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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정신 장애인의 회복을 위한

멘탈 휘트니스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토

- 낮병원을이용하는조현병정신장애인을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이 재 윤

조현병의 치료와 정신 장애인의 사회 복귀는 1950년대 탈원화

이후 꾸준히 진행되었다. 그러나 50년이 넘도록 조현병 정신 장애

인은 치료와 재활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사회 서비스 역시 이를

목표로 진행되었다. 2006년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과 2016년 우리

나라의 정신 건강 복지법의 개정으로 회복 패러다임에 대한 관심

이 높아졌고, 정신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역시 변화하고 있다. 이

와 같은 맥락에서 조현병 정신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적응할

수 있는 스스로의 능력을 기르는 회복 관점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

램과 사회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문제나 증상에 초점을 두지 않고 개인의 긍정적

인 요소나 자원들을 직접적으로 증진시켜 개인이 경험하는 부정적

결과를 효과적으로 다루는 긍정 심리학에 기초한 새로운 프로그램

을 제공하여 그 효과를 살펴보았다. 긍정 심리학에 기초한 멘탈

휘트니스 프로그램은 정신적 훈련을 통해 정신 건강을 증진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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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목표로 하는 정신 건강 증진 프로그램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 사회 내에 거주하며 낮병원을 이용하는 조

현병 정신 장애인에게 멘탈 휘트니스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프로

그램 전후에 그들의 삶의 만족도,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 자아 존

중감, 우울감, 불안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경기도 고

양시 소재 K병원 정신 건강 의학과 낮병원을 이용하는 회원을 대

상으로 멘탈 휘트니스 프로그램 8회기를 제공하였고 사전, 사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사전사후 t-test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삶의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상승하였

고, 우울감, 불안감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긍

정 정서와 부정 정서, 자아 존중감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그 평균값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낮병원을 이용하는 조현병 정신 장애인에게 새로운

정신 사회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했다는 점, 지역 사회에 거주하는

조현병 정신 장애인에게 멘탈 휘트니스 프로그램이 효과적임을 확

인한 점, 회복의 관점에서 정신 장애인의 자기 감각의 변화에 멘

탈 휘트니스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인원이 적어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

기에 한계가 있다는 점, 단기간의 변화만 측정했다는 점, 대조군을

설정하지 못했다는 점,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를 동시

에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 대상자의 주관적 경험에 대한 질적 분

석을 실시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주요어 : 회복 패러다임, 조현병, 정신 장애인 회복, 멘탈 휘트니스,

낮병원, 정신 사회 재활 프로그램, 긍정 심리학

학 번 : 201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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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문제제기

세계보건기구(WHO)는 전인적 모형을 적용하여 정신 건강을 “개인이

자신의 능력을 실현하고, 삶에서 정상적 스트레스에 대응하고, 생산적으

로 일하고, 그리고 지역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안녕 상태(well-being

state)”로 정의하였다(박영남, 2012 재인용). 정신 건강 서비스는 정신 질

환자를 시설에 가두고 사회와 격리시켰던 과거에서부터 끊임없이 발전해

왔다. 먼저 1950년대 중반에 항정신병 약물이 개발되면서 장기간 입원하

여 치료를 받는 형식을 벗어나 지역 사회 내에서 정신 장애인이 약물 치

료를 병행하며 지역 사회에 복귀하는 탈시설화가 진행되었다. 이후로는

증상의 제거 즉 치료뿐 아니라 재활과 재발 방지, 예방에 이르기까지 많

은 변화가 있었다. 대규모의 탈원화와 함께 지역 사회 내에서 살아가는

정신 장애인의 새로운 욕구를 위한 대안으로 회복 패러다임이 제시되었

다. 정신 장애인이 증상을 완화하고 지역 사회 내에서 치료를 반복하면

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긍정적인 자기 감각을 가지고 필요한 구체적 기

능적 능력을 획득하고 강화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이용표, 강상경,

배진영, 2021).

우리나라의 정신 건강 복지도 변화해왔다. 정신 장애인의 재활을 지향

하는 정신보건법이 1995년 제정되고 2006년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이 유

엔 총회에서 채택되어 장애인 권리협약 비준국가인 우리나라 역시 정신

장애인의 존엄성 및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복합적인 서비스를 제

공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다(변용찬, 2006). 2011년에는 의학계에서

도 신경 정신과 혹은 정신과에서 정신 건강 의학과로 개명하였으며 2016

년에는 기존의 정신 보건법에서 회복 관점을 지향하는 정신 건강 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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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전면 개정되었다. 정신 건강 복지법은 치료와 재활 뿐 아니라 정신

장애인이 지역 사회 내에서 적응할 수 있는 스스로의 능력을 기를 수 있

도록 국가 차원의 서비스나 환경이 개선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치료와

재활, 단순한 탈원화, 지역 사회로의 복귀에서 나아가 정신 건강 증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상기 변화에 따라 정신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정신 건강 서비스의 변화

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탈시설화에 따라 정신 장애인들은 장기 입원을

벗어나 지역 사회 내에 거주하게 되었으나(양옥경, 2006) 많은 정신 장애

인들이 지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채 퇴원과 입원을 거듭하고 있다. 정

신 장애인들이 지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회적 관리 시스템

인 사례 관리의 부족(김병수, 2013), 사회적인 낙인(이선혜, 2007)뿐 아니

라 각 개인의 증상 재발 및 사회 적응에 필요한 여러 기술의 부족 등(이

지연, 2014)으로 나타난다. 정신 장애인들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사

회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정신 사회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해왔다(김이

영, 2004). 정신 사회 재활 프로그램은 정신 장애인의 양성 증상 및 음성

증상의 증상 완화와 기능적 향상에 효과적이다. 하지만 증상이 감소하고

사회적 기능이 향상되어 지역 사회로 복귀한 정신 장애인은 자신의 삶에

만족하면서 살지 못하고 오히려 장기간 입원 중인 환자들 보다 더 불만

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보고하였다(국승희, 2001).

정상화 이론의 세계적 석학인 Wolfensberger(1972)는 그의 저서에서 정

신 장애인의 재활과 관련하여 “정신 장애인이 왜 좋아지고 왜 나빠지는지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였다. 이 표현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기도 하지만

재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제공하는 전문가에게 정신 장애인의 재활 프로

그램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시도가 필요함을 알려 주고 있다. 지역 사회

에 거주하는 정신 장애인의 증상이 감소하고 질병이 치료된 상태에서 나

아가 WHO에서 제시하는 정신 건강의 정의에 맞추어 정신적 안녕을 성취

하고 유지하려면, 정신 장애인의 정신적 안녕 상태 즉 행복감과 삶의 질을

증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실천적 대안이 필요하다(진명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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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심리학은 인간이 경험하는 부정적인 감정이나 사고를 극복하고

나아가 행복한 삶을 위해 긍정적 감정과 사고를 함양하는 것을 강조한

다. 긍정 심리학을 심리 치료에 적용한 긍정 심리 치료는 문제나 증상에

초점을 두지 않으면서도 개인의 긍정적인 요소나 자원들을 직접적으로

증진시킴으로써 문제나 증상으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들을 효과적으로 다

루는 치료적 접근이다(Seligman, Rashid, & Parks, 2006). 정신 장애인이

‘문제의 해결’ 뿐 아니라 전반적인 정신 건강의 증진과 행복의 성취와 같

은 보편적인 소망을 가진 한 개인이라는 점, 정신 장애인을 위한 정신

건강 증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복지 서비스의 하나로

긍정 심리 치료의 적극적인 적용이 필요해 보인다.

실제로 긍정 심리 치료가 정신 건강 증진에 미치는 효과성 검증은 다

양한 연구를 통해 이루어졌으나(고용선, 2014; 이진주, 2012; 정수현,

2018) 대부분 경미한 기분장애나 정신 질환 진단이 없는 상태의 개인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정신 장애인을 대상으로 그 효과를 보고한 연구

들도 진행되었으나 진단의 구분이 없거나(김근향, 2010; 김영란, 2012)

정신 건강 의학과 병동에 입원 치료 중인 대상으로 하고 있다(진명자,

2016). 이와 같이 선행 연구에서 긍정 심리 치료는 정신 질환이 없는 경

우, 경미한 정신 질환 또는 급성기로 정신 건강 의학과 입원 치료 중인

대상을 중심으로 검증되어 왔으며, 지역 사회 내 조현병 정신 장애인에

대한 긍정 심리 치료의 효과성 검증은 제한적임을 확인하였다. 정신 장

애의 주된 질병 중 65.6%를 차지하는 조현병 환자들은 정신 건강 서비

스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박미원, 2017 재인용). 조현병1)은

전 세계적으로 인구의 1% 정도로 일정하게 나타나며 우리나라 인구의

조현병 평생 유병률은 0.4%-0.5%, 조현병의 대표 증상인 환청과 망상을

평생 1회 이상 경험한 사람은 약 762,879명으로 조사되었다. 보건복지부

1) 조현병, 조현양상장애, 조현정동장애, 망상장애, 단기정신병적장애와 같은 5가

지 질환을 조현병 스펙트럼 장애라고 일컫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조현

병으로 통칭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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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에 의하면 국민 정신 건강 측면에서 조현병을 가장 심각한 질환으

로 구분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 사회에 거주하며 낮병원을 이용하는 조현병

정신 장애인을 대상으로 긍정 심리 치료(멘탈 휘트니스) 프로그램을 사

회복지사의 관점에서 수정, 보완하여 실시하고 그 효과를 검토하였다. 주

관적 행복감과 정신적 안녕을 측정하는 삶의 만족도,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 자아 존중감, 우울감 및 불안감 척도를 이용하여 긍정 심리 치료

프로그램 실시 전과 후에 측정하여 그 효과성을 검토하였다.

제 2 절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정신 건강 의학과 낮병원에 입원 중인 조현병 정신 장

애인을 대상으로 긍정 심리 치료에 기반을 둔 멘탈 휘트니스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긍정적 심리 경험을 통하여 삶의 만족도,

자아 존중감,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 우울감 및 불안감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였다.

상기 척도들을 측정도구로 사용하는 이유는 권석만(2010)의 행복에 대

한 정의에 근거한다. 행복은 긍정 심리학과 긍정 심리 치료의 핵심어로

서 긍정 심리 치료의 궁극적 목적은 행복을 얼마나 더 성취하고 행복감

을 높이느냐에 있다고 본다. 권석만(2010)에 따르면 행복을 설명하고 탐

구할 때 ‘주관적 안녕’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 주관적 안녕의

구성 요소로서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를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 긍

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의 각 구성 요소를 밝히고 있는데 그 중 대표적

인 요소들 삶의 만족도, 자아 존중감, 우울감, 불안감을 측정하여 본 연

구의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삶의 만족도는 긍정 심리 치료의 목표인 행복을 측정하기 위하여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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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에 포함하였다. 권석만(2010)은 긍정적 정서 중 행복감은 인간

이 자신의 삶을 전체적 또는 영역별로 평가할 때 그 결과가 긍정적이면

만족감을 느끼면서 이 행복감이 높아지기 때문에 주관적 안녕의 측정을

위해 삶의 만족도 척도가 적합하다고 말한다. 많은 연구에서 삶의 만족

도 척도를 통하여 개인적 삶 전반에 관해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평가를

실시하였다(임영진, 2012).

자아 존중감은 연구 대상자가 자신에 대하여 어떠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하였다. 높은 자아 존중감을 가진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행복하고 건강할 것이라고 추정되는 반면, 낮은 자존감을 가

진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괴롭고 심지어는 정신과적 질환을 가지게 될 것

이라고 추정된다(이희경 외 번역, 2008). 권석만(2010)은 자아 존중감과

같은 욕구가 충족될 때 심리적으로 행복감에 가까워진다고 느끼는데 이

는 후천적 경험에 더 많은 영향을 받아 본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

는데 적합한 도구라고 판단하였다. 극도로 높은 자아 존중감과 관련한

부정적인 결과가 보고되기도 하지만 높은 자아 존중감을 가진 사람들은

행복하고 생산적인 삶을 이끌어가는 것으로 가정된다. 이는 심리적 건강

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정신 장애인의 사회 복귀에 있어 긍정

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민소영, 2009).

긍정 정서는 개인이 긍정적인 성과를 달성하도록 돕는 데 구체적인 기

능과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연구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이희경 외 번역,

2008). 본 연구에서도 연구 대상자의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를 측정함으

로써 대상자인 정신 장애인의 사회 재활이라는 긍정적 성과를 달성하는

데에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가지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우울감과 불안감은 자신과 환경을 왜곡하여 지각함으로써 생겨난 무기

력과 비애로 인하여 활동을 상실하는 정서 장애를 말한다(윤희나, 2014).

구체적으로 부정적 생각과 불행한 느낌, 정서적 불편감, 인지기능 장애,

신체적 허약과 활력 감소 등으로 나타나며(이일경, 2009) 이러한 우울이

감소하면 연구 대상자의 행복감과 주관적 안녕 또한 증진되는 것으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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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여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 도구로 사용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삶의 만족도, 자아 존중감, 긍정 정서 및 부

정 정서, 우울감 및 불안감에 대한 자기 보고식 척도들은 연구 대상자의

주관적 안녕감과 행복감이 어느 정도 증진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도구로

적합하다. 멘탈 휘트니스 프로그램이 정신 장애인의 회복과 관련하여 주

관적 안녕감과 행복감을 높여 정신 사회 재활 프로그램으로서의 효과성

이 있음을 확인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멘탈 휘트니스 프로그램을 통하여 정신 건강 의학과 낮병

원을 이용 중인 정신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가 향상되는가?

[연구문제 2] 멘탈 휘트니스 프로그램을 통하여 정신 건강 의학과 낮병

원을 이용 중인 정신 장애인의 자아 존중감이 향상되는가?

[연구문제 3] 멘탈 휘트니스 프로그램을 통하여 정신 건강 의학과 낮병

원을 이용 중인 정신 장애인의 긍정 정서가 높아지는가?

[연구문제 4] 멘탈 휘트니스 프로그램을 통하여 정신 건강 의학과 낮병

원을 이용 중인 정신 장애인의 우울감이 낮아지는가?

[연구문제 5] 멘탈 휘트니스 프로그램을 통하여 정신 건강 의학과 낮병

원을 이용 중인 정신 장애인의 불안감이 낮아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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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정신 장애인의 회복과 정신 사회 재활

1. 정신 장애인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2)에 따르면 정신 장애인은 지속적

인 양극성 정동장애(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및 재발성 우울장애에 따른 감정조절․행

동․사고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정의한다.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은 자로서 적절한 치료중임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정신 장애인 진단을 받을 수 있다.

2020년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등록 장애인은 2,633,026명이며 이 중 등

록 정신 장애인은 103,525명으로 약 4%로 집계된다. 우리나라의 정신 장

애인은 장애인 복지법 뿐 아니라 정신 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

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보장하는 치료와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정신 장애인은 정신 건강 복지 센터, 정신 의료기관, 정신 요양 시설, 정

신 재활 시설, 중독 관리 통합 지원 센터 등 전국 2,255개의 기관에서 정

신 건강사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보건복지부, 2019). 해당 기관에서는

정신 장애인을 포함한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지역 사회 통합을 위한 서비

스를 제공하며 정신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

업을 실시하고 있다.

정신 장애는 광의적 개념으로 정신병과 정신 질환을 포괄하며 사고,

감정 및 행동이 병리학적으로 특징지어지는 장애를 말하며 질병 자체의

진행 외에도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 기능의 붕괴를 포함한다. 즉, 질병의

2)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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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이 완화되어도 그 후유증으로 질병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지 못하

는 경우가 만성 정신장애이다(최희철 외, 2019). 정신 장애인은 정신질환

으로 인해 개인의 기능에 심각한 어려움을 경험하며(백승주, 2019) 영구

적 혹은 반영구적인 정신적 문제나 질병으로 인해 이전의 기능으로 돌아

갈 수 없는 경우가 많다(문인숙 외, 1991). 정신 장애인은 인지 기능의

손상을 보이며 일상적인 생활과 직업 생활에서 어려움을 경험하여 상대

적으로 스트레스에 매우 취약하다. 또한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성공을 위해 노력하기보다 실패 상황을 회피하려는 경향을 더 많이 보인

다(김소영 외, 2018). 정신 장애인은 사회기술이 부족하여 부적절 행동을

보이고(박영준 외, 2013) 스스로 자신의 생활을 통제하는 힘이 부족하여

자신감이 낮다(김소영 외, 2018). 정신장애는 질환에 대한 치료와 심리적

특성, 사회적 기능의 저하를 고려한 통합적인 재활이 필요하다.

2. 정신 장애인의 회복

회복(Recovery)의 개념은 미국의 정신보건역사에서 출현하고 발전된

개념으로 1960-70년대를 거쳐 탈원화가 대규모로 전개되면서 형성되었다.

1980년대에 이루어진 이전 퇴원환자들에 대한 추적조사 결과에서 지역

사회 내 생활하는 정신질환자들이 증상의 완화 이외에 많은 욕구를 가지

고 있었다. 지역 사회에서 경험하는 일들은 질병과 치료를 벗어난 새로운

문제들이었으며, 이와 관련된 정신 장애인의 새로운 욕구를 충족하기 위

한 대안으로 회복 패러다임이 제시되었다. 회복은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

이 주변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스스로 유능하다는 자기 감각과 역량을

되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 회복과정은 병의 경험에서 부정

적으로 형성된 자기감각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즉 대중적 편견이나 그로

부터 연유되는 ‘무능한 존재’,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 존재’ 와 같은

자기낙인에서 벗어나 유능하고 희망이 있는 사람이라는 자기감각을 재조

직화하고 삶을 새로이 인식해나가는 과정이다(이용표 외, 2021).

우리나라의 정신 건강 복지 영역에서 회복 패러다임은 2016년 정신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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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복지법 개정에 적용되었다. 치료와 재활에 집중되었던 기존의 정신보

건법이 정신 건강 복지법으로 개정되면서 정신 장애인의 회복에 관심을

두고 정책의 방향과 그 내용이 바뀌어가고 있다. 이에 맞추어 정신 건강

복지 임상 영역에서도 기존의 치료, 재활에 초점을 둔 프로그램에서 벗

어나 회복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정신 사회 재활프로그램의 시도와 적용

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나라에서 회복 패러다임에 대한 논의는 2000년

이후 시작되어 2010년 이후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이근희, 2014).

임상 서비스 현장에서 정신 장애인의 회복에 영향을 미치는 정신 사회

재활과 회복에 관해서는 다음 항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3. 정신 사회 재활

정신 사회 재활(psychosocial rehabilitation)은 심각한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의 재기를 돕기 위해 만들어진 다양한 비약물적 개입법을 지칭하는

용어다. “정신장애로 인해 오랜 기간 기능적 장애를 가진 사람이 최소한

의 전문적 개입을 받으며 성공적이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

요한 기능을 증진시키는 것”이라고 정의되고 있다(박병선 외, 2013에서

재인용). 기존의 정신질환 치료는 정신 장애인의 약점, 결함을 강조하여

치료하였다면 정신 사회 재활접근은 정신 장애인이 지역 사회 안에서 살

아가는데 필요한 기술과 지지해줄 수 있는 자원을 향상시키고자 한다(김

소야자 외, 1998). 따라서 이들의 건강한 면을 강화하고 잠재력을 찾아내

어 향상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사회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전략들을 교육시

킬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치료적 접근은 정신질환의 재발과 재입원의 방

지, 삶의 질 향상, 적절한 사회적 역할을 획득하는데 도움이 된다(이지연

외, 2014).

정신 사회 재활은 입원 기관에서도 실시되지만 보통의 경우 지역 사회

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며 사회복지사, 심리학자, 간호사, 작업 치료사 등

정신 건강 전문가 또는 정신 건강 전문가로서의 훈련을 받은 적은 없지

만 정신 사회 재활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데 적합한 기술과 태도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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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사람이 제공하게 된다. 정신 사회 재활은 재기의 개념적 틀 안에서

이루어지며 결과보다 과정을 더 중요하게 다룬다. 개인적 수준에서 미래

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증진시켜가고, 지역 사회 수준에서 질병보다 사

람과의 연결성을 만들어가는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에 대한 소속과 참여

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신 재활에서의 회복은 전문가에 의

한 증상의 완화 혹은 제거가 아니라 사회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습득

의 지원에 초점을 둔다. 회복을 위한 정신보건서비스는 정신장애를 가지

고도 만족스럽고 희망에 찬 삶을 영위하는 것이다(이용표, 강상경, 배진

영, 2021).

정신 사회 재활 프로그램은 정신 장애인이 지역 사회에서 적절한 기능

훈련과 환경적 지지를 제공받음으로써 일상생활 기능과 사회적 응 능력

등이 최대로 회복되고 지역 사회에서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

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김현숙, 2002). 현재 각 병원이나 사회 복귀 시

설 등 정신 보건 기관에서 실시되는 정신 사회 재활 프로그램은 매우 다

양하다. 이러한 프로그램으로 증상관리 프로그램, 스트레스 관리, 사회

기술 및 사회 적응 훈련, 일상생활 훈련, 직업 재활 훈련, 문제 해결훈

련, 독서 치료, 인지 행동 치료, 미술 및 음악 치료와 같은 예술 치료 프

로그램, 자조모임, 심리극, 집단 정신 치료 등이 있으며 이를 하나로 묶

어 통합적 재활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진행하기도 한다(이지연 외,

2014).

연영란 외(2013)의 연구에서 24편의 정신 사회 재활프로그램 효과성

검토 연구들을 살펴본 바, 정신 사회 재활 프로그램(통합 재활 프로그램,

사회 기술 훈련, 정서 관리훈 련, 사회 적응 훈련, 자가 간호 프로그램,

직업 재활 프로그램)은 정신질환자의 대인관계, 문제해결, 사회행동 면에

서 효과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김이영 외(2009)의 연구에서는 정신 사회

재활 프로그램이 지역 사회 내 사회복귀 시설을 이용하는 정신질환자의

증상 감소 및 호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박승

일(2007)은 병원에 입원 중인 조현병 환자의 사회적응 과정에서 정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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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대상자가 증상, 기능, 자원이라는 다각

면에서 긍정적 변화를 경험하였음을 보고하였다. 김재훈(2006)의 연구에

서는 정신 사회 재활프로그램이 만성 조현병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확인하였으며, 이지연 외(2014)의 연구에서 정신 장애인들이

정신 사회 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느끼는 만족감을 조사하여 정신 장

애인들은 정신 사회 재활프로그램에 전반적으로 만족하며 진단별, 연령

별, 성별에 따라 만족하는 세부 프로그램에 차이가 있었다. 상기 연구들

에서 정신 사회 재활 프로그램이 입원 및 지역 사회 내의 조현병 환자에

게 만족감과 사회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

나 정신 사회 재활 프로그램의 세부 항목이 사회 기술 훈련, 예술치료,

대인 관계 훈련, 일상생활 훈련 등으로 대부분 중복되어 새로운 내용의

정신 사회 재활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제 2 절 조현병 정신 장애인과 낮병원

1. 조현병

조현병은 인지, 정동, 행동, 대인관계를 포함하는 사회 활동 등 다양한 정

신 기능에 이상을 초래하는 정신병으로 임상경과와 예후가 다양하다는 특성

을 가진다. 구체적으로 사고장애, 지각장애, 감정 장애, 충동조 절, 의욕 및

행동 장애, 인지기능장애 등이 나타난다. 임상 증상을 양성 증상과 음성 증

상으로 나누며 망상, 환각, 지리멸렬한 사고, 괴이한 행동 등이 양성증상에

해당된다. 무언증, 정동 둔마, 무쾌감, 무의욕, 사회적 위축, 운동지체는 음성

증상으로 분류된다(민성길, 2015). DSM-5에 의하면 조현병은 망상, 환각, 와

해된 언어, 극도로 와해되거나 긴장된 행동, 감퇴된 감정 표현 혹은 무의욕

증 중 최소 2개의 증상이 1개월 혹은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시간의 상당 부

분에 걸쳐 있어야 한다. 이 증상들 중 최소 하나는 망상이나 환각, 혹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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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다음 증상 중 둘(혹은 그 이상)이 1개월의 기간(성공적으로 치료가 되면

그 이하) 동안의 상당 부분의 시간에 존재하고, 이들 중 최소한 하나는

(1) 내지 (2) 혹은 (3) 이어야 한다.

1. 망상

2. 환각

3. 와해된 언어

4. 극도로 와해된 또는 긴장성 행동(예: 빈번한 탈선 혹은 지리멸렬)

5. 음성 증상(예: 감퇴된 감정 표현 혹은 무의욕증)

B. 장애의 발병 이래 상담 부분의 시간 동안 일, 대인관계 혹은 자기관리 같

은 주요 영역의 한 가지 이상에서 기능 수준이 발병 전 성취된 수준 이

하로 현저하게 저하된다(혹은 아동기 또는 청소년기에 발병하는 경우,

기대 수준의 대인관계적․학문적․직업적 기능을 성취하지 못함).

C. 장애의 지속적 징후가 최소 6개월 동안 계속된다. 이러한 6개월의 기간은

진단기준 A에 해당하는 증상(예, 활성기 증상)이 있는 최소 1개월(성공

적으로 치료되면 그 이하)을 포함해야 하고, 전구 증상이나 잔류 증상의

기간을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전구기간 잔류기 동안 장애의 징후는 단

지 음성 증상으로 나타나거나, 진단 기준 A에 열거된 증상의 2가지 이

상이 약화된 형태(예: 이상한 믿음, 흔치 않은 지각 경험)로 나타날 수

있다.

D. 조현정동장애와 정신병적 양상을 동반한 우울 또는 양극성 장애는 배제

된다. 왜냐하면 주요 우울 또는 조증 삽화가 활성기 증상과 동시에 일어

나지 않기 때문이거나, 기분 삽화가 활성기 증상 동안 일어난다고 해도

병의 활성기 및 잔류기 전체 지속 기간의 일부에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E. 장애가 물질(예: 남용약물, 치료약물)의 생리적 효과나 다른 의학적 상태

로 인한 것이 아니다.

F. 자폐스펙트럼장애나 아동기 발병 의사소통장애의 병력이 있는 경우, 조현

병의 추가 진단은 조현병의 다른 필요 증상에 더하여 뚜렷한 망상이나

환각이 최소 1개월(성공적으로 치료되면 그 이하) 동안 있을 때에만 내

려진다.

해된 언어가 분명히 존재해야 한다. 또한 조현병은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주

요 기능 영역의 손상을 수반한다. 세부적인 진단 기준은 [표1]과 같다.

[표1] DSM-5 조현병 진단 기준(APA, 2015)



- 13 -

조현병 정신 장애인은 양성증상으로 인해 혐오적 경험을 하게 되며 이

는 불안감과 우울감을 고조시킨다. 조현병은 망상, 환각 등으로 인한 문

제뿐 아니라 의욕이 없고 감정을 잘 느끼지 못하며 고립되는 경우가 많

아 낮병원 치료경과 및 예후를 통한 재활치료가 필요하다(이종호, 2011).

조현병 급성 증상 호전 후에도 감정과 사고의 둔마로 긍정 정서가 낮게

나타나며 같은 스트레스에도 더욱 취약하다(박미원, 2017). 정서적 둔마

라고 불리는 음성 증상으로 인해 쾌감, 행복감 등 긍정적인 정서를 비정

신 장애인에 비해 덜 느낀다고 보고되고 있다. 또한 스트레스에 취약하

여 같은 강도의 스트레스가 주어질 때 조현병 정신 장애인은 더 높은 강

도의 불안감을 느끼며 이는 당사자에게 낮은 자아 존중감, 부정적 사회

적응이라는 부정적인 결과를 유발한다(박미원, 2017).

정신 장애인의 정신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정신 장애인이라

는 낙인인데 조현병 환자는 폭력적이고 위험하다고 느끼는 부정적 고정

관념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어 정신 장애인 중 낙인이 가장 심하다

(Sculze &Angermeyer, 2003; 김은영 2019에서 재인용). 실제로 최근 우

리나라에서 발생한 강력범죄 중 일부 범인이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내용이 두드러지게 보도되면서 조현

병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낙인과 차별은 질병

의 회복과 치료 순응, 재활이나 취업, 지역 사회에서의 자립에 방해가 되

고 나아가 조현병 환자의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김은영,

2019).

조현병은 재발률이 높은 편으로 다른 나라에서 첫 발병에서 회복한 후

약 60-70%가 재발을 경험한다는 여러 연구가 있고(정재원, 2013 재인

용), 우리나라의 경우 발병 후 2년 내 33%, 5년 내 73%가 재입원한다는

보고가 있다(김창윤 외, 1997). 조현병은 재발할 때마다 만성질환으로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우리나라 환자들의 경우 70%는 만성 조현병의 단계

로 진행된다고 보고되었다(김철권, 2000). 조현병 재발을 방지하는 데에

는 병식, 약물치료 유지와 관련한 치료 준수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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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 그 동안은 치료진이나 가족이 판단한 문제해결이 중요하다고 여기

며 일시적 자율성을 제한하면서 치료를 받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져왔다

(이진향, 2009).

그러나 최근 조현병 치료는 환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임파

워먼트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방향이 전환되었다. 환자가 사회적 편견,

낙인, 차별이라는 역경 가운데에서도 스스로 정신질환을 통제할 수 있다

는 임파워먼트가 확고하다면 이를 견디고 사회에 잘 적응하여 독립적으

로 살 수 있다고 본다(고경희 등, 2008). 이와 같이 조현병 환자가 보다

능동적으로 재발 방지, 사회적 어려움 이겨내기, 증상 조절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 저력을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천이 필요한 상황이

다(정재원, 2013).

실제로 조현병 환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이 시도되고 있

으며 일반적으로 신경증적 환자나 비환자군을 대상으로 제공되던 프로그

램도 조현병을 대상을 실시했을 때 긍정적 효과가 있음이 검증되었다(송

은주, 2020; 추현심, 2017; 이재운, 2018).

2. 낮병원

낮병원이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학업이나 직장 생활에는 어려움이 있

으나 입원할 정도로 상태가 심하지 않은 사람들이 낮에는 병원에서 치료

를 받고 저녁에는 집에서 가족과 함께 지내면서 증상 조절, 규칙적인 생

활, 사회 기술 및 대인 관계 능력 습득 등을 통해 사회 복귀 준비를 하는

곳이다. 건강보험 규정 상 하루 6시간 이상을 치료 환경에 머무르면서 치

료를 받는 경우를 낮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인정한다(이종호, 2011).

낮병원은 초기에는 증상의 경감과 안정을 주목적으로 하며 그 단계를

넘어서면 규칙적인 생활을,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사회 복귀 및 취

업을 위한 준비를 주목적으로 한다. 낮병원에서의 치료 기간은 보통 1년

에서 2년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실제 낮병원을 다니는 기간은 사람마다

다양하다. 조현병의 환청이나 망상 같은 양성 증상은 빠르면 한두 달이



- 15 -

면 거의 사라지지만 인지 기능이나 사회 기능의 향상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특히 사회기 능의 경우 어린 나이에 발병하는 정신 질환의 특

성상 나이에 맞게 발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때는 치료라기보다 새

로 인성발달을 위한 교육을 해야 하는 관계로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이

종호, 2011).

낮병원의 치료진은 다양한 치료자로 구성되어 있다. 의사, 간호사, 사

회복지사, 간호사, 임상심리사 등의 전문치료인력과 경우에 따라 예술 치

료 관련 전문가나 자원봉사자가 개입하게 된다. 이 중 사회복지사는 회

원의 욕구나 필요에 맞추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한다. 회원 각자의

수준에 맞고 흥미를 갖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되며, 다양한

프로그램 안에서 회원의 문제도 다룬다. 가족 교육 및 지지와 관련된 프

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고 회원이 가족 내에서 잘 기능할 수 있도록 돕

는 역할도 하게 된다.

낮병원은 주로 만성 환자의 재활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모든 사람에

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효과적인 도움을 받는 환자군이 따로 있다. 주

로 조현병 환자가 낮병원의 대상 환자지만 우울증, 강박증, 양극성 장애

등 다른 집단의 환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약물 관리나 증상 관리가

원활하지 않은 환자, 일상생활이 불규칙한 환자, 대인관계가 고립되어 있

는 환자, 사회생활 준비가 미흡한 환자 등이 낮병원을 이용하면 증상 조

절 및 사회복귀에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낮병원에서 환자는 프로그램 참여, 동호회 활동, 자유시간, 식사, 투약

등의 시간을 가지게 되며 계획된 일정에 참여하면서 규칙적인 생활과 타

인과의 상호작용, 증상 관련 진료 및 상담 등을 경험한다. 낮병원의 프로

그램은 크게 치료 프로그램, 활동 프로그램, 일상생활 적응 프로그램, 사

회기 술 훈련 프로그램, 직업 재활 프로그램 등으로 나뉜다. 그 각각의

예를 들어 보면, 치료 프로그램은 정신 건강 교육, 집단 치료, 개인 면담

등으로 구성되며 활동 프로그램은 레크리에이션, 예술 활동, 음악 감상,

노래방, 운동 등이 있다. 일상생활 적응 프로그램은 생활훈련이라고 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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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센터들이 있으며 그 예로는 일일 체크표, 외모/위생관리, 요리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사회 적응 프로그램은 사회 기술 훈련, 외출, 시사 상

식, 개그 교실, 영어회화, 컴퓨터, 성교육 등으로 구성되며 낮병원 퇴원

후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감에 있어 필요한 내용들을 다룬다. 직업 재활

프로그램은 전체 재활 과정 중 후기 단계에 속하며 대인 관계, 구직 기

술, 면접 기술 등을 하며 실제 취업하여 유지하는 기술까지를 포함한다.

낮병원을 이용하는 정신 장애인의 정신 사회 재활 프로그램 이용과 관

련한 연구는 최근 5년 내에 주로 예술치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화림, 2021; 박정한, 2019; 김향희, 2019), 낮병원을 이용하는 정신 장

애인의 회복(김신영. 2006), 사회 통합(김소임, 1998), 사회 기술 훈련(김

영란, 2001; 이근희 1995), 사례관리(김민영, 1996) 등 예술치료를 제외한

정신 사회 재활프로그램 또는 치료 과정을 다룬 연구는 최근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 3 절 긍정 심리학

1. 긍정 심리학

긍정 심리학은 “인간의 긍정적인 심리적 측면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인간의 행복과 성장을 지원하는 학문”이다(권석만, 2008). 긍정 심리학은

광범위한 주제에 관심을 가지지만 그 대상이 누구이든 그 삶을 더 행복

하고 풍요롭게 한다는 것에 주목한다. 긍정 상태, 긍정 특질, 긍정 기관

은 긍정 심리학의 세 기둥이라 할 수 있고 긍정 심리학에서는 이 세 가

지를 증진하여 대상의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것에 집중한다. 긍정 심리학

은 다양한 연구를 통해 긍정 상태의 구성 요소, 유발 요인, 삶에 미치는

효과, 증진 방법 등을 밝히고자 한다(권석만, 2008).

긍정 심리학은 인간이 행복과 성장을 추구하는 존재라고 가정한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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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들이 살아가면서 일생 동안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행복한 삶을 성취

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그 성취 과정을 밝히고자 한다. 다시 말해, 긍정

심리학은 인간의 행복과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을 탐구하고

나아가 행복과 성장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한다

(Seligman, 2006).

Maddux, Snyder 및 Lopez(2004)에 따르면 부정 임상심리학은 질병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삼는다. 반면 긍정 심리학을 근간으로 하는 긍정

임상심리학에서는 질병 이데올로기를 거부하고 “강점을 강화하려는 노력

이 약점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한다(고영건, 2009 재인용). 정

신 건강 영역에서 질병 이데올로기에 기초한 전통적 접근과 긍정 심리학

은 정신장애의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중요한 차이를 보인다. 전통적인

접근에서 정신장애는 개인의 취약성이 스트레스와 결합하여 파생된다고

파악하기 때문에 치료 과정에서 증상과 개인의 취약성을 치료하는데 집

중한다. 반면, 긍정 심리학에서는 정신장애의 문제에서 결정적 요인은 개

인의 취약성이 아니라 행복의 기술(감사, 몰입, 용서, 향유, 사랑의 기술

등)이 부족한 점과 개인의 강점이 충분히 발휘되지 않는 것이라고 본다

(김진영, 2011).

2. 긍정 심리 치료

긍정 심리 치료(Positive Psychotherapy)는 긍정 심리학을 심리 치료

에 적용한 여러 개입들 중 하나로서, Seligman의 진정한 행복(authentic

happiness)이론에 토대를 두고 있다(Park, 2004). Seligman과 그의 동료

들(2006)이 우울증을 경감하는데 긍정 심리학을 사용하면서, 임상장면에

긍정 심리 치료가 본격적으로 적용되었다.

이상심리학에서는 정신 건강을 정신병리가 없는 상태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반면, 긍정 심리학에 근거한 성장모델에서는 정신 건강을 정신

병리가 없는 상태를 넘어선 높은 수준의 정신적 웰빙으로 정의한다(권석

만, 2008). 환자의 정신 건강 의학과적 증상이 완화되어도 여전히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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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수준은 낮은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환자들의 낮은 정신 건강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증상 경감 외에도 정신 건강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이 필요하며 이러한 개입은 긍정 심리 치료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

다.

긍정 심리 치료의 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주로 우울증을 호소하는 성인

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고(임영진, 2009; Seligman et al., 2006) 우울감

또는 우울성향을 가지고 있는 아동 및 청소년,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

구(심경애, 2010; 김종환, 2013; 김숙명, 2012; 윤민희, 2013; 박찬빈,

2011; 이정애, 2012; 한상미, 2012) 결과도 보고되었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긍정 심리 치료는 대상자들의 우울감을 완화시키고, 긍정

정서, 자아 존중감, 심리적 안녕감을 높이는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 심리학과 교육학의 연구자들이 실시한 결과로 학교와 지역

아동센터, 복지관에서 실시되었고 정신질환을 진단 받은 환자를 대상으

로 하는 정신 건강 의학과 병원에서 실시된 연구 역시 이루어졌지만 미

미한 현실이다.

Seligman(2002)은 긍정 심리 치료의 작동원리로서 3가지 행복(의미 있

고 적극적이고 즐거운 삶)을 강조하는데 이는 주의, 기억, 기대와 같은

인지과정도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 긍정 심리 치료의 작동원리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긍정 심리 치료는 긍정 정서에 초점을 두어 주의,

기억, 기대의 방향이 부정적이고 파국적인 것으로부터 벗어나 긍정적이

고 희망적인 것으로 바뀔 수 있도록 개입한다. 예를 들어, 감사 편지를

쓰게 하는 방법, 특정 사건이나 인물에 대하여 용서하는 과정을 통해 내

담자는 과거의 인간관계에서 괴로웠던 기억 대신에 타인이 대상자에게

경험하게 해주었던 좋은 기억을 떠올릴 수 있다. 둘째, 긍정 심리 치료에

서는 대상자들이 행복감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 행동적인 기법들을 활용

한다. 예를 들어, 가족이나 친구, 주위 사람으로부터 좋은 소식을 들으면

적극적이고 건설적으로 반응하도록 교육하여 인간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

는 실제적인 사회기술을 증진시킬 수 있다(김근향, 2010 재인용). 셋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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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심리 치료에서는 대상자가 삶의 의미를 탐색할 수 있도록 돕기 위

해 강점을 강조한다. 긍정 심리 치료에서 치료자는 대상자들이 자신의

고유한 강점을 파악하도록 하여 강점에 주의를 기울이고, 기억하며 그것

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김근향, 2010). 이와 관련하여 개발된 프로

그램에서는 몰입의 즐거움에 대하여 대상자에게 강조하고 실제적인 연습

을 통하여 대상자가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본인의

삶에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사회복지실천영역에서는 대상자의 질병과 문제에 초점을 두는 이상심

리학과 맥을 같이 하는 문제중심접근이 전통적으로 사용되어졌지만 1970

년대 이후 강점 관점, 임파워먼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도입, 발전시킴

으로써 사회복지 실천 방법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인간의 개별화된

강점을 발전시키고 이를 토대로 자립과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

는 사회복지실천의 발전 방향을 고려할 때 긍정 심리학 및 긍정 심리 치

료의 도입과 적용이 큰 자극제가 될 것이며 긍정 심리학의 기본 개념과

이론이 사회복지실천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박미진, 2007;

이수진, 2012).

정신 장애인에게 긍정 심리 치료가 의미 있는 이유는 첫째, 대상자의

주관적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 있다. 긍정 심리 치료의 궁

극적인 목표는 정신과적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하는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 건강을 증진하는 것 또는 행복을 성취하는 것인데 Walsh와 Boyle

의 연구에서 환자들에게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를 질문하였을 때 그들은

질병에 걸리지 않기라기보다 긍정적인 기분을 느끼는 것, 타인들로부터

존중받는 것, 대인관계를 지속하는 것 등과 같은 긍정적인 경험을 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근향, 2010 재인용.). 둘째, 대상자의 긍정

적 자원에 초점을 둠으로써 그들이 정서적으로 고무되고 자신감을 얻게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신 장애인들은 치료자가 자신의 심리적 고통에

대해 공감해 주고 문제나 문제증상을 수용해주기를 바라면서도 한편 정

신장애 발병의 원인으로 작용한 자신의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사고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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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치료자가 이상심리학에 근거하여 지적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표

현하며 이는 치료동맹을 방해할 수 있다(김근향, 2010 재인용). 그에 비

해 긍정 심리 치료에서는 정신 장애인이 자신의 강점에 주의를 기울이고

기억해 내게 하는 등 그들이 가진 긍정적 자원에 초점을 두고 자신의 실

제 삶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게 하여 정신 장애인들은 정서적으로 고

무되고 자신감을 얻게 된다. 셋째, 긍정 심리 치료는 삶의 실제적인 기술

을 가르치는 것에 초점을 두는데 이러한 기법들은 유용한 사회적 기술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긍정 심리 치료 프로그램 회기에서 다루는 감사

하기, 친절한 행동하기, 소중한 사람에게 건설적이고 적극적인 피드백을

제공하기 등은 긍정적 인간관계에 기여한다.

3. 멘탈 휘트니스 프로그램

McCarthy(1964)가 처음 제안한 ‘멘탈 휘트니스(mental fitness)’는 긍

정적 정신 건강에 해당되며 멘탈 휘트니스 긍정심리 프로그램은 긍정적

정신 건강 개념을 기초로 하여 진행된다. 이 프로그램은 특정 장애에 초

점을 두는 전통적인 프로그램과 다르게 다양한 집단에게 적용할 수 있는

정신 건강 증진 프로그램이다(김민순, 김현진, 고영건, 2017). 멘탈 휘트

니스 프로그램은 체력단련을 통해 신체건강을 얻고 유지하듯 체계화된

정신적 훈련을 통해 정신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 증상의 제

거 뿐 아니라 행복의 증진과 같은 정신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

램이다(권석만, 2008). 일반적으로 휘트니스 클럽은 몸이 아픈 환자, 재활

훈련이 필요한 사람보다 건강한 사람이 더 건강해지고 활력 있는 생활을

하기 위해 체력을 단련하는 장소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고영건, 김

진영(2012)은 “멘탈 휘트니스는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더 높은 수

준의 정신적 번영 상태에 도달하고 그로 인해 더 높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심리학 프로그램”이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멘탈 휘트니스라

는 표현은 정신 건강 의학과에서 정신 질환을 치료한다는 부정적인 느낌

을 피할 수 있도록 해준다. 본 연구의 대상자인 정신 건강 의학과 낮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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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이용하며 재활 및 사회복귀를 계획하는 이들에게 정신 장애나 정신

건강 의학과적 문제에 연관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나은 정신 건강 상태

를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참여 의지를 높일 수 있다.

다양한 연구를 통해 멘탈 휘트니스 긍정심리 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

할 수 있다. 멘탈 휘트니스 프로그램에 참여한 여자 고등학생은 대조군

에 비해 정신적 웰빙이 증가하고 관계적 공격성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변

화를 보였으며 관계적 공격성은 프로그램 종료 후 5주가 지난 시점에서

도 효과가 유지되는 결과를 보였다(권지웅, 2019). 남자 고등학생을 대상

으로 한 멘탈 휘트니스 긍정심리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 연구에서 프로

그램에 참여한 대상자의 스트레스가 유의미하게 감소하였고 종료 후에도

그 효과가 유지됨을 확인하였다(이상대, 2019). 대학생, 군 장병을 대상으

로 한 멘탈 휘트니스 프로그램에서도 대상자의 스트레스 감소 및 긍정

정서 향상 등 정신 건강 증진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음을 검증하였다(최

하나, 2017; 김민순 외, 2017).

본 연구에서 실시할 긍정 심리 치료 프로그램의 회기별 구성은 [표2]

와 같다. 이는 ‘멘탈 휘트니스 긍정 심리 치료 프로그램’(김진영 외,

2009)을 기초로 하였으며 정신 건강 의학과 보호병동 입원 환자를 대상

으로 한 긍정 심리 치료 프로그램(김근향, 2010)과 정신분열병환자를 대

상으로 한 행복증진 프로그램(김영란, 2012), 장애인 훈련생을 위한 멘탈

휘트니스 긍정심리 집단프로그램(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2)

의 구성내용 및 세부적인 기법을 참고하여 본 연구자가 정신 건강 의학

과 낮병원을 이용하는 정신 장애인에게 맞게 수정 및 보완하였다.

기존의 멘탈 휘트니스 프로그램이 신경증적인 증상을 호소하는 대상자

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참고한 장애인 훈련생을 위한

멘탈 휘트니스 긍정심리 집단 프로그램의 경우 대상자의 주호소문제가

정신장애가 아닌 관계로 조현병 환자가 중심이 된 정신 장애인에게 적용

하는 데에 있어 수정이 필요하였다. 기존 프로그램이 1회기 당 90분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본 연구를 실시한 낮병원의 프로그램 시간은 대상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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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소개와 사전 검사

1 회기 나와 타인을 보는 새로운 방법 찾기 – 강점 탐색

2 회기 세상을 더 아름답게 바라보기 - 낙관성 훈련

3 회기 정서에 귀 기울이기 - 정서 지능

4 회기 진심 전달하기 - 긍정 대화법

5 회기 인생의 숨은 보석 찾기 - 감사 활동

6 회기 행복한 활동 찾기 - 몰입의 즐거움

7 회기 분노는 마음의 가장자리로 - 용서 활동

8 회기 새로운 시작 - 변화와 선택

종 결 종결 평가 및 사후 검사

의 집중력과 질환의 특성을 고려하여 1회기 당 50분으로 진행되고 있어

참고한 매뉴얼의 활동 내용을 축소 및 수정하였다. 도입활동을 정신 장

애인이 이해 및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내용과 구성으로 변경하고

매뉴얼의 용어와 예시를 정신 장애인에게 익숙한 단어나 예시로 변경하

였다. 예를 들면,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실시된 프로그램의 경우 직장생활

에서 겪을 수 있는 장애인의 난처한 상황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는데 본

연구 대상자의 대부분이 무직이며 직업 활동 경험이 없는 경우가 많아

매뉴얼에 제시된 사례가 적합하지 않다. 이러한 경우 정신 장애인이 자

주 직면하는 상황 즉, 가족이나 낮병원 회원 등과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예로 제시하여 연구대상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본인의 상황에 대입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다.

[표2] 프로그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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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기별 목표 및 내용

① 1회기 - 강점 탐색

본 회기의 목표는 대상자들이 자신의 강점을 알고 강점이 발휘된 구체

적인 경험을 찾아서 이야기하며 자신의 강점을 새롭게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사회적 낙인과 증상의 특징 등으로 인하여 자신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들이 스스로의 강점을 파악

하여 긍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대상자들은

미리 작성한 검사(단축 행동가치 평가 척도)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

자신의 대표 강점을 알게 된다. 이 회기를 통해 대상자들은 미처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던 자신의 강점을 상기하고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에피

소드를 이야기함으로써 자신의 강점을 새롭게 인식하게 된다. 그 동안

소홀하게 다뤄 왔던 자신의 강점에 주의를 기울이고 이를 극대화하는 데

주력함으로써 잊고 있던 강점을 새롭게 인식하고 발전시키도록 돕는다.

1회기에서 자신의 강점을 찾고 이를 발견하게 되면 이를 유지하고자

하는 일관성 동기로 인하여 자신의 강점을 유지하고 실행하고자 하게 되

며 이는 퇴원 후 사회복귀 과정에서 정신 장애인들이 가장 어려움을 느

끼는 대인관계 개선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② 2회기 - 낙관성 훈련

2회기의 목표는 대상자들이 막연하게 또는 무조건적으로 잘 될 것이라

고 생각하는 것과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의 차이를 알고 이를 일상생활

속 경험을 해석하는 데 적용하게 하는 데에 있다. 낙관적으로 생각하기

위한 암묵적 지식, 즉 영속성, 확산성, 개인화, 희망의 개념을 제시하고

대상자들이 경험하는 상황을 낙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연습하게 한

다. 낮병원 생활 중 공통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상황을 적극적으로 탐색

하고, 각 상황에 대해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구체적인 방식을 연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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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3회기 - 정서 지능

3회기의 목표는 대상자들이 정서 지능의 개념을 이해하고 본인의 정서

지능 개발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동기를 제공하는 것이다. 정서 지능

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인식하는 능력, 정서를 효율적으로 다루

는 능력, 정서적 상처를 회복하는 능력, 다른 사람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

기 위해 정서를 활용하는 능력을 말한다. 즉 일상생활에서 자신과 다른

사람의 정서를 정확하게 지각하고 이해하며 표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

서 지능은 긍정적인 정서 및 사회적인 유능성을 함양하는 데 필수적이

다. 이 회기에서는 대상자들이 낮병원이나 가정 내에서 서로의 입장이나

감정을 이해하기 어려웠던 경험을 살펴보고 역할극을 통해 상대방의 입

장이 되어 어떠한 정서를 느끼는지 어떻게 서로를 배려하는 것이 좋을지

를 알아본다.

④ 4회기 - 긍정 대화법

4회기를 통하여 긍정적인 대화법의 필요성과 기술을 익히고 실제에 적

용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그 목표이다. 의미 있는 사람들과의 갈등을 부

정적으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 대한 자신의 숨은 진심(분노 밑

에 있는 서운함, 바람)을 전달함으로써 그 갈등 상황을 긍정적으로 전화

시킬 수 있음을 배운다. 이 회기에서는 최근에 낮병원이나 가정 내에서

경험한 타인과의 갈등 상황에서 부정적인 감정 외에 자신이 상대방에게

전달하고자 하였던 숨은 진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이를 긍정적인 용어

로 구성하는 것을 연습해 본다.

⑤ 5회기 - 감사 활동

5회기의 목표는 대상자들이 감사의 필요성과 이득을 이해하며, 제목과

대상을 구체적으로 떠올리고 표현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자신의 인생

에 영향을 준 사람이나 사건을 떠올려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감사의 대상

을 찾고 그 대상 또는 그 동안 감사의 뜻을 전달하지 못하였던 대상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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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엽서를 쓰고 낭독하는 기회를 갖는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연스

럽게 감사의 대상을 찾고 음미해보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였을 때 자신

의 마음 변화를 살펴보게 한다. 감사활동은 실제로 웰빙과 밀접한 관련

이 있으며 이는 외상적인 경험 후에도 안정적인 상황 적응에 도움을 준

다는 연구가 있다(Fredrickson et al., 2003).

⑥ 6회기 - 몰입의 즐거움

6회기에서는 대상자들이 몰입의 개념을 이해하고 몰입을 통한 행복했

던 경험을 떠올림으로써 몰입의 동기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행

복을 느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몰입에 대해 살펴보고 평소에 어떤

활동에 푹 빠져서 시간 가는 줄 몰랐던 경험을 다루면서 몰입의 상태에

서 어떠한 기분이었는지, 어떤 일에 쉽게 몰입하는지를 알아본다.

⑦ 7회기 - 용서 활동

용서는 고통을 완화시키고 과거의 나쁜 일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

와준다. 이 회기에서는 대상자들이 용서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직접 그 활

동을 함으로써 용서를 통해 느끼는 행복감을 이해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

다. 분노와 슬픔을 중립적인 감정 또는 긍정적인 감정으로 바꿀 수 있는

수단으로 용서하기를 소개하고 갈등 관계에 놓여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를 배운다. 자신의 용서 경험 나누기, 용서의 필요

성 이해, 용서 활동을 거치며 자신에게 맞는 용서 방법을 찾아본다.

⑧ 8회기 - 변화와 선택

8회기의 목표는 상기 7회기 동안의 활동을 돌아보고 프로그램 동안의

행동 변화를 살펴보며, 앞으로 자신의 선택과 노력을 통해 긍정적 변화

가 계속될 수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다. 다짐을 하고 그것을 자신과의 약

속으로 작성함으로써 변화의 동기를 강화하며 긍정 심리 치료의 효과에

대하여 참여자가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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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양성 증상과 음성 증상의 제거

나. 표준적인 고용 또는 교육 기관에서의 일 또는 공부

다. 돈, 자기관리 기술, 그리고 약물에 대한 도움 없는 독립된 생활

라. 동료(또래)들과의 사회적 활동

마. 진심에서 우러난 가족 관계와 접촉

바. 표준적인 기관에서의 레크리에이션 활동

사. 스트레스나 도전에 직면했을 때 문제해결능력과 탄력성

아. 주관적인 삶의 만족도

자. 자아 존중감과 안정된 자아정체감

차. 선거 참여, 자기옹호, 이웃과 어울림, 그리고 다른 시민사회 영역에의 참여

제 4 절 회복과 긍정심리의 측정

정신 장애인의 회복 패러다임에서 중요한 요소는 스스로를 유능하고 희

망이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는 자기감각이다(이용표, 강상경, 배진영,

2021). 긍정심리에서 개인이 이루고자 하는 최종 목표는 행복감이다. 이

두 가지 핵심 용어는 그것을 측정하는 방법에 있어 구체적 기준이 모호

하다. Leberman과 Kopelowicz(2005: 104-109)는 심각한 정신질환으로부

터 회복에 대한 정의를 위해 합의된 유용한 기준이 없다고 하면서 [표3]

과 같이 회복에 대한 대안적 기준을 제안하였다(최윤정, 최송식. 2007 재

인용).

[표3] 회복의 조작적 정의 사용을 위한 제안된 기준 또는 차원

Leberman과 Kopelowicz의 작업은 회복을 측정 가능하게 조작적으로

정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항목의 대부분이 전문가가 평가할 수

있는 기능으로 이루어진 점에서 여전히 치료와 재활의 관점에 치우쳐있

다고 볼 수 있다(최윤정, 2007). 본 연구에서는 위 항목 중 정신 장애인

본인이 주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인 삶의 만족도와 자아 존중감을

측정 도구로 활용하여 정신 장애인의 회복에 있어 멘탈 휘트니스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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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의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삶의 만족도와 자아 존중감이 회복과 행복에 대한 대상자의 인지적 측

면을 측정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한편, 정서를 평가하는 도구로는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의 변화가 주로 측정되었다. 긍정 정서는 주변 환경과

대상에 대한 유쾌한 관여 수준을 의미하고, 기쁨․흥미․즐거움 등의 개

별 긍정 정서를 아우르는 개념이며(김은영, 2004), 이와 대응하는 개념이

부정 정서이다. Fredrickson에 의하면 긍정 정서는 삶에 위협적인 상황

에서 잠재력을 발휘하게 하며 대상자를 창의적, 통합적, 효율적인 특성을

나타나게 한다. 긍정 정서의 경험은 대상자를 기분 좋게하고 새로운 긍

정적 경험들을 시도하게 한다(김병식, 2015). 심리학을 기초로한 선행 연

구에서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는 진로 상담(최연주, 2021), 대학생의 심

리적 안녕감(조은영, 2014), 조현병 환자의 행복감(진명자, 2016), 학교 적

응(이용주, 2017)과 관련한 연구에서 측정 도구로 사용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 조현병 정신 장애인의 회복을 위해 실시하는 멘탈 휘트니스 프

로그램의 효과성 측정 도구로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를 활용하고자 한

다.

우울감 및 불안감은 정신 건강 관련 기관을 방문하는 대상자가 빈번히

경험하고 호소하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증상으로서 우울감과 불안감의

정도 및 빈도가 심각한 수준이 되면 대상자는 대인관계, 사회적․업무

적․학업적 부적응과 곤란을 경험한다(권석만, 2014). 우울감과 불안감을

확인하면 멘탈 휘트니스 프로그램이 정신 건강의 회복과 증상 해소에 영

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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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처치 사후

조현병 정신 장애인 O1 X O2

제 3 장 연구방법

제 1 절 연구설계

본 연구는 정신 건강 의학과 낮병원을 이용하는 조현병 정신 장애인을

대상으로 멘탈 휘트니스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삶의 만족도, 긍정 정서 및

부정 정서, 자아 존중감, 우울감 및 불안감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한 사전

사후 평균 비교 연구이다. 이를 도식화한 것은 [표2]와 같다.

[표4] 연구 설계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보다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대조군과 실험군

으로 나누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고려하였으나 모집 시 해당

기관의 연구 대상자 전원이 참여를 원하였고, 기관 내 연구 참여 가능 인

원이 12명으로 소수여서 실험군과 대조군을 나누지 않고 전체를 실험군으

로 설정하였다.

제 2 절 연구대상

1. 선정 대상

1) 경기도 고양시 소재 K병원 정신 건강 의학과 낮병원을 이용하는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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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SM-5 기준에 따라 정신 건강 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만성 조현병으

로 진단 받은지 2년이 경과하고 낮병원 이용 기간이 90일 이상인 회원.

3) 만 20세 이상, 만 65세 미만인 회원.

4) 정신 건강 의학과 전문의의 정기 진료를 받으며, 담당 전문의가 처

방한 약물을 복용하고 있어 급성 증상이 완화된 회원. 이와 같은 증

상 조절의 효과가 있어 급성 증상으로 지나치게 공격적이거나 자해

또는 타해의 우려가 없으며 프로그램 참여에 필요한 인지기능에 문

제가 없는 회원.

5) 과거에 본 연구와 동일한 멘탈 휘트니스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회원.

6) 국문 해독이 가능하며 본 연구의 설문지를 이해할 수 있는 회원.

7) 본 멘탈 휘트니스 프로그램과 연구 참여에 본인, 법정 대리인, 입회

자가 서면으로 동의한 회원.

2. 제외 기준

1) 조현병 정신 장애인에 대한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이므로 지적 장애,

인격 장애, 알콜 사용 장애 등 중복 진단 제외.

2) 담당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돌발 행동으로 자타해의 위험이 있는회원 제외.

3. 연구대상자 표본 크기 선정

낮병원 내 게시판을 이용하여 상기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와 프로그

램에 대하여 안내한 후 자발적으로 신청하여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선착순

으로 모집 후 연구 참여에의 적정성에 대하여 주치의 및 정신 건강전문요

원의 자문을 통하여 최종으로 남, 녀 각 6명을 표집하였다.

연구를 진행한 낮병원의 경우 전체 회원이 16명이며 급성기 증상이 있

어 자타해의 위험이 있어 재입원 및 약물 조절 중인 1명, 새로운 프로그램

및 연구 참여를 거부한 1명, 지적 장애와 알콜 사용 장애로 중복 진단이

있는 2명 등 총 4명을 제외하고 12명의 회원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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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 대상자 보호와 연구 윤리

자료 수집 전 해당 기관의 병원장 및 책임 정신 건강 사회복지사로부터

연구 진행 관련 허락과 협조를 구하고, 연구 계획에 대하여 서울대학교 생

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IRB No. 1905/003-029)을 받았다.

연구대상자 모집 시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명시 된 바와 같

이 윤리 원칙을 준수하였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인권과 복지를 우선적으

로 고려하였다. 둘째, 연구 대상자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

공한 후 자발적인 동의를 구했다. 셋째, 연구 대상자의 사생활을 보호하여

그 개인 정보를 비밀로서 보호하였다. 넷째, 연구 대상자의 안전을 고려하

고 연구 참여에 따른 위험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였다. 다섯째, 본 연구에

참여하는 조현병 정신 장애인은 취약한 환경에 있는 개인이나 집단으로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 이들을 진료하는 정신 건강 의학과 전문의, 정신 건

강 사회복지사의 자문 및 보호 하에 연구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연

구대상자 뿐 아니라 그 법적 보호자에게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득하였

다. 여섯째, 생명윤리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보편적인 국제기준을 수용하

기 위해 벨몬트 보고서에 의거하여 인간존중의 원칙, 자율성의 원칙, 정의

의 원칙을 준수하고자 노력하였다.

제 4 절 측정도구

1. 삶의 만족도 척도(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

SWLS는 삶의 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1-7점의 5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자기보고식 척도이다(Diener, Emmons, Larsen, & Griffin,

1985). 삶의 만족도는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를 함께 통합하여 주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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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빙으로 간주된다. 국내외 다수의 정신 장애인 관련 연구에서 측정도구

로 사용된 바 있으며 대부분의 선행 연구에서 Cronbach α .80 이상의

높은 신뢰도를 나타냈다(강우경, 2002; 임영희, 2005; 김선주, 2009; 김근

향, 2010; 김미애, 2012).

본 연구에서 사전 측정 시 Cronbach α는 .59, 사후 측정 시 Cronbach

α는 .85의 신뢰도를 나타냈다.

2. 긍정 정서 및 부정 정서 목록(Positive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PANAS)

PANAS는 긍정적인 정서 10개와 부정적인 정서 10개로 구성되어 있

으며, 각각의 정서에 대해 느낀 정도를 1-7점으로 평가하는 척도이다

(Watson, Clark, & Tellegan, 1988). PANAS는 삶의 만족도와 함께 주

관적 웰빙의 요소이다. 심리학과 신체 활동 연구들에서 널리 사용되며

이 척도의 제작자들은 연구자들이 짧은 시간 프레임을 사용할 때는 정서

반응을 다루지만 장기적인 시간 프레임은 기분 혹은 성격차이를 밝혀준

다고 믿는다(정봉교, 추선희, 2013). 김근향(2010)의 연구에서 정신과 환

자를 대상으로 이 도구를 사용하여 연구하였고 Cronbach α는 긍정 정서

의 경우, .86 - .90이며 부정 정서에 대해서는 .84 - .87으로 내적 일관성

이 높다.

본 연구에서 긍정 정서의 신뢰도를 확인한 결과 사전 측정 시

Cronbach α는 .79, 사후 측정 시 Cronbach α는 .97로 나타났다. 부정 정

서는 Cronbach α는 .72, 사후 측정 시 Cronbach α는 .89로 나타났다.

3. 자아 존중감 척도(Self-Esteem Scale)

Rosenberg(1965)가 1986년에 수정 보완한 자아 존중감 척도를 김충희

(1995)가 수정한 측정도구이다. 처음에는 고등학생들의 자아 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개발된 이래로 다양한 집단에게 사용되었고

오랫동안 광범위한 집단에 대한 연구가 실시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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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총 10개의 문항으로 5개의 긍정적 문항과 5개의 부정적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마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

점)까지 리커트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자아 존중감 점수의 산출에 있

어서 부정적인 문항은 점수를 역채점하여 긍정적인 문항의 점수와 합하

여 산출한다. 가능한 총 점수의 범위는 10-50점 사이이며 점수가 높을수

록 자아 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원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α .87

로 높은 편이며 정신 장애인 관련 연구(김은하, 2007; 강미영, 2009; 박선

영, 2011)에서 Cronbach α .70이상의 신뢰도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사전 측정 시 Cronbach α는 .29, 사후 측정 시 Cronbach

α는 .94의 신뢰도를 나타냈다.

4. 우울감 척도(Beck’s Depression Inventory: BDI)

Beck(1967)이 개발한 우울측정도구(Beck’s Depression Inventory:

BDI)를 한홍무(1996) 등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점수를 1점

에서 4점까지 배열하여 점수 범위가 총 1점에서 84점까지이며, 1-17점은

정상, 18-33점은 경우울증, 34-84점은 주우울증으로 구분하여 점수가 높

을수록 우울 증상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도구의 개발 당시 신뢰도

는 Cronbach α는 .86이었다.

본 연구에서 사전 측정 시 Cronbach α는 .93, 사후 측정 시 Cronbach

α는 .92의 신뢰도를 나타냈다.

5. 불안감 척도(Beck’s Anxiety Inventory: BAI)

Beck(1988)이 개발한 불안 측정도구(Beck’s Anxiety Inventory: BAI)

를 권석만(1992)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점수를 1점에서 4점

까지 배열하여 점수 범위가 총 4점에서 84점까지이며, 1-17점은 정상,

18-33점은 관찰과 개입이 필요한 불안상태, 18-33점은 심한 불안 상태,

34점 이상은 극심한 불안상태로 구분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증상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도구의 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 α는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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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본 연구에서 사전 측정 시 Cronbach α는 .79, 사후 측정 시 Cronbach

α는 .94의 신뢰도를 나타냈다.

제 5 절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

석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의

기술 통계로 분석하였다. 가설을 검정하기 위해 각 측정도구별로 대응표

본 t-test를 실시하여 프로그램 실시 전과 후의 평균값을 비교하였다.

자료를 분석하고 가설을 검정하기 위하여

첫째,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의 기술 통계로 분석하였다.

둘째,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Cronbach alpha 계수를

각각 산출하였다.

셋째, 각 측정 도구 별로 사전․사후 점수 변화의 통계적 유의성을 알

아보기 위해 대응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 34 -

구분 빈도 백분율(%)

성별
남 6 50.0

여 6 50.0

연령

20대 1 8.3

30대 4 33.3

40대 5 41.7

50대 2 16.7

학력

중졸 2 16.7

고졸 7 58.3

대졸이상 3 25.0

제 4 장 연구결과

제 1 절 연구 참여자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남자 6명, 여자 6명으로 총 12명이며 프로

그램 실시 전과 후의 설문지를 모두 작성하였으며 프로그램 진행 중 인

원 변동은 없었다. 연구 참여자의 연령 특성은 20대 1명, 30대 4명, 40대

5명, 50대 2명이었으며 학력은 12명 중 7명이 고졸로 가장 많았다. 연구

참여자 중 현재 배우자와 별거 중인 1명을 제외한 대부분인 11명이 미혼

이다. 연구 참여자의 종교는 무교와 기독교가 4명씩으로 가장 많았고 천

주교, 불교, 기타 종교(남묘호렌게쿄)로 나타났다. 유병기간은 만성 조현

병 환자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모두 2년 이상 유병기간이 있었으

며 유병기간 10년 미만이 2명, 10년 이상 20년 미만이 3명, 20년 이상 30

년 미만이 5명, 30년 이상이 2명으로 대상자의 현재 연령을 고려할 때

대부분 2-30대에 발병한 것을 알 수 있다.

[표5] 연구 참여자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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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상태

미혼 11 91.7

기혼 0 0

이혼 또는 별거 1 8.3

종교

기독교 4 33.3

불교 1 8.3

천주교 2 16.7

기타 1 8.3

무교 4 33.3

유병기간

10년 미만 2 16.7

10년 이상 – 20년 미만 3 25.0

20년 이상 – 30년 미만 5 41.6

30년 이상 2 16.7

일 시 2019년 6월 8일 장 소 낮병원 프로그램실

회기/주제 1회기 / 긍정 심리 치료(멘탈 휘트니스) 소개

목 표

1. 참여자가 긍정 심리 치료(멘탈 휘트니스)의 목적을 이해한

다.

2. 참여자가 긍정 심리 치료 효과성 평가를 위한 사전 설문지

를 작성한다.

참석자(ID) 1, 2, 3, 4, 5, 6, 7, 8, 9, 10, 11, 12 (전원 참석)

진 행 자 담당 정신 건강 사회복지사

제 2 절 프로그램 진행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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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사항 설문지

진행순서

2회기 강점 탐색-나와 타인을 보는 새로운 방법 찾기

3회기 낙관성 훈련-세상을 더 아름답게 바라보기

4회기 정서 지능-정서에 귀 기울이기

5회기 긍정 대화법-진심 전달하기

6회기 감사 활동-인생의 숨은 보석 찾기

7회기 몰입의 즐거움-행복한 활동 찾기

8회기 용서하기-분노는 마음의 가장자리로

9회기 변화와 선택-새로운 시작

1. 도입 단계(5분)

- 진행자 및 프로그램 소개

2. 진행 단계(40분)

- 회기 전체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 진행자는 설문지 작성요령 설명한다.

- 연구 참여자는 설문지를 작성하고, 집중의 어려움 등 도

움이 필요한 경우 진행자가 함께 작성한다.

- 별칭 정하기 및 자기 소개하기

. 연구참여자가 연구 기간 중 프로그램 시간에 불리우기

를 원하는 별칭을 스스로 정한다.

. 참여자가 자신의 별칭을 소개하고, 별칭을 지은 이유

를 간단히 설명한다.

3. 마무리 단계(5분)

- 프로그램에 대한 정리 요약(진행자)

- 프로그램 참여한 소감 발표(참여자 전원)

참석자

개별반응

Ÿ 참석자 1: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하였고 자신의 별칭을 ‘****’이라고 지

으며 다른 시간에도 그렇게 불러주면 좋겠

다며 내내 기분 좋은 모습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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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참석자 2: 프로그램명이 너무 어려워서 하고 싶은 마음

이 들지 않고 관심을 가지지 않으며, 설문지

작성 시 문항이 너무 많아서 짜증이 난다며

불평하며 옆 회원에게 계속 말을 거는 모습

보임.

Ÿ 참석자 3: 영어가 들어간 프로그램 이름이라서 너무 기

대가 되고 벌써 마음이 단단해지는 것 같다

며 좋아하는 모습 보임. 설문지도 공부하는

것 같다며 더 하고 싶다고 하며 길게 진행

해달라고 평소와 다른 반응 보임.

Ÿ 참석자 4: 프로그램 시작부터 눈을 감고 있으며 무관심

하고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

이는 정도로 반응함. 평소 모습과 크게 다르

지 않으며 설문지 작성을 힘들어하여 사회

복지사가 모두 읽어주고 체크함.

Ÿ 참석자 5: 영화감상이나 노래방을 더 많이하면 좋겠는

데 또 어려운 것을 하라고 한다며 불만이

많은 모습이며 설문지 작성 시 집중 어려워

사회복지사 모두 읽어주고 체크함.

Ÿ 참석자 6: 차분하게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설문지를 직

접 읽고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손을 들어

질문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 보임. 프로그램

명이 아주 마음에 든다며 프로그램 진행 전

높은 기대감 표현함.

Ÿ 참석자 7: 프로그램 내내 silly smile 보이고 주변인이

나 특성 공간을 빤히 보는 등 양성 증상으

로 인해 프로그램에 집중하기 어려운 모습

보임. 진행자가 자주 이름을 부르면서 주의

환기 시켜가며 진행하고 설문지 작성 시 모

두 읽어주고 함께 체크함.

Ÿ 참석자 8: 본인이 휘트니스 센터에 다닌 이야기부터 현

재 운동하고 있는 내용 등을 장황하게 설명

하였고 주변 회원이 ‘아 이제 그만 하라’라



- 38 -

고 화를 내자 기분이 다운되어 고개를 숙이

고 있으며 끝까지 소극적인 모습 보임.

Ÿ 참석자 9: 별칭을 짓는 것이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불편하다고 표현하며 끝까지 본인은 본인의

이름을 고수하겠다고 함. 옆 회원이 그럼 성

만 따서 별칭하자고 하니 마지 못해 동의하

였으며 그 외 시간에도 다소 부정적인 모습

보임.

Ÿ 참석자 10: 설문지 내용이 이해하기 어렵다며 주변 회

원들에게 설문지 내용을 물어보는 모습 보

여 사회복지사가 설문지 내용 설명하며 사

전 검사 실시함. 프로그램은 큰 기대가 없지

만 별칭을 짓는 것이 흥미로웠다고 소감 발

표함.

Ÿ 참석자 11: 내내 진행자를 노려보거나 눈을 감고 있는

등 평소와 같이 부정적이고 프로그램 참여

를 불편해하는 모습임. 설문지 작성에 대한

강한 거부감 보이며 집에 가져가서 보호자

와 함께 하겠다고 하여 담당 사회복지사가

도와 프로그램 종료 후 원내에서 작성함.

Ÿ 참석자 12: 프로그램 진행 과정을 놓치지 않고 적절히

따라오는 모습이며 설문지 작성, 별칭 짓기

등을 수월하게 수행함. 프로그램의 이름과

목표가 마음에 든다며 본인의 마음이 단단

해지기를 바란다고 함.

진행자

평가

전반적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만

족도가 높은 편이며 설문지 작성에 대한 부담감이 높음.

다음 회기 시작 전 프로그램 명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이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기록자 정신 건강 사회복지사 양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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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9년 6월 15일 장 소 낮병원 프로그램실

회기/주제 2회기 / 강점탐색-나와 타인을 보는 새로운 방법 찾기

목 표

1. 참여자가 강점의 개념을 이해한다.

2. 참여자가 자신과 타인의 강점을 탐색하고 긍정적인 시각을

형성한다.

참석자(ID) 1, 2, 3, 4, 5, 6, 7, 8, 9, 10, 11, 12 (전원 참석)

진 행 자 담당 정신 건강 사회복지사

준비사항 별칭 명찰, 강점 탐색지

진행내용

1. 도입 단계(10분)

- 별칭을 활용한 아이엠그라운드 게임

2. 진행 단계(35분)

- 강점의 개념 설명(진행자가 설명함)

. 강점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 일상에서 활용되

는 특징

. 스스로 인정하고 자부심을 느끼며 날마다 발휘되는 탁월

한 특성

- 강점 찾기

. 24가지 강점에 대한 설명 및 자신과 타인의 강점 찾기

. 24가지 강점: 호기심, 학구열, 판단력, 창의성, 사회성,

예견력, 용기, 끈기, 지조, 친절, 사랑, 시민정신, 공정

성, 지도력, 자기통제력, 신중함, 겸손, 감상력, 감사,

희망, 목적의식, 용서, 유머감각, 열정

. 그 외 강점이 있다면 소개하기

- 참여자가 돌아가며 자신의 강점 소개한다.

- 강점 활용 방법에 대한 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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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생활 속에서 각자의 강정을 활용해본 경험과, 앞

으로 활용할 계획을 간단히 이야기한다. 참여자와 진

행자가 함께 토의하며 각자의 의견에 대한 피드백을

주고 받는다.

3. 마무리 단계(5분)

- 프로그램에 대한 정리 요약(진행자)

- 프로그램 참여한 소감 발표(참여자 전원)

4. 과제 부여

- 자신이 생각하는 행복에 대하여 정리해보기.

참석자

개별반응

Ÿ 참석자 1: 자신의 강점은 사회성이라고 하며 누구와든

잘 친해질 수 있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

다며 비교적 적절히 설명하였음.

Ÿ 참석자 2: 용서가 본인의 강점이라고 하며 본인에게 서

운하게 했던 사람들과 관련된 이벤트들(주

로 증상과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본

인은 잘 용서할 수 있다고 이야기함. 완전히

용서가 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모

르겠다며 더 용서해보겠다고 함.

Ÿ 참석자 3: 본인의 강점은 학구열이라며 본인이 질병으

로 인해 공부를 다 마치지 못했지만 그 이

후에도 꾸준히 공부를 하고 있다는 점 등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하여 시간 관계 상 소감

발표를 그만하도록 하자 기분이 다운되는

모습.

Ÿ 참석자 4: 본인의 강점을 이야기하는 것도 관심이 없다

며 프로그램 내내 눈을 감고 있었으나 강점

을 한 가지 이상 꼭 이야기하도록 당부하자

옆 회원이 이야기한 ‘감사’를 똑같이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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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도 낮음.

Ÿ 참석자 5: 자신은 모두에게 친절한 점이 강점이라고 이

야기함. 타 회원들이 동의하며 정말 친절하

다고 칭찬하자 기분이 더욱 좋아진 모습이

며, 본인의 강점을 발견하는 좋은 시간이었

다며 남은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 표현함.

Ÿ 참석자 6: 강점의 종류와 내용에 대해 차분하게 듣고,

본인의 강점이 감사라며 적절히 설명하는

모습임.

Ÿ 참석자 7: 프로그램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강점

발표 시에도 집중하지 못하다가 화면에 보

이는 단어 중 아무거나 고르라는 옆 회원의

말에 따라 ‘희망’이라고 이야기함. 구체적인

내용을 요구하자 ‘병이 나을 거라고 희망을

가지고 있어’라고 답함.

Ÿ 참석자 8: 본인의 강점이 너무 많아서 다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여 가장 큰 강점을 선택하도록 하

자 ‘감사’라고 하며 그 이유를 아주 장황하

게 설명함. 그러나 내용이 프로그램의 취지

나 목표와 잘 맞지 않으며 관련 없는 이야

기를 길게 하는 모습.

Ÿ 참석자 9: 별칭을 짓는 것이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불편하다고 표현하며 끝까지 본인은 본인의

이름을 고수하겠다고 함. 옆 회원이 그럼 성

만 따서 별칭하자고 하니 마지 못해 동의하

였으며 그 외 시간에도 다소 부정적인 모습

보임.

Ÿ 참석자 10: 본인의 강점은 유머감각이지만 병 때문에

전혀 발휘하지 못한다고 함. 평소 생활 속에

서 관찰되는 유머감각을 예로 들며 진행자

가 동의하자 기분이 좋아졌으며 프로그램에

평소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함.

Ÿ 참석자 11: 본인은 강점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며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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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인 모습이며, 옆 환우가 ‘너는 신중하니

까 신중하다고 해’라고 말하자 ‘그렇다고 해

요’라고 대충 답하는 등 프로그램에 대한 관

심도 낮음.

Ÿ 참석자 12: 자신의 강점은 열정이지만 병이 오래 진행

되면서 낫고 싶다는 열정도 사라지고 만사

가 귀찮아진다고 함. 옆 회원들이 다시 열정

을 가지고 프로그램도 참여해보라고 권하자

미소지으며 ‘그러든지요’라고 답함.

진행자

평가

강점의 종류와 내용을 설명할 때 집중도가 흩어지는 모

습 있었음. 설명 시 실례를 들어 설명하거나 그림 자료 등

을 활용하여 집중도 높이는 과정이 필요함. 강점이라는 주

제 자체가 회원들이 좋아하고 긴장하지 않는 주제여서 만

족도와 참여도가 높았음.

기록자 정신 건강 사회복지사 양00

일 시 2019년 6월 22일 장 소 낮병원 프로그램실

회기/주제 3회기 / 낙관성 훈련-세상을 더 아름답게 바라보기

목 표
1. 진정한 낙관성이 무엇인지 이해한다.

2.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구체적인 방식을 습득한다.

참석자(ID) 1, 3, 4, 5, 6, 7, 8, 10, 11 (9명 참석)

진 행 자 담당 정신 건강 사회복지사

준비사항 낙관성 설명 자료

진행내용

1. 도입 단계(10분)

- 지난 한 주 나의 행복은 몇 점?

- 과제 확인: 과제를 해온 참여자 중에서 발표를 원하는

참여자가 발표하며, 이에 대하여 진행자가 긍정적인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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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백을 한다(예: 박수, 엄지손가락으로 칭찬하기 등)

2. 진행 단계(35분)

- 진행자가 낙관성 개념 설명

. 낙관성 적용 사례 소개: 토마토 이야기, 피라니아 이야기

- 참여자와 함께 낙관적으로 생각하면 좋은 점, 낙관성의

필요성 토론

- 진행자가 낙관성의 요건 설명: 영속성, 확산성, 개인화,

희망

- 낙관성 훈련

. 참여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예

로 제시하고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여러 번 연습해서 낙관적인 생각에 익숙해지도록 함.

(낮병동 내에서 겪을 수 있는 대인관계 문제, 가족과의 갈등,

자존감이 낮아지는 상황을 겪었을 때 등)

3. 마무리 단계(5분)

- 프로그램에 대한 정리 요약(진행자)

- 프로그램 참여한 소감 발표(참여자 전원)

4. 과제 부여

- 하루 중 좋았던 일을 육하원칙에 따라 기록해보기.

참석자

개별반응

Ÿ 참석자 1: 지난 시간 이후 과제를 했다며 프로그램 초

반 과제 발표하고 주변 회원들에게 칭찬과

긍정의 반응을 받으면서 기분이 좋아 프로

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Ÿ 참석자 3: 낙관성이라는 단어에 대해 이해하고 알게 되

어 기쁘다고 하며, 본인이 최근 가족과 겪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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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갈등 이야기를 하며 낙관적으로 생각해

보겠다고 하여 진행자 및 회원들이 칭찬하

고 동의하였음.

Ÿ 참석자 4: 낙관성 설명 시 집중하기 어려워하며 개념이

어렵다며 힘들어함. 이후 고개를 숙이고 있

거나 조는 모습 보이는 등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도 낮은 모습 보임.

Ÿ 참석자 5: 다른 회원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본인의 낙

관성 경험에 대해서도 적절히 이야기하여

회원들의 호응을 받고 기분 좋은 모습.

Ÿ 참석자 6: 낙관성이 좋은 것 같지만 병을 앓으면서 본

인 마음에서 비관적인 느낌과 생각이 더 많

이 들었다고 함. 앞으로 낙관적으로 생각하

고 행동하는 것을 연습하면 증상 호전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함.

Ÿ 참석자 7: 프로그램 진행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거나

조는 모습 보임. 최근 증상 악화로 약물 조

절 후 프로그램에 집중하기 어려운 모습이

반복되고 있음.

Ÿ 참석자 8: 낙관성이라는 것이 좋은 말 같지만 현실적으

로 병이 낫지 않고 취업도 못하는 상황에서

생각만 낙관적으로 한다고 좋아질 것 같지

않다며 현실적인 한계에 대하여 이야기함.

솔직한 반응에 대해 진행자가 동의하면서

프로그램에서 이야기하는 낙관성에 대해 다

시 강조하자 “같은 상황에서 다른 결과가

있을수도 있겠네요”라며 부분적 동의함.

Ÿ 참석자 10: 타 회원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고개를 끄덕

이는 등 프로그램에 집중하는 모습 보임. 낙

관성이라는 단어가 어렵지만 다 좋게 생각

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하여, 낙관성의 정확

한 의미와 적용에 대해 다시 설명하였음.

Ÿ 참석자 11: 낙관성에 대해 설명할 때에는 고개를 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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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9년 6월 29일 장 소 낮병원 프로그램실

회기/주제 4회기 / 정서지능-정서에 귀 기울이기

목 표

1. 정서지능의 개념과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이해한다.

2.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정확하게 지각하고 이해하며 관리하

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한다.

참석자(ID) 1, 2, 3, 4, 5, 6, 7, 8, 10, 11 (10명 참석)

진 행 자 담당 정신 건강 사회복지사

준비사항 그로그카드

진행내용

1. 도입 단계(10분)

- 간단한 스트레칭(주의환기 및 집중 유도): 진행자가 먼저

예시를 보이고, 참여자들이 따라하도록 한다.

- 과제 확인: 과제를 해온 참여자 중에서 발표를 원하는

참여자가 발표하며, 이에 대하여 진행자가 긍정적인 피

드백을 한다(예: 박수, 엄지손가락으로 칭찬하기 등)

이고 동의하는 모습 보였으나 타 회원들이

경험과 의견을 이야기할 때 조는 모습 보임.

30분 이상 집중에 어려움을 보임.

진행자

평가

낙관성의 개념을 보다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자료와 표

현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음. 대부분의 회원들이 낙관성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한 모습으로 그저 좋게 생각하고

좋게 말하면 된다고 이해하게 되었음. 추후 프로그램 준비

시 개념과 내용을 회원들이 보다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준비가 필요함.

기록자 정신 건강 사회복지사 양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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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행 단계(35분)

- 진행자가 정서지능 개념 설명

. 정서지능: 정서를 다루는 기술에서의 유능성. 구체적으로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는 능력, 정서를 효율적으

로 다루는 능력, 정서적 상처를 회복하는 능력, 타인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 정서를 활용하는 능력.

- 진행자와 참여자가 함께 정서 지능의 필요성에 대해 이

야기 나누기.

- 여러 가지 긍정적, 부정적 정서에 대해 탐색하기

. 그로그 카드를 활용하여 다양한 정서 표현에 대해

알아보기

- 역할극: 참여자가 옆 사람과 짝을 이루어 최근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며 본인의 정서를 표현하고, 짝의 정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시간.

3. 마무리 단계(5분)

- 프로그램에 대한 정리 요약(진행자)

- 프로그램 참여한 소감 발표(참여자 전원)

4. 과제 부여

- 가장 강렬했던 정서, 타인의 정서에 공감한 일 적어오기.

참석자

개별반응

Ÿ 참석자 1: 그로그 카드를 활용한 정서 인지 및 표현에

대해 매우 만족하였으며 ‘내가 이렇게 많은

감정이 있는데 너무 단순하게만 생각했다’라

며 소감 발표함.

Ÿ 참석자 2: 최근 증상 악화로 인한 부정적 정서를 많이

느끼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였으며, 솔직한 자

기표현에 대해 칭찬하고 공감하는 피드백을



- 47 -

받고는 프로그램 초반의 긴장된 표정이 다소

풀어지는 반응 보임.

Ÿ 참석자 3: 그로그 카드 활용에 대해 매우 흥미로워하며

개인적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고 싶다고 하는 등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과 만족이 높은 모습임.

Ÿ 참석자 4: 최근 프로그램 집중도가 많이 낮았던 모습과

비교할 때 이번 회기 참여 시 집중하고 타

회원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이는 모습임.

그로그 카드와 같은 도구 활용이 좋다며 만

족함.

Ÿ 참석자 5: 그로그 카드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정서들

이 많이 있다며 만족하였고, 본인 스스로의

정서와 기분에 무관심 했던 것 같다며 앞으

로 기분에 집중하고 표현해보겠다고 함.

Ÿ 참석자 6: 다양한 정서 표현을 알게 된 것에 대해 만족

하였으며 타 회원의 발표에 귀를 기울이고

고개를 끄덕이는 등의 반응을 보임.

Ÿ 참석자 7: 그로그 카드를 고르는 것도 어려워하며 프로

그램 집중도가 여전히 낮은 모습임. 타 회원

의 발표에 거의 관심이 없으며 silly smile

관찰되고 본인의 정서 표현도 적절히 하지

못하고 ‘모르겠다’라는 말만 반복함.

Ÿ 참석자 8: 많은 정서 표현을 알게된 것에 대한 만족감

을 표현하였음. 본인이 가장 강렬하게 느꼈

던 정서는 배신과 관련되어 있어 다소 부정

적인지만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긍정적

인 정서를 많이 배우고 싶다고 함.

Ÿ 참석자 10: 자신은 정서 지능이 낮아서 병에 걸린 것

같다며 첫 발병 시 느꼈던 스트레스와 오랜

유병 기간 동안 느끼게 되는 부정적인 정서

에 대해 이야기함. 진행자와 타 회원들로부

터 공감 받으면서 ‘이 프로그램을 참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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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이 좀 따뜻해진다’라고 표현함.

Ÿ 참석자 11: 중간에 화장실을 다녀오고 물을 마시는 등

프로그램에 집중하기 어려워하는 모습으로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거나 적용하기

어려운 모습임.

진행자

평가

그로그 카드를 통해 다양한 정서 표현을 알아보고 직접

자신이 경험했던 정서들을 표현하면서 기분 환기가 되며,

이전의 힘들었던 일도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하는 기회가

되었음. 참여자 중 프로그램 참여에 어려움을 보이는 회원

들에 대한 면담 및 약물 관련 치료진 개입이 필요하겠음.

지적 능력 및 음성 증상에 따른 어려움을 이해하고 보다

많은 회원들이 집중할 수 있는 도구를 준비하는 등의 변화

가 필요하겠음.

기록자 정신 건강 사회복지사 양00

일 시 2019년 7월 6일 장 소 낮병원 프로그램실

회기/주제 5회기 / 긍정 대화법-진심 전달하기

목 표
1. 긍정대화법을 배우고 이해한다.

2. 긍정대화법을 다양한 상황에 적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참석자(ID) 2, 3, 4, 5, 6, 7, 8, 9, 10, 11, 12 (11명 참석)

진 행 자 담당 정신 건강 사회복지사

준비사항 각 예시 상황을 표현하는 삽화

진행내용

1. 도입 단계(10분)

- 눈치게임

- 과제 확인: 과제를 해온 참여자 중에서 발표를 원하는

참여자가 발표하며, 이에 대하여 진행자가 긍정적인 피

드백을 한다(예: 박수, 엄지손가락으로 칭찬하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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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행 단계(35분)

- 진행자가 긍정 대화법 개념 설명

- 참여자들이 경험했던 문제 상황(대화의 어려움) 이야기

나누기

- 문제 상황에서 사용된 부정적 표현을 찾고, 긍정대화법

으로 바꾸는 연습 실시

. 문제 상황을 참여자가 제시하고, 본인 또는 다른 참여

자 중 자발적으로 원하는 참여자가 긍정대화법을 적용

하여 표현하기. 진행자는 주로 들으며, 긍정대화법에서

크게 어긋나는 경우에만 피드백을 함.

- 역할극: 토의 내용 중 참여자들로부터 가장 많이 공감

받은 상황을 가지고 참여자들이 옆 사람과 긍정대화법을

실시하고 감정과 반응 관찰하기. 참여자가 느낀 감정과

반응을 자발적으로 발표하기.

3. 마무리 단계(5분)

- 프로그램에 대한 정리 요약(진행자)

- 프로그램 참여한 소감 발표(참여자 전원)

4. 과제 부여

- 긍정대화법 적용 사례 적어오기.

참석자

개별반응

Ÿ 참석자 2: 역할극 참여를 힘들어하며, 상대 회원이 말하

는 것에 대해 짜증을 내는 모습이 있어 진행

자와 따로 역할극 진행함. 긍정 대화를 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며 중간에 화장실에 다녀오

는 등 거부 반응 보임.

Ÿ 참석자 3: 역할극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본인의 표현

변화, 상대 회원의 표현의 좋은 점 등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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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적절히 표현하였음.

Ÿ 참석자 4: 역할극을 진행하고 발표를 하겠다고 적극적

으로 나서는 등 프로그램에 대한 흥미 높음.

역할극 시 가정 내에서 반복되는 자매와의

갈등 상황에서 긍정 대화를 적절히 적용하는

모습 보여 회원들이 칭찬하였음.

Ÿ 참석자 5: 본인은 대화하는 것 자체를 좋아하지 않는다

며 회기 주제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임. 타

회원과의 역할극 시에도 말을 거의하지 않고

듣기만 하는 등 프로그램 참여에 적극적이지

않음.

Ÿ 참석자 6: 주제에 매우 동의한다면서 가정이나 낮병원

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 자주 발생

하는데 긍정 대화법을 모두 적용하며 싸우지

않고 편안한 생활이 될 것 같다고 소감 발표

함.

Ÿ 참석자 7: 여전히 silly smile 관찰되며 프로그램 중반

이후로는 계속 조는 모습 보임. 프로그램 참

여가 적절한지, 유지를 해야할지 등에 대한

치료자 회의가 필요하겠음.

Ÿ 참석자 8: 역할극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나 본인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할 때 주제와 관련 없는

이야기를 장황하게 늘어놓는 모습 관찰됨.

이로 인해 타 회원에게 핀잔을 듣자 바로 화

를 내다가 ‘아 긍정적으로 이야기해야지’라며

바로 말의 내용을 바꿔서 진행자 및 타 회원

의 칭찬을 받음.

Ÿ 참석자 10: 긍정적으로 대화하면 좀 쑥스럽고 그래서

대화를 더 많이 못 나눌 것 같다고 함. 역할

극 시 적절히 긍정대화 적용하는 모습 보임.

Ÿ 참석자 11: 프로그램 중간에 자리 이동이 있으며, 역할

극 참여 거부하였음. 프로그램이 새로워서

재미있기는 하지만 ‘제가 요즘 힘들어서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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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증상으로 인해 집중이 어렵다고 이야기하

여 공감하고, 부담 없이 참여하도록 권유함.

Ÿ 참석자 12: 긍정대화가 좋지만, 가족들이나 상대방이 부

정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면, 화가 끓어올라

서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고 함. 솔직한 소감 표현에 대해 공감하고

지속적인 노력 당부함.

진행자

평가

긍정 대화법은 사회기술훈련 시간에도 여러 차례 진행했

던 주제로, 회원들이 익숙하게 역할극에 참여하고, 적절히

적용하는 모습을 보임. 증상으로 인해 프로그램 집중이 어

려운 회원에게 시선이 모여서 진행에 방해가 되거나, 특정

회원이 부담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진행이 필요함.

기록자 정신 건강 사회복지사 양00

일 시 2019년 7월 13일 장 소 낮병원 프로그램실

회기/주제 6회기 / 감사활동-인생의 숨은 보석 찾기

목 표

1. 감사의 필요성을 이해한다.

2. 자신에게 의미 있고 고마운 대상을 떠올리고 감사편지를

작성한다.

참석자(ID) 1, 2, 3, 4, 5, 6, 7, 8, 9, 10, 11, 12 (전원 참석)

진 행 자 담당 정신 건강 사회복지사

준비사항 편지지, 편지봉투

진행내용

1. 도입 단계(10분)

- 내 기분은 몇 점?(어제 있었던 일 나누기)

- 과제 확인: 과제를 해온 참여자 중에서 발표를 원하는

참여자가 발표하며, 이에 대하여 진행자가 긍정적인 피

드백을 한다(예: 박수, 엄지손가락으로 칭찬하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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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행 단계(35분)

- 진행자가 감사 표현의 필요성 설명

- 참여자들이 자신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고마운

대상 생각하기.

. 참여자들이 자발적으로 고마운 대상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하기. 발표를 원하지 않는 경우 발표하지 않음.

- 감사 편지 작성: 참여자들이 가능한 실제로 전달할 수 있

는 대상에게 편지를 쓴다.

- 감사 편지 발표: 원하는 참여자를 중심으로 3-5명의 감

사 편지를 발표하고 듣는 시간을 가진다.

3. 마무리 단계(5분)

- 프로그램에 대한 정리 요약(진행자)

- 프로그램 참여한 소감 발표(참여자 전원)

4. 과제 부여

- 참여자가 편지 대상자에게 감사 편지 전달하기

- 참여자가 감사 편지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느낀 감정 적

어오기.

참석자

개별반응

Ÿ 참석자 1: 낮병원 회원 중 한 사람에게 감사 편지를 썼

다고 함. 직접 전달할 수 있는 회원에게 써

서 직접 전달하는 과정에 대해 만족하였음.

Ÿ 참석자 2: 가족들에게 감사편지를 썼다고 하며, 자발적

으로 발표하였음. 평소 부정적이고 소극적으

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모습과 다른 모습으

로 타 회원들로부터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고

기분 좋은 모습임.

Ÿ 참석자 3: 많은 사람에게 감사 편지를 쓰고 싶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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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정말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한 사람에게

만 쓰도록 함. 프로그램 내용에 만족하는 모

습이며 자발적으로 발표하고자 하였으나 시

간 관계 상 하지 못해 아쉬워함.

Ÿ 참석자 4: 주보호자인 부모님에게 편지를 썼으며 내용

이 매우 간단하고 어휘가 단순하지만, 프로

그램 시 진행 내용에 따라 반응하고 참여한

것에 대해 긍정적인 피드백 받음.

Ÿ 참석자 5: 이전에 본인을 잘 치료해주던 정신 건강 의

학과 전공의에게 편지를 썼으며, 내용을 발

표하고 싶어 했지만 시간 관계 상 하지 못

함. 진행자에게 직접 편지를 부쳐달라고 부

탁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임.

Ÿ 참석자 6: 학창 시절 본인과 마음을 나누었던 친구 생

각이 난다며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적절한

감사 표현을 사용하여 편지 작성함. 자발적

으로 발표하였고, 직접 전할 수 없는 것이

아쉽다고 함.

Ÿ 참석자 7: 조는 모습 반복되고 있으나 이전에 비해서는

집중력 높아지고 있으며, 프로그램 활동에도

참여하는 등 이전과 달라진 모습에 대해 긍

정적인 피드백을 받고 기분이 좋아짐.

Ÿ 참석자 8: 동생에게 감사 편지를 썼으며 내용이 너무

길어서 다 마무리하지 못함. 집에서 마무리

하고 동생에게 직접 전달할 것이라며 설레는

표정으로 소감 발표함.

Ÿ 참석자 9: 손이 떨려서 편지를 쓰는 것이 힘들다며 감

사편지 작성은 거부하였음. 감사 활동의 중

요성과 내용에 대해 공감한다는 표현을 함.

Ÿ 참석자 10: 가족에게 평소의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지

못했다며 정성스럽게 편지를 쓰는 모습 보

임. 전체적으로 발표하고 회원들에게 칭찬을

받자 표정 밝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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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참석자 11: 감사 편지를 전달할 대상을 고르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 편지를 끝까지 작성하지는 못했

음. 집에서 마무리한다고 하였으나 귀가 시

편지지를 두고 가는 등 프로그램에 대한 전

반적인 관심도가 낮은 모습임.

Ÿ 참석자 12: 이전에 비해 집중도 높아진 모습이며, 타회

원의 발표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 보였음. 가

족에게 감사 편지를 썼으며 쑥스러운 마음을

표현하는 기회가 되어 만족스럽다며 귀가 후

전달하겠다고 함.

진행자

평가

감사 편지 작성하기는 주제가 쉽고 활동도 부담이 없어

서 전체적으로 편안하게 참여하였음. 오랜만에 전원 참석

하여 보다 풍성하게 의견을 나누었으며 발표를 원하는 회

원도 많아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음.

기록자 정신 건강 사회복지사 양00

일 시 2019년 7월 20일 장 소 낮병원 프로그램실

회기/주제 7회기 / 몰입의 즐거움

목 표

1. 일상생활 속에서 행복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활동들을

생각한다.

2. 몰입의 개념을 배우고 그 중요성을 이해한다.

3. 자신의 몰입활동을 정하고 개발시킨다.

참석자(ID) 1, 2, 3, 5, 6, 7, 8, 9, 10, 12 (10명 참석)

진 행 자 담당 정신 건강 사회복지사

준비사항 행복해지기 위한 10가지 방법 시각 자료

진행내용
1. 도입 단계(10분)

- 미소 전달하기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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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 확인: 과제를 해온 참여자 중에서 발표를 원하는

참여자가 발표하며, 이에 대하여 진행자가 긍정적인 피

드백을 한다(예: 박수, 엄지손가락으로 칭찬하기 등)

2. 진행 단계(35분)

- 진행자가 몰입의 개념 설명

. 어떤 행위에 깊게 몰입해서 시간의 흐름이나 공간, 더 나

아가서는 자신에 대한 생각까지도 잊어버리게 되는 행복

한 순간.

- 몰입의 필요성, 효과에 대해 진행자와 참여자가 함께 이야기

나누기.

. 진행자는 몰입 활동으로 적절한 예시와 피해야할 예시

전달.

- 참여자 각자 몰입할 활동을 생각하고 구체적인 계획 세

우기.

. 예시: 행복해지기 위한 10가지 방법

① 운동을 하라.

② 좋았던 일을 떠올려 보라.

③ 대화를 나누라.

④ 식물을 가꾸라.

⑤ TV시청 시간을 반으로 줄이라.

⑥ 미소를 지으라.

⑦ 친구에게 전화하라.

⑧ 하루에 한 번 유쾌하게 웃으라.

⑨ 매일 자신에게 작은 선물을 하라.

⑩ 매일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라.

3. 마무리 단계(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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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에 대한 정리 요약(진행자)

- 프로그램 참여한 소감 발표(참여자 전원)

4. 과제 부여

- 참여자가 몰입에 성공한 일 적어오기.

참석자

개별반응

Ÿ 참석자 1: 이전에 뜨개질을 하면서 몰입했던 경험을 이

야기하면서 낮병원 회원들에게 겨울이 오기

전에 목도리 같은 선물을 하고 싶다고 하며

적절한 계획을 제시함.

Ÿ 참석자 2: 증상 때문에 몰입이라는 행위 자체를 할 수

가 없다며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 현실성이

낮다고 소감을 발표함. 양성 증상이 심한 경

우 그럴 수 있음에 동의하고, 양성 증상이

호전된 후 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권함.

Ÿ 참석자 3: 자신은 공부를 할 때 몰입하고 세상의 험한

일들을 잊을 수 있는 것 같다고 함. 대상자

의 경우 공부와 관련된 양성 증상이 주요 호

소이므로, 공부와는 다른 취미와 몰입 활동

을 찾아보도록 당부함.

Ÿ 참석자 5: 청소, 빨래 등 집안일을 할 때 몰입을 경험해

보았다고 이야기함. 집안일 역시 몰입을 적

용할 수 있는 좋은 활동이지만 평소 원예 활

동에 관심이 높았던 만큼 식물 가꾸기 등에

도 몰입해볼 수 있도록 권함.

Ÿ 참석자 6: 본인은 운동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

만 신체 건강관리와 정신적인 건강관리를 위

해 집 주변 산책로 운동에 몰입해보겠다고

함. 하루에 30분 이상 온전히 운동에 몰입해

보겠다고 하며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 등을

계획하고 있어 좋은 예로 칭찬함.

Ÿ 참석자 7: 자신이 좋아하는 걸그룹 관련 자료를 찾고

모으는 것이 가장 즐겁고 집중할 수 있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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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함. 대상자의 증상과 관련이 있어 이

와 다른 활동을 함께 찾아보기로 함.

Ÿ 참석자 8: “몰입이라고 하니 무슨 스티브 잡스처럼 멋

진 사람이 떠오르는데 저는 집중력이 낮아서

못해요.”라고 말함. 몰입과 집중력 유지에는

차이가 있으며 좋아하는 일에 열심히 다해볼

수 있도록 권유함.

Ÿ 참석자 10: TV를 보는 일이 증상이 있어도 가장 쉬게

몰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인데 제외 활동이 되

었다며 아쉬워함. 본인은 독서에 몰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함.

Ÿ 참석자 12: 얼마 전 친구를 만날 기회가 있어서 만나고

왔는데 본인만 몸이 뚱뚱하고 관리가 안된

것 같아서 위축되었다고 함. 매일 1시간씩

운동을 하면서 몰입하고 건강관리를 하겠다

고 함.

진행자

평가

몰입이라는 주제가 조현병 정신 장애인에게 적용하기에

는 다소 어려움이 있고, 내용을 적절히 이해할까 고민하면

서 진행하였음. 진행자의 생각과 달리 회원들이 몰입의 내

용을 적절히 이해하고 대부분 본인의 현재 상태와 적절한

몰입 활동을 소개하는 모습을 보였음. 다음 회기 때 몰입

의 경험을 나누면서 적절히 적용이 되었는지 지속적인 확

인이 필요하겠음.

기록자 정신 건강 사회복지사 양00

일 시 2019년 7월 27일 장 소 낮병원 프로그램실

회기/주제 8회기 / 용서활동-분노는 마음의 가장자리로

목 표

1. 분노나 상처 경험을 새로운 시각으로 돌아보면서 부정적인

감정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다.

2. 진정한 용서를 바르게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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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서의 필요성과 의미를 숙고하고 자신에게 맞는 용서

활동을 선택하여 실천한다.

참석자(ID) 1, 2, 3, 4, 5, 6, 8, 9, 10, 11, 12 (11명 참석)

진 행 자 담당 정신 건강 사회복지사

준비사항 차분하고 편안한 음악

진행내용

1. 도입 단계(10분)

- 마임으로 기분 표현하기 게임: 진행자가 먼저 예시를 보

이고, 참여자들이 즉흥으로 표현하며 부담스러워서 표현

을 거부하는 경우 다음 참여자 순서로 넘어간다.

- 과제 확인: 과제를 해온 참여자 중에서 발표를 원하는

참여자가 발표하며, 이에 대하여 진행자가 긍정적인 피

드백을 한다(예: 박수, 엄지손가락으로 칭찬하기 등)

2. 진행 단계(35분)

- 진행자가 용서의 개념 설명

.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이나 그가 지은 죄나 잘못 따위를

꾸짖거나 벌을 주지 않고 너그럽게 살펴 이해하는 것.

. 가해자에 대한 분노나 적대감을 버리고 오히려 동정, 자비,

사랑을 베풀려고 노력하는 심리 과정

- 진행자와 참여자가 함께 용서의 효과 대해 이야기 나누기.

. 만성적 스트레스 감소/분노, 불안, 우울 등 부정적

감정 감소

. 손상되었던 자존감 회복/심리적 웰빙, 삶의 만족도,

희망 향상

- 용서활동 시작하기.

. 참여자가 용서의 대상 및 사건 떠올리기.

. 진행자가 본인의 이야기를 예를 들어 설명하고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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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연습할 수 있도록 돕는다. 분노와 상처의 경험을

상대방의 입장에서 바라보며 인지적 재해석 연습하기.

. 참여자가 용서하고자 하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자기 자

신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하기.

. 진행자를 따라서 참여자들이 긴장이완활동 활용해보기.

3. 마무리 단계(5분)

- 프로그램에 대한 정리 요약(진행자)

- 프로그램 참여한 소감 발표(참여자 전원)

4. 과제 부여

- 용서활동 적용 후 느낌 적어오기.

참석자

개별반응

Ÿ 참석자 1: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일을 다시 떠올리게

되어 좀 힘들었다고 함. 본 회기에서 마음이

힘들었다는 것은 프로그램에 집중하고 마음

을 다스리는 일을 했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어 공감하고 위로함. 진행자 및 타 회원들

로부터 위로와 공감을 받으면서 표정이 편안

해졌고 힘들었던 마음을 위로 받을 수 있었

다며 만족함.

Ÿ 참석자 2: 프로그램 내내 눈을 감고 있으며 의견이나

감정, 소감을 물을 때 “그냥요,”, “좋았어요”

정도로 간단히 답변함. 추후 여건이 될 때

개별면담을 통해 용서하기 내용을 다시 시도

해 볼 필요가 있겠음.

Ÿ 참석자 3: 발병 후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했던 가족들,

친구들이 떠올랐다며 이미 다 용서했다고 생

각했는데 다시 또 생각하니 슬프다고 함. 왜

용서를 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함.

Ÿ 참석자 4: 프로그램 내내 졸고 다른 참여자들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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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큰 관심이 없는 모습 보임. 본인은 용

서할 일이나 사건이 없었다며 프로그램 내용

에 공감하지 못하고 집중도 어려운 반응임.

Ÿ 참석자 5: 자신을 무시했던 사람들이 떠오른다며 상대

는 자신에게 사과하지 않은 채로 혼자만 용

서를 하는 것이 조금 억울하다고 함. 솔직한

감정 표현에 감사를 표현하고 용서에 대해

조금 더 생각해보도록 권함.

Ÿ 참석자 6: 본인은 종교적인 이유로 이전에 다 용서를

했다고 함. 용서를 한 후 마음이 편안해지고

본인의 양성증상도 좋아졌다고 함. 용서를

한 후에도 대인관계에 대한 부담감은 높은

상태라고 함.

Ÿ 참석자 8: “전 이미 용서를 다 해버렸는데요”라며 용서

하기의 주제 말고 다른 주제를 이야기하자고

함. 다른 참여자의 이야기에도 관심이 없는

모습으로 평소 참여 태도와 다소 다른 모습

임.

Ÿ 참석자 9: 용서라는 것은 쉽게 생각하고 시도해보기 어

려운 부분이라면서 결국은 또 생각나서 자신

의 마음만 아플 것이라며 프로그램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함.

Ÿ 참석자 10: 자신만 용서하는 것은 억울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피해자인데 왜 용서를 내가

합니까”라며 주제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표

현함.

Ÿ 참석자 11: 용서를 하면서 좋은 줄은 알고 있지만 마음

의 준비가 아직 덜 된 것 같다며, “제 마음

이 아직은 준비가 될 됐어요. 그 사람들 때

문에 나는 일도 못하고 증상도 생겼는데 억

울해요.”라며 솔직한 마음 표현함. 솔직한 마

음 표현에 대해 감사 표현하였고 타 참여자

들도 공감하며 “준비되면 하면 된다”라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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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함.

Ÿ 참석자 12: 솔직히 용서를 할 준비가 덜 되었지만 ‘그

일’과 ‘그 사람들’을 용서한다면 본인의 마음

이 편안해지고 정신병 증상도 좋아질 것 같

다고 소감을 발표하였고,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다고 하여 타 참여자들

로부터 칭찬과 공감을 받음.

진행자

평가

용서라는 주제가 멘탈 휘트니스 프로그램에서 매우 중요

한 부분이지만, 대상자들의 아픈 경험과 잊고 싶은 기억을

끌어내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높았음. 회원들 중 일부는

용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회피하고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일부는 집중하고 프로그램의 목표를 달성하는 모

습을 보였음. 회피, 거부한 회원들에 대해서는 추후 필요

시 개별 면담을 통해 다시 다루고 회원들이 스스로의 마음

을 단련하고 회복에 이를 수 있도록 개입하겠음.

기록자 정신 건강 사회복지사 양00

일 시 2019년 8월 10일 장 소 낮병원 프로그램실

회기/주제 9회기 / 변화와 선택- 새로운 시작

목 표

1. 지금까지 다룬 내용을 돌아보며 변화된 부분을 인지한다.

2. 서로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하고 격려한다.

3. 긍정적인 삶을 위한 앞으로의 계획을 수립한다.

참석자(ID) 1, 2, 3, 4, 5, 6, 7. 8, 9, 10, 11, 12 (전원 참석)

진 행 자 담당 정신 건강 사회복지사

준비사항 버킷리스트 작성 용지, 필기구

진행내용

1. 도입 단계(10분)

- 내 마음을 상태를 꽃에 비유하여 표현하기: 진행자가 먼

저 예시를 보이고, 참여자들이 즉흥으로 표현하며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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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러워서 표현을 거부하는 경우 다음 참여자 순서로 넘

어간다.

- 과제 확인: 과제를 해온 참여자 중에서 발표를 원하는

참여자가 발표하며, 이에 대하여 진행자가 긍정적인 피

드백을 한다(예: 박수, 엄지손가락으로 칭찬하기 등)

2. 진행 단계(35분)

- 지난 회기 돌아보기.

. 진행자가 주요 개념 및 과제를 중심으로 리뷰.

. 참여자들이 프로그램 실시 전과 비교하여 변화된 부분이

있는지 탐색할 수 있도록 약 3분간 시간을 주고 기억나

는 것 1가지씩 이야기해 보기.

- 평생 과제 선정하기

. 참여자들이 긍정적인 삶을 위해 내가 꼭 해야할 평생

과제 5가지 선정

. 참여자들이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 자발적으로 평생 과제 발표 후 긍정적 피드백 주고 받기.

3. 마무리 단계(5분)

- 프로그램에 대한 정리 요약(진행자)

- 프로그램 참여한 소감 발표(참여자 전원)

4. 과제 부여

- 멘탈 휘트니스 참여 소감을 한줄평으로 준비하기

참석자

개별반응

Ÿ 참석자 1: 평생 과제로 ‘교회 열심히 다니기, 다른 사람

흉보지 않기, 운동하기’를 설정하였고 그 이

유에 대해 적절히 설명하며 타 회원들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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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을 받음.

Ÿ 참석자 2: ‘돈 많이 벌기, 여행 가기, 살 빼기, 가족들과

화해하기’를 평생 과제로 설정하였음. 이전부

터 있던 계획들이었으나 거의 지키지 못했다

고 하며 가족과 화해하기는 멘탈 휘트니스에

참여하면서 필요하다고 느껴서 추가했다고

함.

Ÿ 참석자 3: ‘대학교 가기, 돈 많이 벌기, 가족과 여행가

기, 살 빼서 결혼하기, 정신병 완치’를 평생

과제로 설정함.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배운

대로 잘 실천하면 마음이 튼튼해져서 평생

과제도 잘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밝은

표정으로 소감 발표함.

Ÿ 참석자 4: 프로그램 내내 눈을 감고 있으며 무관심한

모습으로 처음에는 목표가 없다고 했다가 주

위에서 발표를 하자 ‘건강하기, 독립하기, 약

줄이기’를 적어 발표함. 노력하는 모습에 대

해 타 회원들로부터 칭찬을 받음.

Ÿ 참석자 5: ‘전국노래자랑 나가기, 살 빼기, 아기 낳기,

정신병 다 낫기, 효도하기’를 평생 과제로 발

표함. 타 회원들로부터 응원을 받고 기분 좋

아하는 모습을 보임.

Ÿ 참석자 6: ‘독서를 꾸준히 하기,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

하기, 가족과 여행하기’ 3가지만 과제로 설정

하면서 “너무 많으면 기억도 어려워서요.”라

며 차분하게 발표함.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마음 운동이라는 새로운 것도 배우고 몰입,

긍정 대화 등 중요한 내용을 배워서 좋앗다

며 소감 발표함.

Ÿ 참석자 7: ‘환청과 만나서 쇼부 보기, 비행기 여행, 48

평 집 사기, 여자 만나기’를 목표로 설정함.

아직 양성 증상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모습이

며 혼동하는 모습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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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참석자 8: ‘기도하기, 운동 열심히 하기, 관장님 되기,

돈 많이 벌기, 어머니를 세계 여행 시켜드리

기’를 평생 과제로 설정하였으며 관장님은

10년 안에, 어머니 세계 여행은 최대한 빨리

하겠다는 등 구체적인 목표 달성 시간도 설

정하여 발표하는 모습에 칭찬 받음.

Ÿ 참석자 9: ‘노동일 하기, 돈 벌기, 집 사기, 효도하기, 건

강하기’를 과제로 설정함. 평소에 비해 프로

그램 참여 시 눈 맞춤, 과제 수행 등을 하는

모습으로 타 회원들이 변화에 대해 언급하고

칭찬함.

Ÿ 참석자 10: ‘꾸준히 약 복용하기, 낮병원 빠지지 않기,

운동하기, 일기 쓰기, 맛있는 음식을 어머니

께 해드리기’ 등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

한 평생 과제를 설정함. 과제를 설정하다보

니 희망이 생기고 마음, 몸이 건강해서 다

이루고 싶다고 함.

Ÿ 참석자 11: ‘화가 나도 욕하지 않기, 물건 부수지 않기,

좋은 음식 먹기, 낮병원 빠지지 않기, 오래

살기’를 평생 과제로 설정하였음. 화가 나면

후회할 일을 하는 것이 마음 건강에 해가 되

는 것 같다며 마음을 편안하게 유지하는 방

법을 고민해보았다고 하여 타 회원들로부터

공감과 칭찬을 받음.

Ÿ 참석자 12: ‘고운 말 쓰기, 어려운 사람에게 기부하기,

친구 만나기, 친어머니 만나기, 용서하기’를

평생 과제로 설정함. 본인의 마음 속 깊은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평생

과제를 실천하다보면 마음이 건강해져서 재

발도 막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소감 발표함.

진행자

평가

평소 프로그램에 큰 관심이 없어 보였던 회원들도 평생

과제를 진지하게 설정하고, 이유와 내용을 적절히 설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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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모습이 다소 놀라웠음. 프로그램을 통해 큰 변화는 없

지만 보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고, 프로그램 내용의

작은 부분이라도 기억하고 실천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였

음. 추후 다른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하면서 이번에 설

정한 평생 과제를 실천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면서

확장하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도 좋겠음.

일 시 2019년 8월 17일 장 소 낮병원 프로그램실

회기/주제 10회기 / 긍정 심리 치료(멘탈 휘트니스) 마무리

목 표 1. 멘탈 휘트니스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계획을 수정한다.

참석자(ID) 1, 2, 3, 4, 5, 6, 7. 8, 9, 10, 11, 12 (전원 참석)

진 행 자 담당 정신 건강 사회복지사

준비사항 설문지

진행내용

1. 도입 단계(10분)

- 나의 행복감 손가락으로 표현하기: 진행자가 먼저 예시

를 보이고, 참여자들이 즉흥으로 표현하며 부담스러워서

표현을 거부하는 경우 다음 참여자 순서로 넘어간다.

- 과제 확인

2. 진행 단계(35분)

- 참여자들의 버킷리스트 실행 여부 점검 및 계획 수정하기.

- 진행자가 사후 설문지 작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

고, 참여자들이 프로그램 사후 설문지 작성. 스스로 작성

이 어렵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참여자는 진행자가 도울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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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무리 단계(5분)

- 프로그램에 대한 정리 요약(진행자)

- 프로그램 참여한 소감 발표(참여자 전원)

참석자

개별반응

Ÿ 참석자 1: 감사 편지를 썼던 회기가 기억에 남는다면서

좋은 생각을 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다

며, 마음의 건강을 위해 감사 활동에 더 집중

해보겠다고 함.

Ÿ 참석자 2: 새로운 내용들을 할 수 있어서 즐거웠다는 점

과 3회기에 참여하지 못한 아쉬움을 전달함.

다 참여하지 못해서 ‘낙오자’가 된 것 같다고

하여 프로그램에 모두 참여하는 것보다 기억

에 남는 내용을 오래 생각하고 생활에 적용하

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함.

Ÿ 참석자 3: 모든 회차에 다 참여한 것이 뿌듯하고 용서하

는 내용에서 힘들었던 과거를 떠올리게 되어

며칠 동안 힘들었다고 함. 개별 면담을 통해

서 그 사람들을 용서하는 연습을 할 수 있었

다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표현함.

Ÿ 참석자 4: ‘즐거웠어요’라고 짧게 소감을 표현했고 딱히

떠오르는 회차의 내용은 없지만 ‘마음의 근육’

을 만드는 것은 기억에 남는다면서 마음 운동

을 하면서 본인도 건강해져야겠다고 함.

Ÿ 참석자 5: 전 회차에 모두 참여한 것에 대한 만족감을

표현하였고 타 회원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표

정이 밝아짐. 감사하기, 용서하기 등 중요한

것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고 하며 긍정적으

로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하겠다며 소감 발표

함.

Ÿ 참석자 6: 프로그램 내용이 쉽고 흥미로웠다고 하며, 실

제로 감사편지를 쓰고 용서하기 위해 생각해

보고 긍정대화를 연습했던 일들이 떠오른다

며, 전반적 내용을 잘 이해하고 기억하는 모

습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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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참석자 7: “중간에 환청 때문에 좀 빠지고 그랬던 부분

이 아쉬워요”라고 이야기를 하며 프로그램 세

부 내용을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근육맨들이

건강한 것처럼 자신은 마음의 근육을 만들어

서 건강하고 싶다고 소감 발표함.

Ÿ 참석자 8: 평소 운동에 관심이 많고 ‘관장님’이 되고 싶은

것이 꿈이었는데 정신도 운동으로 단련할 수

있다는 주제가 너무나 마음에 들었다고 함.

내용이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몸을 가꾸듯이

마음도 더 들여다보고 건강해지도록 노력하겠

다고 함.

Ÿ 참석자 9: 프로그램 내용에 큰 관심이 없었다고 하며 “여

기 모두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니 잘 해서 마

음이 건강해지면 좋겠습니다”라고 소감 발표

함. 스스로가 느낀 점이나 달라진 점은 잘 모

르겠다고 함.

Ÿ 참석자 10: 감사 편지 쓰기가 가장 기억에 남고, 편지를

쓰고 회원들에게 칭찬 받고 가족들에게 그 편

지를 주었을 때 가족들이 기뻐해서 마음이 좋

았다고 함. 나와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

주면서 마음이 더 건강해질 것 같다고 함.

Ÿ 참석자 11: 프로그램 이름이 가장 마음에 들었으며 다른

내용은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함. 다른 회원

들의 소감 발표 시간에도 큰 관심이 없는 모

습 보임.

Ÿ 참석자 12: 음성 증상 때문에 낮병원에 빠지는 날이 많

이 있어서 프로그램에 모두 참여하지 못한 점

이 아쉽다고 함. 프로그램에 좋은 내용이 많

아서 좋았다고 하였으나 기억에 남는 내용은

딱히 없다고 함. “내가 마음 운동을 안해서

병이 걸렸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고 함.

진행자 프로그램 명 자체가 긍정적이고 회원들에게 큰 병을 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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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었지만 더욱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서 좋았음. 각자의 양성, 음성 증상으로 인해 참여가

저조하거나 프로그램에 대해 부정적인 모습도 있으나 타

프로그램에 비해서는 더 적극적인 모습이며 소감 발표 시

에도 풍성하게 나누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음.

구분 M SD t p

삶의 만족도
사전 3.31 1.27

-2.35 .038
사후 3.93 1.41

제 3 절 프로그램 효과 분석

만성 조현병 정신 장애인의 정신 사회 재활 프로그램으로서 멘탈 휘트

니스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각 척도별 대응 표본

t-검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6] 삶의 만족도 사전 사후 비교 결과

[표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삶의 만족도는 멘탈 휘트니스 프로그램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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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M SD t p

긍정 정서
사전 2.73 .95

-.55 .592
사후 2.98 1.10

구분 M SD t p

부정 정서
사전 2.71 .71

1.40 .188
사후 2.08 1.21

시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약 0.62점 상승하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변화를 나타낸다(p<.05).

[표7] 긍정 정서 사전 사후 비교 결과

프로그램 참여자의 긍정 정서는 멘탈 휘트니스 프로그램 실시 전과 후

를 비교했을 때 약 0.25점 상승하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

로 볼 수 없다(p>.05).

[표8] 부정 정서 사전 사후 비교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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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M SD t p

자아 존중감
사전 2.95 .41

-1.50 .161
사후 3.40 .77

프로그램 참여자의 부정 정서는 멘탈 휘트니스 프로그램 실시 전과 후

를 비교했을 때 약 0.63점 감소하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

로 볼 수 없다(p>.05).

[표9] 자아 존중감 사전 사후 비교 결과

프로그램 참여자의 자아 존중감은 멘탈 휘트니스 프로그램 실시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약 0.45점 상승하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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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M SD t p

우울감
사전 1.92 .67

4.14 .002
사후 1.56 .53

구분 M SD t p

불안감
사전 1.72 .63

3.69 .004
사후 1.46 .51

화로 볼 수 없다(p>.05).

[표10] 우울감 사전 사후 비교 결과

프로그램 참여자의 우울감은 멘탈 휘트니스 프로그램 실시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약 0.36점 감소하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임

을 알 수 있다(p<.05).

[표11] 불안감 사전 사후 비교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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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참여자의 불안감은 멘탈 휘트니스 프로그램 실시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약 0.26점 감소하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임

을 알 수 있다(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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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제언

제 1 절 결론

본 연구는 멘탈 휘트니스 프로그램을 통해 정신 장애인의 정신 사회

재활 효과를 높이고 그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삶의 만족도, 긍정 정서

및 부정 정서, 자아 존중감, 우울감 및 불안감 척도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멘탈 휘트니스 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고양시

소재 낮병원을 이용하고 있는 만성 조현병 진단을 받은 정신 장애인 12

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자에게 실시한 멘탈 휘트니스 프

로그램은 고영건, 김진영이 고안한 ‘멘탈 휘트니스 긍정심리 프로그램’에

기초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에서 매뉴얼화 한 ‘장애인 훈련

생을 위한 멘탈 휘트니스 긍정심리 집단프로그램’과 김근향(2010)이 실시

한 정신 건강 의학과 보호병동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한 긍정 심리 치료

프로그램을 참고하여 본 연구 대상자에게 적합하도록 수정하여 실시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 실시 전과 후에 대상자의 만족도, 긍정 정서

및 부정 정서, 자아 존중감, 우울감 및 불안감을 측정하였고 SPSS 21.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응표본 t-test로 분석하였다. 연구문제에 대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연구문제인 ‘멘탈 휘트니스 프로그램을 통하여 정신 건강 의

학과 낮병원을 이용 중인 정신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되는가?’와

관련하여 멘탈 휘트니스 프로그램에 참여한 연구 대상자의 삶의 만족도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향상되었다(t=-2.35, p=.038)

이는 멘탈 휘트니스 프로그램이 우울한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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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킨다는 연구(이정애, 2011), 해당 프로그램에 기초를 둔 미술치료가 대

학생의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낸다는 연구(최하나, 2017)

와 맥을 같이 한다. 반면 정신 건강 의학과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한 김

근향(2010)의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삶의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할 만

큼 높아지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하여 볼 때 멘탈 휘트니스 프

로그램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연구 대상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

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추후에도 정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할 경우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닐 수 있음

을 추정할 수 있다.

두 번째 연구문제 ‘멘탈 휘트니스 프로그램을 통하여 정신 건강 의학

과 낮병원을 이용 중인 정신 장애인의 자아 존중감이 향상되는가?’와 관

련하여 멘탈 휘트니스 프로그램에 참여한 연구 대상자의 자아 존중감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향상되지 않았다(t=-1.50, p=.161).

이러한 결과는 멘탈 휘트니스 프로그램으로 정신 장애인의 자아 존중

감을 향상시키는 연구는 선행된 바가 없어 비교할 수 없지만 멘탈 휘트

니스 프로그램이 기초하는 긍정심리 집단 상담 프로그램과 관련된 연구

는 상당히 선행되었다. 긍정심리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만성 조현병 내담

자의 자아 존중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박진희, 2019), 대상은

다르지만 해당 프로그램이 초등학생, 청소년, 대학생, 노인 등 다양한 집

단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을 때 연구 대상자의 자아 존중감 향상에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정윤태, 2017; 김종환, 2013; 고정

우, 2017; 김민교, 2018)에서는 본 연구와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세 번째 연구문제 ‘멘탈 휘트니스 프로그램을 통하여 정신 건강 의학

과 낮병원을 이용 중인 정신 장애인의 긍정 정서가 높아지는가?’와 관련

하여 멘탈 휘트니스 프로그램에 참여한 연구 대상자의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는 각각 소폭 증가 및 감소되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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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정서 t=-.55, p=.592, 부정 정서 t=1.40, p=.188).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 중 정신 장애인을 대상으로 긍정 심리 치료

집단 프로그램을 실시한 김근향(2010)의 연구에서 같은 결과를 찾아볼

수 있다. 해당 연구는 멘탈 휘트니스라는 프로그램명을 사용하지는 않았

지만 그 내용과 구성이 본 연구에서 실시한 멘탈 휘트니스 프로그램과

거의 비슷하여 그 결과 비교에 의미가 있다. 상기 연구에서도 본 연구와

같이 자기보고식 검사 결과 상 긍정 정서의 평균값 증가와 부정 정서의

평균값 감소로 그 효과가 있다고 추정되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도의

결과는 도출하지 못했다. 정신 장애인이 아닌 청소년, 군 장병 등 정신장

애가 없는 대상에게 실시한 결과 긍정 정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

가하여(김민순 외, 2017; 김미숙, 2016) 본 연구의 결과와 달랐지만, 부정

정서의 경우 그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라는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와 같았다.

네 번째 연구문제 ‘멘탈 휘트니스 프로그램을 통하여 정신 건강 의학

과 낮병원을 이용 중인 정신 장애인의 우울감이 낮아지는가?’에 대해서

는 멘탈 휘트니스 프로그램 참여자의 우울감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

으로 감소하였다(t=4.14, p=.002).

우울감은 앞서 논의하였던 김근향(2010)의 연구에서 정신 장애인에게

해당 프로그램을 실시했을 때 자기보고식 검사 상 우울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호전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김근향(2010)의 연구는

같은 정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지만 보호 병동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라는 점과 만성 조현병 뿐 아니라 지적 장애를 제외한 모든 질

환군에게 실시한 점이 본 연구와 다른 점이다. 이를 통하여 멘탈 휘트니

스 프로그램이 보호병동에 입원 중인 정신 장애인, 퇴원 후 지역 사회에

거주하며 낮병원을 이용하는 정신 장애인 모두의 우울감 감소에 통계적

으로 유의한 호전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정신 장애

인이 아닌 청소년, 군 장병을 대상으로 한 멘탈 휘트니스 프로그램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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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감 호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김민순 외, 2017; 김

미숙 2016).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연구문제 ‘멘탈 휘트니스 프로그램을 통하여 정

신 건강 의학과 낮병원을 이용 중인 정신 장애인의 불안감이 낮아지는

가?’에 대해서는 멘탈 휘트니스 프로그램 참여자의 불안감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감소하였다(t=3.69, p=.004).

불안감도 우울감과 마찬가지로 김근향(2010)의 연구에서 보호병동에

입원 중인 정신 장애인의 불안감 감소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호전 효과

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외에는 멘탈 휘트니스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

을 위해 불안감 척도를 사용한 연구가 없어 본 연구가 상기 연구와 더불

어 멘탈 휘트니스 프로그램이 대상자의 불안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 및 측정 도구 설정 시 권석만(2010)의 행복의 정

의와 주관적 안녕감 구성요소를 근거로 하였는데, 연구 대상자의 주관적

안녕감을 높이는 데에 멘탈 휘트니스 프로그램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

지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역 사회 내 거주하며 낮병원을 이용하는 정신 장애인을 대상으로 멘

탈 휘트니스 프로그램을 실시한 연구는 없으나 보호병동에 입원 중인 정

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를 살펴볼 때 긍정 정서를 높이고 우

울감 및 불안감의 호전에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삶의 만족도, 부정

정서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영향을 미치지 않음도 일치하는 결과

였다. 정신장애가 없는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는 본 연구와

일치하는 부분도 있으나 각각의 연구에 따라 상이한 결과도 있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멘탈 휘트니스 프로그램이 낮병원을 이용하는

정신 장애인, 그 중 조현병을 가진 회원의 정신 사회 재활프로그램으로

서 부분적으로 그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정신 장애인이 아닌 대상

으로 한 연구에서 그 효과가 더욱 광범위하게 확인되는 바, 멘탈 휘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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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프로그램이 정신 장애인의 정신 사회 재활 프로그램으로 더욱 적극적

으로 활용되려면 정신 장애인이라는 특성에 맞춰 프로그램이 수정, 보완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신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

와 같이 한 회기에 한 주제를 다루는 것은 수박 겉핥기식의 적용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집중력 저하 및 사고의 둔마가 특성인 대상자에게

단기적인 효과는 기대할 수 있으나 각 주제가 장기적인 효과를 나타내려

면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각 회기별 주제를 여러 차례에 걸

쳐 다루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강점탐색, 긍정 대화법, 감사 활동, 용서

활동과 같은 이해가 쉬운 주제를 여러 차례에 걸쳐 실생활에 적용하는

정신 사회 재활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수 있다. ‘마음의 근육을 키워 스트

레스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하는 멘탈 휘트니스의 효과성

을 높이려면 반복적인 적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회복의 관점에서 볼 때 멘탈 휘트니스 프로그램이 정신 장애인의 자기

감각을 변화하는 데에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멘탈 휘트니스 프

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정신 장애인이 스스로를 질병으로 인해 위험하고

앞으로 어떤 부정적인 일을 벌일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

라 삶에 만족하며 자아 존중감이 높고 우울감과 불안감을 통제할 수 있

는 사람으로 인식하여 지역 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조현병을 가진 정신 장애인은 음성 증상으로 인해 집중이 어렵고 익숙

하지 않은 주제에 대한 거부감과 수용의 속도가 느려 멘탈 휘트니스 프

로그램에 적합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었으나, 선행 연구에서 살펴 본 바

와 같이 기존에는 정신질환이 없는 대상에게 실시되던 프로그램을 조현

병 환자에게 적용했을 때 유의미한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

에서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진행 시 중간에 결석을 하거나 증상의 변화

로 프로그램 참여를 힘들어하는 대상자가 있었으나 12명 전체의 평균을

두고 살펴볼 때 분명히 유의미한 효과를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은 변수에서도, 부정효과는 관찰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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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고 변화의 방향성이 긍정적이었음을 확인하였다. 개인의 질병이나

한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회복 관점과 긍정 심리학에 기초하여 잠재성

과 가능성을 보고 긍정적 부분을 더욱 발전 시켜나가는 것이 연구 대상

자들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임을 기억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정신 장애인, 만성 조현병 대상자에 대한 정신 사회 재활프로그램으로서

멘탈 휘트니스 긍정심리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실시되어 정신 장애인의 회

복에 기여하고 정신 건강사회복지의 영역 확대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제 2 절 제언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며 그에 따른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 대상이 낮병원을 이용 중인 정신 장애인 총 12명을 대상으

로 하여 모든 정신 장애인의 긍정 심리 치료 프로그램 효과를 대표할 수

없다. 또한 낮병원을 이용 중인 정신 장애인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그 외

다른 시설이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지역 사회 내 정신 장애인에게

모두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추후에는 낮병원을 이용하는 정신 장애인

뿐 아니라 다양한 지역 사회 내 정신 장애인, 조현병 대상자에게 멘탈

휘트니스 프로그램 적용하여 그 효과를 확인해보는 반복 연구가 필요하

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 실시 전, 후에만 척도를 사용한 효과를

측정하였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효과가 장기적으로 대상자에게 영향을 미

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이에 멘탈 휘트니스 프로그램의 장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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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프로그램 종료 후 1개월, 3개월, 6개월 이상 추

적 관찰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실험을 진행한 낮병원의 구조 상 연구 대상자인

12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이었으며 프로그램 대상자

의 한정 및 치료 기회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단일집단을 대상으로 진행

되었다. 대상자의 재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추정되는 연구의 효과를 측

정하기 위해 임의의 대상을 프로그램에서 제외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문

제가 될 수 있어서 전원 참여하여 대조군을 설정할 수 없었다. 추후에는

대조군을 설정할 수 있는 집단을 선정하여 대조군과 실험군을 비교하여

멘탈 휘트니스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보다 체계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필

요하다.

넷째,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효과

를 검증하는 연구이지만, 통계적 유의성을 살펴 보는 데에 그쳤을 뿐 연

구 대상자의 주관적 경험에 대한 질적 분석을 실시하지 못하였다. 향후

멘탈 휘트니스 프로그램에 참여한 정신 장애인의 주관적 경험에 대한 자

료를 구체적으로 질적 분석하여 그 효과를 확인한다면 참여자의 욕구 또

한 반영한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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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측정도구 설문문항

◈ 아래 문항에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서 해당 숫자에 O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롭고 솔직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아니다
아니다

약간

아니다
중간이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 .. .. ..2.. .. .. . .. .. ..3.. .. .. . .. .. . .4.. .. . . .. .. .. .5... .. . .. .. .. .6... .. . .......7

1 전반적으로 나의 인생은 내가 이상적으로 여기는 모습에 가깝다.. 1 2 3 4 5 6 7

2. 내 인생의 여건은 아주 좋은 편이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2 3 4 5 6 7

3. 나는 나의 삶에 만족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2 3 4 5 6 7

4. 나는 나의 삶에 만족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2 3 4 5 6 7

5. 다시 태어난다 해도, 나는 지금처럼 살아갈 것이다. . . . . . . . . . . . . . 1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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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단어들은 다양한 감정이나 기분을 기술한 것입니다. 각 단어를 읽고,

오늘을 포함하여 최근 2주간 느낀 감정이나 기분의 정도를 가장 잘 나타낸

숫자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웬만큼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 2 .................. 3 .................. 4 ................. 5

1. 즐거운.................................... 1 2 3 4 5 11. 화를잘내는........................... 1 2 3 4 5

2. 괴로운.................................... 1 2 3 4 5 12. 맑고또렷한............................. 1 2 3 4 5

3. 신나는.................................... 1 2 3 4 5 13. 수치스러운............................... 1 2 3 4 5

4. 혼란스러운............................ 1 2 3 4 5 14. 의욕넘치는............................. 1 2 3 4 5

5. 자신감넘치는...................... 1 2 3 4 5 15. 신경질적인............................... 1 2 3 4 5

6. 죄책감느끼는...................... 1 2 3 4 5 16. 확신에차있는...................... 1 2 3 4 5

7. 위축된.................................... 1 2 3 4 5 17. 상냥한....................................... 1 2 3 4 5

8. 분노를느끼는...................... 1 2 3 4 5 18. 초조한....................................... 1 2 3 4 5

9. 열정적인................................ 1 2 3 4 5 19. 활기있는................................... 1 2 3 4 5

10. 자랑스러운............................ 1 2 3 4 5 20. 두려운.......................................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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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관한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여러분의 생각을 잘 나타내 주는 숫자에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웬만큼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 2 .................. 3 .................. 4 ................. 5

1.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2. 나는 좋은 성품을 지녔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3. 나는 대체적으로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4. 나는 다른 사람들만큼 일을 잘 할 수가 있다. 1 2 3 4 5

5.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1 2 3 4 5

6. 나는 나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1 2 3 4 5

7. 나는 나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1 2 3 4 5

8. 나는 나 자신을 좀 더 존중할 수 있으면 좋겟다. 1 2 3 4 5

9. 나는 가끔 나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1 2 3 4 5

10. 나는 때때로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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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문 항 표시

1

나는 슬프지 않다. 0

나는 슬프다. 1

나는 항상 슬프고 기운을 낼 수 없다. 2

나는 너무나 슬프고 불행해서 도저히 견딜 수 없다. 3

2

나는 앞날에 대해서 별로 낙담하지 않는다. 0

나는 앞날에 대한 용기가 나지 않는다. 1

나는 앞날에 대해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낀다. 2

나의 앞날은 아주 절망적이고 나아질 가망이 없다고 느낀다. 3

3

나는 실패자라고 느끼지 않는다. 0

나는 보통 사람보다 더 많이 실패한 것 같다. 1

내가 살아온 과거를 뒤돌아보면 실패 투성이인 것 같다. 2

나는 인간으로서 완전한 실패자라고 느낀다. 3

4

나는 전과 같이 일상생활에 만족하고 있다. 0

나의 일상생활은 예전처럼 즐겁지가 않다. 1

나는 요즘에는 어떤 것에서도 별로 만족을 얻지 못한다. 2

나는 모든 것이 다 불만스럽고 싫증난다. 3

5

나는 특별히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0

나는 죄책감을 느낄 때가 많다. 1

나는 죄책감을 느낄 때가 아주 많다. 2

나는 항상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 3

6

나는 벌을 받고 있다고 느끼지 않는다. 0

나는 어쩌면 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느낌이 든다. 1

나는 벌을 받을 것 같다. 2

나는 지금 벌을 받고 있다고 느낀다. 3

7 나는 나 자신에게 실망하지 않는다. 0

◈ 현재(오늘을 포함하여 지난 일주일 동안)의 자신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문장을 하나 선택하여 ○표시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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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나 자신에게 실망하고 있다. 1

나는 나 자신에게 화가 난다. 2

나는 나 자신을 증오한다. 3

8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한 것 같지는 않다. 0

나는 나의 약점이나 실수에 대해서 나 자신을 탓하는 편이다. 1

내가 한 일이 잘못되었을 때는 언제나 나를 탓한다. 2

일어나는 모든 나쁜 일들은 모두 내 탓이다. 3

9

나는 자살 같은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 0

나는 자살할 생각을 가끔 하지만 실제로 하지는 않을 것이다. 1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자주 든다. 2

나는 기회만 있으면 자살하겠다. 3

10

나는 평소보다 더 울지는 않는다. 0

나는 전보다 더 많이 운다. 1

나는 요즈음 항상 운다. 2

나는 전에는 울고 싶을 때 울 수 있었지만 요즈음은 울래야 울 기력조차 없다. 3

11

나는 요즈음 평소보다 더 짜증을 내는 편이 아니다. 0

나는 전보다 더 쉽게 짜증이 나고 귀찮아진다. 1

나는 요즈음 항상 짜증을 내고 있다. 2

전에는 짜증스럽던 일이 요즈음은 너무 지쳐서 짜증조차 나지 않는다. 3

12

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잃지 않고 있다. 0

나는 전보다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줄었다. 1

나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어졌다. 2

나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완전히 없어졌다. 3

13

나는 평소처럼 결정을 잘 내린다. 0

나는 결정을 미루는 때가 전보다 더 많다. 1

나는 전에 비해 결정 내리는데 더 큰 어려움을 느낀다. 2

나는 더 이상 아무 결정도 내릴 수 없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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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나는 전보다 내 모습이 나빠졌다고 느끼지 않는다. 0

나는 매력 없어 보일까봐 걱정한다. 1

나는 내 모습이 매력 없이 변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든다. 2

나는 내가 추하게 보인다고 믿는다. 3

15

나는 전처럼 일을 할 수 있다. 0

어떤 일을 시작하는데 전보다 더 많은 노력이 든다. 1

무슨 일이든 하려면 나 자신을 매우 심하게 채찍질해야만 한다. 2

나는 전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 3

16

나는 평소처럼 잠을 잘 수 있다. 0

나는 전에 만큼 잠을 자지는 못한다. 1

나는 전보다 일찍 깨고 다시 잠들기 어렵다. 2

나는 평소보다 몇 시간이나 일찍 깨고 한번 깨면 다시 잠들 수 없다. 3

17

나는 평소보다 더 피곤하지는 않다. 0

나는 전보다 더 쉽게 피곤해진다. 1

나는 무엇을 해도 피곤해진다. 2

나는 너무나 피곤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3

18

내 식욕은 평소와 다름없다. 0

나는 요즈음 전보다 식욕이 좋지 않다. 1

나는 요즈음 식욕이 많이 떨어졌다. 2

요즈음에는 전혀 식욕이 없다. 3

19

요즈음 체중이 별로 줄지 않았다. 0

전보다 몸무게가 2kg가량 줄었다. 1

전보다 몸무게가 5kg가량 줄었다. 2

전보다 몸무게가 7kg가량 줄었다. 3

나는 현재 음식 조절로 체중을 줄이고 있는 중이다 ----- 예( ) 아니오( )

20
나는 건강에 대해 전보다 더 염려하고 있지는 않다. 0

나는 여러 가지 통증, 소화불량, 변비 등과 같은 신체적 문제로 걱정하고 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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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건강이 너무 염려되어 다른 일을 생각하기 힘들다. 2

나는 건강이 너무 염려되어 다른 일을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다. 3

21

나는 요즈음 성(sex)에 대한 관심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0

나는 전보다 성(sex)에 대한 관심이 줄었다. 1

나는 전보다 성(sex)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줄었다. 2

나는 성(sex)에 대한 관심을 완전히 잃었다. 3



- 95 -

◈ 현재(오늘을 포함하여 지난 일주일 동안) 자신이 느끼는 정도를 선택하여

표시하십시오.

질 문 사 항
젼혀
느끼지
않았다.

조금
느꼈다.

상당히
느꼈다.

심하게
느꼈다.

1 가끔씩 몸이 저리고 쑤시며 감각이 마비된 느낌을 받는다. 0 1 2 3

2 흥분된 느낌을 받는다. 0 1 2 3

3 가끔씩 다리가 떨리곤 한다. 0 1 2 3

4 편안하게 쉴 수가 없다. 0 1 2 3

5 매우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다. 0 1 2 3

6 어지러움(현기증)을 느낀다. 0 1 2 3

7 가끔씩 심장이 두근거리고 빨리 뛴다. 0 1 2 3

8 침착하지 못하다. 0 1 2 3

9 자주 겁을 먹고 무서움을 느낀다. 0 1 2 3

10 신경이 과민 되어 왔다. 0 1 2 3

11 가끔씩 숨이 막히고 질식할 것 같다. 0 1 2 3

12 자주 손이 떨린다. 0 1 2 3

13 안절부절못해 한다. 0 1 2 3

14 미칠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다. 0 1 2 3

15 가끔씩 숨쉬기 곤란할 때가 있다. 0 1 2 3

16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다. 0 1 2 3

17 불안한 상태에 있다. 0 1 2 3

18 자주 소화가 잘 안되고 뱃속이 불편하다. 0 1 2 3

19 가끔씩 기절할 것 같다. 0 1 2 3

20 자주 얼굴이 붉어지곤 한다. 0 1 2 3

21 땀을 많이 흘린다(더위로 인한 경우는 제외). 0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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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V표 하거나,

기술하여 주십시오.

1) 성별 : 남( ) 여( )

2) 연령 : 만 ( )세. 생년월일: 년 월 일.

3) 교육기간 :총 ______년

< 보기 > 대학졸업( 16 년 ), 고졸( 12 년 ), 중졸( 9 년 ), 고2 중퇴( 11 년 ) 등.

4) 학력수준

□ 대졸 이상 □ 고졸 □ 중졸 □ 초졸 □ 초졸 미만

5) 결혼상태

1.기혼(배우자 생존)( ) 2.사별( ) 3.이혼 또는 별거( ) 4.미혼( )

6) 직업상태:

1.전문직 ( ) 2.개인사업 ( ) 3.경영인 ( ) 4.사무직 ( )

5.학생 ( ) 6.전문기능인 ( ) 7.정년퇴직 ( ) 8.가정주부 ( )

9.상업 ( ) 10.농업 ( ) 11.일반근로자 ( ) 12.무직 ( ) 13.기타( )

7) 당신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까?

□ 기독교 □ 불교 □ 천주교 □ 기타(________________)



- 97 -

Abstract

Effects of Mental Fitness Program

on the Recovery of Persons

with Psychiatric Disabilities

- Focusing on Persons with Psychiatric Disabilities

due to Schizophrenia In Day Hospitals -

Lee, Jae Yun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treatment of schizophrenia and the rehabilitation of psychiatric

disabilities have been steadily progressing since their

deinstitutionalization during the 1950s. For more than 50 years,

however, persons with schizophrenia and mental disabilities have been

the target of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where social services have

also been implemented along this objective. With the revision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2006 and the revision of the Mental Health Welfare Act in Korea

in 2016, scholarly attention to the recovery paradigm has increased,

whereas services for persons with mental disabilities have al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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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d. In this context, various programs and social welfare services

were required according to the recovery paradigm of persons with

schizophrenia and psychiatric disabilities to nurture their ability to

adapt to the local communit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 of providing a new program

based on positive psychology, which effectively addresses the

negative consequences experienced by individuals by directly

enhancing the positive factors or resources of individuals without

focusing on problems or symptoms. The mental fitness program,

which is based on positive psychology, intends to promote mental

health through mental training.

The mental fitness program was provided to persons with

schizophrenia living in communities and using day hospitals. The

study measured changes in satisfaction with life, positive and

negative affects , self-esteem, depression, and anxiety before and

after the program. Eight sessions of the mental fitness program were

provided to members using the Department of Psychiatry and Day

Hospital at K Hospital, Goyang-si, Gyeonggi-do. Pre- and

post-program surveys were conducted, and pre–post t-test analysis

was performed as well.

The result suggested that life satisfaction increased to a

statistically significant level, whereas depression and anxiety

decreased to statistically significant levels. The findings confirmed

that the average values for positive affect, negative affect, and

self-esteem were statistically nonsignificant but changed in a positive

direction.

These results are significant in that they can serve as reference for

the formulation of new psychosocial rehabilitation programs for

persons with schizophrenia who use day hospitals. Furthermor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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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confirms that the mental fitness program is effective for

persons with schizophrenia living in communities. With respect to the

recovery paradigm, the result verified that the mental fitness program

can alter the self-sensation of persons with psychiatric disabilities.

Nevertheless, the study has its limitations in terms of the lack of

consideration of the generalization of the results due to the small

number of subjects, measurement of only short-term changes, lack of

a control group,, and various variables that may influence the effect.

Lastly, the study was unable to conduct a qualitative analysis of the

subjective experiences of the respondents.

Keywords: recovery paradigm, schizophrenia, recovery of

persons with psychiatric disabilities, day hospital, mental

fitness, psychosocial rehabilitation.

Student Number : 201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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