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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분노는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임지만 통제되지 않는 강도와 빈도의 분

노 표현은 개인의 정서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에서도 어려움을 유발한다. 

청소년기는 예민한 감수성과 강렬한 정서적 반응을 보이기도 하지만 정

서조절을 내면화하는 시기로 자신의 정서를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을 습

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정신과병동에 입원한 정서 및 행동장애를 

가진 청소년의 경우 분노조절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병동 내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성을 가진 분노조절 프로그램이 없었다.  

 연구의 목적은 소아청소년정신과 병동에 입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

지행동치료기반의 분노조절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효과를 확인하는 것이

다. 인지행동치료기반의 분노조절 프로그램은 문헌고찰을 통해 확인된 

분노 및 분노상황에 대한 자각, 분노와 관련된 사고의 변화, 분노 감정

에 대처하기 위한 기술 훈련, 분노유발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 훈련 

등 핵심개념을 바탕으로 병동환경에 맞게 구성되었다.  

 인지행동치료기반의 분노조절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비동등

성 대조군 시차설계의 유사실험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서울

시 일개 대학병원 청소년정신과 병동에 입원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험군 

17명, 대조군 14명으로 총 31명이었다. 대조군은 병동 내 기존의 심리

사회적 중재만 받았고 실험군은 추가로 4주 동안 집단프로그램과 개인

프로그램이 짝을 이루는 총 8회기의 프로그램을 적용하였다.  

 분노조절 프로그램의 효과는 연구 대상자의 연령, 학력수준 등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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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과 함께 분노, 공격성, 분노조절을 프로그램 전후에 측정하였다. 자

료는 SPSS/WIN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분석결과, 분노

의 세부영역인 정서영역을 제외하고 실험군과 대조군 두 집단간 분노점

수의 변화량, 공격성 점수의 변화량, 분노조절 점수의 변화량에는 유의

미한 차이가 없었다.   

 집단간에 차이가 없었으나 정신과 병동에 입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분

노조절 프로그램을 적용한 첫 연구로써, 중재를 적용하는 일련의 과정과 

자료는 실무 면에서 간호사가 체계적이고 일관된 중재를 적용하도록 도

울 수 있다. 또한 입원병동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리사회적 중재를 적용하는 추후 연구에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주요어 : 정신과병동 입원 청소년, 분노, 공격성, 인지행동치료기반 분노

조절프로그램    

학번 : 2014-20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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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분노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감정 중에 하나이다(Averill, 1983). 자신이 

느끼는 분노에 대한 적절한 감정표현은 감정의 해소뿐만 아니라 상대와 감정을 

공유함으로써 대인관계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Garrison & Stolberg, 1983). 

반면에, 통제 되지 않은 지나친 강도와 빈도의 분노 표현은 개인의 정서에 악영향을 

끼쳐 심리적인 어려움을 유발할 뿐 아니라, 관계를 맺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고립을 

초래하여 대인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게 할 수 있다(Silk, Steinberg, & Morris, 2003).  

청소년기는 정신적, 심리적, 사회적인 발달을 해 나가는 시기로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며 자신의 행동조절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박영주 et al., 2010).  특히, 

청소년기에는 예민한 감수성과 강렬한 정서적 반응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며 사소한 

자극에도 쉽게 흥분하고 분노하는 등 강한 정서 반응을 보일 수 있고 행동조절에 

어려움이 있어 부적절하고 극단적인 반응이 나타나기도 한다 (한국청소년상담원, 금명자, 

김택호, & 김은영, 2002). 

청소년기의 주된 정서는 공포, 불안, 분노, 질투, 호기심으로 자기가 경험하는 정서를 

명료화하고 자각하는데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김제한, 1999). 특히, 공격적인 

청소년은 인지적 기능과 관련해서 인지적 결함과 인지적 왜곡이 있고, 공격적인 

청소년은 비공격적인 소년보다 애매모호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적대적으로 

귀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서에 대한 명명화 과정에서도 결함을 나타냈는데 

일반적 각성상태를 분노로 명명화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Kendall, 1993). 

 청소년기는 정서의 불안정을 경험하고 이로 인해 다양한 문제를 겪기도 하지만 반면에 

정서조절전략이 정교해지며 사회화 경로를 통해 정서조절전략이 내면화되는 시기(임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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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연, 2002)이므로 자신의 정서를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을 습득하는 경험과 기회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Aldwin, 2007).  

정서조절에 있어서 인지적 조절방략은 인지적 변화를 중요시하며 인지적 대처방략에는 

수용하기, 긍정적인 생각하기, 반추하기, 긍정적인 재평가, 관점에 맞추기 등이 

있다(Garnefski, Kraaij, & Spinhoven, 2001). 인지행동치료는 인지적 조절방략의 

하나로 행동의 변화에 개인의 생각, 신념 등 인지적인 요소의 변화가 중요함을 바탕으로 

한다. 부정적 또는 잘못된 인지를 대상자에게 인식시키고, 인지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켜 결과적으로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다(권준수, 2015). 일반적으로 단기로 

진행되는 문제중심(problem-oriented)치료로 인지행동치료에 관한 연구들은 매우 

체계적으로 수행되어 왔고 300 개 이상의 통제된 실험에서 다양한 장애에서 효과가 

있음이 보고되었다(Wright, J. H., Basco, M. R., Thase, M. E., 2005). 

 정서 및 행동 문제를 가진 청소년의 분노는 입원의 이유이면서 동시에 입원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Baeza et al., 2013). 정서 및 행동문제를 가진 환자의 조절되지 않는 

분노는 공격적인 언행으로 이어져 병동의 치료적인 환경에 손상을 주기 때문에 입원한 

다른 환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폭력행동에 빈번하게 노출되는 

치료진들은 환자가 부정적 전이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 최선의 진료와 간호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오인옥 et al., 2008). 결과적으로 입원 환자의 

조절되지 않은 분노는 병동 치료의 어려움을 높이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입원 병동은 전문가의 도움 아래 구조화된 환경으로 치료를 위해 최적화된 환경이다. 

현재 우리나라에 어린이병원은 11 개가 있고, 그 중에서도 정신과 치료를 위해 입원 

병동을 가진 어린이병원은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을 비롯하여 국립서울병원, 부산 

양산대 어린이병원에 불과하다(보건복지가족부 & 인제대학교, 2009). 연구자의 

소아청소년 정신과 병동에서 4 년간의 임상관찰에 의하면 대개 입원기간이 한 달에서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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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 정도의 기간을 가지기 때문에 중재 적용 시 습득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다. 입원 병동은 정서 및 행동 문제가 있는 청소년들이 분노조절을 안전한 

환경에서 배울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될 수 있다.  또한 정서 및 행동 문제를 가진 

청소년이 퇴원 이후 바로 가정과 학교 등 사회로 바로 복귀한다는 점에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이에 대한 집중적인 중재가 필요하다.  

 분노조절과 관련하여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해 중재를 제공하고 있지만 

주로 예방차원에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중재이며 문제 행동이 두드러지는 입원한 

청소년들에게 적합한 중재는 거의 전무하다(신혜민, 2016). 병동에서 제공된 분노조절 

프로그램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일회성으로 제공되어 체계적이고 지속성을 가진 

프로그램은 없었다. 따라서 기존의 인지행동치료 기반 분노조절프로그램을 고찰하여 

확인한 핵심개념을 바탕으로 정서 및 행동 문제를 가지고 입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병동 환경에 적합하게 구성한 분노조절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인지행동치료 기반의 분노조절프로그램이 소아청소년 정신과 병동에 

입원한 청소년 환자의 분노, 공격성, 분노조절 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1) 분노조절 프로그램이 소아청소년 정신과병동에 입원한 청소년의 분노에 미치는 효과

를 규명한다. 

2) 분노조절 프로그램이 소아청소년 정신과병동에 입원한 청소년의 공격성에 미치는 효

과를 규명한다. 

3) 분노조절 프로그램이 소아청소년 정신과병동에 입원한 청소년의 분노조절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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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의 정의 

1) 분노  

분노는 분노유발상황에서 근육 긴장 및 자율신경계의 활성화 등 즉각적인 생리적인 반

응이 동반되며 초조함이나 흥분에서부터 격렬한 분노까지 다양한 강도로 나타나는 주관

적인 정서상태(Spielberger, Reheiser, & Sydeman, 1995)로, 본 연구에서는 

Novaco(1975), Scahcter. S, & Singer J. E(1962), Spielberger(1988) 등의 분노이론

을 근거로 문은주(2008)가 개발한 분노척도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2) 공격성 

공격성은 분노유발상황에서 보일 수 있는 공격적인 충동의 심리 상태부터 외현적 행동

까지 포함한 반사회적 행동(신주혜, 2009)으로, 본 연구에서는 서수균과 권석만(2002)

이 Buss와 Perry(1992)가 개발한 척도를 번안하여 한국판으로 만든 Aggression 

Questionnaire-Korea version (AQ-K)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3) 분노조절 

분노조절은 분노상태에 대해 자각하고 감정을 조절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략을 사용하

는 능력(김모아 & 이영호, 2013)으로, 본 연구에서는 Morganett, R. S(1944)이 초등학

교 아동들을 대상으로 분노조절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하고, 남궁희승(1997)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4) 분노조절 프로그램 

 분노조절프로그램은 자신의 분노를 지나치게 억압하거나 과잉 표출하지 않도록 적절하

게 조절, 관리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재프로그램 (전은청, 이혜진, & 이진숙, 2012)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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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인지행동접근을 기반으로 병동환경에 맞게 구성한 프로그램으로 분노 조

절을 위한 자기 조절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2회/주, 총 8회기로 제공된 프로그램으로 정

의한다.  

5) 청소년 

청소년의 구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기준이 있으나 연구자들이 대개 사용하는 기준에 따르면 청

소년기는 11~18세(Berk, 2013)로, 본 프로그램에서는 초기청소년기를 포함하여 만 11세

부터 18세를 청소년으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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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1. 청소년의 정신건강  

 청소년기의 정신건강은 심각한 정신병리가 없고 적절한 자아개념 및 가치관이 확립되었

으며 부모나 또래 사이에 적절한 관계를 형성하며 사회적 지지를 받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정숙 & 최봉실, 2001). 현대 사회에서 과도한 입시 위주의 교육문화로 인한 학업 스

트레스, 가족구성원 간의 유대 약화, 중독매체에 대한 무방비 노출 등은 청소년기의 정

신건강에 위협요인이 되고 있고(최지희 & 전진아, 2017), 이로 인해 불안, 우울, 성문제 

등 여러 정신건강 상의 문제를 겪게 된다(배정이, 2006). 

 청소년 정신건강 장애의 유형은 의학적 관점에 따라 발달장애, 행동장애, 정서 및 기분

장애, 생리기능 장애, 기타로 구분되고, 발달학적 관점에서 초기 청소년기, 중기 청소년

기, 후기 청소년기로 구분할 수 있다. 발달학적 관점에서 자세히 살펴보면, 초기 청소년

기는 영아기부터 지속되어 온 문제가 청소년기에 새로운 문제로 나타날 수 있다. 중기 

청소년기는 청소년기의 발달과 관련된 정신 병리로 정체감 문제, 정서문제, 행동문제, 신

체상 및 신체 기능에서의 문제가 발생한다. 마지막으로 후기 청소년기는 주요 성인기 질

환이 시작하는 시기로 조현병, 기분장애, 인격장애, 신경증 질환, 기질성 정신질환 등 각

종 성인기 정신질환이 광범위하게 포함될 수 있다(안동현, 2009).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에 따르면, 전세계 아동 청소년의 약 

10~20%가 정신질환을 경험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이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 고양, 대구, 제주 등 4개 권역 초·중·고등학

생 4,05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소아청소년 4,057명 가운데 240명에게서 정신질

환 증상이 진단됐다(김붕년 외, 2018).  

 청소년기 정신건강 문제는 낮은 학업성취와 폭력, 약물남용 등의 다른 문제로 이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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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Knapp, McDaid, & Parsonage, 2011; Patel, Flisher, Hetrick, & McGorry, 2007). 

그리고 이 문제는 단지 청소년기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달과정에 영향

을 미친다. 청소년들이 겪은 정신건강 문제는 성인기의 정신분열증, 알코올 중독, 우울증 

등의 질병이나 장애 발생과 연관성이 매우 높다 (Rutter & Smith, 1997).  

 현재 우리나라는 체계적인 청소년 정신건강 실태 조사가 부족하고 소아청소년 정신건강

의 중요성에 비해 예방 및 관리는 간과되어 왔다 (김붕년 외, 2018). 청소년기의 정신장

애나 문제행동은 일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청소년기의 정신 장애 및 문제 행동이 그 

개인뿐 아니라 가족과 사회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아동∙청소년의 정신건

강 문제는 이제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봐야 한다 (안동현, 2009). 또

한 우울증을 비롯한 정신장애의 질병 부담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청소년기에 

조기접근이 매우 중요하다 (이창호, 강석영, & 이동훈, 2013). 

2. 청소년기 분노 

분노는 인지적 혹은 지각적 왜곡, 결함과 관련이 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관점으로

부터 세상을 이해하는 데 실패하는 이유는 객관적인 사건에 대한 왜곡되고 부정확한 신

념, 상황에 맞지 않게 과장된 실망에 기인한다 (Kassinove, Tafrate, 2002).  

 분노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나 상처를 받았다는 생각과 중요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

고 있다는 신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분노에 대한 원칙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명료해 보이나 사람마다 공정성과 합당성에 대한 기대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한 문제는 

아니다(Greenberger, 2015). 

 분노의 외적 표출은 공격성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격행동이 분노의 

표출 방식 중에 하나로, 공격성이라는 용어를 중심으로 한 정의에는 공격행동의 대부분

이 분노와 연결되었을 가능성을 함축하고 있다(이규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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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기의 특징 중의 하나가 예민한 감정표현이라고 할 수 있으며(신주연, 이윤아, & 

이기학, 2005) 많은 연구들을 통해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부적응의 원인 중 하나가 감정

조절(emotion regulation)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문경숙, 2008).  

 분노가 자연스러운 정서임에도 분노 행위의 강도, 빈도, 지속 시간이 지나치거나 분노

표현이 부적절하게 나타나 자신뿐 아니라 타인에게 공격적인 행동으로 나타날 때, 그 결

과 폭력, 적응장애, 충동조절장애, 자살충동성 및 학습장애 등의 행동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박영주 et al., 2010).  

 청소년의 분노를 유발케 하는 요인은 크게 내적(심리적)인 유발요인과 외적인 유발요인

이 있다. 내적 유발요인에는 부정적 자아개념, 당위적 사고 등이 있고 외적 유발 요인으

로는 부모의 양육방식과 관련된 부모, 가정 변인과 학교 환경에서 나타날 수 있는 학교

변인, 또래집단에서 나타나는 친구변인이 있다(김용태, 1995). 

 학교는 대부분의 청소년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주요한 사회적 환경이면서(박영주 

et al., 2009) 학교 폭력이 문제가 되는 대표적인 현장이기도 하다 (Smith, Furlong, 

Bates, & Laughlin, 1998).  

 분노는 학교폭력과 공격성의 중요한 예측변인으로(Arsenio & Lemerise, 2001) 분노

가 다양한 상황에서의 학대에 대한 공통적인 반응으로 나타나기도 한다(Hong, 

Espelage, Grogan-Kaylor, & Allen-Meares, 2012). 학교폭력피해를 입은 아동은 쉽

게 분노하고 학교폭력을 통해 복수하려고 한다. 즉, 학교폭력피해는 분노를 유발하고 분

노는 다시 학교폭력 가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또한 분노는 학교 폭력에

서 부분매개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조아미, 2014).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3년 아동종합 실태조사 재분석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10명 

중 3명은 학교 폭력 피해를 당했다 (김미숙 et al., 2013). 최근 2018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전년 대비 피해응답률이 증가하여(최원석, 2018) 학생들의 학교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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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교육현장에서 분노 조절의 어려움으로 인한 

공격성의 문제는 점차 심각해지고 있고 이 문제는 처벌이나 훈육과 연결되어 문제 행동

으로 처벌을 받는 동안 학업의 기회를 상실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청소년기에는 분노와 같은 감정을 통제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어렵고, 청소년들의 비

행, 학교폭력 등의 부적응 문제의 심리적 근원은 정서 중에서도 분노관리와 밀접하게 연

관되어 있다(Dodge, 1985). 분노가 높은 청소년이 교우관계 및 학교 수업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학교 생활적응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김광수, 2003) 분노조절 능력은 건전

한 대인관계를 포함한 사회행동 형성에 기초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안정미 & 안권순, 

2012).  

3. 분노조절 프로그램  

청소년기 분노와 정서 및 행동장애의 연관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1990 년대 

중반부터 분노수준과 역기능적인 분노표현수준이 높은 고위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분노조절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이 많아졌다 (Beck, R & Fernandez, 1998). 

분노조절 프로그램에 대해 분석한 논문을 중심으로 연구 대상, 분노조절 프로그램 내용, 

방법, 종속변인, 효과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국내에서 진행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분노조절 프로그램 중재 연구는 대부분 학교를 

기반으로 한 연구로 스크리닝을 통한 선별작업으로 고위험군에 속한 청소년이거나 

보호시설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주를 이룬다. 중재는 8~12 회기로 

진행되었고 사용된 프로그램은 대부분 분노조절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진 

인지행동치료를 기반으로 하며 미술요법, 음악요법, 영화요법 등 다양한 중재방법을 

접목한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었다. 종속변인으로 충동성, 공격성, 자존감, 분노수준, 학교 

생활 적응 등을 다루며 몇몇의 연구에서는 양적인 척도에 더불어 질적인 척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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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목하여 사용하였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분노조절 프로그램은 대부분의 연구에서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다(구슬이 & 김진숙, 2017; 신혜민, 2016).  

국외에서 진행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분노조절 프로그램 중재 연구 역시 학교를 

기반으로 정서 장애가 있거나 품행장애와 같이 행동문제가 있는 경우, 분노관리문제의 

직접적 결과로 소외될 위험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입원 환자를 대상자로 한 

경우에도 분노가 높은 대상자를 선별하여 프로그램을 적용하였다(Snyder, Kymissis, & 

Kessler, 1999). 회기는 6~24 회기로 진행되었고 중재프로그램은 인지행동 치료를 

기반으로 적용되었다. 종속변수는 공격행동, 자기 통제, 비행행동 의뢰 수, 아동의 분노, 

역할놀이 시 목소리, 비언어적 정서표현 등을 사용하였다(Blake & Hamrin, 2007; 

Bowers et al., 2011; Down, Willner, Watts, & Griffiths, 2010; Flanagan, Allen, & 

Henry, 2010; Kellner, Bry, & Salvador, 2008; Patrick & Rich, 2004). 

 국내외 분노조절 프로그램들을 살펴 본 결과, 공통적으로 인지행동치료를 기반으로 

하며 학교를 중심으로 고위험 대상자에게 선별적으로 적용했음을 확인하였다. Beck 의 

인지이론을 바탕으로 개발한 집단인지 행동치료에 사용된 프로그램 내용은 문헌고찰 

결과 크게 분노 및 분노상황에 대한 자각, 분노와 관련된 사고의 변화, 분노 감정에 

대처하기 위한 기술의 훈련(예: 이완기술), 분노 유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의 

훈련(예: 정서표현기술,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역할 놀이)으로 구성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권문희, 2009; 류권옥 & 채유경, 2007; 안자은, 2005; 안정미 & 안권순, 2012; 

양순이, 2007; 양종국 & 윤점룡, 1998; 이영, 2004a; 천성문, 이영순, & 이현림, 2000). 

국외의 몇몇 논문에서는 입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중재연구가 있으나 국내에는 전혀 

없었다. 정서 및 행동문제로 입원한 청소년은 분노 조절에 어려움이 있는 고위험 

대상으로 입원 병동이라는 특수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분노조절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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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이론적 배경 

1. 개념적 기틀 

본 연구에서 분노조절 프로그램의 기반은 인지행동치료(Cognitive Behavioral 

Therapy)로써 근간이 되는 이론은 우울증 치료를 위해 Aaron Temkin Beck에 의해 개

발된 인지이론(Cognitive theory)이다. 인지는 개인이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바

라보는 틀, 사고 방식, 상황을 평가하는 경향성, 신념, 믿음 등으로 구성된다. 우리는 자

신에게 일어나는 사건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건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방

식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A. T. Beck ,1979). 인지행동치료의 두 가지 주

요 개념에는 첫째, 인지는 정서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고 둘째, 행동은 인지와 

정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Wright, J. H., Basco, M. R., Thase, M. E., 2005). 인

지행동모델에서 개인은 끊임없이 주변 환경과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사건들의 의미를 평

가하기 때문에 인지적 과정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인지적 재구성은 비합리적이거나 왜곡된 사고양상을 확인하고 논박을 통해서 이에 도전

함으로써, 바람직한 신념체계와 왜곡 없는 사고를 구성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A. T. Beck, 1979). 특히, Beck은 분노상황에서 보이는 부적응적인 자동적 사고와 

이들의 기저에 있는 여러 가지 인지적 오류를 찾고 수정하는 작업을 강조하였다. 자동적 

사고(Automatic Thought)는 완전한 의식 수준 바로 아래에서 일어나는 인지과정으로 

Clark와 동료들(1999)은 전의식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하였다. 이때, 스키마는 

자동적 사고의 기초가 되는 정보처리의 기본적인 틀 혹은 규칙들로 아동기 초기부터 형

성되고 다양한 삶의 경험을 통해 영향을 받는 사고의 원리들이다(Wright, J. H., Basco, 

M. R., Thase, M. E., 2005). 인지적 오류(Cognitive Distortion)는 주변의 사건이나 상

황의 의미를 해석하는 정보처리과정에서 범하는 체계적인 잘못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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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 정서, 행동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특히, 분노에 있어서 인지적인 왜곡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그 결과 공격적인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각 부분은 역으로

도 영향을 미쳐 순환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본 연구의 이론적 기틀은 Figure 1과 같다. 

 

Figure 1.conceptual framework of this study 

2. 연구 가설 

본 연구에서는 분노조절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설정한 가설은 다음과 같

다. 실험군은 분노조절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상자로 하고, 대조군은 기존의 병동에서 시

행되는 심리사회적 중재 외에 특별한 중재를 받지 않은 대상자로 한다. 

가설1. 분노조절 프로그램을 받은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분노 점수 변화량이 클 것이다.  

가설2. 분노조절 프로그램을 받은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공격성 점수 변화량이 클 것이다. 

가설3. 분노조절 프로그램을 받은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분노조절능력 점수 변화량이 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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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정서 및 행동 문제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청소년 환자들을 대상으로 분노

조절프로그램을 적용하여 프로그램 전후의 분노, 공격성, 분노조절능력의 변화를 확인하

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시차설계(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

posttest)연구이다. 이를 도식화한 것은 Table 1과 같다.  

Table 1.Research Design of the Study 

Group Pre test Post test Pretest Intervention Post test 

C C1 C2 

   

E 

  

E1 X E2   

E: Experimental Group, C: Control Group 

C1, C2, E1, E2 : Anger, Aggression, Anger Management 

X:  Anger Management Program 

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 소재하는 3차 병원 소아청소년 정신과 병동에 정서 및 행동문제로 입

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구체적인 선정내용과 제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선정대상 

(1) 만 11세 이상 ~ 18세 이하의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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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을 이해하고 보호자와 대상자 본인이 모두 참여에 동의한 자 

2) 제외기준  

진단명과 치료진의 판단 하에  

(1) 기질적 정신 장애 또는 지적 장애가 있는 경우 

  (2) 현실감이 저하된 경우 

3) 연구대상자 표본 크기 선정  

 본 연구의 목적은 실험군에게 분노조절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대조군과 비교하여 분노, 

공격성, 분노조절능력에서의 변화를 보고자 하는 것이었다. 분노조절 프로그램은 개인이 

가지는 신념 등에 의한 역기능적인 사고가 분노나 불안 부정적 정서를 일으킨다고 보는 

인지행동치료(Cognitive Behavior Therapy)를 기반으로 한다. 선행연구에서 인지행동 

치료는 분노조절 프로그램에서 효과적인 방법으로 입증되어 왔기 때문에(Richard Beck 

& Ephrem Fernandez, 1998) 이를 근거하여 중재의 효과 크기를 0.8로 예상하고 G 

power program 을 이용한 t-test로 산출 결과, 각 군당 21 명이 산출되었다(effect 

size =0.8, power=0.8 α=0.05). 본 연구에서는 중도 탈락율 20%을 고려하여 각 군

당 25명으로 하였다. 

 2년 1개월이라는 긴 자료수집기간에도 불구하고 대상자 모집의 어려움으로 계획된 연

구대상보다 적은 대조군 18명, 실험군 18명이 모집되었다. 실험군 중 1명은 프로그램 1

회기 참여 후 연구 철회를 요구하였고, 대조군 중 2명은 Against Medical Advice 

(AMA) 퇴원, 2명은 사후설문지 조사 전에 퇴원하여 총 5명이 탈락하였다. 최종적으로 

대조군 14명, 실험군 17명의 자료를 분석하였고 탈락율은 실험군 5.6%, 대조군 22.2 %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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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대상자 보호와 연구 윤리 

자료 수집 전에 해당 기관 소아정신과 병동의 병동장과 진료의, 수간호사로부터 연구 

진행의 허락과 협조를 구하고, 연구계획에 대하여 서울대학교병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IRB no 1604-051-733) 의 승인을 받았다. 대상자가 청소년이라는 특성상 보호자와 

대상자 모두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 참여기간, 연구 참여로 인한 유익 및 부작용, 위험

과 불편함, 자발적 참여와 연구의 중단이 가능함, 비밀보장, 연구자의 연락처에 대해 설

명하고 서면 동의서를 받은 후 시작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에게 분노조절 프로그램 워

크북과 소정의 사례품을 증정하였고 대조군의 경우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 따로 

프로그램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였다.  

4. 자료수집절차  

1)대상자 모집 

연구 참여 희망자가 선정기준에 합당한 지 확인한 후, 연구의 목적과 취지, 연구 내용

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대상자와 보호자 모두에게 직접 서면 동의서를 받았다. 본 연

구는 병원이라는 임상환경에서 진행되는 연구로 병동 특성상 폐쇄된 환경에서 참여자가 

공동 생활 공간을 사용함에 따라 동시간에 대조군과 실험군을 무작위 배정하여 연구를 

진행할 경우 실험의 확산이라는 외생변수가 발생할 수 있어 먼저 대조군 자료를 수집한 

다음 실험군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16년 8월부터 2018년 

9월까지였다.  

2)사전조사 

실험군과 대조군의 실험 전 자료수집은 일반적 특성 및 변수에 관한 구조화된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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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하였다. 설문지 작성은 10분에서 20분이었다. 

 3) 실험처치 

가. 실험군 

분노조절 프로그램은 소아청소년 정신과 병동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고 실험처치

는 2017년 10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진행되었다.  

나. 대조군 

대조군의 경우는 소아청소년 정신과 병동의 기존 심리사회적 중재를 받았다. 병동에서

제공하는 심리 사회적 중재에는 일회성으로 분노조절에 관한 교육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

다. 대조군의 자료수집은 2016년 8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진행되었다.  

4) 사후조사 

 사전조사와 동일한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는데 실험군은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날에 

대조군의 사후조사는 사전조사 후 4주가 되는 날에 하도록 하였다.   

5. 분노조절 프로그램 

1) 프로그램 준비과정 

본 연구자는 4년간 소아정신과 병동에서 근무하며 다양한 심리사회적 중재 프로그램

을 진행한 경험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인지행동치료 기반 분노조절 프로그램을 

고찰하여 확인한 핵심개념을 바탕으로 병동 환경에 적합하게 구성한 분노조절 프로그램

을 적용하였다. 수정한 프로그램의 내용은 정신간호학 교수 1인, 소아정신과 병동에 근

무하는 간호사에게 자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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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그램 구성 및 내용 

(1) 프로그램의 목적 

 소아정신과 병동에 입원한 정서 및 행동문제가 있는 청소년이 분노조절방법에 대해 습

득할 기회를 갖고, 이를 통해 자신의 분노를 인식하고 조절할 수 있다.   

(2) 프로그램의 목표  

첫째, 분노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킨다. 

둘째, 자신의 분노를 인식한다. 

셋째, 분노를 표현하는 적절한 방법을 습득한다. 

(3) 프로그램 내용  

인지행동치료 기반 분노조절 프로그램은 집단 회기 4회와 개인 회기 4회가 짝을 이뤄 

총 8회기로 구성하였다. 이때 내용은 병동 내 화가 날 수 있는 세 가지 상황을 사례로 

들어 만화형태로 표현하였다. 

 1회기(분노 및 분노상황에 대한 자각-나의 느낌 알아차리기) 집단 프로그램에서는 전

체프로그램에 대한 오리엔테이션과 함께 병동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분노상황을 만화라

는 매체를 통해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분노할 때 나타나는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반응

에 대해 알아보았다. 개인 프로그램에서는 참가자가 분노했었던 구체적인 사례를 떠올려

보고 그 때의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반응을 기술하게 하여 참가자가 스스로 자신이 어

떤 상황에서 화가 나고, 화가 날 때 나타나는 반응을 자각하게 하였다. 이 때 바꾸고 싶

은 행동과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해 생각하게 해보도록 하여 조절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강조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동기부여를 강화시켰다.  

 2회기(분노와 관련된 사고의 변화-생각변화하기)집단 프로그램에서는 사고-감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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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순환적인 관계에 대해 알아보고 행동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사고를 변화시켜야 함을 

설명하였다. 우리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사건 때문에 괴롭고 힘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건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방식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을 기본으

로, 분노의 발생 이유가 되는 부정적 자동적 사고에 대해 알아보고 참가자가 자주 사용

하는 인지적 오류가 무엇인지 파악하도록 하여 스스로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인지재구

조화 과정에 대한 안내를 하였다(상황에 대한 평가, 인지오류 유형, 비합리적 신념 등). 

개인 프로그램에서는 1회기에서 기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참가자가 가지고 있던 인지적 

오류에 대해 생각해보고 상황을 긍정적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대체 생각을 적어보도록 

하였다. 

 3회기(분노에 대해 알아보기) 집단 프로그램에서는 분노에 대해 알아보았다. 분노에 대

해 정확하게 알고 분노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통해 분노조절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도록 

하였다. 개인 프로그램에서는 집단프로그램에서 배운 내용을 질문에 서술하도록 하여 반

복학습의 기회를 갖도록 하였다.  

 4회기(분노 유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의 훈련 -예: 정서표현기술-분노 표현하

기) 분노의 표현 방식에 대해 설명하고 적절한 표현에 대해 설명하였다. 집단 프로그램

에서는 I-message와 YOU-message에 대해 알아보고 I-message를 적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감정을 전달해보는 과정을 가졌다. 개인 프로그램에서는 상황에 따른 대본을 

주고 YOU-message를 I-message로 바꿔보는 연습을 해 보았다. 하였다. 4회기는 마

무리 회기로써 치료자는 참가자들과 함께 전체 회기 동안 학습한 내용을 정리하고 활동

을 통해 참여자가 미래의 자신의 긍정적인 모습을 예언하고, 각자의 강점을 인식하도록 

하여 지속적으로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함으로써 마무리 하였다.  

3) 프로그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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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서울시 일개 대학병원 소아청소년정신과병동에 입원한 청소년환자들을 대상

으로, 환자들이 입원한 지 최소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서 집단 프로그램과 개인 프로그램

이 짝을 이뤄 주 2회 약 30분간, 총 8회기로 진행하였다. 집단 프로그램은 강의, 토론 

형태로 프로그램이 없는 시간에 학습실에서 진행되었고, 개인 프로그램은 미리 과제로 

제공한 프로그램 워크북에 대해 연구자와 일대일 면담 형태로 비밀이 보장되는 독립된 

공간인 상담실에서 진행되었다. 간단한 유인물과 필기구를 이용하여 진행되었다.  

Table 2.Program Overview 

주제 회기 형태 내용 접근법 시간  장소 

 

나의 느낌  

알아 차리기 

1 집단 분노가 발생하는 이유, 분노가 나

타날 때 반응에 대해 알아본다.  

강의  

토론 

30분 학습실 

2 개인 내가 분노할 때 나타나는 반응과 

내가 화가 나는 상황이 무엇인지 

파악한다. 

면담 30분 상담실 

 

생각 

변화하기 

3 집단 인지, 정서, 행동의 관계를 알아보

고 인지적인 오류가 무엇인지 알

아본다.  

강의  

토론 

30분 학습실 

4 개인 분노상황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인지적 오류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생각을 변화시켜본다.  

면담 30분 상담실 

분노에 대해  

알아보기 

5 집단 분노가 무엇인지, 분노의 순기능

과 역기능에 대해 알아본다. 

강의  

토론 

30분 학습실 

6 개인 분노에 대해 복습한다.  면담 30분 상담실 

 

분노  

표현하기 

7 집단 분노유발 상황에서 적절하게 감정

을 표현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강의  

토론 

30분 학습실 

8 개인 적절한 감정표현 방법을 실제로 

사용해서 표현해 본다.  

면담 30분 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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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구도구  

1) 분노 

Novaco(1975), Scahcter. S, & Singer J. E(1962), Spielberger(1988) 등의 분노이

론을 근거로 문은주(2008)가 개발한 분노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26개의 문항이 정서적

요인(8문항), 행동적요인(10문항), 인지적요인(8문항) 3가지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 5점 척도로 점수는 최소 26점에서 최대 139점으로 총점이 높을수록 분노

수준이 높다.  

 2) 공격성 

Buss와 Perry(1992)가 개발한 것으로 서수균과 권석만(2002)이 번안하여 한국판으

로 만든 Aggression Questionnaire-Korea version(AQ-K)를 사용하였다. 총 27개 

문항으로 신체적 공격성 (9문항), 언어적 공격성 (5문항), 분노감 (5문항), 적의성 (8문

항)등 4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형 5점 척도이며 점수는 최소 27점에서 

최대 108점으로 총점이 높을수록 높은 공격성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간값을 제

외하고 4점척도로 변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문정희 & 홍선미, 2015). 역채점 문항은 7

번, 10번, 18번이었다.  

 3) 분노조절능력 

Morganett, R. S(1944)이 초등학교 아동들을 대상으로 분노조절을 측정하기 위해 개

발한 것으로 남궁희승(1997)이 번안한 분노조절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0개이 문항이 

Likert형 5점 척도로 최저10점에서 최대 50점으로 총점이 높을수록 분노조절능력이 우

수하다고 볼 수 있다. 역채점 문항은 1번, 2번, 5번, 6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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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료분석방법 

이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의 기술 통계로 

분석하였다. 

 2) 각 변수의 정규성은 Shapiro-Wilk test 를 통해 검정하였다 

 3)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정규성을 띠는 변수의 두 군간 

동질성은 카이제곱, 독립표본 t-test 를 통해 동질성 검정을 하였다.  

 4) 실험군과 대조군 간 프로그램 전후 종속변수의 변화량의 정규성을 확인하였다.  

정규성을 띠지 않는 변수의 경우, Mann-Whitney U test 를 이용해 분석하였다.  

 5) 통계적 유의수준은 .05 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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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결과 

1. 대상자의 특성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동질성 검정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정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는 실험군 17명, 대조군 14명으로 총 31명이었고, 남

성이 16명으로 전체의 51.6%였다. 평균 연령은 14.74(±1.95)세였고, 교육 정도는 초등

학교 재학이 6.5%, 중학교 재학이 35.4%, 고등학교 재학이 32.3%, 학교 밖 청소년이 

22.6%, 기타(대학생)가 3.2%였다(Table 3). 

Table 3.Homogeneity test of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Categories Exp. 

(n=17) 

Cont. 

(n=14) 

Total 

(N=31) 

X2  or t 

 

P 

  n (%) 

Mean ± SD 

n (%) 

Mean ± SD 

n (%) 

Mean ± SD 

  

 

Gender 

Male 

Female 

9 

8  

(52.9%) 

(47.1%) 

6 

8  

(42.9%) 

(57.1%)    

15  

16 

(48.4%) 

(51.6%) 

 

0.667 

 

.591 

 

 

Age(years) 

 

 

11~12 

13~15 

16~18 

14.41±1.73 15.14 ± 2.18 14.74 ± 1.95  

 

1.041 

 

 

.307 

2  

12 

3  

(11.8%) 

(70.6%)  

(17.6%) 

3 

4 

7 

(21.4%) 

(28.6%) 

(50%) 

5   

16  

10 

(16.1%) 

(51.6%) 

(32.3%) 

 

 

 

 

Education 

Level 

Attending 

Elementary   

school 

 

1 

 

(5.9%) 

 

 

1 

 

(7.1%) 

 

2 

 

(6.5%) 

 

 

 

 

Attending 

Middle school 

7 (41.2%) 4 (28.6%) 11 (35.4%)  

-.125 

 

.902 

Attending  

High school 

4 (23.5%) 6 (42.8%) 10 (32.3%)   

Youth  

Out of school 

4 (23.5%) 3 (21.5%) 7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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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er 1 (5.9%) 0 (0%) 1 (3.2%)   

 

2) 실험군과 대조군의 종속변수 동질성 

중재 전 실험군과 대조군의 종속변수에 대한 동질성을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test 

를 시행하였다. 분노, 공격성, 분노조절 능력은 실험군과 대조군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없었다(Table 4). 

Table 4.Homogeneity test of outcome variables between the groups at baseline 

Variables Exp. (n=17) Cont.(n=14) t P 

 Mean ± SD Mean ± SD   

Anger 82.18 ± 21.87 74.43 ± 33.64 -.773 .446 

Aggression 60.29 ± 16.92 55.43 ± 18.04 -.442 .662 

Anger management ability 31.18 ± 7.01 34.93 ± 8.12 .368 .716 

 

2. 가설검정 

1) 분노조절 프로그램이 분노에 미치는 효과 

가설 1. 분노조절 프로그램을 받은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분노점수 변화량이 클 것이다.  

중재 후, 실험군의 분노점수는 평균 82.18에서 68.29로 감소하였고, 대조군의 분노점

수는 평균 74.43에서 65로 두 집단 모두 분노점수가 감소하였다. 중재가 분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실험군의 중재 전후 차와 대조군의 차이를 비교하는 Mann-

Whitney U test 결과,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5, Figur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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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Comparison of Anger between two groups 

Variables Anger (Mean ± SD)  P 

 pre post difference(pre-post)   

Exp.(n=17) 82.18 ± 21.87 68.29 ± 21.70 13.88 ± 18.33  .421 

 Cont.(n=14) 74.43 ± 33.64 65.00 ± 25.00 9.43 ± 18.18 

 

 

Figure 2.Comparison of Anger between two groups 

분노척도는 26개의 문항으로, 하위영역으로 인지문항(8), 정서문항(8), 행동문항(10)

으로 구성된다. 분노조절 프로그램이 분노의 각 하위 영역에 미치는 효과는 아래와 같았

다.  

1-1) 분노조절 프로그램이 인지영역에 미치는 효과  

중재 후, 실험군의 분노 중 인지영역 점수는 평균 25.71에서 23로 감소하였고, 대조군

의 분노 중 인지영역 점수는 평균 25.71에서 20으로 두 집단 모두 분노의 인지영역 점

수가 감소하였다. 중재가 분노의 인지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실험군의 중

재 전후 차와 대조군의 차이를 비교하는 Mann-Whitney U test 결과, 유의수준 .05에

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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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Comparison of Anger-cognition between two groups 

Variables Anger- Cognition (Mean ± SD)  P 

 pre post difference(pre-post)   

Exp.(n=17) 25.71 ± 7.01 23.00 ± 7.13 2.71 ± 5.99   .830 

 Cont.(n=14) 25.71 ± 18.80 20.07 ± 8.54 5.64 ± 13.61 

 

1-2) 분노조절 프로그램이 정서영역에 미치는 효과  

중재 후, 실험군의 분노 중 정서영역 점수는 평균 29.35에서 23.65로 감소하였고, 대

조군의 분노 중 정서영역 점수는 평균 25.57에서 24.21로 두 집단 모두 분노의 정서영

역 점수가 감소하였다. 중재가 분노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실험군의 중

재 전후 차와 대조군의 차이를 비교하는 Mann-Whitney U test 결과, 유의수준 .05에

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중재가 분노의 정서 영역에서는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

다(Table 7).  

Table 7.Comparison of Anger-Emotion between two groups 

Variables Anger-Emotion (Mean ± SD)  P 

 pre post difference(pre-post)   

Exp.(n=17) 29.35 ± 6.84 23.65 ± 8.34 5.71 ± 7.00   .044* 

 Cont.(n=14) 25.57 ± 7.34 24.21 ± 8.66 1.36 ± 6.03 

 

1-3) 분노조절 프로그램이 행동영역에 미치는 효과  

중재 후, 실험군의 분노 중 행동영역 점수는 평균 28.12에서 22.47로 감소하였고, 대

조군의 분노 중 행동 영역 점수는 평균 23.43에서 21.57로 두 집단 모두 분노의 행동

영역 점수가 감소하였다. 중재가 분노의 행동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실험

군의 중재 전후 차와 대조군의 차이를 비교하는 Mann-Whitney U test 결과, 유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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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05에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8). 

Table 8.Comparison of Anger-Behavior between two groups 

Variables Anger-Action (Mean ± SD)  P 

 pre post difference(pre-post)   

Exp.(n=17) 28.12 ± 10.93 22.47 ± 9.29 5.65 ± 8.28   .077 

Cont.(n=14) 23.43 ± 11.53 21.57 ± 7.34 1.86 ± 6.69 

 

2) 분노조절 프로그램이 공격성에 미치는 효과 

가설 2. 분노조절 프로그램을 받은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공격성 점수 변화량이 클 것이

다.  

중재 후, 실험군의 공격성 점수는 평균 60.29에서 49.35로 감소하였고, 대조군의 공

격성 점수는 평균 55.43에서 44.79로 두 집단 모두 공격성 점수가 감소하였다. 중재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실험군의 중재 전후 차와 대조군의 차이를 비교

하는 Mann-Whitney U test 결과,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9, 

Figure 3). 

Table 9.Comparison of Aggression between two groups 

Variables Aggression(Mean ± SD)  P 

pre post difference(pre-post) 

Exp.(n=17) 60.29 ± 16.92 49.35 ± 15.33 10.94 ± 11.65  .493 

Cont.(n=14) 55.43 ± 18.04 44.79 ± 8.39 10.64 ±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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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Comparison of Aggression between two groups 

3) 분노조절프로그램이 분노조절에 미치는 효과 

가설3. 분노조절 프로그램을 받은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분노조절 점수 변화량이 클 것

이다.  

 중재 후, 실험군의 분노조절 점수는 평균 31.18에서 34.93로 증가하였고, 대조군의 분

노조절 점수는 평균 34.93에서 36.21로 두 집단 모두 분노조절점수가 증가하였다. 중재

가 분노조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실험군의 중재 전후 차와 대조군의 차이를 

비교하는 Mann-Whitney U test 결과,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10, Figure 4). 

Table 10.Comparison of Anger management between two groups 

Variables Anger management ability (Mean ± SD)  P 

 pre post difference(pre-post)   

Exp.(n=17) 31.18 ± 7.01 34.94 ± 6.84 −3.76 ± 6.43  .138 

Cont.(n=14) 34.93 ± 8.12 36.21 ± 5.70 −1.29 ± 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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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Comparison of Anger management between two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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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논의 

 본 연구는 서울 일개 대학병원의 소아청소년 정신과병동에 입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지행동치료기반의 분노조절프로그램을 적용하고 분노, 공격성, 분노조절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유사실험연구이다. 본 장에서는 분노조절 프로그램의 효과를 가설 

검증한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한 후 분노조절 프로그램의 구성 및 적용과정을 논의하고자 

한다.  

1. 분노조절 프로그램의 효과 

분노조절 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군과 병동 내 기존의 심리사회적 중재만을 받은 대조

군,두 집단 모두에서 분노점수와 공격성점수가 감소하고 분노조절능력 점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세부영역으로 살펴본 분노의 정서영역 외에 두 집단간 분노, 공

격성, 분노조절능력 점수의 변화량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분노의 정서 영역에서

만 나타난 변화량에서의 유의미한 차이는 제한적인 대상자 수로 설명하기에 어려움이 있

어,논의에서는 전반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원인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첫째, 병동이라는 환경과 관련된 요인이다. 환경치료는 치료적 환경(therapeutic 

milieu), 실체형태를 뜻하는 치료공동체 혹은 치료적 공동사회(therapeutic community)

라고도 하며 개인정신 치료나 약물치료를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치료환경을 개

선한다는 의미(Abroms, 1969)와 개인정신치료와 집단정신치료 혹은 약물치료 등과 같

이 그 자체만으로도 치료효과를 갖는다는 두 가지의 큰 의미를 지닌다(Cumming & 

Cumming, 1969).  

 정신과 병동 환경은 다양한 질환군이 함께 섞여있는 혼합치료환경으로 환자권익체계의 

적극적인 도입을 통한 구조적으로 일부 통제된 치료환경이다. 병동의 치료적 환경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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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 소집단(환자들과 치료자들) 및 전체사회 집단간의 집단역동과 이에 따라 일어나는 

현상들을 중시하고, 각 환자마다 경우에 따라서 개인 정신치료 및 약물치료가 동시에 병

행되는 곳이다(이만홍 & 강봉선, 1984). 

 입원을 수용한 입원 유지기간의 병원 환경은 청소년기의 주요 스트레스 요인이 되는 학

업과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 등으로부터 격리된 안전한 장소가 된다. 또한 병동 내 심리

사회적 중재 안에 분노조절 및 감정을 다루는 일회성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어 순수한 

분노조절 프로그램의 효과만을 측정할 수 없어 두 집단간의 차이를 만들어 내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즉, 병동환경자체의 치료적 역할과 병동 내 심리사회적 중재 안에 포함

된 분노조절 및 감정을 다루는 일회성 프로그램이 실험군과 대조군 사이의 차이를 좁혀 

연구의 효과크기를 감소시킬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 많은 수의 연구대상자를 대

상으로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분노조절 프로그램의 내용 및 구성과 관련된 요인이다. 인지행동치료의 핵심은 

부정적 또는 잘못된 인지를 대상자에게 인식시킨 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이를 행동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다(권준수, 2015). 분노조절에서 인지행동치료를 적용 시, 긴장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분노상황을 다양하게 준비하여 제시하고 그 상황에 충분히 익숙

해질 때까지 반복연습이 필요하고(천성문 et al., 2000), 대상자의 인지적 및 행동적 변

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치료의 회기가 요구된다((Kazdin, 1987). 집단 회기에

서는 병동 내 실제 일어날 수 있는 분노상황으로 사례를 제시하고, 개인 회기에서는 대

상자들이 당면하고 있거나 혹은 과거에 경험을 반추하여 자신의 분노 문제와 관련된 주

제를 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고 피드백을 주어 훈련토록 하였으나, 자신이 배운 기술들을 

익숙하게 사용함과 동시에 다른 상황에까지 치료의 효과를 적용해서 나타나는데 8회기

라는 적용횟수가 부족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 대상의 분노조절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에 따르면, 프로그램 회기가 많을수록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신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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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입원 기간이 짧아지는 추세이고 병동 내에 기존의 심리사회적 중재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며 대상자 개개인의 치료 계획 및 진행속도가 달라 회기 적용에 제한이 있

었다.  

 즉, 입원기간 중 약 4주라는 제한된 시간 안에 이루어지는 8회기 프로그램을 통해 자

신의 사고 오류를 평가하고 사고의 구체적인 내용을 수정하도록 훈련하는 인지적 재구성 

작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중재 회기를 늘려서 집중

적으로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연구 대상자 선정과 관련된 요인이다. 소아청소년 정신과 병동에 입원한 정서 및 

행동 문제를 가진 청소년으로 연구대상을 넓게 포함하면서 분노조절에 어려움이 없는 대

상자도 포함되어 종속변수의 변화량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못 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초기 청소년을 포함한 만 11세~18세를 연구 대상자로 선정하였기 때문에 대상자 

간의 인지기능의 차이가 다양하게 나타난 것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따라

서 초기평가를 통해 분노 조절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를 선별하고 연령을 세분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프로그램 적용 적용시기와 관련된 요인이다. 공격행동의 65%가 입원 후 일주일 

안에 일어났음(이철 & 이영호, 1981)은 보호병동이라는 환경과 타의 입원이라는 형태가 

입원 초기에는 분노 유발 요인이 됨을 보여준다 (장무성, 김정곤, & 엄용섭, 1978). 프

로그램 적용 시점은 일주일이 지난 시간으로 대상자가 입원에 적응한 시점이 되어 프로

그램 개입시점이 적절하지 않았을 수 있다.  

 집단정신치료에 관한 연구가 임상적으로 이용되기 위해서는 연구대상이 많아야 하고 집

단 및 치료자들의 숫자가 많아야 하며, 적절한 방법, 적당한 대조군, 사용된 치료에 관한 

명확한 기술 및 연구 결과에 대한 통계적 분석 등이 필요하다(Frank, 1975; MacKenzie, 

1987; 김현준 & 김진홍,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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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적으로 추후 연구에서 소아청소년 정신과 병동에 입원한 정서 및 행동문제를 가진 

청소년 중 대상자의 연령범위를 좁히고 분노조절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를 선별하여   

많은 수의 대상자에게 입원 직후에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프로그램

의 구성 및 회기를 수정하여 충분한 시간 동안 프로그램을 제공해 습득할 뿐 아니라 적

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2. 입원 청소년 대상 분노조절 프로그램 구성 시 고려사항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리사회적 중재를 적용하는데 있어서 동기부여가 중요하다. 청소년

기의 특성상 변덕스러운 모습이 많아 회기를 이끄는 동안 지속적인 참여 유도가 필요하

였다. 이때 청소년기의 또래문화는 강력한 동기부여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집단 회

기의 구성은 정신과 입원 환경에서 대상자의 퇴원은 치료팀에 의한 계획적인 경우 이외

에 예기치 못한 퇴원 결정에 집단치료의 안정된 틀이 쉽게 방해 받고 환자의 선택과 공

급의 문제가 있어 프로그램 진행에 제한점이 되기 쉽다. 하지만 청소년기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인 기성체계나 권위로부터 벗어나려는 독립성과 그 과정 중에서 보이는 동료집단

에의 응집력 및 동료집단으로부터의 강한 전염을 받는 현상으로 뚜렷한 치료효과를 나타

내는 경우가 많아 강점이 될 수 있다(이만홍 & 이호영, 1988). 

 또한 동기부여에 있어서 흥미 유발이 필요한데 내용 전달에서 사례교육과 만화라는 매

체의 활용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사례교육은 다른 사람의 경험을 간접적으로 체득하게 

하고,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을 가지고 실제 발생한 문제에 적용해 볼 수 있고, 실

제 문제에 대한 다양하고 세부적인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통찰력을 증진시켜주

는 방법이다(박병식, 1994). 특히, 연구자의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제시한 병동 내 일어

나기 쉬운 세 가지 분노유발상황은 대상자에게 직간접적인 경험을 구성원들간에 자연스

럽게 표현하고 그때의 감정을 공유하게 하였다. 만화는 간결한 선과 생략된 형태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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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명확하고 일목요연하게 전달해 주는 시각언어로, 청소년들에게 흥

미 유발하는 매체로서의 역할과 재미있고 알기 쉽게 전달하며 기억을 잘하고 유지하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임헌태, 2000).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입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분노조절프로그램에서 지속적인 

동기부여가 효과를 이끄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회기는 집단 회기를 적절하게 배치하

여 활용하는 게 필요하고 전달 방식은 만화와 사례교육 외에도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을 고려하여 구성하는 게 필요하다.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개 병원에서 대상자를 편의 추출하여 일반화 하기가 어렵다. 추우의 연구에서 

대상자를 임의 추출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탈락률이 높았다. 본 연구에서 최종 대상자 수는 31명으

로, 산출한 표본 크기 50명보다 적었다. 추후의 연구에서 더 많은 수의 대상자에게 중재

를 적용하여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대상자 모집과 자료수집을 포함한 연구수행기간이 길었다. 실제 프로그램 진행 

자료 수집 기간은 짧으나 대상자를 모집하고 집단을 구성하는 기간이 길어져서 전체적인 

연구수행기간이 길어졌다. 이는 우연적 사건(history)으로 연구의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

인이 될 수 있으므로 모집 기간을 단축시켜 연구수행기간을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제한적인 측정도구 사용이다. 분노증상은 정서, 생리적, 인지적, 행동적 양상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치료결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표현양상들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일련의 척도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가보고식 설문지를 통해서만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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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였기 때문에 결과를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두 집단의 효과를 비교함에 있어서 

생리적, 행동적 양상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연구의 의의 

 소아청소년 정신과 입원병동 내 간호사는 환자와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많은 심리

사회적 중재를 시행하고 있지만, 적용하는 심리사회적 중재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 및 평

가가 없었다.  

 본 연구는 정신 간호사가 하는 중재의 일부로써 인지행동치료를 기반으로 한 분노조절

중재를 적용하는 일련의 과정을 서술하였다.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병동 환경에 맞게 

구성한 분노조절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매뉴얼은 실무 현장에서 신규 및 전보 간호사가 

병동에 입원한 청소년 환자의 분노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하고 교육자료로 활용하여 직접 

중재를 적용할 수 있다. 이는 간호행위에 대해 근거기반의 실무를 가능하게 하고 간호사 

들이 환자들에게 일관된 중재를 적용할 수 있게 한다.  

 연구적 측면에서 본 연구는 정신과 보호병동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로 추후 연구에서 정신과병동 뿐만 아니라, 보호관찰소 등 특수한 환경에

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청소

년의 특징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적용하였기에 고위험 청소년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심리사회적 중재를 탐구하고 교육자료를 제작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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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소아청소년 정신과 병동에 입원한 정서 및 행동문제가 있는 청소년에게 적

용한 인지행동 기반 분노조절 프로그램이 분노, 공격성, 분노조절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비동둥성 유사실험 연구로 실험군 17명, 대조군 14명으로 총 31명

이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실험군에게는 기존의 병동 내 심리사회적 중재에 추가로 분노조

절 프로그램을 제공하였고 대조군은 기존의 병동 내 프로그램만을 받았다. 

1) 프로그램 적용 전, 후 분노 점수의 변화량은 세부영역인 정서영역을 제외하고 실험군

과 대조군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2) 프로그램 적용 전, 후 공격성 점수의 변화량은 실험군과 대조군 간 유의한 차이가 없

었다.  

3) 프로그램 적용 전, 후 분노조절 점수의 변화량은 실험군과 대조군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분노의 정서영역을 제외하고 분노조절 프로그램의 효과는 검증

되지 않았다. 하지만 소아청소년 정신과 병동에 입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분노조절 

프로그램을 적용한 최초의 연구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대상자를 임의 추출한 것을 제언한다.  

 둘째, 추후의 연구에서는 더 많은 대상자에게 적용하여 반복 측정할 것을 제언한다. 

 셋째, 자료의 수집기간을 통제할 것을 제언한다.   

 넷째, 측정도구로 자가보고식 설문지 외에 생리적, 행동적 양상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

를 추가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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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er is a universal emotion of humans. However, the uncontrolled intensity and frequency of 

anger cause difficulties not only in personal emotions but also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Those in 

their teens are most impressionable and may be difficult to control anger with intense emotional 

responses. On the other hand, it is important to acquire the ability to control oneself at this time, since 

adolescence is the time to internalize emotional regulation. Especially, adolescents with emotional 

and behavioral disabilities admitted to psychiatric wards may experience difficulty in controlling 

anger, but there is no structured and persistent anger management program within the ward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confirm the effectiveness of applying anger management program 

based on cognitive behavior for adolescents admitted to pediatric psychiatric wards.  

According to previous literature review, the program based on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was 

configured to the psychiatric ward environment with core concepts of anger, awareness of anger, 

anger situation, change of thinking related to anger, and technical training to cope with anger feelings. 

In the following study, a quasi-experiment with a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posttest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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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 conducted. One university hospital in Seoul was selected. All subjects in the experimental group 

received a cognitive behavioral anger management program. The subjects in experimental group 

(n=17) received a total of 8 sessions of intervention with a combined group sessions and individual 

sessions over 4weeks. The control group (n=14) received treatment as usual without additional 

intervention. The effects of the anger management program were measured before and after the 

program, including anger, aggression, and anger control, along with general characteristics such as the 

age and educational level of the subjects. 

 The data was analyzed using the SPSS / WIN 23.0 program. The results were as follows: Except for 

the emotional area, which was the detailed area of anger score, there were not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amount of change of anger score, change of aggression score and change of anger control score 

between experimental group and control group. 

 As the first study to apply anger control program to adolescents admitted to psychiatric wards,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groups, but a series of procedures and data applying interventions can help 

nurses apply systematic and consistent interventions in practice. In addition, it has meaning in that it 

can be used as basic data in the future study applying psycho-social intervention to adolescents in a 

special environment of hospitalized wards. 

 

Keywords: psychiatric inpatient Adolescents, Anger, Aggression, Cognitive Behavioral Anger 

Management Program  

Student Number: 2014-20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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