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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BT) 프로그램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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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messages
본 연구는 폐경기 여성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문학을 활용한 REBT (Rational Emotive Behavior
Therapy)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지각된 스트레스, 신체상, 우울, 상태분노, 분노표
현, 및 노화불안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기 위하여 비동등성 대조군 사전사후 시차 설계로 수행되었다. 예
비조사는 폐경기 여성 4명을 대상으로 4회기의 예비프로그램이 적용되었으며, 본조사는 이를 바탕으로 수
행되었다. 실험군 24명, 대조군 24명을 대상으로 문학을 활용한 REBT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효과를 검증
한 결과,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지각된 스트레스, 신체상, 우울, 상태분노, 분노표현, 및 노화불안 점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따라서 문학을 활용한 REBT 프로그램은 폐경기 여성의 정신건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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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임이 확인되었다.
중심단어: 폐경, 정신건강, 문학, 행동 요법
Abstract
Background: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the REBT (Rational Emotive Behavior Therapy)
program using literatures on the self-esteem, ego-resilience, perceived stress, body image, depression,
state anger, anger expression, and aging anxiety on the mental health of menopausal women.
Methods: This is a quasi-experimental study of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posttest design.
Prior to the study, four menopausal women were selected for a pilot study, and the four-session program
was practiced. Based on the results, the REBT program utilizing literature for the mental health of
menopausal women was conducted in the public cultural center in C city, Chungnam, semiweekly, during
90∼120 minutes per session, over 10 sessions for five weeks, from February to April 2018. The subjects
were 48 menopausal women aged 45∼60 years. Of these, 24 subjects in the experimental group, and 24
subjects in the control group were intentionally sample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frequency,
percentage, mean, standard deviation, χ2-test, independent t-test, and paired t-test using SPSS 21.0.
Results: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self-esteem, ego-resilience, body image,
depression, state anger, anger expression, and aging anxiety between the two groups.
Conclusions: The results confirmed that the REBT program utilizing literature for mental health of
menopausal women improved the self-esteem and ego-resilience of women and was effective in reducing
perceived stress, negative body image, depression, state anger, anger expression, and aging anxiety.
Key Words: Menopause, Mental health, Literature, Behavior therapy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여성이 중년기에 자연스럽게 맞이하게 되는 폐경은 여

러 가지 사회․심리적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1]. 폐경은
생의 성장발달과정에서 겪는 이행과정으로 고려될 수
는데, 이 시기에는 특별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보고되고
다[2]. 즉, 폐경으로 인해 신체·정신·사회·문화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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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이므로, 폐경을 맞이하는 여성이
이러한 발달적 사건에 적응하도록 적극적인 관리의 필요
성이 제기되고 있다[3,4].
폐경과 관련된 신체적 증상으로 에스트로겐(estrogen)
호르몬 감소로 인한 근력감소, 신경인지장애, 골 손실 증
가, 비뇨생식기 위축이 발생될 위험이 있으며, 이와 더불
어 점막건조, 안면홍조, 밤 동안의 식은땀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폐경기에 나타날 수 있는 심리 증상으로는 예
민해지고, 짜증을 내고, 화를 자주 내기도 한다고 보고되
며, 폐경 경험을 여성으로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여 우울
증상(depression)과 불안(anxiety) 등을 경험한다. 이 밖
에도 체중증가, 수면장애, 심혈관계 질환, 및 근 골격계 질
환들의 위험도 증가되어 전반적인 삶의 질이 저하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5].
폐경기 여성의 우울과 관련하여 함께 나타날 수 있는 정
서적 문제인 분노(anger)는 경미한 짜증 혹은 곤혹감으로
부터 강한 격분이나 격노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강도를
지니는 불쾌한 정서로[6], 언제 어디서나 존재할 수 있으
며, 부분적으로 파괴적인 정서로 보고되고 있다[7]. 우리
나라의 경우, 전통적으로 여성은 감정 표현에 대해 폐쇄적
이고, 억압적이며, 분노를 표현하지 않는 것을 덕목으로
여겨온 문화로 한국문화 특유의 분노관련 질병인 화병
(wha-byung)을 경험하게 된다고 보고되어[8], 분노는 폐
경기에 특히 관리가 되어야 할 정서적 문제이다.
이 외에도 폐경기 여성은 노화불안(aging anxiety)과
부정적 신체상(body image) 등의 심리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9]. 노화불안은 늙었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늙어간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의미하며[10], 폐
경은 노화의 시작으로 인식되고 있다[11]. 일반적으로 젊
음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반면에 노화는 부정
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서 현대인은 노화에 대해 걱
정하고 불안해 할 뿐 아니라 노화를 피하려고 한다[12,13].
특히 중년여성은 남성이나 다른 연령층보다 늙어간다는 것
에 대해 더 부정적이며 자신의 신체상에도 불안감을 호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4]. 실제로 중년기의 여성들은 자
신의 신체상에 대해 불만족스러워하고, 외모에 대해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14].
이와 같이 폐경기 여성은 스트레스, 우울 및 분노와 더불
어 노화불안, 부정적 신체상을 나타내고, 이들 정신건강 문
제는 자아존중감(self-esteem)과 자아탄력성(ego-resilience)저하와도 관련성이 있다[15].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
은 자신을 가치 있게 생각하고, 자신 있게 행동하며[16],
자아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외부적 스트레스 환경에 잘 적
응하고 긍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17], 폐경기 여성
에게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은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자원이 되고, 폐경으로 인한 심리적․정서적 증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17,18].
최근 우울, 불안, 분노 등의 정신건강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합리정서행동치료(Rational Emotive Behavior

Therapy, REBT)방법이 모색되고 있다[19,20]. 특히 중
년여성을 대상으로 한 인지․정서․행동적 치료는 신체적, 정
신적 증상의 감소와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의 증진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21]. 특히 문학(literature)을
활용한 REBT는 문학과의 공감을 일으키고, 문학을 통한
대리만족, 기분전환 및 심리적 안정을 얻을 수 있다[22].
또한 치료자와 참여자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일상생활 스
트레스에 대한 지각을 변화시켜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
을 회복시키고, 우울, 불안, 분노 등의 정서적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고 나타났으며[23],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
구에서도 스트레스와 분노 감소 및 탄력성 증진[24]의 효
과를 확인하였다. 그러나 문학을 활용하여 자아존중감, 자
아탄력성, 지각된 스트레스, 신체상, 우울, 분노, 및 노화
불안 등의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폐경기 여성을 대상으
로 문학을 활용한 REBT 중재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
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폐경기 여성들을 대상으
로 정신건강을 위한 문학을 활용한 REBT 프로그램(REBT
program utilizing literature)을 구성하여 폐경기 여성
들의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 지각된 스트레스, 신체상,
우울, 분노, 노화불안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폐경기 여성의 정신건강을 위한 문학을 활용
한 REBT 프로그램(REBT program utilizing literature)
을 구성하고 그 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그 구체적인 목
적은 다음과 같다.
1) 폐경기 여성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문학을 활용한
REBT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2) 구성된 문학을 활용한 REBT 프로그램이 폐경기 여성
의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지각된 스트레스, 신체상, 우울,
상태분노, 분노표현 및 노화불안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한다.

3. 연구 가설
1) 가설 1. 문학을 활용한 REBT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
험군은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자아존중감
점수가 높을 것이다.
2) 가설 2. 문학을 활용한 REBT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
험군은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자아탄력성
점수가 높을 것이다.
3) 가설 3. 문학을 활용한 REBT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
험군은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지각된 스
트레스 점수가 낮을 것이다.
4) 가설 4. 문학을 활용한 REBT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
험군은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신체상 점
수가 낮을 것이다.
5) 가설 5. 문학을 활용한 REBT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
험군은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우울 점수
가 낮을 것이다.
6) 가설 6. 문학을 활용한 REBT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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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군은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점수가 낮을 것이다.
7) 가설 7. 문학을 활용한 REBT
험군은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점수가 낮을 것이다.
8) 가설 8. 문학을 활용한 REBT
험군은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점수가 낮을 것이다.

대조군보다 상태분노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
대조군보다 분노표현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
대조군보다 노화불안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폐경기 여성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문학을 활용
한 REBT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그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비
동등성 대조군 사전사후 시차 설계의 유사 실험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충남 C시에 거주하며 관공서 문화
센터를 이용하는 폐경기 여성으로, 참여자 선정 기준에 부
합하고 본 연구 참여에 동의한 여성들이다. 구체적인 대상
자 기준은 폐경자가 진단표(Kupperman index) [26] 15
점 이상인 45∼60세의 폐경기 여성으로 문학에 관심이 있
으면서, 언어적 의사소통, 독서, 글쓰기 및 의사 표현이 가
능한 여성이다. 제외기준은 유사한 목적을 가진 타 프로그
램에 참여중이거나, 심리나 정서적 문제로 진단을 받고 상
담 및 호르몬 치료 중인 여성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 수는 G*power 3.1 program을 이
용하여 효과크기 .90, 유의수준 .05, 검정력 .80, 효과크
기는 선행연구[25]를 기준으로 설정하여 산출한 결과, 각
군당 필요한 대상자 수는 중도 탈락 30%를 고려하여 각
26명씩 총 52명이었다. 연구 참여를 동의한 최종 대상자
는 52명이나 중도탈락한 대상자를 제외하고 실험군 24명,
대조군 24명이 최종 분석에 포함되었다.

3. 연구 도구
모든 도구는 사용 전 원저자의 사용 허락을 받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1)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Rosenberg Self Esteem Scale (RSES)
[27]을 번역하여 타당화한 척도[28]를 사용하여 측정하였
다. 이 도구는 총 10문항의 5점 Likert척도로서 각 문항
은 ‘전혀 그렇지 않다’ 0점∼‘매우 그렇다’ 4점으로 전체
점수의 범위는 0∼40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Cronbach’s α=.92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95이었다.
2)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은 Block과 Kremen [29] 이 개발한 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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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성 척도(Ego Resiliency Scale)를 번안 하고 수정보완한
척도[30]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총 14문항의 5점 Likert
척도이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0점∼‘매우 그렇
다’ 4점으로 전체 점수의 범위는 0∼56점이다. 점수가 높
을수록 자아탄력성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Cronbach’s α=.80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92이었다.
3)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
지각된 스트레스는 중년 여성들을 대상으로 개발하
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한글판 스트레스 자각척
도(Korean Version of the Perceived Stress Scale,
K-PSS) [31]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10문항의 5점 Likert
척도이며, 각 문항은 ‘전혀 없었다’ 0점∼‘매우 자주 있었다’
4점으로 전체 점수의 범위는 0∼40점이다. 점수가 높을수
록 지각된 스트레스가 높은 수준임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Cronbach’s α=.82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85이 었 다 .
4) 신체상(Body image)
신체상은 Kim과 Park [32]이 한국형으로 개발하여 신
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신체상 척도(Body Image Scale,
BIS)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20문항의 5점 Likert척
도이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0점∼‘매우 그렇다’
4점으로 전체 점수의 범위는 0∼80점이다. 점수가 높을수
록 신체상이 부정적임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Cronbach’s
α=.88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82이었다.
5) 우울
우울은 Radloff [33]가 개발한 도구를 바탕으로 타당성
을 검증한 한국판 CES-D (Korean version of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Depression Scale) [34]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총 20문항으로 구성된 4
점 Likert척도이며, 각 문항은 ‘거의 드물게(1일 이하)’ 0
점∼‘대부분(5∼7일)’ 3점이고, 전체 점수의 범위는 0∼60점
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감정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
시 Cronbach’s α=.85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85이었다.
6) 상태분노
상태분노는 Spielberger와 Krasner [6]가 개발한 STAXI
를 Hahn과 Chon [35]이 표준화한 STAXI-K(IV) 중 상
태분노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총10문항
으로 구성된 Likert 척도로, 각 문항은 ‘전혀’ 1점∼‘거의
(언제나)’ 4점이고, 10∼40점의 점수범위를 갖는다. 점수
가 높을수록 상태분노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개
발 당시 Cronbach’s α는 .89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
도는 Cronbach’s α=.94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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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분노표현
본 연구에서는 Spielberger와 Krasner [6]가 개발한
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STAXI)를
Hahn과 Chon [35]이 표준화한 STAXI-K (IV) 중 중 분
노표현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분노억제 8문항, 분
노표출 8문항, 분노조절 8문항의 총 24문항으로 구성된
Likert 척도로, 각 문항은 ‘전혀’ 1점∼‘거의(언제나)’ 4점
이고, ‘(분노억제+분노표출)-분노조절+16’로 계산되며, 0
점에서 72점의 점수범위를 갖는다. 점수가 높을수록 분노
표현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개발 당시 Cronbach’s
α는 분노억제 .67, 분노표출 .67, 분노조절 .79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분노 억제 .90, 분노
표출 .93, 분노조절 .91이었다.
8) 노화불안
본 연구에서는 노화불안척도(Anxiety about Aging
Scale, AAS) [10]를 한국어로 번안하여 신뢰도와 타당도
를 검증한 척도[36]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17문항의
5점 Likert척도이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0점∼
‘매우 그렇다’ 4점으로 전체 점수의 범위는 0∼68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노화불안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번
안한 도구의 Cronbach’s α=.8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90이었다.
9) 폐경 자가 진단표
대상자 선별을 위한 폐경자가진단표로는 Kupperman
과 Blatt [26]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안면홍조, 발
한, 불면증, 신경질, 우울증, 어지럼증, 피로감, 관절통과
근육통, 두통, 가슴 두근거림, 질 건조감과 분비물 감소에
대하여 각각 증상 없음(0점), 약간(1점), 보통(2점), 심함(3
점)으로 나누어 안면홍조는 4점의 가중치, 발한, 불면증,
신경질은 2점의 가중치, 나머지는 1점의 가중치를 두어
총 51점으로 이루어졌다. 15∼19점은 경한 증상, 20∼34
점은 중증도의 증상, 35점 이상은 심한 증상을 나타낸다.

4. 문학을 활용한 REBT 프로그램
본 연구는 REBT의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폐경기 여
성들에게 유익한 효과를 보일 수 있는 문학의 활용을 시도
하였다. 폐경기 여성이 자신의 문제를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문학에 공감, 동일시, 모델링 및
감정이입을 하여 부정정서의 해소, 인식의 재구성 및 감정
전환을 이끌 수 있음을 기대하였다. 폐경기 여성의 정신건
강을 위한 문학을 활용한 REBT 프로그램의 구성은 2017
년 12월∼2018년 1월까지 예비프로그램 구성, 예비프로
그램 검증 및 전문가 타당성 확인을 거친 후 최종 프로그
램을 적용하였다. 본 프로그램 구성 단계는 선행연구
[37,38]를 바탕으로 문학치료의 단계를 적용하여 ‘도입작업-통합-새 방향설정’의 4단계로 구성하였다. 또한 문

학을 활용한 중재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진 공
감(empathy)을 적용하여 문학자료에 대한 정서적 공감,
글쓰기와 발표를 통한 공명적 공감, 토론을 통한 상호공감
이 나타나게 적용하였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구성과 진행
에 대해 정신간호학 전공교수 1인, 심리상담사 2인, 문학
심리상담사 1인의 자문을 얻어 내용 타당성을 점검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1) 예비프로그램 구성 및 진행
예비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전 폐경기 여성 4명과 사전
면담을 진행해 참여자들의 의견이나 반응을 예비프로그램
에 반영하였다. 사전조사는 4명의 참여자에게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참여자들은 폐경에 대한 의미와 자신이 느
끼는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였다. 이 자료와 더불어 문헌
고찰을 통해 얻은 자료를 근거로 예비프로그램을 구성하
고 예비조사를 진행하였다. 예비프로그램 참여자들은 50
대 중년 여성으로, 예비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전 자아존중
감, 자아탄력성, 지각된 스트레스, 신체상, 우울, 분노, 및
노화불안 등의 주요 개념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후 4회기, 회기 당 60분간 문학을 활용한 독서, 글쓰기,
토론, 강의, 및 경험나누기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예비프
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예비프로그램을 마무리하고, 사후
설문조사를 통해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토하였다. 프로
그램의 적용의 결과는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의 증진,
지각된 스트레스의 감소, 부정적 신체상, 우울, 분노, 및
노화불안의 감소 등 연구자가 의도하고자 하였던 긍정적
결과가 나타났으며, 추가적으로 진행에 대한 참여자들의
느낌이나 의견을 서술형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얻어진 결
과를 본 프로그램에 반영하기 위해 예비프로그램의 결과
나 구성을 문학심리 상담사 및 심리상담사에게 타당성을
검증받고 수정 ․보완된 내용을 본 프로그램에 적용하였다.
2) 본 프로그램 진행
예비프로그램과 타당성의 검증이 이루어진 후 본 프로
그램을 계획하고 진행하였으며, 실험군에게 시간과 장소
를 상의하여 문학을 활용한 REBT 프로그램을 실시하였
고, 대조군에게는 폐경기 관리에 대한 정보 책자를 제공하
였다. 또한 참여자들의 중도 탈락율 최소화와 참여율을 높
이기 위해 프로그램 시작 1∼2일 전 여러 차례의 단체 확
인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였으며, 역시 참여자들의 편의성
을 고려한 시간과 장소를 공지하였다. 또한 프로그램 진행
중 폐경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회기마다 교육적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였다.
REBT 프로그램의 진행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39,40]
최종적으로 주 2회, 5주간, 10회기로 구성하고 각 회기 당
그룹으로 나누어 실행하였으며, 각 그룹 인원은 선행연구
의 통상적 문학치료 그룹 인원을 고려하여[25] 최종 8∼12
명으로 구성하였다. 매 회기마다 참여자들의 선호도와 의
견을 반영한 문학 자료를 사용하여 독서, 글쓰기, 발표,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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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토론, 및 경험나누기 등의 방법을 사용하였고, 연구자
와 참여자들 간의 공감과 적극적 피드백을 유도하였다. 프
로그램 진행 시 참여자들의 이해력을 고려하여 추가설명
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연구자가 해석을 해주었으며, 임
상적 해석을 추가하여 프로그램 진행의 간호학적 의의를
더 높이고자 하였다. 문학과의 공감을 통해 부정적 신념에
대해 솔직한 표현을 하도록 하였으며, 문학과 참여자들 간

의 피드백, 필요시 질의응답을 활발히 하여 긍정적 사고와
합리적 신념의 변화를 유도하였다. 또한 연구자 간의 편견
이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구자 간의 역량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구자가 직접 모든 연구에 투입되었다.
총 10회기 중 1회기와 2회기는 도입단계로서 비합리적
정서의 인식 영역에 해당되어 폐경기를 이해하는 것을 목
표로 두고 진행하였으며, 폐경기 이해, 폐경과 관련된 신

Table 1. Contents of REBT program utilizing literature
Session
1

Stage

Work

4

Contents
Introduction of program and orientation
Pre-test
Introducing communication among participants
Provide information to menopause
Understand menopausal symptoms through
literature, comparing and confirming experience
∙ Share my menopause symptoms with others
∙ Check feelings and thoughts about menopause

∙ Understand the importance ∙ Learn necessity and knowledge of menopause

of menopause management management through literature
∙ Identify negative body
∙ Find negative self-image through writing
∙ Empathy and refutation among participants about
image
the contents of the book
∙ Accept the natural aging
∙ Transition of negative beliefs and positive
process
acceptance and support for menopause
∙ Empathize with the stress of middle-age through
Confirm rational belief and ∙ Identify perceived stress
literature
∙ Learn stress coping
promote one’s
∙ Understand the need to manage stress
stretagies
ego-resilience (I)
∙ Distinguish between
∙ Confirm rational beliefs through discussion
rational and irrational beliefs ∙ Write rational belief and present it

Confirm rational belief and ∙ Self-reflection
∙ Accept the positive self
promote one’s
∙ Restore one’s confidence
ego-resilience (II)
∙ Reset one’s life goals

6

Integration

8

∙ Self-reflection through literature
∙ Support and encouragement among participants
∙ Writing ‘Bucket List’ and presentation it

10

New
direction
setting

∙
∙
∙
∙
∙
∙
∙
∙
∙
∙
∙
∙
∙
∙
∙
∙
∙
∙

Cultivate positive mental
health (I)

∙ Find the cause of negative ∙ Empathize with negative emotions through

∙
∙
∙
∙
∙
∙

Cultivate positive mental
health (II)

∙ Accept one’s menopause ∙ Accept menopause through literature
∙ Express positive emotions ∙ Sharing emotions among participants about
∙ Acquire knowledge of
menopause
menopause management ∙ Writing positive emotions about menopause
∙ Sharing knowledge about healthy menopause

∙
∙
∙
∙
∙
∙

emotions
∙ Acquire appropriate
communication skills

literature
∙ Express negative emotions through writing
∙ Refute and purify emotions through discussion
∙ Positive communication training and skills
acquisition among participants

management
9

Methods
∙ Lecture
∙ Discussion
∙ Sharing

∙
∙
related to menopause
menopause and physical
∙ Recognize psychological
∙
and psychological
∙
changes related to
changes
∙
menopause
∙ Identify negative emotions ∙ Empathy and confirmation of the protagonist’s
∙
Confirm irrational belief
related to aging
irrational beliefs through literature
and recovery one’s
∙
∙ Identify irrational beliefs
∙ Writing own experiences
∙
self-esteem (I)
∙ Change of beliefs through presentation and sharing ∙
about menopause
emotions with others
∙
∙

Confirm irrational belief
and recovery one’s
self-esteem (II)

5

7

Goals
∙ Understand menopause

∙
∙
∙
∙
Recognize the meaning of ∙ Recognize physical changes ∙

2

3

Topics

Introduction Recognize menopause

∙ Set specific goals for
Reestablish one’s
menopause management
perception and
behavioral modification of ∙ Improve one’s self-image
menopause

Active behavioral
changes for mental
health

REBT: Rational emotive behavior therapy.

∙ Comparing with one’s menopause management

method through reading and discussion
∙ Provide theoretical information through lectures
∙ Writing and presentation on menopause
management
∙ Raise self image through wise sayings

∙ Set specific action goals for ∙
maintaining positive
∙
∙
emotions and rational
∙
beliefs
∙ Finish the program
∙
∙

Homework presentation
Writing and presentation self goals
Encouragement and feedback among participants
Discussing and sharing how feel about the program
Post-test
Distribution of educational materials

∙
∙
∙
∙
∙
∙
∙
∙
∙
∙
∙

experiences
Reading
Writing
Presentation
Discussion
Lecture
Reading
Writing
Presentation
Discussion
Lecture
Sharing
experiences
Reading
Writing
Presentation
Discussion
Lecture
Sharing
experiences
Reading
Writing
Presentation
Discussion
Lecture
Sharing
experiences
Reading
Writing
Presentation
Discussion
Lecture
Sharing
experiences
Reading
Writing
Presentation
Discussion
Lecture
Sharing
experiences
Reading
Writing
Presentation
Discussion
Lecture
Sharing
experiences
Reading
Writing
Presentation
Discussion
Lecture
Sharing
experiences
Writing
Presentation
Discussion
Lecture
Sharing
experiences

REBT Program for Menopausal Women 255

체적, 심리적 상태 인지라는 목표를 두고 진행되었다. 3회
기부터 작업단계로서 합리적 신념으로서의 전환에 해당되
며, 3∼4회기는 비합리적 신념의 확인 및 자아존중감의
회복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3회기는 노화와 관련된 부정
적 감정을 확인하고 폐경에 대한 합리적 신념으로 전환하
고자 하였으며, 3회기는 부정적 신체상을 확인하고 노화
과정을 수용하고자 하였다. 5∼6회기는 합리적 신념의 확
인 및 자아탄력성 증진을 주제로 하였다. 5회기는 지각된
스트레스의 확인 및 관리방법, 긍정적 신념과 부정적 신념
을 구분하고자 하였으며 6회기는 자아성찰과 긍정적 자신
의 수용, 삶의 목표를 재설정하는 목표 하에 진행되었다.
7∼8회기는 통합단계로서 부정적 감정과 정서의 정화 영
역에 해당되며, 긍정적 정신건강 함양이라는 주제로 진행
되었다. 7회기는 부정적 감정의 원인 확인 및 적절한 의사
소통 방법을 습득하고자 하였으며 8회기는 폐경에 대한
수용력을 높이고 긍정적 감정의 표현 및 폐경관리에 대한
지식 습득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마지막 9∼10회기는 새
방향 설정단계로서 인식의 재구성과 행동수정영역에 해당
된다. 9회기는 폐경에 대한 재인식과 행동의 변화라는 주
제로하여 폐경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설정 및 자아 이
미지 개선을 목표를 두고 진행되었으며 10회기는 건강한
폐경기 정신건강 및 프로그램 마무리를 주제로 하여 정신
건강을 위한 적극적 행동 수정 및 변화라는 목표를 두고
진행되었다. 회기별 구체적인 내용은 Table 1과 같다.

5.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18년 1월 20일부터 3월 31일
까지 실험군의 사전조사, 실험 처치, 사후조사, 대조군의

사전조사, 사후조사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서울 소재의 K대
학교 기관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승인(1040548-KU-IRB-17-268-A-1)을 받은 후
진행되었다. 모집공고문을 통한 모집을 진행하고 편의표
집하였다. 참여의사를 밝힌 여성을 대상으로 선정기준의
적합성을 확인한 후 연구의 목적과 배경, 방법 및 절차, 자
료수집 절차, 참여 자율성, 자발적 동의, 연구 참여로 인한
이익, 참여중단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대상자들에게 서면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하였
다. 또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중이라도 참여철회는 언제
든지 가능함을 알리고 자료수집을 통해 얻어진 자료는 연
구의 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음을 설명하였다. 프
로그램에 참여 가능하다고 응답한 자를 실험군에 배정하
였으며 설문조사에 동의한 자를 대조군에 배정하고, 두 군
에게 설문지 측정 시기와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다. 사전
사후조사는 동일한 내용의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실험
군의 경우 프로그램 참여 전, 대조군의 경우 책자 배부 전
에 사전조사를 수행하였다. 사후조사는 실험군은 프로그
램이 종료된 후, 대조군은 책자 배부 4주 이후 진행되었
다. 또한 문학치료의 경우 통상적으로 6회기 이상으로 진
행되는 점[25]을 고려하여, 대상자의 최소 참여율을 7회
이상으로 하였으며, 7회 이상 참여한 대상자의 조사결과
를 연구결과에 반영하였다.

6.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SPSS 20.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및 주
요변수의 수준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

Table 2. Homogeneity of general characteristics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in pre-test (N=48)
Variables
Age (year)
Religion

Marital status

Education
Job

Monthly income

Menopausal stage
Menupausal self-diagnosis
a)

Exp (n=24)

Cont (n=40)

n (%) or M±SD

n (%) or M±SD

54.33±3.70
5 (20.8%)
3 (12.5%)
7 (29.2%)
9 (37.5%)
1 (4.2%)
21 (87.5%)
2 (8.3%)
19 (79.2%)
5 (20.8%)
4 (16.7%)
2 (8.3%)
18 (75.0%)
1 (4.2%)
3 (12.5%)
13 (54.2%)
4 (16.7%)
3 (12.5%)
8 (33.3%)
16 (66.7%)
20.79±5.76

53.25±3.66
4 (16.7%)
4 (16.7%)
8 (33.3%)
8 (33.3%)
1 (4.2%)
23 (95.8%)
0 (0%)
14 (58.3%)
10 (41.7%)
5 (20.8%)
5 (20.8%)
14 (58.3%)
0 (0%)
2 (8.3%)
7 (29.2%)
6 (25.0%)
9 (37.5%)
13 (54.2%)
11 (45.8%)
22.00±7.28

Categories

Catholic
Christian
Buddhism
No religion and others
Single
Married
Divorce and others
High school graduation
Undergraduated and more
Office worker
Businessman
Housewife and others
∼999,999 won
1,000,000 won∼1,999,999 won
2,000,000 won∼3,999,999 won
4,000,000 won∼4,999,999 won
5,000,000 won∼
Peri-menopause
Post-menopause

Fisher’s exact test.
Exp: Experimental group, Cont: Control group, M±SD: mean±standard deviation.

2

χ /t

p

1.02
1.32

.314
.858

2.09

.332

2.42

.119

1.90

.387

6.40

.171

2.15

.244a)

−0.64

.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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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Homogeneity of dependent variables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in pre-test (N=48)
Variables

Range

Exp (n=39)
M±SD

Cont (n=40)
M±SD

Self-esteem
Ego-resilience
Perceived stress
Body image
Depression
State anger
Anger expression
Aging anxiety

0∼4
0∼4
0∼4
0∼4
0∼3
1∼4
0∼3
0∼4

1.89±0.77
1.90±0.65
1.68±0.35
1.64±0.52
0.92±0.29
1.70±0.43
1.05±0.32
1.64±0.72

2.01±0.71
1.86±0.57
1.68±0.42
1.48±0.55
0.82±0.42
1.53±0.45
1.00±0.39
1.53±0.71

t/z

p

−0.54

.590
.854
.979
.317
.370
.189
.647
a)
.749

0.19
0.03
1.01
0.91
1.33
0.46
.320

a)
Mann-Whitney U test.
Exp: Experimental group, Cont: Control group, M±SD: Mean±standard deviation.

하였다. 각 집단 간 일반적 특성 및 종속변수에 대한 사전
동질성 검정은 t-test, Chi-square test, Fisher’s exact
test, Mann-Whitney U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두 집단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종속변수의 정규성 검증
은 Kolmogorov-Smirnov 및 Shapiro-Wilk 검정을 이
용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검정은 independent t-test, paired
t-test, Wilcoxon signed rank test, 및 Mann-Whitney
U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사전 조사에서 집단
간 차이가 없음을 확인한 후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확
인하기 위하여 공분산분석(ANCOVA)을 이용하여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하였다. 또한 측정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결 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동질성 검정
본 연구의 대상자는 실험군 24명, 대조군 24명으로 총
48명이었으며, 대상자의 연령, 종교, 결혼상태, 교육수준,
직업, 한달 총 수입, 폐경 단계에 대해 조사하고 이에 대해
Fisher’s exact-test와 t-test로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
성 검정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두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일반적 특성에 대해 동질
한 것으로 파악되었다(Table 2).

2. 종속변수의 사전 동질성 검정
문학을 활용한 REBT 프로그램 시행 전 주요 변수에 대
한 사전 동질성 검정을 수행하였으며, 자아존중감, 자아탄
력성, 지각된 스트레스, 신체상은 두 군 간의 유의한 차이
가 없었다. 또한 우울, 상태분노, 분노표현, 노화불안은 두
군 간 유의한 차이가 없어, 폐경기 여성들의 사전 종속변
수에 대한 동질성 검정은 모든 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없어 동질성이 확인되었다(Table 3).

3. 가설 검정
본 연구의 가설검정은 다음과 같다(Table 4, 5).
1) 가설 1. 문학을 활용한 REBT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
험군은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자아존중감

점수가 높을 것이다.
프로그램 전·후의 실험군과 대조군의 자아존중감 평균
점수를 비교하기 위해 두 군간 차이검정을 실시한 결과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3.39
p＜.001). 또한 프로그램이 폐경기 여성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정하기 위해 사전점수를 공변인으로
하여 공분산 분석(ANCOVA)을 한 결과,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F=17.52, p＜.001)가 나타
나 가설 1은 지지되었다.
2) 가설 2. 문학을 활용한 REBT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
험군은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자아탄력성
점수가 높을 것이다.
프로그램 전·후의 실험군과 대조군의 자아탄력성 평균
점수를 비교하기 위해 두 군간 차이검정을 실시한 결과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2.50,
p=.016). 또한 프로그램이 폐경기 여성의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정하기 위해 사전점수를 공변인으로
하여 공분산분석(ANCOVA)을 한 결과,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F=11.95, p=.001)가 나타
나 가설 2는 지지되었다.
3) 가설 3. 문학을 활용한 REBT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
험군은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지각된 스
트레스 점수가 낮을 것이다.
프로그램 전·후의 실험군과 대조군의 지각된 스트레스 평
균 점수를 비교하기 위해 두 군간 차이검정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2.03,
p=.048). 또한 프로그램이 폐경기 여성의 지각된 스트레
스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정하기 위해 사전점수를 공변인
으로 하여 공분산분석(ANCOVA)을 한 결과, 실험군과 대
조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F=10.96, p=.002)가
나타나 가설 3은 지지되었다.
4) 가설 4. 문학을 활용한 REBT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
험군은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신체상 점
수가 낮을 것이다.
프로그램 전·후의 실험군과 대조군의 신체상 평균 점수
를 비교하기 위해 두 군간 차이검정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2.75, p=.009).
또한 프로그램이 폐경기 여성의 신체상에 영향을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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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mparison of dependent variables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N=48)
Exp (n=24)
M±SD

Variables
Self-esteem

Ego-resilience

Perceived stress

Body image

Depression

State anger

Anger expression

Aging anxiety

Pre-test
Post-test
Difference
t (p)
Pre-test
Post-test
Difference
t (p)
Pre-test
Post-test
Difference
t (p)
Pre-test
Post-test
Difference
t (p)
Pre-test
Post-test
Difference
t (p)
Pre-test
Post-test
Difference
t (p)
Pre-test
Post-test
Difference
t (p)
Pre-test
Post-test
Difference
t (p)

1.89±0.77
2.93±0.54
−1.04±0.98
−5.17 (＜.0001)
1.90±0.65
2.54±0.56
−0.64±0.81
−3.85 (.001)
1.68±0.35
1.49±0.40
0.19±0.41
1.26 (.222)
1.64±0.52
1.12±0.41
0.52±0.78
3.25 (.004)
0.92±0.29
0.25±0.26
0.67±0.30
b)
4.23 (＜.0001)
1.70±0.43
1.22±0.31
0.48±0.52
4.56 (＜.0001)
1.05±0.32
0.81±0.30
0.24±0.46
2.50 (.020)
1.64±0.72
1.12±0.51
0.52±0.90
2.83 (.009)

Cont (n=24)
M±SD
2.01±0.71
2.11±0.80
−0.10±0.92
−0.55 (.585)
1.86±0.57
1.93±0.64
−0.07±0.76
−0.46 (.651)
1.68±0.42
1.88±0.42
−0.20±0.59
−1.70 (.102)
1.48±0.55
1.60±0.70
−0.12±0.81
−0.68 (.502)
0.82±0.42
0.86±0.49
−0.04±0.60
−0.27 (.786)
1.53±0.45
1.70±0.49
−0.17±0.51
−1.65 (.113)
1.00±0.39
1.19±0.37
−0.19±0.48
−1.95 (.063)
1.53±0.71
1.71±0.71
−0.18±0.95
−0.91 (.373)

t (p)
0.54 (.590)
4.16 (＜.0001)
−3.39 (.001)
0.19 (.854)
3.49 (.001)
−2.50 (.016)
0.03 (.979)
−3.35 (.002)

2.03 (.048)
1.01 (.317)
−2.88 (.007)

2.75 (.009)
0.91 (.370)
a)

−4.61 (＜.0010)
a)
4.06 (＜.0001)

1.33 (.189)
a)

−3.92 (＜.0001)
a)
3.77 (＜.0001)

0.46 (.647)
−3.92 (＜.0001)

3.14 (.003)
a)

0.32 (.749)
−3.30 (.002)
a)
2.35 (.019)

a)

Mann-Whitney U test, b)Wilcoxon signed rank test.
Exp: Experimental group, Cont: Control group, M±SD: mean±standard deviation.

지 검정하기 위해 사전점수를 공변인으로 하여 공분산분
석(ANCOVA)을 한 결과,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F=7.75, p=.008)가 나타나 가설 4는 지
지되었다.
5) 가설 5. 문학을 활용한 REBT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
험군은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우울 점수
가 낮을 것이다.
프로그램 전·후의 실험군과 대조군의 우울 평균 점수를 비
교하기 위해 두 군간 차이검정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z=4.06, p＜.001). 또한 프
로그램이 폐경기 여성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정하기
위해 사전점수를 공변인으로 하여 공분산분석(ANCOVA)을
한 결과,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F=31.44, p＜.001)가 나타나 가설 5는 지지되었다.
6) 가설 6. 문학을 활용한 REBT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
험군은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상태분노
점수가 낮을 것이다.
프로그램 전·후의 실험군과 대조군의 상태분노 평균 점
수를 사용하여 두 군간 차이검정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z=3.77, p＜.001). 또
한 공분산분석(ANCOVA)을 한 결과, 실험군과 대조군 간

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F=20.26, p＜.001)가 나타나
프로그램이 폐경기 여성의 상태분노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확인되어 가설 6은 지지되었다.
7) 가설 7. 문학을 활용한 REBT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
험군은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분노표현
점수가 낮을 것이다.
프로그램 전·후의 실험군과 대조군의 분노표현 평균 점
수를 사용하여 두 군간 차이검정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3.14, p=.003).
또한 공분산분석(ANCOVA)을 한 결과,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F=15.24, p＜.001)가 나타
나 프로그램이 폐경기 여성의 분노표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 가설 7은 지지되었다.
8) 가설 8. 문학을 활용한 REBT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
험군은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노화불안
점수가 낮을 것이다.
프로그램 전·후의 실험군과 대조군의 노화불안 평균 점
수를 사용하여 두 군간 차이검정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z=2.35, p=.019).
또한 공분산분석(ANCOVA)을 한 결과,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F=10.74, p=.002)가 나타

258 Yeong-Seon Hong, Kuem-Sun Han

http://www.stressresearch.or.kr/

Table 5. Analysis of covariance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N=48)
Variables
Self-esteem

Ego-resilience

Perceived stress

Body image

Depression

State anger

Anger expression

Aging anxiety

Factors
Covariate
Group
Error
Covariate
Group
Error
Covariate
Group
Error
Covariate
Group
Error
Covariate
Group
Error
Covariate
Group
Error
Covariate
Group
Error
Covariate
Group
Error

(pre-test)

(pre-test)

(pre-test)

(pre-test)

(pre-test)

(pre-test)

(pre-test)

(pre-test)

Sum of squares

Degree of freedom

24.99
817.890
2100.59
70.60
836.10
3149.23
0.01
188.01
771.95
5.57
1027.72
5968.22
123.95
1869.92
2676.63
58.97
320.79
712.37
12.48
1000.63
2955.36
9.62
1209.43
5066.05

나 프로그램이 폐경기 여성의 상태분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 가설 8은 지지되었다.

고 찰
본 연구는 폐경기 여성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문학을 활
용한 REBT 프로그램을 구성 및 적용하여 폐경기 여성의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지각된 스트레스, 신체상, 우울,
분노, 노화불안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되었
다. 이에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문학을 활용한 REBT 프
로그램의 효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문학을 활용한 REBT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
은 대조군에 비해 자아존중감 점수가 유의하게 상승하였
다. 이러한 결과는 인지행동 이론을 적용한 프로그램이 만
성조현병환자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본 연구
와 유사하였다[41]. 또한 중년여성들을 대상으로 REBT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자아존중감의 수준을 알아본 결과와
도 유사하였으며[42] 문학과 독서를 활용한 중재연구의
효과가 자아존중감에 효과적이라고 했던 선행연구의[25]
결과를 뒷받침해 주었다. 이는 폐경기 여성들에게 문학에
대한 공감을 일으키고, 글쓰기 및 토론을 통한 참여자들
간의 지지와 격려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내면의
자신감을 부추겨 폐경기 여성들에게 스트레스에 대응할 수
있는 내적자원인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킬 수 있었던 것으
로 사료된다.
둘째, 문학을 활용한 REBT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
은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자아탄력성 점수
가 상승하였다. 이 결과는 문학을 활용한 선행연구의[43]

1
1
45
1
1
45
1
1
45
1
1
45
1
1
45
1
1
45
1
1
45
1
1
45

Mean square
24.99
817.90
46.68
70.60
836.10
69.98
0.01
188.01
17.15
5.57
1027.72
132.63
122.95
1869.92
59.48
58.97
320.79
15.83
12.480
1000.63
65.68
9.62
1209.43
112.58

F

p

0.54
17.52

＜.0001

1.01
11.95

.321
.001

0.00
10.96

.983
.002

0.04
7.75

.838
.008

2.07
31.44

＜.001

3.73
20.26

＜.001

0.19
15.24

＜.001

0.09
10.74

.771
.002

.468

.157

.060

.665

결과와 유사하였다. 또한 인지행동치료를 기반으로 한 프
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에게서 자아탄력성의 증진 효과를
나타냈던 결과와 유사하였는데[44], 이는 본 프로그램이
문학이 가질 수 있는 자연스러운 접근과 문학 내용에 대한
공감이나 동일시를 통해 여성들에게 대리만족을 일으키고,
현실에 대한 수용력을 증진시켰을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대상자들이 말로 표현하는 것은
불편하지만, 글로 표현하는 것은 좀 더 쉽게 다가설 수 있
었고, 글쓰기 표현을 통한 자신감의 향상이 자아탄력성의
증진과도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셋째, 문학을 활용한 REBT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
은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지각된 스트레
스 점수가 감소하였다. 이 결과는 문학을 활용한 중재를
수행한 선행연구에서 스트레스 신체증상이 완화되고 삶의
질이 향상된 결과와 유사하였다[45]. 또한 인지행동을 기
반으로 한 치료가 중년여성의 스트레스 감소에 효과가 있
었던 결과[20], 폐경기 여성들의 정신적, 신체적 증상의
감소에 효과적임을 보고 한 연구 결과들[46,47] 및 문학
을 활용한 치료가 스트레스에 효과적이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해 주었다[25]. 폐경기여성들은 다양한 스
트레스에 노출되고, 스트레스의 표출은 신체화에도 영향
을 미치는 유의한 요인이 되고, 우울, 분노, 불안 등 다른
정신건강과 연결된다고 보고되고 있으며[48,49], 스트레
스 관리를 위한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의 중요성을 언
급하였다[50,51]. 본 연구의 결과 역시 자아존중감과 자아
탄력성의 증진과 함께 지각된 스트레스의 감소가 나타났
고, 정신건강에도 긍정적 효과가 나타남을 감안할 때, 추
후에도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중재는 관련 변수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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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된 관리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문학을 활용한 REBT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
은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신체상 점수가
감소하였다. 신체상은 변화되는 역동적인 개념으로, 성장,
사회적, 환경적 요인에 의해 계속 변화하며, 체계적 문헌
고찰을 통한 선행연구에서 폐경증상과 신체상에 대한 부
정적 혹은 긍정적 인식에 대한 관련성이 문화적 차이로 인
한 경험과도 관련되며[52], 해결방법은 개개인 마다 다를
수 있다고 하였다. 특히 폐경과 관련된 신체적 변화는 여
성들이 노화와 관련된 약점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에서[14],
폐경기 여성들의 신체상에 대한 의식은 폐경기를 어떻게
수용하고 인지하는지에 대한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
료된다. 본 연구에서 신체상 점수가 감소한 것은 문학을
활용한 치료가 건강한 자아상을 확립하는 것을 본질로 삼
고 있으며, 외모주의에 대한 치료적 대안으로 문학을 제시
하였던 선행연구결과를 지지하고[53], HIV (human immunodeficiency virus)를 가진 성인들의 신체상 개선을
위해 구성된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한 결
과 및 인지행동치료의 중재가 신체상에 미친 영향을 메타
분석한 결과와[19,54] 유사하였다. 따라서 프로그램에 참
여한 여성들의 신체상에 대한 긍정적 변화가 성공적 노화
나 건강한 폐경 이행에 대한 태도변화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었다.
다섯째, 문학을 활용한 REBT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
군은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우울점수가
감소하였다. 인지치료는 우울증의 치료를 위해 생겨난 것
이라고 할 만큼 우울에 대해서 공인된 치료법으로 알려져
있고[39], 문학을 활용한 치료 역시 우울감정을 감소시키
는 데 효과가 있음이 규명되어왔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우
울 감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문학을 통한 감정의 정화와 정
서적 자기 성찰을 유도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인지행동치료를 기반으로 하여 우울감소에 효과
를 보인 선행연구결과 및 문학을 활용한 인지적 치료를 통
해 긍정 기분의 함양과 우울증상의 개선효과가 나타났던
결과와 같았으며[45,55] 국내 중년여성들을 대상으로
REBT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본 연구와 문학을 활용한
중재가 우울에 효과를 보인다고 하였던 선행 연구결과를
뒷받침하였다[20,25]. 이는 대상자들이 문학이 주는 상징
성이나 은유로 공감하며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고, 문학
내용의 주인공에 대한 모델링을 통해 신념의 전환을 경험
하며 우울 감정의 변화가 발생하였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또한 이는 부정적 정서인 분노나 노화불안에 대한 과정에
도 동시에 적용될 수 있었으며, 통합된 결과 중 하나로 사
료된다.
여섯째, 문학을 활용한 REBT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
군은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상태분노점수
와 분노표현점수가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폐경기 여
성들을 대상으로 인지행동 치료의 효과를 알아본 결과 정
신적 증상의 감소에 효과적임을 보고하였던 결과들과 유

사하였다[46,47]. 또한 문학을 활용한 프로그램 효과에서
상태분노 및 분노 표현에 유의미한 효과를 보였던 연구 결
과와 같았다[45]. 이는 본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자들이 우
울감소에 대한 효과와 마찬가지로 문학 내용에 공감하며,
주인공에 대한 동일시 및 대리 만족을 하였고, 자신의 분
노감정을 글쓰기로 표현, 토론 및 감정나누기를 하며 인식
의 재구성과 신념의 전환, 내재된 감정의 정화를 이끌어
낸 것으로 보인다.
일곱째, 문학을 활용한 REBT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
군은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노화불안점수
가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REBT
의 효과를 알아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고 문학을 활용한
치료가 중년여성의 심리적 안녕감에 효과를 보였던 선행
연구와 유사하였다[20,45]. 그 외에도 인지행동치료를 통
해 노년기 불안을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던 연구와 유사하
였고[56], 문학을 활용한 중재가 불안에 효과가 있다고 한
선행연구를 뒷받침하였다[25]. 본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노화에 대한 인식이 쇠퇴의 관점이 아닌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새로운 삶의 전환기로 본다면 폐경 이후 중년
여성이 새로운 자아성장의 기회로 수용할 것이며 보다 안
정감과 성장의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폐경기 여성들에게 좀 더 자연스러운 생의 과정
으로의 수용과 발전적 전환기의 의미를 부여하였고, 노화
의 의미보다는 완성과 성장의 의미를 강조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하였다고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문학을 활용한 REBT 프로그
램은 기존의 REBT 프로그램의 효과를 재확인하고 보완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그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먼저, 본 연구의 문학을 활용한 REBT 프로그램은 기존의
REBT 프로그램의 효과를 재확인하고 보완할 수 있는 내
용으로 구성되었다. 기존의 REBT 프로그램은 주로 영화
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원예활동, 마음챙김, 예술치료,
및 상담을 주로 접목하였지만,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
[23,57]를 토대로 문학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그 결과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상자들은 문학에 표현된 내
용에 공감이나 동일시하였으며,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문학이 대신해주는 대리만족 역할을 하여 감정의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를 하였다. 이는 문학을 통해 폐경
경험에 완성과 새로운 시작의 의미부여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었으며, 긍정성 함양이라는 합리적 신념의 변화와 인
지·정서적 결과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나타냈
다고 보인다. 또한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어 매개역할로 인
식되는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의 증가 역시 본 프로그
램의 의미 있는 결과로 인식의 재구성을 통한 우울, 분노,
및 노화불안의 감소는 폐경을 노화나 질병이라는 차원에
서 벗어나 성숙이라는 인식을 추가하였으며, 추후 폐경관
리에 대해서도 적극적 행동수정의 의지를 보였다. 이는 기
존의 REBT의 효과가 합리적 신념, 인지의 재구성을 통해
서 행동수정을 나타내게 된다는 기존의 이론을 재확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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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결과이기도 하다.
둘째, 본 프로그램은 중재자 주도만의 구성이 아니었고,
문학도서 및 자료 선정에 폐경기 여성의 성향과 기호를 반
영함으로써 프로그램의 효율성과 참여도를 높일 수 있었
다. 대부분의 문학을 활용한 중재의 경우, 일반적으로 참
여자의 사회 인구학적 범위가 넓어 주로 문학자료 선정에
있어서 일반적이고 획일적인 도서 및 자료를 사용해 참여
자 개개인의 인지 능력이나 감정표현에서 개인별 차이를
고려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폐경관리
를 위한 중재 역시 획일적인 교육제공이나 상담에 기반을
두는 경우가 많았고, 행동수정을 유도하는 매개물 이용은
영상, 교육책자를 활용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는 기존
의 교육이라는 중재의 효과에서 얻을 수 있는 지식 향상에
서는 효과적이었지만, 자발적 인지와 신념 전환을 통한 인
지적․정서적 변화를 유도하기는 부족하였다. 따라서 본 연
구자는 문학도서 및 자료 선정에 참여자 중심의 자료를 고
민하였고, 폐경기 여성이라는 특성화된 대상자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참여자들의 적극적 지지와 참여를
유도하였다. 대상자에게 맞춤화된 진행의 결과는 높은 참
여율과 프로그램의 효과로 이어질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와 고찰을 바탕으로 한 본 연구의 결론
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구성되어 사용된 문학을 활
용한 REBT 프로그램은 폐경기여성의 자아존중감과 자아
탄력성을 비롯하여 지각된 스트레스, 부정적 신체상, 우
울, 분노, 및 노화불안에 긍정적 변화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치료자와 참여자 간의 문학을
활용한 활발한 상호작용의 결과로 여겨지며 추후에는 폐
경기의 적극적 관리에 대한 지지를 이끌 수 있다는 데 의
미를 부여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규명된 문학을 활용한 REBT 프로그
램의 효과를 바탕으로 살핀 간호학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간호이론 측면에서 본 연구는 문학을 활용하여 폐경
기 여성의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을 증진시키고, 지각
된 스트레스, 부정적 신체상 우울, 분노, 및 노화불안을 감
소시키는 데 효과적인 중재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Ellis
[58]의 REBT를 기반으로 선행사건, 비합리적 신념, 반박
을 통한 합리적 신념의 전환, 결과 및 효과로 이어지는 구
체화되고 체계적인 과정을 검증하였다. 이처럼 문학을 활
용한 REBT 프로그램은 폐경기 여성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기존 이론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다양한 이론의 활용 가능
성을 제기했으며, 이론적 재확인을 할 수 있었다. 둘째로,
간호 연구 측면에서 본 연구는 문학치료 및 REBT 중재
관련 문헌들을 고찰하여 타당성을 검증하였고, 문학이 간
호학적 중재에 활용될 수 있는 자원으로 설명될 수 있었던
연구였다. 본 연구를 시작으로 추후에는 문학이 좀 더 적
극적으로 간호중재로 활용될 있도록 기반이 되는 연구가
필요하며, 좀 더 다양한 대상자들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간호학적 독창성을 찾는 연구를 시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간호실무 측면에서 본 연구는 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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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리에 대한 기존의 주입식 교육이나 획일적 상담프로
그램과는 차별화되며, 문학의 선정과정 및 대상자의 적극
적 참여가 중재의 효과에 기여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추
후 간호실무 현장에서도 대상자의 특성과 기호를 고려한
중재를 계획한다면, 대상자와의 상호주관성을 높이고, 참
여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문학을 활용
한 중재는 병원 등 임상상황이 아닌 일상생활이나 지역사
회에서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중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
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가설검정에 있어
서 효과를 비교할 수 있는 기존의 연구는 문학이 아닌 다른
매개체를 활용한 REBT기반 혹은 인지행동 프로그램이거
나 인문학적 접근의 문학치료 결과여서 간호학적 해석과
비교하는 데 신중하였다. 그러나 간호학 연구는 다학제 학
문을 수용하여 발전하고 있으며, 추후에도 다학제 학문의
장점을 간호학적 의미로 재해석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
다. 이런 점에서 인문학적 접근을 활용한 본 프로그램의 시
도가 다학제 학문에 대한 간호학적 지평을 좀 더 확장할 것
으로 기대한다. 따라서 본 연구가 단기간의 일시적 시도로
끝나기 보다는 문학을 활용한 프로그램 구성에 간호학적
근거를 부연할 수 있는 반복적 연구가 이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조사의 시점이 사전과 사후 2회 측정이라
는 제한점이 있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프로그램 진행 중간
에 결과를 점검하여 변화량을 파악하고, 프로그램 효과의
지속성을 알아보기 위해 추후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
위와 같은 결과 및 제한점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
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의 문학을 활용한 REBT 프로그
램은 폐경기 여성들의 정신건강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으므로 임상과 지역사회를 포함한 다양한 간호실무
현장에 확대 및 활용하여 효과성을 검토하는 추가적 연구
를 제안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10회기의 REBT 프로그
램을 구성하였는데, 추후에는 단기적인 중재의 구성보다
는 좀 더 지속적인 관리를 모니터링하면서 자기관리를 향
상시킬 수 있는 추가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마지막
으로 본 연구에서 활용한 문학 자료로 수필, 시, 명언 등의
산문을 주로 활용하였다. 그러나 문학은 본래 개념 상 음
악, 영화, 미술 등 넓은 범위의 텍스트를 활용할 수 있으므
로 추후연구에서는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문학의 범위를
좀 더 다양화하여 대상자별로 맞춤화 시킬 수 있는 자료의
선택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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