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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위기개입용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청소년 재난생존자들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극복과 심리사회적 적응
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위기상담 프로그램에 참가를 희망하는 청소년생존자를 대상으로 집단상담 프
로그램이 실시되었다. 단일집단 실험설계를 적용하여 사건충격성 척도, Beck 우울 척도, 상태-특성 불안 척도, 및
대처방식 척도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사전-사후 검사에서 얻은 점수를 토대로 각 요인별 윌콕슨 부호순
위검증(Wilcoxon Signed-ranks Test)을 실시하였다. 자료분석 결과에 의하면, 위기상담 프로그램은 청소년생존자들
의 심리적 우울, 상태-특성 불안, 문제집중적 대처방식, 및 사회적 지지 추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I. 서론

외상적 사건으로 인해 경험하게 되는 심리적 고통은 사건 당사자는 물론이고 가까운 주변
사람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정신적 후유증은 시간이 경과하여도 쉽게 사라지
지 않는다. 최근 국내에서 연이어 재난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지역사회에서 제공된 개
입 전략들은 사건 희생자들이 심리적 혼란을 극복하고 문제대처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재난 생존자들 중에는 악몽에 시달리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다.
재난을 겪은 생존자들이 처해 있는 심리적 상태는 위기라고 볼 수 있다. 위기(crisis)란 촉
발 요인에 의해 생긴 정서적 혼란과 심리적 불균형 상태이며, 동시에 기존의 상황대처 전략
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Caplan, 1964). 삶의 성숙과정에서 자연스럽
게 나타나는 발달과정적 위기(developmental life crisis)와 달리 홍수, 지진, 폭풍, 교통사고,
전쟁, 이혼, 실직 등과 같이 정상적인 삶의 일과를 일탈하여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
는 사건상황적 위기(situational life crisis)는 그것을 경험 하는 개인에게 심각한 신체적ㆍ심
리적 위협을 주게 된다(Slaikeu, 1990).
위기 생존자들에게서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심리적 영향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이다. PTSD란 통상적인 상황에서는 겪을 수 없는
극심하게 위협적인 사건으로부터 심리적인 충격을 경험한 다음 나타나는 특수한 정신과적
증상을 말한다. 일반화된 불안, 초조, 공황장애, 죽음에 대한 불안, 지나친 통제, 퇴행, 경직
성,

자아기능의 감소 등은

이들

생존자들에게서

자주

나타나는

심리적

증상들이다

(Niederland, 1968; Lindy & Titchener, 1983).
국내에서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관련 요인을 분석한 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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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와 김정희(2001)의 연구에서는 PTSD 증상이 발견된 집단이 부분 PTSD 집단 및 정상 집
단보다 우울, 불안, 심리적 고통이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Lifton(1973)의 연구에
참가한 위기 생존자들은 자신들의 생존에 대해 심한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으며, 그 외에도
우울, 대인관계 단절, 성기능 장애, 불신감, 배신감, 생활패턴의 변화 등은 위기 생존자들에
게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부적응적인 행동 양식이다(김종남, 이민수, 신동균, 1997). 그 외
임상양상은 위협적인 사고에 대한 반복적 회상이나 악몽에 시달리고, 일시적인 기억장애가
오기도 하며, 흥미를 상실하고, 대인관계에 무관심하며, 일상적으로 멍한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또한 사고 경험과 유사한 상황을 회피하고자 하며, 그와 비슷한 자극으로 인해 증세가
악화되고 불안, 우울, 정신과적 질환의 증세가 함께 나타나기도 한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이러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심각성은 피해 당사자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그
결과 위기 대처방식에도 집단간 차별성을 보인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성장
기의 청소년이 경험하게 되는 위기 상황은 그들의 학교, 가정, 및 교우 관계 기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Carrion, Weems, Ray, & Weiss, 2002; Cohen, 2003) 후일 성인기
의 약물남용, 자살 시도, 일탈행동, 이혼, 성격 장애, 지능 저하, 뇌기능 손상 등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DeBellis, Keshavan, Clark, Casey, Giedd, Boring, et al., 1999; Johnson,
Cohen, Brown, Smailes, & Bernstein, 1999; Lipschitz, Winegar, Hartnick, Foote, &
Southwick, 1999; Nelson, Heath, Madden, Cooper, Dinwiddie, Bucholz, et al, 2002;
Ruchkin, Schwab-Stone, Koposov, Vermeiren, & Steiner, 2002)는 점에서 청소년 위기생존
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개입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청소년기는 급격한 신체
적 변화와 더불어 정서적으로도 많은 변화를 겪게 된다. 기존의 가치관에 대한 회외와 더불
어 정서적으로도 민감해지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 위기생존자 집단은 발달과정상의
위기와 더불어 사건상황적 위기에 이중으로 노출됨으로 인해 일반 청소년집단에 비해 한층
더 심각한 심리적 부적응 상태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
국내에서 발생한 위기 및 재난 사건과 청소년들의 의식과의 관계를 탐색한 김동일(1995)
의 연구 결과는 청소년 위기생존자들의 PTSD 증상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삼풍백
화점 붕괴, 성수대교 붕괴, 대구지하철 가스폭발, 아현동 가스폭발 사고 등으로 인해 피해를
당한 청소년들은 사고 직후 가슴이 답답하거나

악몽을 자주 꾸게 되고, 몸이 쉽게 피곤해

지며, 수면장애를 경험하는 등 신체적 증상들을 호소하였다. 인지적 측면에서도 사고 당시의
장면이 자꾸 떠오르고, 정신집중이 잘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서적으로도 분노가 폭발
할 것 같으며, 불안하고, 긴장되며, 우울하고, 무력감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이
들 청소년들은 주변 다른 사람을 불신하고 조심하게 되었으며,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주로
집에서 시간을 보내며), 식욕이 저하되고, 농담이나 말수가 줄어드는 등 외현적 행동에서도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생리적ㆍ정서적ㆍ인지적ㆍ행동적 증
상은 개인차가 있지만 대부분 사고 직후뿐만 아니라 수 개월 내지 수 년에 걸쳐 지속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이소우, 김용태, 김진숙, 반신환, 조성호, 1997). 따라서 청소년생존자들의
외상적 증상을 치료하여 현실 생활에의 적응을 도와주고 후일 성인기에 표출될 수도 있는
부적응 행동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들을 위한 적절한 위기개입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적용되
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인식 하에, 본 연구는 재난을 겪은 청소년생존자들이 경험하는 심리적 특성을 분
석하고,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그들의 심리사회적 적응능력 향상을 조력하는 구조화된 위기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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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 결과들은 위기 생존자들이 보여 주는 다양한 심리적 특성들을 고려하고 그들의
환경 속에 사회적 지원 체계 형성 및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들을 포함하는 위기 개입
프로그램들이 심리적 외상 극복 및 재활에 효과가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Ladrido-Ignacio
& Perlas, 1996, Rigamer, 1987, Weinberg, 1990). 위기 사건 발생 후 생존자들의 심리적 부
적응 기제가 증폭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즉각적인 개입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으
며, 이러한 요구에 의해 1980년대 이후 위기 생존자들을 위한 단회 내지 단기 개입 프로그
램들이 개발되고 적용되어 왔다(Bisson, 2003). 일종의 심리적 응급처치라고 할 수 있는 이
러한 형태의 위기 개입을 ‘디브리핑(debriefing)'이라고 한다. 위기생존자의 감정 분출 허용,
스트레스 반응에 관한 논의와 지지 제공, 자원 활용 및 적절한 조처 모색 등을 포함하고 있
는 Mitchell(1983)의 Critical Incident Stress Debriefing(CISD) 접근을 비롯해서 Raphael 모
형(Raphael, 1986)과 Process Debriefing 모형(Dyregrov, 1989)은 대표적인 위기개입 디브리
핑 프로그램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디브리핑의 효과를 검증한 일련의 연구(Arendt & Elklit, 2001; Bisson, 2003;
Deahl, 2000)는 일관성있는 결과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디브리핑 직후에는 심리적 외상이
일시적으로 완화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효과성은 점차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디브리핑 이후 치료와 재활을 목적으로 하
는 심리상담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제공되지 않을 경우 PTSD 증상은 재발 내지 악화될
수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따라서 위기생존자들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보다 효과적으로
조력하기 위해서는 위기 발생 직후의 급격한 정서적 혼란을 경감시키는 데 초점을 두는 디
브리핑과 더불어 생활 기능을 회복하고 지속시킬 수 있는 통합적 차원의 심리상담 프로그램
이 제공되어야 한다.
한편 Van der Kolk, McFarlane, & Hart(1996)는 기존의 PTSD 치료 관련 연구들을 검토
한 후 일반적인 개입모델을 정립하는데 있어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제안하였다. 이들 제
안의 핵심은 PTSD의 치료를 위해서는 환자 증상의 안정화에 초점을 두고, 외상에 대한 반
응을 재조건 형성시키며, 환자가 지닌 인지 도식의 재구조화를 목표로 하고, 안정된 사회적
연합망과 대인관계 효율성을 확립시키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인지기법, 노출
치료, 스트레스 면역기법 등 다양한 치료방법을 통합하는 총체적인 개입프로그램이 적용되
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Best & Ribbe(1995)는 교통사고 생
존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PTSD 치료에 이완훈련(Jacobson의 근육 이완훈련, 호흡조절), 인
지적 중재(사고 중지, Ellis의 A-B-C-D-E 훈련), 행동기법(역할 놀이, 노출치료, 스트레스
면역기법) 등을 조합시키는 것이 효과적이었음을 확인하였다. 인지행동적 개입은 비지시적
개입 전략이나 디브리핑에 비해 만성적인 PTSD 증상, 우울, 사회적 유능감, 행동 장애 등을
극복하는 데 매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Chemtob, Nakashima, & Hamada, 2002;
Cohen & Mannarino, 1996, 1998; Ehlers & Clark, 2003; March, Amaya-Jackson, Murray,
& Schulte, 1998).
이처럼 위기대응시스템이 체계적으로 확립되어 있는 외국에 비해 국내에서는 위기를 경험
한 개인의 심리적 반응을 그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정신건강 전문가들의 역
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매우 낮은 편이다. 위기개입에 대한 이러한 인식의 부족은 아직
까지 상담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가 부족하고 정부나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지원체계가 마
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그동안 심리상담
전문가들이 위기상담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따라서 위기생존자들을 위
한 개입 모형과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하고자 하는 노력이 매우 저조하였다는 데 있다. 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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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사회적으로 대형 참사나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일부 정신건강 전문가들이나 사회복지사
들이 위기개입을 위해 투입되었지만 그들이 제공한 개입 프로그램의 내용은 단편적이고 제
한적이었으며, 그 효과성에 대한 연구 자료도 축적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그나마 국내에서 발표된 대형 참사 관련 위기개입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외상 후 스트
레스 장애처럼 위기 경험 이후 겪게 되는 신체적ㆍ심리적 증상을 기술하는 것(김동일, 1995;
김승태 외, 1997; 김종남, 이민수, 신동균, 1997; 남순현, 염태호, 1998)이거나 혹은 문헌에 수
록된 위기개입 모형과 전략을 소개하는 정도(김미리혜, 1998; 김유순, 이영분, 1998; 안현의,
2003)에 그치고 있다. 위기상황에 노출된 국내의 청소년집단 사례를 통해 실제 개입프로그
램의 효과를 검증한 자료는 매우 미흡하다.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재난 사고가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생존자들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돕기 위한 개입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매우 낮은 실정이다. 또한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신건강 분야의 전문가들이 활
용할 수 있는 위기개입 모형과 실제적인 개입 프로그램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인간에 의
한 대형 재난 사고 발생율이 점차 높아지고 아울러 청소년 희생자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효과적인 위기개입 프로그램의 개발은 매우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II. 방법
연구대상
대구 및 경북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대구지하철참사 청소년생존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인지행동적 위기상담 프로그램를 홍보하였다. 프로그램 참가를 희망하는 청소년생존자 13명
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여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전체 연구대상자 13명의 연령 분
포는 18-23세로서 평균연령은 19.92세이었다. 이들 가운데 남자는 4명(31%)이며 여자는 9명
(69%)이었다.

연구도구
사건충격성 척도(Impact of Event Scale: IES). 사건충격성 척도는 Horowitz(1986)가 외상
후 적응과정상에 나타나는 회피 및 침습 증상을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회피
측정용 7문항과 침습 측정용 8문항을 포함하여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마
다 4점 Likert 척도상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침습은 외상 사건에 대해 고통스럽게 떠오르
는 생각, 감정, 심상을 평가하며, 회피 문항은 외상 사건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외상 사건에 대한 기억으로부터 자신의 감정을 둔화시키려고 노력하는 정도를 평가한다. 점
수가 높을수록 사건으로부터 받는 충격정도가 큰 것을 의미한다. 이선미와 은헌정(1999)의
연구에서는 척도의 문항-총점간 상관은 .59-.65, Cronbach's α 계수는 .89, 검사재검사 신뢰
도는 .74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척도의 Cronbach's α 계수가 .89로 나타났다.
Beck 우울 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 BDI). BDI는 정신과적 진단과는 별개로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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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우울 증상을 측정하기 위해 Beck(1967)에 의해 개발되었다. 우울증상-태도에 따라 정
서적, 인지적, 동기적, 생리적 증후군 등 총 21문항으로 구성된 자기보고형 척도이다. 각 문
항마다 증상의 정도에 따라 4점 Likert 척도상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증상이 심각함을 의미한다. 한국판 BDI(이영호, 1993)의 Cronbach's α 계수는 .98, 반
분신뢰도 계수는 .91로 각각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계수가 .95로 나타났
다.
상태-특성 불안 척도(State-Trait Anxiety Inventory: STAI). STAI는 불안을 측정하기 위
해 Spielberger, Gorsuch, & Lushene(1970)가 개발하였는데 김정택(1978)이 이를 번안하여
한국판을 제작하였다. 상태 불안을 측정하는 20문항과 특성 불안을 측정하는 20문항을 포함
하여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마다 4점 Likert 척도상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
며, 상태 불안 척도는 10개 문항, 특성 불안 척도는 7개 문항이 역채점 된다. 점수가 높을수
록 불안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영자(1996)의 연구에서 이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계
수 .8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계수는 .85로 나타났다.
대처방식 척도(The Ways of Coping Checklist: WCC). 스트레스 대처를 크게 두 가지로 구
분하여 적극적 대처방식과 소극적 대처방식으로 나눈다. 문제집중적 대처와 사회적 지지 추
구 요인을 적극적 대처로, 정서완화적 대처와 소망적 사고 요인을 소극적 대처로 구분하여
이를 측정하는 척도이다. Folkman & Lazarus(1985)가 개발한 68개 문항으로 구성된 대처방
식 척도를 토대로 김정희와 이장호(1985)가 수정하여 총 62개 문항으로 구성된 한국판 척도
를 만들었다. 문항마다 4점 Likert 척도상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각
의 대처방식을 많이 활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김정희와 이장호(1985)의 연구에서는 문제집
중적 대처, 정서완화적 대처, 소망적 사고, 및 사회적 지지 추구 등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α .87 ～ .95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Cronbach's α 계수가 .95로 나타
났다.
청소년 위기상담 프로그램. 대구지하철참사의 청소년생존자를 위한 위기상담 프로그램을 개
발하기 위해 먼저, 대구 상인동 지하철 가스폭발사고와

대구지하철참사 생존자들이 경험하

는 심리적 외상과 그들의 주호소 문제를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자들
과 연구보조자들이 생존자들을 직접 방문하여 개인별ㆍ집단별 심층면접을 실시하였으며, 또
한 참사 발생 직후 투입되어 활동하였던 대구지하철참사 심리상담자원봉사단이 기록한 상담
일지를 분석하였다. 전체 생존자들의 PTSD 증상뿐만 아니라 청소년생존자들에게서 고유하
게 나타나는 외상적 특성을 중심으로 심층면접 내용, 상담일지, 및 국내외 문헌을 분석하였
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청소년생존자들의 정서적 문제와 인지적 문제 해결을 조력할 수 있
는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 프로그램의 개괄적인 구성과 내용은 표 1에 제시되
어 있다.
표 1. 청소년 위기상담 프로그램의 구성 및 내용
회기

주 제

1

인사나누기

2

나의 모습은?

활 동 내 용
ㆍ프로그램 목적 및 진행과정 소개
ㆍ친밀감형성을 위한 신체활동 및 사전검사
ㆍ삶의 다섯 영역에 걸친 경험 및 변화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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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정 표현하기

4

상황, 생각, 감정 구별하기

5

사고기록지

6

증거찾기

7

나의 삶은 누가 통제하는가

8

행동계획 세우기

9

공동화그리기

10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

ㆍ변화가 필요한 영역 탐색 및 목표설정
ㆍ감정과 삶의 양태간의 관련성 인식하기
ㆍ감정 수용 및 표출하기
ㆍ상황, 생각 및 감정 간의 일치와 구분을 인식
ㆍ행동 및 감정 변화를 위한 새로운 사고방식의 가능성 탐색
ㆍ자동적 사고 확인하기
ㆍ자동적 사고지지 증거 수집하기
ㆍ대안적 핵심신념 발견 및 강화하기
ㆍ욕구 확인하기
ㆍ삶의 주체성과 책임성 회복
ㆍ구체적 행동계획 수립하기
ㆍ문제해결 및 대처 전략 모색하기
ㆍ서로의 변화된 모습 지지하기
ㆍ성장을 격려하기
ㆍ경험나누기
ㆍ사후검사

절차
집단의 특성상 통제집단을 선정하지 않고 단일집단 사전-사후검사 실험설계를 적용하였
다. 프로그램 참가를 희망하는 13명의 청소년생존자들을 대상으로 집중적 집단상담을 실시
하였다. 첫 회기에 사전검사로 사건충격성 척도, Beck 우울 척도, 상태-특성 불안 척도, 대
처방식 척도를 실시하였다. 이후 매 회기에 90분씩 총 10회의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
였으며, 마지막 회기에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자료분석
인지행동적 위기상담 프로그램을 통한 청소년생존자들의 심리사회적 적응 능력 향상을 확
인하기 위해 사전-사후 검사 점수를 비교하였다. 사건충격성 척도, Beck 우울 척도, 상태특성 불안 척도, 대처방식 척도의 사전검사 및 사후검사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각각 산출하
고, 각 요인별 윌콕슨 부호순위검증(Wilcoxon Signed-ranks Test)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위기상담

프로그램이

청소년생존자의

사건충격성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Wilcoxon 부호순위검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Z=-1.434

a.,

p=.152). 표 2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사건충격성의 회피 하위요인과 침습 하

위요인에 있어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2. 사건충격성 요인의 Wilcoxon 부호순위검증
하위요인
회피 요인
침습 요인

N
13
13

사전검사
M
3.33
3.32

사후검사
SD
.48
.35

M
3.14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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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
.55
.61

Z

p
a

- .878
a
-1.614

.380
.106

전체
13
p < .05
a. 양의 순위를 기준으로

3.32

.35

3.05

.54

-1.434

a

.152

*

위기상담 프로그램이 청소년생존자의 우울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Wilcoxon 부
a.

호순위검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Z=-2.433 , p=.015). 표 3
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우울의 심리적 하위요인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지만, 생
리적 하위요인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3. 우울 요인의 Wilcoxon 부호순위검증
하위요인

사전검사

N

M
2.47
2.46
2.47

심리적 요인
13
생리적 요인
13
전체
13
*
p < .05
a. 양의 순위를 기준으로

사후검사
SD
.73
.81
.73

M
1.89
1.96
1.91

SD
.60
.56
.57

Z

p
a

-2.402
a
-1.778
a
-2.433

*

.016
.075
*
.015

위기상담 프로그램이 청소년생존자의 상태-특성 불안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a.

Wilcoxon 부호순위검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Z=-2.981 ,
p=.003). 또한 표 4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상태-특성 불안 요인의 상태 하위요인과 특성
하위요인에 있어서도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4. 상태-특성 불안 요인의 Wilcoxon 부호순위검증
하위요인

사전검사

N

M
3.13
2.97
3.05

상태불안
13
특성불안
13
전체
13
*
p < .05
a. 양의 순위를 기준으로

사후검사
SD
.48
.47
.45

M
2.27
2.52
2.39

SD
.67
.65
.64

Z

p
a

-2.982
-2.751a
a
-2.981

*

.003
.006*
*
.003

위기상담 프로그램이 청소년생존자의 대처방식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윌콕슨 부
호순위검증(Wilcoxon Signed-ranks Test)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
a.

타났다(Z=-2.132 , p=.033). 표 5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대처방식의 문제집중적 대처 하
위요인과 사회적 지지추구 하위요인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지만, 정서완화적
대처 하위요인과 소망적 사고 하위요인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5. 대처방식 요인의 Wilcoxon 부호순위검증
하위요인
문제집중적 대처
사회적 지지 추구
정서완화적 대처
소망적 사고
전체

N
13
13
13
13
13

사전검사
M
SD
2.54
.59
2.34
.76
2.63
.41
2.91
.54
2.60
.47

- 7 -

사후검사
M
SD
2.87
.57
2.91
.67
2.53
.37
3.09
.45
2.85
.41

Z

p
a

-2.271
-2.097a
b
- .979
a
-1.223
a
-2.132

*

.023
.036*
.328
.221
*
.033

*

p < .05
a. 음의 순위를 기준으로
b. 양의 순위를 기준으로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재난을 겪은 청소년생존자들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조력하기 위한 위기
개입 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대구지하철참사 생존자들을 대
상으로 실시한 심층면접 결과와 사고 직후 제공되었던 디브리핑 활동일지를 토대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갖고 있는 청소년들의 심리적 요인들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와
국내외 문헌을 참고하여 인지행동적 위기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대구지하철참사 청소년
생존자 집단을 대상으로 집중적 집단상담을 실시하였다.
위기상담 프로그램에 참가한 청소년생존자들은 심리사회적 적응에 있어서 몇몇 요인들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 유의미한 향상을 나타내어 본 프로그램의 효과가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다. 먼저, 위기상담 프로그램은 청소년생존자들이 사건에 대해 느끼는 심리적 충격을 완화
시키는 데에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험한 사건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그 사건과
관련된 기억, 장소, 대화내용 등을 회피하고자 하는 경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위기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한 시점이 대구지하철참사가 발생한지 거의 1주기가 되는 시기였지만 청소
년생존자들이 받은 심리적 충격은 시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삼풍백화점 붕괴, 성수대교 붕괴, 대구지하철 가스폭발, 아현동 가스폭
발 사고 등으로 인해 피해를 당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김동일(1995)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고 있다. Terr(1983)는 사건이 발생한지 4년이 경과한 후에도 성장기
아동들이 외상불안을 경험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이러한 증상은 본 프로그램 참가청소년들
에게서도 발견되었다. 지하철을 타기 어려우며 심지어 대구지하철 화재 장소에 근접하는 것
조차 심한 공포감과 불안을 유발하여 질식할 것만 같다고 호소하였다. 따라서 이들 위기생
존자들에게는 사고 직후에 제공되는 디브리핑 개입이나 본 프로그램과 같은 집중적 형태의
개입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보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개입 프로그램들이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위기상담 프로그램은 청소년생존자들의 우울 감소에 전반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하위영역별로 차이가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체적 피로감, 수면
장애, 식욕감퇴, 체중감소, 건강에 대한 염려 등 생리적 우울 증후군은 이들 청소년생존자들
이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하는데 여전히 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대
부분의 청소년들은 현재까지도 병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신체적 기능이 원할하지 못하다고
호소하였다. 그러나 우울의 심리적 요인에 속하는 정서적ㆍ인지적ㆍ동기적 우울 증후군은
프로그램 참가 결과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프로그램의 내용은 신체생리적 증상의 완
화보다 인지행동적 적응에 더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이러한 심리적 영역에서의 변화는 일단
긍정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울 감소뿐만 아니라 상태-특성 불안을 감소시키는 데에도 본 프로그램이 매우 효과적
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인지행동 프로그램이 위기를 경험한 아동들의 불안과 우울
을 경감시키는 데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한 Chemtob, Nakashima, & Hamada(2002)와
March, Amaya-Jackson, Murray, & Schulte(1998)의 연구를 지지하고 있다. 인지적 접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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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를 변화시키는 것을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자기증진적인 사고를 유지하고 삶의 위기를
통제할 수 있다고 본다. 청소년참가자들의 불안 감소는 인지행동 변화에 초점을 둔 본 프로
그램 활동을 통해 자신들의 인지를 재구성하고 합리적인 신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외상적
사건을 보다 긍정적으로 조망할 수 있게 되었고 따라서 정서적 안정을 회복할 수 있었기 때
문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인지적 변화는 행동적 변화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지속적
인 효과를 유지하기 어렵다. 부정적인 사고가 사라질 때까지 위기상황에 대한 새로운 자기
진술을 연습하고 재연하면서 긍정적인 피드백 사이클을 형성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특히
특성 불안 요인보다 상태 불안 요인에서의 사전-사후검사 점수 차이가 더 크다는 것은 사
건상황적 위기로 인해 생겨난 불안감을 감소시키는 데에 개입 프로그램의 역할이 매우 중요
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개입 프로그램의 내용에 있어서 인지적 요소뿐만 아
니라 행동적 요소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생존자의 전반적인 대처방식은 유의미하게 변화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각 하위요인별로 차이가 발견되었다. 문제집중적 대처와 사회적 지지추구는 프로그램 참가
결과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서완화적 대처 경향은 다소 감소하기는 했지만 유의
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참가자들이 자신에게 발생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점차 인지적이고 합리적인 문제해결 방식을 모색하기는 하지만 동시에 정서적으로 문
제에 대응하려고 하는 의존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와 관련하여 심리사회적 전환 모형(psychosocial transition model)은 위기
생존자들의 심리적 기능 회복을 위한 주요 요소들을 제시하고 있다. 위기생존자가 자율적으
로 자신의 생활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내적 대처기제와 더불어 사회적지지 및 환경적
자원을 함께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한인영 외 역, 2002). 이 모형은 위기를 단순히 개인
내적인 차원에만 국한시키지 않으며, 또래, 가족, 직업, 종교, 지역사회가 생존자들의 심리사
회적 적응성을 증진시키거나 방해할 수 있는 외적 차원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외상으
로 고통 받고 있는 가족구성원을 도우려고 할 때 나머지 가족 구성원들 또한 스트레스 상황
에 노출될 수 있다(Figley, 1988)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본 프로그램에 참가한 청소년생존
자들의 가족들을 심층면담한 결과, 위기생존자뿐만 아니라 이들 생존자들의 가족성원들이
경험하고 있는 심리적 스트레스 상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생존자 본인을 위한 위기상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주변 지원체계 내의 인적 자원들
에 대한 심리교육 프로그램이 동시에 제공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프로그램 진행 중에 참가자들이 보여준 태도나 감정 표현 그리고 자료 분석 결과를
통해 추론한 바에 의하면, 본 위기상담 프로그램 자체가 이들 참가자들에게 일종의 긍정적
인 사회적 지지망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건전한 사회적 지지망은 사건으로 인한 외
상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감안할 때, 위기생존자들의 주변 환경 내에서 지
지적인 대인관계망을 발견하고 재확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나아가 지역사회 내에서도 심
리상담기관을 비롯하여 다양한 지원체계를 찾을 수 있도록 조력하는 개입 프로그램들이 제
공되어야 할 것이다.
위의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는 청
소년 위기생존자들의 심리적 외상에 대한 적절한 치료적 개입의 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위기
상담 프로그램의 다양한 적용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위기생존자들의 사회적응을 돕고 참
사나 재난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차적 손실과 상실감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삶의 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위기대처 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함을 재확인시켜주고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은 청소년 생존자들의 스트레스 대처능력을 강조하며,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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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적 대처전략의 습득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위기 생존자는 스트레스 상
황에 대한 부정적 지각을 통해 자신의 우울, 불안, 분노감을 더욱 증폭시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청소년 위기생존자들이 효과적이고 적응적인 대처전략을 습득할 수 있다면, 그들의
역기능적인 증상 유발을 감소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은 청소년 위기상담에 대한 프로그램이 미흡한 현실 상황에서 위기개입 전
문가 교육프로그램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는 피험자 집단의 특성상 단일집
단 연구설계를 적용하였다. 따라서 추후에는 실험-통제 집단 설계를 활용하여 연구의 타당
도를 높이고 추후검사를 통해 위기상담 프로그램의 장기적인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후속연
구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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