 하지. 그러면 걔도 좀 조
심하는 거 같드라구.(참여자 E)

(2) 직장에서의 갈등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
참여자들은 직장에서의 업무상 갈등과 대인관계 갈등에 있어서 술로
해결하지 않고 이해와 공감을 통해 자신의 분노를 조절할 수 있게 되었다
고 하였다.

이 친구(직장 동료)도 나랑 똑같은.. 마음속에나 머릿속에서 같은 거
를 할려고 하니까 마찰이 생기고 그랬는데... 이제는 서로 일하면서 ‘같
은 여건에서 같이 고생을 하는 사람이다’ 하고.. 이렇게 이해를 하니까,
그러고 나서 보니까 성질이 덜 나는 거 같애요 (참여자 A)

예전에는 (동료 직원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계속 가르치려고 하고
(후배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랬는데 요즘에는 ‘내가 어떻게 도와
주까?’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는 과정을 (가져요)...그렇게 할려고 하면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는 거 같애요 예전 같으면 속 터져서 못했을 껀데
이거(프로그램) 하고 나니까 좀 기다릴 수 있는 거 같애요. (참여자 F)

사람이 감정이나 느낌같은 게 무시되더라도 빨리해야되고 이런 거...
그래서 나름 실적도 잘 냈어요. 주로 개척업무(를 맡았고).. 돌격 앞으로!
머 그렇게 욕하고.. 밤늦게 머 하고 그럴 때.. 그러고 나면 미안한 마음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회식을 또 하게 되고 그게 술을 엄청 많이 ...(마시
게 되죠) 요즘에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느낌 이런 거.. 예전에는 저
랑 일하는 사람들하고 마찰이 좀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생각이 안 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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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일단은 멈추고 상황이 이만저만하다고 말이 편하게 나가는 거 같애요.
(참여자 B)

주제 3. 단주 유지에 대한 자신감과 실천

(1) 단주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줌
참여자들은 프로그램에서 배운 것을 실제 생활에서 실천하고 있었는데,
직장에서 업무상 술을 마셔야 할 경우에도 자신이 술 문제가 있음을 솔직
하게 표현하면서 음주에 대한 사회적 압력을 거절할 수 있었다. 외줄타기
와 같이 불안한 직장생활을 여유 있게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며, 외부의
대상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충족되지 못한 욕구가 분노의
원인이 되었음을 인식하게 되었음을 보고하였다.

직장에서는.. 머 엉망징창이었죠. 나는 병가 서류가 세페이지 네페이지
넘어가요 다 술땜에... 나중에 다 쓰러지고 회사에 못나간다고 하니까 회
사서 난리가 나지. 그 다음날은 술 먹고 잠적해요 공사계통이니까.. 나가
는 것도 쉽지 않고 그랬는데... 업체 만나는 거는 핑계지 안 먹을려면 안
먹을 수 있드라구 내가 해보니까요. 인제는 일 보고 딱 한잔하러 가자고
하면 ‘난 술 못 먹는 사람입니다’ 딱 이렇게 해요. (참여자 F)

비유하자면 예전에는 100미터를 헐떡거리면서 뛰었다면 지금은 가볍
게 뛰고 있다는... 그런 느낌. 그런 거 같아요 술 마시고 실수할까 하는
뭐 그런 아슬아슬함 같은 게 없어요. (술을 안 마시고 있으니까). (참여
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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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주 유지와 가족에 대한 생각의 변화
참여자들은 NVC를 이용한 의사소통 방법을 배우고 난 후, 상대방의
행동을 평가와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관찰하면서 가족들의 말과 행동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프로그램에서 연습한 대로 분노의
순간을 참고 그 장소를 벗어나는 것이 분노 조절에 효과가 있었다고 하였
으며, 가족 간의 이해와 공감을 통해서 단주를 유지해야겠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단주 생활을 실천하고 있었다.

그때부터(입원하고부터) 처음에는 보름이 거의 지옥 같았는데, (강제
입원시킨 것에 대해)나가면 진짜 가만 안 둔다는 심정으로... 근데 프로그
램하면서 또 과장님 면담도 하면서 내가 가만히 관찰해 보고 생각해 보니
까 이러면 안 되겠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술을 입에 대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여자 C)

첫 외박인데 딱 집에 들어서는 순간 집에서 가족들이 보는 눈이 달라.
가니까 사람을 문전박대를 하는 거야. 그 순간 머리가.. 확! 분노가 확 치
밀어가지고 베게 밑에 편지를 두고 그냥 확 나와 버렸어. 예전 같으면 집
어 던지고 욕했을 텐데.... 일단 거기를 벗어나라고 (프로그램에서) 배웠
쟎아요. 나와서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연못에서 담배를 실컷 피우고 있
는데 문자가 왔어. ‘당신이 왜 집에 와 있는지를 (알게 되었다)’. 얼떨
결에 베게 밑에 내가 놓고 온 편지를 보게 된 거에요 ‘내가 잘못했으니
까 빨리 들어와라. 배고프니까 같이 밥먹자 마누라가 그러드라구요(웃
음). 고 순간을 지나니까 (괜찮아 졌어요). (참여자 B)

집에서 머 집어 던지고.. 많이 집어 던졌죠 김치통, 밥통 머 그런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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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며칠씩 말 안하고 누구 하나 집 나가고.. 그렇게 심하게 싸우면 엄
청 또 우울하거든요 사실... 그러면 술 마시거든요 술 더 마시고 쓰러질
때까지 마시고 더 반복되고 그러니까 힘들죠. 지금도 머 갑자기 확 변하
고 그런거 보다 쪼금씩 조금씩 매일 이해? 공감? 머 해보는 중이에요. 김
치통 던지지는 않아요(웃음). (참여자 D)

(3) 일상에서의 자기성찰

참여자들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난 후 단주 유지에 자신감을 갖게 되
고 그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일상에서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다. 가족과의 행복한 시간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자신의 음주로 가
족들이 힘든 시간을 견디어 왔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술 취한 상태
에서 자신의 행동을 기억하지 못한 지난시간을 성찰하게 되었다.

아빠가 술 안 먹는 거 거저 며칠이나 갈까.. 그렇게 봤는데 인제는
쫌 더 믿음을 주는 거 같애요. 인제는 그 믿음을 깨기가 싫은 거에요. 그
거 깨기가 싫어서 더 나은 모습 같은 걸 보여주고 싶고... 요즘 같아서는
행복지수.. 그런 게 있쟎아요. 행복지수를 떨어트리지 않고 더 유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 (프로그램 하고 나서)마음이 바뀌는 거 같애요. (참여자
B)

제일 먼저 우리 어머니 하는 모습이.. ‘평생 너 이런 모습(맨정신인
모습) 처음 본다 오늘 가서 죽어도 행복하게 죽을 거 같다’ 그 말을 듣
는데 눈물이 나드라구요. 제가 그동안 술로 고통도 많이 받았지만 부모님
한테 못을 박았구나..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참회의 눈물도 흘리고 밥먹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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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에서 그러니까 다 울어버리드라구요 이게 바로 가족인데 .. 제 마음
에 절실한거는 선을 넘지 말자 그 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술 냄새
도 근처도 안가고(단주하고 있다) ... (참여자 C)
천직이었던 직업을 버리고 나서.. 경제적인 것... 현금이 필요해서 은행가
서 돈을 좀 대출받아볼까 하는데 예전에 저한테 돈 빌려갔던 사람이 돈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돈 빌려준거 까먹었는데...‘그동안에는 내가 술을
먹어서 돈 빌려준 것도 까먹고 살았구나, 술이 기억을 다 망가뜨렸었네’
이런 생각이 들고.. 내가 왜 술을 (마셨을까)... 왜 그렇게 살았지? 그런
후회.. 앞으로는 희망도 있고 그 끈을 병원에서(프로그램으로) 잘 잡은
거 같애요. (참여자 D)

그 당시에는 가족이라는 게.. 가족이라는 거를 못 느꼈어요. 술먹고 집
에 가면 애들이랑 집사람한테도, 내가 머 돈만 벌어다주고 먹여 살리는
로봇이냐? 머 그런 식으로만 표현을 했지. 그런 식으로 밖에 못했던 거
같애요. 결국 싸움의 빌미를 내가 제공하면서 내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하
고 떠들어대고 점점 사이가 벌어졌던 거에요. 지금은 그런 것들이 자꾸
미안하지요 (참여자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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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논의

1. 비폭력대화 기반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 개발

본 연구는 입원중인 알코올중독자를 위한 의사소통기술 증진 프로그램
을 개발하고 평가하였다. 프로그램 개발의 주목적은 알코올중독자들이 자
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공감과 경청을 바탕으로 의사소통함으로
써 대인관계에서의 갈등과 부정적 정서 경험 빈도를 감소시키고 음주 재
발 기회를 방지하는 것이다. 본 프로그램의 이론적 기틀은 Marlatt &
Donovan(1985)의 재발방지 모형(Model of relapse prevention)이며,
김창대(2002)의 4단계 프로그램 개발 모형 절차에 따라 비폭력대화
(Rosenberg, 2003)와 알코올중독 재발방지 프로그램(김성재, 2003)을
기반으로 개발되었다.
프로그램 개발 첫 단계에서는 선행연구 고찰과 회복중인 알코올중독
자, 알코올중독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알코올중독자의 의사소통과 관련된
자료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알코올중독자의 재발 요인으로 부정적 정
서가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로 밝혀졌으며, 부정적 정서 경험의 원인으로
는 대인관계에서 빚어지는 다양한 갈등 상황임이 확인 되었다(김민규 &
김주환, 2008). 대인관계에서 빚어지는 대부분의 갈등요소는 원활하지
못한 의사소통에 원인이 있으며(김민규 & 김주환, 2008; 김성성 등,
2001; Giles, Coupland, & Wu, 1992), 의사소통 패턴은 한 사람이 평
생을 살면서 견고해지는 형태이기 때문에(도복늠 등, 2009), 삶의 철학
과 태도를 변화시키게 하는 돕는 근원적 방법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NVC는 단순히 대화를 주고받는 방법을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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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보는 태도, 자신의 내면 느낌을 인식하는 능력, 타인에게 공감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 등을 배양할 수 있는 방법이므로((Rosenberg,
2005), 한 개인이 자신의 대화 패턴을 성찰해 봄으로써 의사소통기술을
증진시키는데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본 프로그램은 대화 연습을 통
해 병동 생활에서의 적용하고, 나아가 퇴원 후 일상생활의 의사소통에서
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알코올중독자의 재발은 퇴원 후 3개
월~6개월 사이에 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김종성 등, 2001)
입원 시에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입원 기간
동안에는 자의 또는 타의로 금주상태를 유지하면서 본인의 음주 문제를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정복례, 안효자, 변혜선, 이영내, 정
경순, 김지연, ... & 김윤경, 2009), 입원 기간 동안 재발을 방지하는 프
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러한 고찰을 통하여 알코올중독자
들이 퇴원 한 이후 일상에서의 대인관계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 입원해 있
는 동안 NVC를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프로그램 구성 단계에서는 참여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실제
로 적용할 수 있으며 흥미를 갖고 참여하는데 초점을 두고 프로그램을 구
성하였다. 고위험 음주 상황에서는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클수록 재발
빈도가 낮아지기 때문에(임성범, 2013), 본 프로그램의 고위험 음주 상
황극 주제를 참여자들의 실제 사례로 구성하여 훈련할 수 있는 기회를 갖
도록 하였다. 이는 가상현실에서 아바타를 통해 음주권유를 받았을 때 연
구 참여자들이 음주 갈망이 일어났음을 보고하는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최유경, 조상우, 한기완, 구정훈, 정영철, 김재진, ... & 김인영, 2008).
집단 프로그램을 운영시에 필요한 규칙을 함께 정하여 매 회기 시작 전
참여자들이 직접 낭독하게 하였는데, 이것은 연구자가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참여자들이 집중 할 수 있도록 하는 유용한 방법이므로(김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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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본 프로그램에서도 활용하였다. 참여자들이 스스로 프로그램 운
영 규칙에 대해 한 명씩 돌아가면서 발표하고, 그 내용을 기록하여 매 회
기 시작 전에 낭독하도록 하였는데, 이 과정은 프로그램이 치료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도 함께 만들어 나간다는 인식을
심어 주어 집중도를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집단 프로그램의 경
우 그룹 구성원들의 다이나믹과 자발적 참여도가 프로그램의 효과에 영향
을 준다(권기성, 2000). 본 프로그램에서 사용한「우리가 함께 만든 규
칙」(부록 자료 5. 참조)은 참여자들의 적극성을 이끌어 내는 도구가 되
었다.
예비연구 단계에서 3회기로 단축하여 시행한 프로그램에 대해 정신간
호학교실 석사과정 연구원 1인과 중독전문가 1인, 회복자 상담사 2인의
피드백을 받아 집단프로그램 운영의 원칙들을 추가로 점검하였다. 집단
프로그램은 미리 계획된 지침서에 따르되 현장에서의 다양한 요구와 추가
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지속적인 검토를 하며 진행되어야 하므로
(권기성, 2000), 매 회기 종료 후 전문가의 피드백을 받고 자문을 구해
다음 회기의 진행 계획을 수정하거나 보완하면서 진행하였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검토는 회기가 진행될수록 구성원들의 참여도와 결
속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실제로 몇몇 참여자는 프로그램 시작 10
분전에 자리에 앉아 준비된 모습을 보여주었고,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한
입원 병동 동료와 더 가까워졌음을 보고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예비연구
를 통해 수정․보완 작업을 거쳐 실제 운영할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
프로그램 실시 단계에서는 진행자와 참여자간의 신뢰 관계 형성과 조
화가 중요한 요소이므로(성승연, 2008), 정서적으로 수용적이며 상대방
과 관계를 맺는데 능숙하고 축적된 경험을 중요시하는 개인적 특성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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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치료자가 대상자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Jennings,& Skovholt,
1999).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동안 연구자와 참여자의 형식적 관계와 정
서적 경계를 유지하면서, 마무리단계의 소감나누기 시간을 통해 실제 단
주 생활의 난관과 대인관계에서의 갈등 대처 방법 등을 충분히 경청하고
공감함으로써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프로그램을 지속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매주 2회기씩, 총 8회기로 구성하여 회기별 60~90분으
로 운영하였고 친교시간을 포함하여 2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 매 회기
마다 주제와 운영방법을 달리 하여 참여자들이 프로그램에 흥미를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였다(이후경, 2013). 또한 매 회기별로 달성
가능한 과제 한 가지씩을 부여하여 회기 시작 시점에 점검하고 서로 피드
백을 주고받는 기회를 가졌다. 프로그램 진행 시간은 참여자들의 저녁 식
사 후로 정하였는데, 일과 후 병동에서의 특별한 일정이 없는 환자들에게
흥미로운 시간이 되어, 프로그램 참여율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프로그램 첫 시간에 참여자들과 함께 만든 규칙은 프로그램 진
행 시 줄곧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므로 일방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집단의 규칙이 아니라 참여자 모두 한 가지씩 의견을 제시하여 규칙을 만
드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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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폭력대화 기반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의 효과
본 연구는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시차 설계를 이용하여, 개발된 의사
소통 프로그램이 입원중인 알코올중독 환자의 공감능력, 분노표현, 의사
소통능력, 금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였다. 또한 프로그램
에 참여 후 개별 면담에 동의한 참여자들로부터 질적 자료를 수집함으로
써, 양적 자료에서 드러나지 않는 효과를 심도있게 이해하고자 하였다.
먼저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공감능력 점수가 유의하
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NVC를 이용한 의사소통 프로그램에서 공감능력과
타인이해가 상승되었음을 보여주는 Marlow 등(2012)의 연구 결과와 일
치한다. NVC의 기본 원리인 관찰을 할 수 있게 되면, 상대방의 말과 행
동을 평가나 비난 없이 객관적 사실로 인식하게 되어 서로 존중하는 대화
가 가능하다(정경진 & 최한나, 2011, 이화자 & 김순옥, 2010; Lee,
Kessler, Varon, Martinowitz, Heim, Rosenberg, & Molho, 1998). 본
연구의 질적 분석 결과는 Lee 등(2011)의 연구와 유사하였는데, 대화하
는 상대방을 배려하게 되고 특히 가족 간의 이해가 높아지면서 부부간에
존중하는 호칭으로 변화하였으며 대화의 질도 향상되었음을 보고하였다.
NVC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공감할 수 있는 능력 즉, 타인의 욕구를
알아차리게 됨을 보여주는 여러 연구결과(이영옥, 천성문, 류위자, & 정
환경, 2009; 정경진 & 최한나, 2011; Riemer, 2009; Baesler, &
Lauricella, 2014)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도 참여자들이 상대방의 입장을
공감하게 됨으로써 직장에서의 동료관계, 선·후배 관계에서 이해의 폭이
확대 됨을 표현하였다. 비폭력대화의 기본 원리 가운데 ‘관찰하기’와
‘느낌 표현하기’는 일상생활과의 접목이 비교적 용이하기 때문에
(Rosenberg, 2003) 참여자들의 가정과 직장관계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
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상대방의 욕구와 나의 욕구가 상충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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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의 대처 방법인 음주를 택하기보다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고 상대의
욕구를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노력을 함으로써 알코올중독의 재발을 방지
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그렇지 않은 대조군보다 분
노표현 점수가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표현되지 못하는
분노나 불건강하게 표현되는 분노는 상대방과 대화를 할 수 없게 만들며
서로에게 상처를 남기게 된다(Rosenberg, 2005). 즉, 억제된 분노는 신
체적 질환으로 나타나거나 자해로 이어지기도 하며(Burns, Johnson,
Devine, Mahoney, , & Pawl, 1998), 반대로 과도한 분노 표출은 상대
방과 자신의 신체와 정서에 위해를 준다(Rosenberg, 2005). 그렇기 때
문에 분노의 조절과 적절한 표현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알코올중독자의 특성에 관한 연구(윤명숙, 2001)
를 보면 중독자들은 다툼이나 갈등에 취약하고 화가 났을 때 술을 마시는
경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여성 음주자를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에
서는 부정적 정서를 완화시키고 인내하는 목적으로 술을 마신다는 보고가
있다(임선영, 조현섭, & 이영호, 2005). 이러한 결과들을 볼 때 알코올중
독자들이 분노를 조절하고 적절하게 표현하도록 돕는 것이 재발의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온전한 분노표현은 자신의 느낌을 알
아차리고 타인의 욕구도 존중할 때 가능하게 되는데(Rosenberg, 2003),
함께 지내는 가족구성원이나 직장동료, 친구 등과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
지하면서, 분노를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Thomas & Seibold,
1993). 본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험군의 분노표현 점수가 중재 후 유의미
하게 감소되었으며 질적 분석결과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보고하고 있
다. 참여자들은 이전의 분노표현 형태가 즉각적이고 폭력적이었던 반면,
프로그램 참여 후에는 분노의 표현 전에 상대방의 욕구를 먼저 파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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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을 통하여 지연된 분노표현이 가능함을 진술하였다. 특히‘4개의 귀
(4 Ears)’즉, 듣기 힘든 말을 들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4가지 반응에
대한 연습을 통해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대처방법을 습득하였다고 보고
하였다. 조절된 분노는 행동에도 변화를 나타내는데(Martin, & Varney,
2003), 질적 연구 참여자 D는 이전의 분노 표현방법으로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였으나, 프로그램 참여 후 폭력행동 없
이 분노를 조절하게 되었다고 표현하였다.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과 대조군의 의사소통능력 점수에서도 중
재 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상대의
언어 표현을 잘 이해하고 경청하며,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
하는 것이 중요하다(Rosenberg, 2003). 또한 의사소통 기술은 훈련과
연습을 통해 향상될 수 있다고 하였는데(도복늠 등, 2009; Goodman,
2006), 본 프로그램에서의 반복 연습 과정을 통해 참여자들의 변화된 의
사소통 패턴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참여자들은 상대방과의 대화에서 중단
하지 않고 끝까지 듣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으며, 상대방에게 도움을 요
청(부탁)할 수 있게 되었고, 자신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의사소
통 패턴을 성찰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경청을 하면서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이 이전보다 수월해졌음을 표현하였고 먼저 대화를 건네는 시도를 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의사소통이

상호적임을

알려주는

연구를

수행한

Riemer(2009)는 폭력성이 있는 정신과 입원 환자에게 NVC를 교육하는
대신 이들을 가까이서 대하는 의료진에게 NVC를 교육함으로써 환자의
폭력성이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는 의사소통이 상대적인
것으로(Ong, De Haes, Hoos, & Lammes, 1995), 한쪽이 변화할 때
상대방도 변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의사소통의 변
화는 훈련을 통하여 향상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도복늠, 2009),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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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꾸준한 의사소통 훈련 없이는 변화가 어려움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본 프로그램이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나 지속적으로 단주
를 유지하는데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되기 위해서는 이들과 소통하는 주변
환경이 함께 바뀔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추후 알코올
중독자의 가족 특히 배우자와 자녀에게 비폭력대화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의사소통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이 중독자의 재발을 방지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금주 자기효능감은 고위험 음주 상황에서 음주를 하지 않을 자신감을
말하는데(DiClemente, Carbonari, Montgomery, & Hughes, 1994), 알
코올중독의 재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이준석, 윤명숙,
& 이분희, 2011; Marlatt, & Donovan, 2005; ).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의 금주 자기효능감 점수는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증가하였으
며, 음주를 권유하는 실제 사회적 압력 상황에서도 거절할 수 있음을 개
별 면담에서 보고하였다. 금주 자기효능감의 하위 항목별 분석에서도 부
정적 정서, 사회적 압력, 신체적 고통, 금단 및 갈망이 모두 대조군에 비
하여 실험군이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특히 참여자 모두가 상황극을 통해
고위험 음주 상황을 경험하고 거절해 보는 연습을 함으로써 자신감을 갖
게 되었다고 하며, 느낌카드 표현에서도 참여자들은 고위험 음주 상황을
이겨낸 것에 대해뿌듯한,자랑스러운등의 카드를 선택하여 자신감
이 고취되었음을 표현하였다. 고위험 음주상황에 처하였을 때 거절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여러가지 의견을 제
시하였고 다른 참여자들과 효과적인 방법을 공유하기도 하였다. 이를 통
해 중독 물질을 거절할 수 있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연습이 중독 문제의
재발 방지와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가 지지됨을 알 수 있었다(배
정이, 김영훈, 황원주 & Panuncio, 2009; 최유경 등,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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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호학적 의의

알코올중독자를 대상으로 한 중재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었지만 그들
의 의사소통만을 직접적으로 다룬 프로그램은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본
프로그램은 알코올중독자의 의사소통을 직접 다룸으로써, 그들이 자신과
타인의 느낌과 욕구를 알아차려 대인관계 문제를 잘 해결하도록 돕는 것
이다. 대인관계 갈등과 스트레스로 인해 첫 음주가 개시되는 사례가 선행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고, 알코올중독의 재발이 퇴원 후 초기(3~6개월 이
내)에 진행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퇴원 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입원기
간동안 제공할 수 있는 전략 가운데 하나로

NVC를 고려할 수 있을 것

이다. 본 프로그램은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실제 음주상황에서의 거절방법
과 대인관계 갈등 상황에서의 분노표현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연습을 제
시함으로써 간호 실무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간호 실무자들이
대상자의 의사소통 방식에 보다 주의를 기울이고, 공감하며 소통할 수 있
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간호 연구 측면에서 본다면, 간호연구의 주제는 대상자의 취약한 부분
을 파악하여 강점으로 향상시키는 것이 이론과 실무를 연결하는 데 도움
이 됨을 알 수 있었다. 실제로 본 연구는 이론적 대화 모델을 환자들이
연습해 볼 수 있도록 수행되었고 이를 통해 취약한 의사소통 기술이 향상
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는 간호를 실천하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많
은 간호가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연구 결과가 과학적으
로 증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형식은 혼합연구방법을 적용하여 개발된 의사소통 훈련 프로
그램의 양적․질적 분석이 이용되었다. 향후 이러한 방법을 통해 양적으로
수량화되기 어려운 연구 분야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 83 -

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연구 대상자를 정신과 전문기관의 알코올중독 병동에서 편의 표
집 하였기 때문에 이와 다른 의료 환경으로 그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
가 있다.
둘째, 개발된 프로그램의 효과를 직후에 평가 하였고, 질적 분석을 위
한 추적 조사 시기가 다소 짧았으므로 프로그램의 지속 효과를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다.
셋째, 연구의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족이나 친지의 면회와 외
출 등을 통제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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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입원중인 알코올중독자를 대상으로 의사소통기술 증진 프로
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그 효과를 평가하고자 시행되었다. 비폭력대화
기반 의사소통 프로그램은 목표수립, 프로그램 구성, 예비연구, 프로그램
실시 및 개선의 단계를 거쳐 총 8회기의 내용으로 개발되었다.
비폭력대화 기반 의사소통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혼합연
구방법을 적용하였다. S도시와 C도시의 정신전문의료기관 중독병동에 입
원중인 대상자 중 편의 표집방법에 의해 선정된 실험군 25명, 대조군 25
명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의 자료 수집은 개별 면담을 포함하여
2016년 6월 14일 부터 10월 14일 까지 이루어졌다.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시차 설계에 따라 대조군 먼저 사전․사후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후
실험군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사전․사후 조사를 실시하였다. 실
험군 1명, 대조군 2명의 탈락자를 제외하여, 분석대상은 실험군 24명, 대
조군 23명으로 총 47명이었다. 양적연구결과 실험군의 공감 능력 차이는
대조군의 차이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분노표현의 차이는 실험군에서 유의
하게 감소하였다. 의사소통 능력과 금주 자기효능감 차이 역시 실험군에
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프로그램 참여자의 개별 면담 결과‘의사소통 능력의 향상’,‘갈등 상
황에서의 분노에 대한 효과적 대처’,‘단주에 대한 자신감과 일상에서의
자기성찰’과 같이 3가지 주제가 도출되었고, ‘공감과 경청으로 상대방
을 이해 함’,‘솔직하게 표현하고 요청(부탁)할 수 있음’,‘분노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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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하여 적절하게 표현 함’,‘직장에서의 갈등에 대한 효과적인 대
처’,‘단주로 변화된 직장 생활’,‘단주 유지와 가족에 대한 생각의 변
화’,‘일상에서의 자기성찰’로 모두 7개의 하위 주제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비폭력대화 기반 의사소통 프로그램은 입원중인 알
코올중독자의 공감과 이해 등 의사소통 능력에 긍정적인 변화를 나타내었
고, 분노를 조절하고 금주 자기효능감을 높여주는데 효과가 있어, 임상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은 입원중인 알코올중독자나 지역사회 알코올중독
자를 대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 향후 알코올중독자의 배우
자, 자녀, 부모 등 이들과 긴밀한 의사소통을 하는 대상들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면 간호 실무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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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언

본 연구의 결과와 논의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하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범위를 지역사회 알코올중독자나 회복중인 알코
올중독자로 확대하여 본 연구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하는 연
구를 제언한다.
둘째, 알코올중독자 가족모임 및 자녀모임 등 알코올중독자와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대상을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
여 추가적인 장기 추적 관찰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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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 프로그램 지침서
회기

1회기

주제

치료적 관계 형성 및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이해

목표

1. 치료자와 대상자의 치료적 관계를 형성한다.
2. 프로그램의 목적과 내용 및 진행과정을 이해한다.
1. 치료자, 대상자 자기소개

주요 내용

2.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회기별 진행 방법과 참여 안내)
3. 비폭력대화의 상징 기린과 자칼 소개
4. ‘느낌’에 대한 이해

사전준비
사항

1. 사전 설문지 작성에 대한 간단한 개요를 설명한다.
2. 연구 조보자와 설문내용에 대해 점검한다.
(프로그램 시작 전 연구보조자가 설문지 배부 및 수거)
‣사전 설문지 준비

준비물품

‣기린 손 인형, 자칼 손 인형
‣느낌카드
‣ 도입
1) 참여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프로그램 참여를 환영하며 자기소개를 하
도록 한다.
-“안녕하세요 저는 앞으로 8번 여러분과 프로그램을 함께 하게 될 ooo
입니다. 참여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프로
그램에서 어떤 것을 기대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2) 프로그램의 목적과 내용, 진행과정에 대해 설명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알코올문제로 입원한 여기 계신 분들이 다른 사람
들과 잘 소통하고 대인관계에서 겪는 여러 가지 갈등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퇴원하고 나서도

진행과정

기분 나쁘거나 기분 좋을 때 술을 먼저 찾지 않고 ‘지금의 내 느낌’을
알아차려서 건강하게 지내시도록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8번 여러분과 함께 할 예정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지켜야 하는 규칙이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만들어 볼까 합니
다. 한분씩 돌아가면서 이 시간을 유용하게 잘 보내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기
다린다). 저는 주제를 벗어날 경우 ‘프로그램이 끝나고 말씀해 주세요’
라고 말씀드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진행자의 말에 따라주시
면 좋겠습니다. 요약하자면 진행자의 말에 따라주기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대상자들이 제안하는 규칙을 모두 기록하여 매
회기 시작 전에 함께 읽고 시작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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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후 프로그램의 일정을 소개한다.
-“매주 2회 2~3일 간격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며 90분 가량
진행될 것입니다. 일정과 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다면 언제든 제게
질문 하실 수 있습니다.”
4) 프로그램 시작에 앞서 ‘돌아가기 체조’를 실시한다.
-“십시일반이라고 아시지요? 한 숟가락씩만 도와주면 한사람의 훌륭한
한끼 식사가 된다고 하지요. 그래서 우리 모두 한 가지씩 간단한 몸
움직임 제초를 해보면 어떨까요? 원하지 않는 분들은 ‘패스’라고 말씀
하시면 됩니다.”
-참여자들 모두가 돌아가면서 간단한 신체 움직임 제초를 한 동작씩
하고 그룹 구성원들이 따라하도록 한다.
‣ 전개
1) 비폭력대화의 상징물을 소개한다.
-(기린 손 인형을 오른손에 끼고) “제 손에 있는 이 동물을 기린입니다.
혹시 기린의 평균 키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약 6미터 라고 합니
다. 정말 크지요? 이렇게 키가 크다보니 온 몸에 혈액을 보내주는 심
장이 아주 튼튼하고 커야 합니다. 심장이 한번 ‘쿵’ 펌프질을 해서 기
린의 머리 끝부터 발 끝까지 온 몸에 혈액을 보내줘야하니까 심장 근
육이 발달할 수 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 있는 동물 가운데
가장 심장이 큰 동물이 기린이라고 합니다. 보통 심장은 마음을 상징
하고 마음이 따뜻한 대화가 바로 비폭력대화이기 때문에 이 대화법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린의 대화는 비폭력적이고 평화적인 것
으로 간주됩니다”
-(자칼 손 인형으로 바꾸어 끼고) “지금 보시는 이것은 자칼입니다, 비
폭력대화에서 자칼은 기린에 상반되는 상징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칼
은 스스로 사냥을 하지 않고 썩은 고기를 먹거나 약한 동물의 먹이를
빼앗는다고 해요. 그래서 비열함과 폭력적인 대화, 비난하는 대화를
나타내는 동물로 비유됩니다. 사실 자칼이 그러지 않을 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비폭력대화에서는 이렇게 기린과 자칼로 대별
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칼에게도 심장이 있겠지요? 우리가
지금까지 자칼의 대화법으로 지냈다 하더라고 기린의 대화를 배워서
자칼의 마음을 톡톡톡 건드려 주면 자칼도 기린처럼 따뜻한 심장을
갖게 되어 비폭력대화를 할 수 있게 됩니다”
2) 신체적인 느낌과 마음의 느낌을 이해한다.
-“저희가 앞으로 함께 하게 될 비폭력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느
낌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 상황이나 조건
에 대한 나의 신체적·정신적 반응을 말합니다. 잘 와 닿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와 함께 한걸음씩 배워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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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신체적인 느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
까요? 불에 가까이 갔을 때 뜨거운 느낌, 얼음을 만졌을 때 차가운 느
낌, 등이 딱딱하게 굳어있는 느낌 등이 있겠지요. 저희는 이제 정신적
이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할 예정인데요. 내 마음의 반응 즉, 느낌이라
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바, 이것을 욕구라는 말로 표현하기
도 하는데요. 내가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면 긍정적인 느낌을 갖게 되
고 내가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부정적인 느낌을 갖게
됩니다.
3) 느낌카드를 이용하여 현재의 감정을 표현한다.
-“지금 테이블 위에 놓여진 카드들이 있는데요. 이 카드에 적혀 있는
것들이 느낌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지금 현재의 느낌이 어떤
지 카드를 한 장 씩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4) 각자 느낌카드 1장을 고르도록 한 후 그 느낌을 갖게 된 상황이나 이
유를 한명씩 발표한다.
-“여러분께서 지금 고르신 카드에 적혀진 느낌을 읽어주시고, 그 느낌
이 드는 이유를 그룹의 구성원들에게 전달한다.
‣ 마무리 및 소감나누기
-“모든 분들이 현재의 느낌에 대해 잘 이야기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
니다. 다시 테이블을 정리하고 가깝게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만
난 이 시간이 여기 계신 분들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게 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여자들의 소감을 현장노트에 기록한다.
1) 치료자는 대상자의 그룹참여를 칭찬하고 격려한다.
2) 다음 회기에 준비해야 할 과제를 부여한다.
-“삼일 후에 저희가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여러분께서 해
다음회기
및 과제

야하는 과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분들 가운데 한분을 마
음속으로 정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자주 사용하는 말이나, 취하는
행동 가운데 한 가지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그 분을 비난하거나 평가
하지 않고 오로지 관찰만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과제는 자
발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3) 다음회기 일정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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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2회기

주제

비폭력대화의 원리 이해

목표

1. 비폭력대화의 4 요소를 이해한다.
2. 자기공감에 대해 이해 할 수 있다.
1. 비폭력대화의 4원리(관찰, 느낌, 욕구, 부탁)에 대한 소개

주요 내용

2. 자신의 주된 언어, 행동, 표정 찾기
3. 자기공감에 대한 소개

사전준비
사항

1. 1회기의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 한다.
2. 1회기의 과제를 점검하여 구성원들과 공유한다.
3. 「함께하는 프로그램」 코팅파일을 프로그램실 앞쪽에 부착한다.
‣기린 손 인형, 자칼 손 인형

준비물품

‣느낌카드
‣욕구카드
‣「우리가 함께 만든 규칙」, 「나눔모임」, 「함께하는 프로그램」 코팅파일
‣ 도입
1) 참여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우리가 함께 만든 규칙을 1번부터 차례대
로 한명씩 읽고 옆 사람에게 전달한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함께 만들었던 규칙 기억나시나요?
제가 여러분들이 주신 의견을 잘 정리해서 코팅하여 준비했습니다. 모
두 10 가지인데요, 한분씩 돌아가면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1회기의 과제를 함께 나눈다.
-“지난번 여러분께 과제를 하나 내드렸는데요, 준비가 잘 되셨는지 궁
금합니다. 한 분씩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준비하였는
데 말씀하기가 곤란하시거나 미처 준비가 안 되셨다면 ‘패스’라고 말

진행과정

씀해 주셔도 됩니다..“
-대상자들이 이행한 과제에 대해 소감을 나눈다.
-참여자들이 관찰한 내용을 그대로 기록해 놓고 마무리단계에서 점검
한다.
-다른 사람에 대한 관찰을 하지 않은 대상자들은 자신의 언어나 행동
가운데 자주 사용하는 것이 있는지 점검해 보도록 한다.
-과제를 이행한 대상자에게 칭찬과 격려를 통해 자존감을 향상시킨다.
-대중 앞에서 발표를 꺼려하는 대상자를 배려한다.
‣ 전개
1) 비폭력대화의 4원리에 대해 설명한다.
(1) 관찰에 대한 설명과 예
-“비폭력대화는 어려운 대화법이 아닙니다. 먼저 ‘관찰’이라고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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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습니다. 학창시절에 현미경으로 ‘실험 관찰’ 해보신 기억이 있나
요? 관찰은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내 느낌을 자극하는 어떤 일
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그냥 바라보는 것입니다. 즉 보이는 그대로 그
림을 그리듯이 또는 핸드폰 카메라로 동영상을 찍듯이 표현하는 것입
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생각이나 추측, 의심, 선입견, 판단 이런 것들을
섞지 않아야 합니다. 한발 떨어져서 그 상황을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관찰입니다.”
-치료자가 팔짱을 끼고 벽에 기대어 서서 껌 씹는 흉내를 내며 창문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대상자들에게 관찰을 해 보도록 한다.
-관찰한 것을 말해 보도록 하고 보드에 적는다.
-관찰한 내용만 기록될 때 까지 대상자들과 이야기하면 관찰을 적어본
다.
(2) 느낌에 대한 설명과 예
-“느낌은 나를 둘러싼 외부 환경이나 내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자극에
대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졌는지, 또는 그렇지 않은지를 알려주는 일종의 경보기 같은 것
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바라는 것, 그것을 ‘욕구’
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졌
을 때, 즉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행복하고, 즐겁고, 편안하고, 흐믓하
고, 만족스럽고 등등 이렇게 마음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바로 느낌입니
다. 그렇다면 이렇게 행복한 느낌만 있을까요? 만일에 우리가 바라던
그 어떤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즉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
다면 우리는 우울하고, 슬프고, 괴롭고, 허전하고, 심지어 아프기 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불편하고 힘든 느낌이지요.”
-느낌 설명을 한 후 현재 자신의 느낌이 어떠한지 느낌카드를 골라
보도록 한다.
-자신의 느낌과 연결된 욕구(바라는 것)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한
다.
(3) 욕구에 대한 설명과 예
-“인간이 하는 모든 행동에는 어떤 욕구를 충족 하려는 시도입니다. 즉
제가 지금 물을 마시기 위해 물병을 땄습니다. 저는 지금 갈증을 해결
하기 위해 물을 마시고 싶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바로 기본적인 바
람 즉, 생존을 위한 ‘물 마시기’가 필요한 상태이고 그걸 이루기 위해
물병을 따고 물을 마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저는 ‘아~ 시원하다’ 라고
말하면서 만족스러운 느낌을 갖게 되겠지요. 이 욕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내면의 긍정적인 힘이라
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하고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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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탁에 대한 설명과 예
-“자, 이제 우리가 원하는 바를 찾았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을 이
루기 위해서 나 자신에게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구체적인 행동을 해
달라고 해야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부탁’이라는 것을 하
게 되지요. 부탁은 잘못하면 강요를 들리 수 있습니다. 부탁을 들어주
지 않으면 비난이나 처벌이 따를 거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그것은 강
요입니다. 부탁을 할 때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무실에 가장 연장자인 상사가 부하직원들에게 ‘서로 존중
하면서 일합시다!’ 라고 말한다면 이건 너무 막연합니다. 구체적으로
부탁을 한다면 ‘우리가 출근하면 서로 얼굴을 보고 인사를 나누고 업
무를 시작하면 좋겠는데 내 의견이 어떻습니까?’라고 연결부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성원들이 부탁을 했어야하는 상황을 떠올려 보게 한 후 짝을 지어
서로 부탁을 해 보도록 한다.
-대상자들에게 부탁을 할 때는 ‘기린 손 인형’을 착용하도록 하고, 강
요의 말을 할때는 ‘자칼 손 인형’을 사용하도록 한다.
-치료자는 돌아다니며 대상자들에게 피드백을 준다.
‣ 마무리 및 소감나누기
-“오늘은 정말 많은 것을 배웠지요? 다 기억하실 필요 없습니다. 앞으
로 계속 반복해서 연습하게 될 것입니다.”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느낌카드를 선택한 후 돌아가면서 소감을 나누
도록 한다.
-대상자들의 이야기를 현장 노트에 기록한다.
1) 치료자는 대상자의 그룹참여를 칭찬하고 격려한다.
2) 다음 회기에 준비해야 할 과제를 부여한다.
다음회기
및 과제

-“다음 주에 저희가 만날때는 내가 자주 사용하는 언어, 행동, 표정을
하는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배운 것을 복습하는 의
미로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하고 문장으로 생각해 오시기 바랍니
다.
3) 다음회기 일정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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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3회기

주제

나의 느낌과 욕구에 대해 알아차리기
1. 나의 느낌과 욕구를 알아차린다.

목표

2. 솔직하게 자신의 느낌을 표현한다.
3. 상대방에게 요청/부탁 한다.
1. 나의 느낌과 욕구 알아차리기

주요 내용

2. 느낌과 욕구 연결하기
3. 욕구 자체의 에너지에 머물기
4. 상대의 욕구와 나의 욕구를 존중하면서 상대방에게 부탁하기
1. 2회기의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 한다.

사전준비
사항

2. 2회기의 과제를 점검하여 구성원들과 공유한다.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관찰하여 발표하도록 한다)
3. 「함께하는 프로그램」 코팅파일을 프로그램실 앞쪽에 부착한다.
‣기린 손 인형, 자칼 손 인형

준비물품

‣느낌카드
‣욕구카드
‣「우리가 함께 만든 규칙」, 「나눔 모임」, 「함께하는 프로그램」 코팅파일
‣ 도입
1) 참여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우리가 함께 만든 규칙을 1번부터 차례대
로 한명씩 읽고 옆 사람에게 전달한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만든 규칙」, 「나눔 모임」을 한분씩
돌아가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 2회기의 과제를 함께 나눈다.
-“지난주에 여러분께 드렸던 과제가 있는데요.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
을 ‘관찰’하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하였는데 말씀하

진행과정

기가 곤란하시거나 미처 준비가 안 되셨다면 ‘패스’라고 말씀해 주셔
도 됩니다..“
-대상자들이 이행한 과제에 대해 소감을 나눈다.
-과제를 이행한 대상자에게 칭찬과 격려를 통해 자존감을 향상시킨다.
-대중 앞에서 발표를 꺼려하는 대상자를 배려한다.
3) 대상자가 관찰과 평가를 섞어서 이야기 할 경우 그룹 구성원들에게
도움을 청하여 ‘관찰’로 표현하도록 격려한다.
4) 보드(종이)에 기록하고 대상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 및 보완한다.
‣ 전개
1) 나의 느낌 알아차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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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우리는 느낌이 무엇인지 느낌카드를 통해 잘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걸음씩 나아가는 여러분께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
다(함께 박수치기). 지금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느낌카드를 한 장씩 골
라 주십시오. 그리고 다 고르신 분을 모두에게 소리 내어 카드에 적힌
느낌을 읽어 주십시오.”
2) 나의 욕구 찾기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시는 느낌카드를 각자 5번 소리 내어 읽어주세
요. 그리고 이러한 느낌이 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분씩 돌아가면 이
야기 해주세요”
-대상자들이 이유를 말할 때 치료자는 그에 해당하는 욕구 단어로 바
꾸어 대상자에게 말해 준다.
-“자! 이번에는 파란색 카드, 이것은 욕구카드라고 하는 데요. 느낌과
연결하여 이야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느낌카드에 적힌 느낌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찾아가는 것입니
다”
3) 느낌과 욕구 연결하기
-한명이 느낌카드를 읽고 그룹원들에게 카드를 보여주고 있으면, 그룹
원들은 그 느낌이 ‘바라는 것이 이루어 졌을 때’ 인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느껴지는 것인지 맞추어 보도록 안내 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자신의 느낌과 연결된 욕구(바라는 것) 카드를 그룹
원 모두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4) 상대의 욕구와 나의 욕구를 존중하면서 상대방에게 부탁하기
-“지난 시간에 우리는 부탁과 강요에 대해 이야기 했었는데요. 느낌은
나의 욕구에서 나온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느낌에 대한 책임도 내게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바 즉, 욕구가 반드시 실
현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욕구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마음을 편하
게 갖게 됩니다.”
-대상자들에게 부탁을 할 때는 ‘기린 손 인형’을 착용하도록 하고, 강요
의 말을 할때는 ‘자칼 손 인형’을 사용하도록 한다.
5) 솔직하게 자기 표현하기
-“현재 자신이 느끼고 있는 느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은 매우 중요
합니다. 솔직하게 표현할 때 몇가지 지켜야할 사항들이 있는데요. 먼
저 말을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가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
를 들어 내 부탁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라 그 순간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떠올리고 그 욕구가 갖는 에너지에 잠시 머무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2~3번 더 대화를 주고 받다 보면 해결 방법을 찾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6) 욕구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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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폭력대화를 처음부터 자연스럽게 활용하는 것은 다소 어색할 수 도
있고, 불편할 수 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습할 수 있는 틀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수월하게 비폭력대화를 자주 활용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비폭력대화를 처음 배우시는 많은 분들이 욕구를 알아차리는
것이 어렵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면 유용할게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알려 드릴께요. 욕구를 표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욕구를 표현하는 여러가지 방법을 예를 들어 설명한다.
⦁나는
⦁

(일관성)

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름다움)

은 나에게 생동감을 주기 때문에

⦁나는

(자율성)

⦁나는

(소통)

⦁나는

(같은 꿈을 나누는 공동체)

⦁나는

(배우는 것이)

⦁

에 가치를 두기 때문에
을 원하기 때문에

(참여하는 것)

를 동경하기 때문에

이 재미있기 때문에
이 나에게 의미 있기 때문에

⦁나는

(정서적 안정)

을 바라기 때문에

⦁나는

(자기표현을)

하는 게 나한테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서로 배려하고 존종하는)

⦁나는

세상에서 살고 싶기 때문에

(갈등이 평화롭게 해결되는 세상에 대한

꿈/비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수용과 인정이 받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 마무리 및 소감나누기
-“느낌이라든지 욕구라든지 이런 단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내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바라보고시고, 내가 진정 바라는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떠올려보십시오. 그리고 난 후 솔직하게 나의 느
낌을 표현하면서 내가 바라는 바를 상대방에게 요청할 수 있게 됩니
다.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생각이 정리되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훨
씬 더 부드러워 질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느낌카드를 하나씩 선택한 후 돌아가면서 소감
을 나누도록 한다.
-대상자들의 이야기를 현장 노트에 기록한다.
1) 치료자는 대상자의 그룹참여를 칭찬하고 격려한다.
2) 다음 회기에 준비해야 할 과제를 부여한다.
다음회기
및 과제

-“다음번에 만날 때 한 가지씩 사례를 준비해 오셔야 하는데요. ‘내가
이해 받고 있다’ 라고 생각할 때가 언제였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한
두 문장으로 생각해 오시기 바랍니다. 예를 든다면 술을 밤새 마시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부인이 해장국을 끓여 놓고 ‘속 아플덴데 한 숟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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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 드세요’라든가 , ‘시험을 망쳐서 혼날 각오를 하고 집에 갔는데 엄
마가 맛있는 저녁밥을 차려 주시며 ’저녁 먹어라‘라고 했다던가 등등,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이해 받은 경험을 이야기 해주
시면 됩니다. 이해 받고 있다고 느꼈던 한 단어나 한 문장이면 더 좋
습니다”
3) 다음회기 일정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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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4회기

주제

상대방의 느낌과 욕구에 대한 이해

목표

1. 상대방의 느낌과 욕구를 이해한다.
2. 타인과의 대화에서 공감하며 경청한다.
1. 상대의 느낌과 욕구 알아차리기

주요 내용

2. 상대의 말을 공감으로 듣기
3. 공감을 방해하는 장애물 알아보기

사전준비
사항

1. 2회기의 NVC 4요소를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 한다.
2. 3회기의 과제를 점검하여 구성원들과 공유한다.
3. 「함께하는 프로그램」 코팅파일을 프로그램실 앞쪽에 부착한다.
‣기린 손 인형, 자칼 손 인형
‣느낌카드

준비물품

‣욕구카드
‣「우리가 함께 만든 규칙」, 「나눔 모임」, 「솔직하게 표현하기, 공감으로
경청하기」, 「함께하는 프로그램」 코팅파일
‣ 도입
1) 참여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우리가 함께 만든 규칙을 1번부터 차례대
로 한명씩 읽고, 나눔 모임을 한 단락씩 읽도록 안내한다.
2) 3회기의 과제를 함께 나눈다.
-“지난번에 여러분께 드렸던 과제를 잠시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
고 합니다. 한 분씩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준비하였
는데 말씀하기가 곤란하시거나 미처 준비가 안 되셨다면 ‘패스’라고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어떤 분께서 먼저 나눠 주시겠습니까?“
-대상자들이 이야기 한 ‘이해 받았다고 느낀 말’을 적어서 벽에 붙여
놓는다.

진행과정

-대상자들의 동의를 구한 후 유사한 내용으로 분류하여 3가지 문장으
로 만든다
-과제를 이행하고 내용분류에 도움을 준 대상자들에게 칭찬과 격려를
통해 자존감을 높여준다
-대중 앞에서 발표를 꺼려하는 대상자를 배려한다.
3) 대상자들이 이야기 한 3가지 문장은 전개 단계 후반에 다시 다룬다.
-“여기에 적힌 말들은 잠시 후에 다시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 프로그램
을 시작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 전개
1) 상대방의 느낌을 이해하고 느낌과 연결되어 있는 욕구를 찾아본다.
-“이제까지 우리는 자신의 느낌을 위주로 바라보았습니다. 상대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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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비슷한 느낌과 욕구를 갖게 될 수도 있겠지요? 서로 바라는 것
만을 이야기하게 되면 대화가 이어지지 않고 분쟁이 생기고 화도 나
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의 느낌을 알아보고 그가 바라는 것
이 무엇인지 욕구도 알아보는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대상자들이 이야기 한 3가지 문장을 예시로 자신의 느낌와 욕구, 상대
방의 느낌과 욕구를 찾아보도록 한다.
-대상자들이 느낌과 욕구를 찾을 수 있도록 치료자가 느낌카드와 욕구
카드를 적절히 제시해 본다
2) 공감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알아본다.
-“방금 전에 우리는 이해 받고, 공감 받을 때의 느낌이 어떤지 어떤 욕
구가 충족되었는지를 이야기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공감
하거나 공감 받지 못할때가 있습니다. 공감을 방해하는 것들에는 무엇
이 있는지 생각나는대로 한 가지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
로 준비가 안 되었거나 말씀을 원하지 않으면 ‘패스’라고 하면 됩니
다.”
-대상자들이 공감받지 못했다고 느끼는 상황이나 단어, 문장들을 말하
도록 한다.
-대상자들의 이야기속에서 공감을 방해하는 장애물에 해당하는 용어
를 NVC 용어로 바꾸어 설명해 준다.
-공감을 방해하는 말을 할 때는 대상자들이 ‘자칼 손 인형’을 끼고 말
하도록 한다.
<공감 방해 요소 10가지-NVC>
① 충고/조언/교육하기 –예) 이렇게 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아
② 분석/진단/설명하기 –예) 그건 네 성격이 내성적이라 그래
③ 바로잡기 –예) 네가 잘못 생각하고 있어
④ 위로하기 –예) 세상이 원래 그래. 네 탓이 아니야
⑤ 내 얘기 들려주기/맞장구 쳐주기 –예) 나랑 어쩜 그렇게 똑같니
⑥ 감정의 흐름을 중지/전환시킴 –예) 기운내서 이 상황을 다르게 한
번 보자
⑦ 동정/애처로워하기 –예) 정말 안 됐구나.. 어쩜 일이 그렇게 꼬이니
⑧ 조사하기/심문하기 –예) 언제부터 그렇게 느꼈어?
⑨ 평가하기/빈정대기 –예) 내 말을 안 듣더니 결국 이렇게 되었구나!
⑩ 한방에 딱 자르기 –예) 그만해!
3) 치료자는 대상자들의 이야기를 공감방해 요소에 맞게 설명하며, 대상
자들의 말로 요약해 준다.
‣ 마무리 및 소감나누기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느낌카드를 선택한 후 돌아가면서 소감을 나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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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한다.
-대상자들의 이야기를 현장 노트에 기록한다.
1) 치료자는 대상자의 그룹참여를 칭찬하고 격려한다.
2) 다음 회기에 준비해야 할 과제를 부여한다.
-“다음번 만날 때 한 가지씩 사례를 준비해 오셔야 하는데요. ‘내가 듣
기 힘든 말을 들었을 때’가 언제였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한 두 문
장으로 생각해 오시기 바랍니다. 예를 든다면 ‘당신이 그렇게 잘났
다음회기

어?’라든가 ‘네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등등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및 과제

들어본 적이 있는 말 중에 듣기 싫었던 말을 한 가지씩만 생각해 오
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병동에 있는 누구라도 좋습니다. 한 사람을 정해서 하
루에 한 가지 공감을 꼭 표현해 주고, 상대방의 반응이 어땠는지 잘
기억했다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다음 회기 일정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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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5회기

주제

4 Ears, 듣기 힘든 말을 들었을 때 4가지 반응

목표

1. 듣기 힘든 말을 들었을 때 4가지 선택에 대해 이해한다.
<듣기 힘든 말을 들었을 때의 4가지 선택>

주요
내용

1. 자칼 귀 안으로 반응하기
2. 자칼 귀 밖으로 반응하기
3. 기린 귀 안으로 반응하기
4. 기린 귀 밖으로 반응하기

사전준비
사항

1. NVC의 4요소를 간략히 요약한다.
2. 4회기 과제를 점검하여 대상자들과 공유한다.
3. 「함께하는 프로그램」 코팅파일을 프로그램실 앞쪽에 부착한다.
‣기린 손 인형, 자칼 손 인형
‣기린 머리띠, 자칼 머리띠

준비물품

‣느낌카드
‣욕구카드
‣「우리가 함께 만든 규칙」, 「나눔 모임」, 「함께하는 프로그램」 코팅파일
‣ 도입
1) 참여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우리가 함께 만든 규칙을 1번부터 차례대로
한명씩 읽고 옆 사람에게 전달한다.
2) 4회기의 과제를 함께 나눈다.
-“지난번에 여러분께 드렸던 과제를 잠시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한 분씩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준비하였는데
말씀하기가 곤란하시거나 미처 준비가 안 되셨다면 ‘패스’라고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어떤 분께서 먼저 나눠 주시겠습니까?“
-대상자들이 이야기 한 ‘듣기 힘든 말’을 적어서 벽에 붙여 놓거나 보드

진행과정

에 기록해 놓는다.
-대상자들에게 손을 들도록 하여 다루고 싶은 ‘듣기 힘든 말’ 3가지를
선택한다.
-술과 관련된 ‘듣기 힘든 말’이 포함되도록 치료자가 인도 한다.
(술 좀 작작 마셔라, 그렇게 취할꺼면 집에 들어오지 마! 등등)
-과제를 이행하고 내용분류에 도움을 준 대상자들에게 칭찬과 격려를
통해 자존감을 높여준다
-대중 앞에서 발표를 꺼려하는 대상자를 배려한다.
3) 대상자들이 이야기 한 3가지 문장은 전개 단계에서 다시 다룬다.
-“여기에 적힌 말들은 잠시 후에 다시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 프로그램
을 시작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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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개
1) 대상자들의 ‘듣기 힘든 말’ 사례를 들어 설명한다.
-“우리는 듣기 힘든 말을 들을 때 4가지로 선택하여 반응을 할 수 있
습니다. 그것을 4개의 귀라고 합니다. 여기 기린 머리띠와 자칼 머리띠
가 있는데요, 각각 귀가 달려 있습니다.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저를 위해 머리띠를 착용해 주실 네 분을 모시겠습니다. 도와주실
분 앞으로 나와 주십시요”
-대상자들이 이야기 한 듣기 힘든 말 하나를 선택하여 4 Ears에 대해 설
명한다.
2) 자칼 귀 안에 대한 설명
-상대가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상처를 받고, 그 책임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탓한다. 이럴 경우 죄책감, 수치심, 우울감
등을 느끼게 된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중요하게 되어 변명을
하거나 상대의 기분에 맞추려고 한다. 그러므로 피해의식을 갖고 자존
감이 손상되어 진정한 인간관계가 어려워 진다.
-예문으로 ‘내 탓이야, 내가 못나서 그래, 난 부족한 사람이야’ 등이 있다.
3) 자칼 귀 밖에 대한 설명
-상대의 말을 나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여 반박하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데 초점을 둔다. 이럴 경우 분노를 느끼게 되고 자신의 느낌이나 상황
에 대한 모든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림으로써 공격하고 폭력 행상도 정
당화 하려고 한다.
-예문으로 ‘그러는 너는 잘하냐?, 건방지게!, 너나 잘해!’ 등이 있다.
4) 기린 귀 안에 대한 설명
-듣기 힘든 말을 들었을 때 자신의 느낌과 욕구에 의식의 초점을 맞춘
다.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고 그 감정을 느끼는 이유는 내가
바라는 바 즉, 어떤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서 인지 떠올려 본다. 자신의
내면에 일어나는 감정에 대해 자기 공감을 하고 욕구가 갖는 긍정적인
에너지와 연결하여 그 안에 잠시 머무른다. 비폭력대화의 4가지 요소
가운데 관찰과 느낌, 욕구를 연결하여 마음속으로 이야기 해본다.
-예문으로는 “그 말을 들으니(관찰), 나는 속상하고 마음이 답답하다(느
낌). 나는 서로 이해하고 격려(욕구)해 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라
고 말할 수 있다.
5) 기린 귀 밖에 대한 설명
-상대의 비난하는 말은 나에 대한 말이라기 보다는 상대가 자신의 고통
을 밖으로 표현하는 것일 뿐이라고 의식하는 것이다. 그리고 상대의 느
낌과 욕구에 초점을 맞추어 공감으로 들으면서 대화를 이어가게 되면
소통이 가능하고 유대감이 형성될 수 있다.
-예문으로는 “뭔가 실망스러운 것이 있었니?, 결과가 더 좋기를 바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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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있다.
6) 4 Ears 설명 시 준비사항
-대상자 가운데 지원자 4명을 앞으로 나오게 하여 각각 기린과 자칼 손
인형, 기린과 자칼 머리띠를 착용하도록 한다.
-4 Ears에 대한 설명을 하고 난 후 대상자들이 착용한 소품대로 예문을
말해 보도록 한다.
‣ 마무리 및 소감나누기
-“오늘은 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혹시 혼동이 되시더라도 걱정하시 마
십시오. 앞으로 매시간 반복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느낌카드를 선택한 후 돌아가면서 소감을 나누도
록 한다.
-대상자들의 이야기를 현장 노트에 기록한다.
1) 치료자는 대상자의 그룹참여를 칭찬하고 격려한다.
2) 다음 회기에 준비해야 할 과제를 부여한다.
다음회기
및 과제

-“다음번에 저희가 만날 때 한 가지 생각해 오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화
가 났을 때가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그때 내 몸과 마음이 어떠했는지
생각해 오시기 바랍니다.”
3) 다음 회기 일정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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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6회기

주제

분노를 온전히 표현하기

목표
주요 내용
사전준비
사항

1. 분노가 무엇인지 이해한다.
2. 온전하게 분노 표현하는 방법을 이해한다.
1. 분노에 대한 이해
2. 분노 표현 방법 익히기
1. 5회기의 과제를 점검한다.
2. 현재 자신의 주된 분노 표현방법을 알아본다.
3. 「함께하는 프로그램」 코팅파일을 프로그램실 앞쪽에 부착한다.
‣기린 손 인형, 자칼 손 인형
‣기린 머리띠, 자칼 머리띠

준비물품

‣느낌카드
‣욕구카드
‣「우리가 함께 만든 규칙」, 「나눔 모임」, 「함께하는 프로그램」 코팅파일
‣ 도입
1) 참여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우리가 함께 만든 규칙과 나눔 모임 자료
를 차례대로 한명씩 읽고 옆 사람에게 전달한다.
2) 5회기의 과제를 함께 나눈다.
-“지난번에 여러분께 드렸던 과제를 잠시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
고 합니다. 한 분씩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준비하였
는데 말씀하기가 곤란하시거나 미처 준비가 안 되셨다면 ‘패스’라고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대상자들이 돌아가면서 ‘화가 났을 때’의 상황과 몸의 반응,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 해 보도록 한다.
‣ 전개

진행과정

1) ‘분노’가 무엇인지 대상자들의 ‘듣기 힘든 말’ 사례(5회기 사례 적용)를
들어 설명한다.
-“비폭력대화에서는 분노를 어떻게 볼까요? 분노는 ‘지금 나에게 아
주 중요한 어떤 욕구 즉,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충족되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만히 눈을 감고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자! 눈을 감으세요, 화나는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 내가 지금 화
나는 것은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상황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분노의 원인이 내가 아닌 외부에 있다고, 상대
방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내가 바라는 바를 충
족할 수 없고 나중에 후회하게 될 말이나 행동을 하기 직전입니다.
자! 눈을 뜨시고 박수를 세 번 치면 화난 생각은 날아갑니다. 박수 시
작!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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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분노는 상대방에게 책임이 전혀 없음을 알려 준다.
-상대의 말이나 행동이 자극이 될 수 있지만 내가 분노를 느끼는 원인
이 될 수 없음을 알려준다.
-분노가 인간 삶에서 자연스러운 느낌임을 알려준다.
-표현되지 못하는 분노는 내면에 쌓이게 되면 폭력적으로 발산될 위험
이 있다
2) 분노가 차오를 때, 화가 났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분노는 표현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폭탄이 되어서 나도 남도 크게
다치게 합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방법으로 분노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저와 같이 분노 표현하는 방법을 연습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3) 분노표현 단계에 대한 설명
(1) 우선 멈춘다
(2) 깊이 세 번 심호흡을 한다.
(3) 비판과 비난하는 생각들을 떠올린다(자칼쇼).
(4) 비판과 비난을 하고 있는 생각 이면에 나에게 충족되지 않은 욕
구가 무엇인

지 떠올려 본다.

(5) 그 욕구의 에너지와 연결하여 그 안에 머문다.
(6) NVC 모델로 표현한다 (객관적 관찰, 나의 느낌 알아차리기, 욕구
찾기, 상대

방에게 구체적 요청하기)

4) 분노표현에 대한 주의 사항
-“내가 화가 났을때는 상대방도 강한 감정(분노, 두려운, 서운함 등)을
경험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방금 알려드린 분노표현 단계를
통해 내 마음의 분노를 먼저 정리하고 상대방의 느낌과 욕구를 알아
봐 주게 되면 상대방도 나의 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어떤 경우는 너무 많이 화가 나서 대화를 계속 유지 하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 그 장소를 떠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상대방에 ‘나는 지금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분명
한 자기 욕구를 이야기 하고 그 장소를 떠나는 것도 방법입니다.”
‣ 마무리 및 소감나누기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느낌카드를 선택한 후 돌아가면서 소감을 나누
도록 한다.
-대상자들의 이야기를 현장 노트에 기록한다.
1) 치료자는 대상자의 그룹참여를 칭찬하고 격려한다.
2) 다음 회기에 준비해야 할 과제를 부여한다.
다음회기
및 과제

-“다음 주에 저희가 만날 때는 여러분들이 언제 가장 술을 찾게 되는
지,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생각해 오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으시다면
그중에 가장 큰 이유 한 가지만 생각해 오시면 됩니다.”
3) 다음회기 일정을 안내한다.

- 129 -

회기

7회기

주제

고위험 음주 상황에 대한 대처

목표

주요 내용

사전준비
사항

1. 고위험 음주상황에 대처 할 수 있다.
2. 다양한 거정 방법을 적용한다.
1. 상황극을 이용하여 술 권하는 상황에 대처하기
2. 다양한 거절 방법 탐색하기
1. 분노표현의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 한다.
2. 6회기의 과제를 점검하여 구성원들과 공유한다.
3. 「함께하는 프로그램」 코팅파일을 프로그램실 앞쪽에 부착한다.
‣기린 손 인형, 자칼 손 인형

준비물품

‣느낌카드
‣욕구카드
‣「우리가 함께 만든 규칙」, 「나눔 모임」, 「함께하는 프로그램」 코팅파일
‣ 도입
1) 참여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우리가 함께 만든 규칙과 나눔 모임 자료
를 차례대로 한명씩 읽고 옆 사람에게 전달한다.
2) 6회기의 과제를 함께 나눈다.
-“지난번에 여러분께 드렸던 과제를 잠시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
고 합니다. 한 분씩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준비하였
는데 말씀하기가 곤란하시거나 미처 준비가 안 되셨다면 ‘패스’라고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대상자들이 돌아가면서 ‘언제 가장 술을 찾게 되는지, 그 결과가 어
떠했는지’의 상황과 몸의 반응,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 해 보도록 한
다.

진행과정

‣ 전개
1) 음주의 부정적인 결과를 되돌아보도록 한다.
-음주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를 떠올려 보도록 한다.
(상황극을 시작하기 전에 음주로 인한 부정적 결과를 최대한 떠올릴
수 있도록

브레인스토밍기법을 활용한다)

-“앞서서 여러분들이 언제 가장 술을 찾게 되었는지, 그 결과는 어떠했
는지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 자신이 술을 끊어야겠
다고 결심하게 된 일이 있는지 한 분씩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주로 인한 부정적 결과를 인식하도록 하고, 다음으로 음주 거절에
대한 연습과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음주상황에 처했을 때 이를 거절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이 있는지 그룹
원 모두가 한 가지씩 제안하도록 하여 보드(또는 종이)에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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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들이 제안한 것 이외에 회복중인 알코올중독자들이 술을 권하
는 상황에서 거절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김성재, 2003)들을 추가한
다.
① ‘나는 술 문제가 있다’고 직접적으로 정직하고 당당하게 말한다.
② 어떤 설명도 하지 말고 그냥 단지 술을 권할 때 거절한다.
③ 오늘은 마시지 않겠다고 말한다.
④ ‘나는 술을 마시면 문제가 있으니까 나에게 술을 권하지 말아 달
라’고 부탁

한다.

⑤ 다른 대안적인 활동을 제안한다. (예를 들어 ‘커피한잔 하러 가는
것이 어떤

가요?’

2) 고위험 음주 상황에 대처하는 연습을 하도록 한다.
-“앞쪽에 의자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물병을 하나 두었습니다.
이것을 술이라고 상상해보시고 한 분은 계속 권유하시고 한 분은 이
상황을 잘 대처해 보기 바랍니다. 한 분씩 돌아가면서 모두 시험해 보
도록 하겠습니다.”
-보드(또는 종이)에 적힌 내용을 앞쪽에 두고 대상자들이 단계적으로
적용해 보록 한다(술을 권할 때 보드에 적힌 내용을 참고로 하도록 안
내 함)
3) 고위험 음주 상황에 대처할 때 NVC를 적용해 보도록 한다.
-“우리가 비폭력대화를 배웠는데요, 거절할 때 상대와 나의 관계가 깨
지기를 바라지 않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폭력대화에서 배웠던
것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술을 마시고자 하는
분들은 어떤 욕구가 있을까요? 그분들의 욕구를 생각해 보고 여러분
의 소중한 욕구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바라는 것 즉, 욕구는
술이 없이도 건강하고 즐겁게 잘 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관찰하고 나의 느낌이 어떤지 내가 바
라는 욕구는 무엇인지를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분씩
짝을 지어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마무리 및 소감나누기
-“실제로 음주 상황을 시험해 보니 어떠셨나요? 자신감이 생기도록 여
러분 서로가 더 자주 연습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느낌카드를 선택한 후 돌아가면서 소감을 나누
도록 한다.
-대상자들의 이야기를 현장 노트에 기록한다.
다음회기
및 과제

1) 치료자는 대상자의 그룹참여를 칭찬하고 격려한다.
2) 다음회기 일정을 안내한다.
(과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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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주제

목표

8회기
감사 표현하기
소감 및 다짐 나누기
1. 일상생활에서 기쁨을 나누기 위한 감사를 표현한다.
2. 알코올중독의 재발 방지를 위한 다짐을 이야기 한다.
1. 일상생활에서 NVC 적용하기

주요 내용

2. 알코올중독의 재방방지 전략에 대한 요약
3. 감사 표현하기
4. 소감 및 다짐 나누기
1. NVC의 4가지 요소와 4 Ears, 분노표현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

사전준비
사항

한다.
(기린과 자칼 손 인형을 이용한다)
2. 「함께하는 프로그램」 코팅파일을 프로그램실 앞쪽에 부착한다.
‣기린 손 인형, 자칼 손 인형

준비물품

‣느낌카드
‣욕구카드
‣「우리가 함께 만든 규칙」, 「나눔 모임」, 「함께하는 프로그램」 코팅파일
‣ 도입
1) 참여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우리가 함께 만든 규칙을 1번부터 차례대
로 한명씩 읽고 옆 사람에게 전달한다.
2) 「우리가 함께 만든 규칙」을 잘 이행해 주어 감사함을 대상자들에게
이야기 한다.
‣ 전개
1) 비폭력대화를 일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한다.
(1) NVC로 말하는 방법
① 내면의 자기 강요를 욕구로 바꾼다

진행과정

-‘~을 해야만 해, ~을 하면 안돼’라고 말하는 나를 알아차리고,
이런 말의 이면에 있는 욕구를 찾아서 ‘나는 ~을 원한다, 나는
~을 선택한다’로 바꾸어 말한다.
② 모든 대화에 구체적이고 긍정적인 말을 사용한다.
③ 비판을 욕구로 바꾼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나를 알아차리고, ‘저 사람에 대해 부정적
인 평가를 하고 있는 나는 어떤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는가?’를
자신에게 물어보기
④ 비난을 욕구 바꾼다.
-‘너 때문에 내가 ~을 느낀다’라고 하지 말고, 나는~이 필요하기
때문에(욕구) ~을 느낀다‘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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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강요대신 부탁하기
-‘`~을 해야만 해’라고 하지 않고, ‘~을 해줄 수 있겠니? ~을 했
으면 좋겠어’라고 바꾼다.
⑥ 유연한 대화를 위해 연결 부탁들 사용한다.
-‘내가 이렇게 말할 때 어떻게 느껴?, 내 말이 어떻게 들려?“ 등
으로 바꾼다.
(2) NVC로 듣는 방법
① 상대방을 공감으로 충분히 들어준다.
② 해결 방법을 공감 후에 찾는다.
③ 상대방이 어떤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하건 간에 그것은 그 자신
의 충족되지 않은 욕구로 인한 것임을 인식한다.
2) 재발방지 전략에 대해 요약하여 설명한다.
① 참여하고 있는 회복 프로그램에 꾸준하고 엄격하게 참석하도록
한다.
② 회복의 과정을 단숨에 이를 수 없으므로 회복중인 알코올중독자,
알코올관련 전문가, 친구, 가족 등으로부터 도움을 구하도록 한다.
③ 자신의 재발 경고 신호, 고위험 재발상황을 미리 알아채어, 통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한다.
④ 단주를 하면서 회복중에 있더라도 변화의 기복이 있을 수 있음을
받아들이고, 좌절되는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한다.
⑤ 술을 권했을 때 사양하는 방법, 모임의 참석을 거절할 수 있는 방
법 등을 충분히 연습하도록 한다.
⑥ 술을 마시지 않는 대인관계를 발전시킨다.
⑦ 불안, 분노, 우울, 죄책감, 우울 등과 같은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도록 한다.
⑧ 술과 관련 없는 활동들로 자신을 바쁘게 만들고 생활을 재미있게
만든다.
⑨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자신에게 칭찬과 격려를 한다.
⑩ 정기적으로 자신을 되돌아보고 검토한다.
3) 진정한 감사를 표현한다.
-“작은 일에도, 매일, 자주 보는 사람에게도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중
요합니다. 서로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지요. 매
일 감사하는 습관을 만든다면 우리의 삶이 뿌리부터 바뀔 수 있습니
다. 감사함을 구체적으로 자주 표현하는 습관이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바꾸게 되기 때문에 결국 술 마시는 삶에서 건강을 선택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 마무리 및 소감나누기
-“오늘은 정말 많은 것을 배웠지요? 다 기억하실 필요 없습니다. 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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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계속 반복해서 연습하게 될 것입니다.”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느낌카드를 선택한 후 돌아가면서 소감을 나누
도록 한다.
-대상자들의 이야기를 현장 노트에 기록한다.
1) 치료자는 대상자의 그룹참여를 칭찬하고 격려한다.
2) 프로그램 참여 기간 동안의 느낌을 느낌카드와 욕구카드로 이야기하
종료

도록 한다.
3) 프로그램을 종료한다.
4) 대상자들의 소감과 다짐을 현장노트에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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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 프로그램 활동자료
자료 1. 느낌말 목록(Feeling list)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감동받은, 뭉클한, 감격스런, 벅찬,

걱정되는, 까마득한, 암담한,

환희에 찬, 황홀한, 충만한,

염려되는, 근심하는,

고마운, 감사한,

신경쓰이는, 뒤숭숭한,

즐거운, 유쾌한, 통쾌한, 흔쾌한,

무서운, 섬뜩한, 오싹한,

경이로운, 기쁜, 반가운, 행복한,

겁나는, 두려운, 진땀나는, 주눅든, 막막한,

따뜻한, 감미로운, 포근한, 푸근한,

불안한, 조바심 나는, 긴장한, 떨리는,

사랑하는, 훈훈한, 정겨운, 친근한,

조마조마한, 초조한,

뿌듯한, 산뜻한, 만족스런, 생쾌한,

불편한, 거북한, 겸연쩍은, 곤혹스러운,

흡족한, 개운한, 후련한, 든든한,

멋쩍은, 쑥스러운,

흐믓한, 홀가분한,

괴로운, 난처한, 답답한, 갑갑한,

편안한, 느긋한, 담담한, 친밀한,

서먹한, 어색한, 찜찜한,

친근한, 긴장이 풀리는,

슬픈, 그리운, 목이 메는, 먹먹한,

차분한, 안심이 되는, 가벼운,

서글픈, 서러운, 쓰라린, 울적한, 참담한,

평화로운, 누그러지는, 고요한,

한스러운, 비참한, 속상한, 안타까운,

여유로운, 진정되는 잠잠해진, 평온한,

서운한, 김빠진, 애석한, 낙담한, 섭섭한,

흥미로운, 재미있는, 끌리는,

외로운, 고독한, 공허한, 허전한, 허탈한,

활기찬, 짜릿한, 신나는, 용기나는,

막막한, 쓸쓸한, 허한,

기력이 넘치는, 기운이 나는, 당당한,

우울한, 무력한, 무기력한, 침울한,

살아있는, 생기가 도는, 원기가 왕성한,

피곤한, 노곤한, 따분한, 맥빠진,

자신감 있는, 힘이 솟는, 흥분된,

귀찮은, 지겨운,

두근거리는, 기대에 부푼,

절망스러운, 실망스러운, 좌절한,

들뜬, 희망에 찬

힘든, 무료한, 지친, 심심한,
질린, 지루안, 멍한, 혼란스러운,
놀란, 민망한, 당혹스런, 부끄러운,
화나는, 약 오르는, 분한,
울화가 치미는, 억울한, 열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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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낌과 혼동하기 쉬운 느낌이 아닌 것들
강요당한

따돌림 당하는

위협당하는

인정받지 못하는

거절당한

배신당한

의심받은

조종당하는

공격당한

버림받은

무시당한

학대받은

궁지에 몰린

오해받은

이용당하는

협박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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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2. 욕구목록
자율성
자신의 꿈, 목표, 가치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자신의 꿈, 목표, 가치를 이루기
위한 방법을 선택할 자유
신체적/생존
공기, 음식, 물, 주거,
휴식, 수면, 안전,
신체적 접촉(스킨십),
성적표현, 따뜻함, 부드러움,
편안함, 돌봄을 받음, 보호받음,
애착 형성, 자유로운 움직임, 운동

사회적/정서적/상호의존
주는 것, 봉사, 친밀한 관계,
유대, 소통, 연결, 배려, 존중,
상호성, 공감, 이해, 수용,지지,
협력, 도움, 감사, 인정, 승인,
사랑, 애정, 관심, 호감, 우정,
가까움, 나눔, 소속감, 공동체,
안도, 위안, 신뢰, 확신,
예측가능성, 정서적 안전, 자기보호,
일관성, 안정성, 정직, 진실,

자율성
즐거움, 재미, 유머, 흥,

삶의 의미
기여, 능력, 도전, 명료함, 발견,
보람, 의미,
인생예찬(축하, 애도),
기념하기, 깨달음, 자극,
주관을 가짐(자신만의 견해나 사상),
중요하게 여겨짐, 참여, 회복,
효능감, 희망, 열정

진실성
진실, 성실성,
존재감, 일치, 개성,
자기존중, 비전, 꿈

아름다음/평화
아름다움, 평탄함,
홀가분함, 여유,
평등, 조화, 질서,
평화, 영적 교감, 영성

자기구현
성취, 배움,
생산, 성장,
창조성, 치유,
숙달, 전문성,
목표, 가르침,
자각, 자기표현,
자신감, 자기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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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3. 프로그램의 소품
기린/자칼 손 인형 및 기린/자칼 귀 머리띠

그로그 느낌/욕구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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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5. 매 회기 낭독자료
「우리가 함께 만든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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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 모임」

「함께 하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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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6. NVC로 말하고 듣기 연습 자료

- 141 -

자료 7. 4 Ears (듣기 힘든 말에 대한 4가지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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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8. 느낌카드, 욕구카드 자료
<참여자 선택 느낌카드 및 욕구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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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낌과 욕구에 대한 참여자의 발표 자료>
▪ 듣기 힘든 말을 들었을 때 표현
과거:느낌
카드선택

느낌에 따른 생각

현재:
욕구카드

상대방의 욕구를 알아차림

귀찮은,
성가신

반복되는 말이 지겹다

도움,
지지, 협력

상대방이 내게 도와달라고 말한
것 같다.

무기력한

내가 말해도 소용없어
서 듣는다

능력,
자신감

일처리를 내가 해주기를 바랬다

불편한,
거북한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다

상호의존,
상호성

부인의 말을 들어주기를 바랬다

비참한,
참담한

한 잔 하고 싶다

예측가능성

생계 유지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
라고 했던 것 같다

억울한,
분한

너나 잘해라, 나도 너
만큼은 한다

정직, 진실

이웃집에 시끄럽지 않게 조용하게
지내기를 원했던 것 같다

신경쓰이는,
꺼림칙한

말하고 싶지
신경쓴다

평화

신체적으로 건강해서 병원에 입원
하지 않기를 원했다

속타는,
초조한

속으로 욕한다

자기돌봄

일이 어긋날 까봐 걱정을 많이 했
었던 것 같다.

화나는,
격분한

다 때려 부수고 싶다

배려

술 시중 드는 노모가 불쌍했던 것
같다.

슬픈,
서글픈

쓰레기 취급받는
같아서 한 잔한다

이해

집안 형편이 어려운데 술값으로
탕진하는 것을 원망한 것 같다

좌절감이드는
절망스러운

내 인생이 왜이렇게
되었나 한탄한다.

돌봄, 보호

스스로 건강 챙기기를 바랬던 것
같다.

않지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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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s of a Nonviolent
Communication-based program
for alcoholics
Yang, Jeongwoon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Kim, Sungjae, Ph.D., RN

Alcoholism is a chronic condition in which recurrence and
abstinence alternate. Several factors have been found to cause
recurrence; particularly, interpersonal conflict has been identified
as a cause of negative affect and recurrence.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re strongly influenced by verbal and non-verval
communication. For this reason, in order to prevent recurrence
among alcoholics, program to help to improve their communication
skills are needed. This research was conducted to develop a

- 145 -

progrma

based

on

Nonviolent

Communication(NVC),

and

to

evaluate its effectiveness in helping inpatient alcoholics.
The NVC-based communication program was developed in the
following steps over the course of 6 weeks, two times a week,
in a total of 6 sessions: establishment of goal, composition of the
program, preliminary research, implementation, and improvement
of the program.
In

order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the

developed

program, a combined research methodology with a concurrent
embedded

strategy

was

applied.

Inpatient

alcoholics

were

recruited through convenience sampling in psychiatric hospitals in
cities C and S. As a result, 25 patients were recruited for the
experimental group and 25 for the control group. Based on a
nonequivalent control group non-synchronized design, pre- and
post-tests were first conducted for the control group(without
intervention); following this, the experimental group went through
pre- and post-tests(with investigation) in regard to the program
application.

The

final

analysis

was

conducted

targeting

24

alcoholics in the experimental group and 23 alcoholics in the
control group. Using repeated measures analysis of variance,
interaction terms between time and group were significant on the
following

outcomes:

empathy(F=79.175,

p

<.001),

anger

expression(F=11.654, p=.001), communication skills(F=24.276, p
<.001), and alcohol abstinence self-efficacy (F=24.276, p <.001).
Individual

interviews

with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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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ipants

yielded

three

themes,

“improvement

of

communication

skills”,

“effective

coping response to anger in conflict situation” and “confidence
regarding

abstinence

and

change

sub-themes:

“comprehensive

listening”,

“honest

in

daily

conversation

expression

and

life”,
with

and

seven

empathy

and

request(asking)”,

“expressing anger in language instead of anger out”, “effective
response to conflict at workplace”, “alcohol abstinence can
change attitude in the workplace”, “keeping alcohol abstinence
and change of thoughts about family”, and “self-reflection in
daily life”.
Therefore, the NVC-based communication program developed in
this research was effective in helping inpatient alcoholics to
improve empathy, anger control, communication skills, and alcohol
abstinence self-efficacy, and its suitability for use in actual
clinical environment was therefore confirmed.

Keyword : Alcoholics, Nonviolent Communication, Communication
Training program
Student-Number : 2013-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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