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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 집단프로그램이 알코올 의존자의 변화동기와
변화전략, 금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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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교류분석(Transactional Analysis; TA) 집단프로그램을 입원한 알코올 의존자에게 적용하여
변화동기와 변화전략, 금주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성을 검증함으로써 이들을 위한 치료방법의 하
나로 TA 집단프로그램의 활용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프로그램은 매주 2회, 1회기마다 2시간
씩 총 10회로 실시되었으며 프로그램의 효과성은 실험․비교집단 각각 10명을 비교분석을 통해 변
화동기와 변화전략, 금주 자기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여 검증되었다. 이를 위해 사전․사후조사가 각
각 실시되었으며, Wilcoxon Matched-Pairs Signed-Ranks Test와 Mann-Whitney U Test가 활용되었다. 분석
결과, 집단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 대상자들은 변화동기와 변화전략, 금주자기효능감에 유의미
한 향상을 보였다. 그리하여 자신의 음주문제를 부정하고 변화에 대한 동기가 낮은 입원 알코올 의
존 환자들의 변화동기와 변화전략, 금주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집단 프로그램으로서 TA의
활용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주요어 : 교류분석 프로그램, 알코올 의존, 변화동기, 변화전략, 금주 자기효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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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의존자에 대한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입

결단성과 책임성, 긍정성과 통합성에 철학적 기초

원치료는 알코올 의존 환자나 그의 가족이 알코

를 두고 있는 TA적 접근이 유용할 수 있다고 강

올중독이라는 질병을 이해하고 본격적으로 치료

조하였다(Joins, 1986; Vanwynsberghem, 1998; Wills

에 돌입하게 하는 계기를 만들어 준다는 점에서

and Dishion, 2004). 즉 TA는 알코올 의존 환자가

의의가 있다(정원철, 2003). 그러나 알코올 의존

‘병적인 음주’라는 자신의 표면적 문제 이면의 심

환자에 대한 전통적 접근은 음주자의 ‘부정

리적 어려움과 대인관계적 어려움을 이해하고, 행

(denial)’에 직면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동적․사회적․역사적․현상학적으로 자아상태를

방법은 도리어 부정을 증가시키고 음주자의 저항

평가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인간의 긍정성에 그

을 강화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철학적 기초를 두며 과거의 잘못된 결단을 해결

입원 알코올 의존 환자들은 기존 생활에서의 변

하는 방법 면에서 사고의 변화와 함께 만성적인

화동기와 구체적인 변화전략이 추상적이고 결여

부정적 감정을 찾아내어 ‘지금 여기에서(here &

되어 있으며, 술에 대한 심리적 의존으로 금주에

now)’ 재결단을 하도록 돕는다(Goulding, 1979). 이

대한 자기효능감에 회의를 갖거나 강박적인 불안

는 곧바로 변화동기를 부여하고 행동적 변화전략

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알코올중독으로

을 사용함과 동시에 단주 자기효능감을 강화하여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는 것에 대한 일반인

자신의 과거와 결별하고 새로운 출발을 목표로

들의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비자발적인 경우가

행동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많고, 이로 인해 변화에 대한 동기가 낮아 치료기

그러나 정신건강 영역에서 알코올 의존 환자

간동안 강한 저항감을 보이며 치료에 잘 순응하

치료와 재활에 필수적인 해결 과제라고 할 수 있

지 못하여 소기의 치료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

는 정서적인 문제와 인간적 성장을 돕는 측면에

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유채영, 2000).

서 임상적 유용성이 매우 높은 TA이론의 소개와

이러한 연구결과로 음주자의 변화동기와 금주

적용에 관한 연구(이영호, 2005; 김미현, 2006; 최

자기효능감에 초점을 두고 이를 증진시키는 접근

윤정ㆍ최송식, 2006)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

이 최근 주목받고 있다. 높은 변화동기는 문제행

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대부분의 연구들은 TA이

동의 변화를 가져오고 치료 참여를 증진시키며

론의 적용가능성 모색이나 생활자세, 자아상태,

효과적인 개입을 위한 중요한 예측변인이 될 수

사회기능향상을 준거변인으로 삼아 프로그램을

있다. 다양한 임상적 연구들은 알코올 의존 환자

시행하였고, 적은 대상의 분석과 통제집단을 두지

의 행동에 변화를 가져오는 필수적인 요소로서

않은 탐색적 시도로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

변화동기와 전략, 자기효능감을 거듭 강조하여 왔

러한 점을 감안할 때 알코올 의존 환자의 문제성

으며, 이러한 요인이 낮은 것은 치료의 방해요소

음주에 대한 변화동기 및 변화전략, 금주자기효능

임을 확인하였다(전영민, 2005; Amy et al., 2004;

감에 관한 효과성 연구는 매우 의미가 있다고 하

Abigail et al., 2007).

겠다.

개인이나 집단으로 알코올 의존 환자를 대상으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신병원에 입원치료중

로 하는 효과적인 치료 방법은 과거를 참조하여

인 알코올 의존 환자들을 대상으로 TA이론을 전

현재와 미래에 초점을 두는 것이며, 그 예로 이해

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 집단프로그램

하기 쉬우면서 보편성과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한

을 적용하여 기존의 탐색적 연구와는 달리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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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화동기, 변화전략, 금주자기효능감에 대한

의존 환자에 대한 TA치료는 인지행동치료를 근간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 검증하고자 하였다.

으로 Steiner(1971)의 각본치료와 Goulding(1979)이
제시하는 재결단치료의 준거틀과 임상적 절차를

알코올중독 치료와 TA이론의 준거틀

바탕으로 이루어 졌고 임상기법은 TA이론과
Gestalt 기법을 인지-경험적 방법을 통하여 병용

단주를 통한 재활을 준비하는 알코올 의존 환

하여 적용되어졌다. 실제 알코올 의존 환자 치료

자를 위한 개입의 초점은 심리사회적 치료이다.

에서 TA이론의 준거틀은 첫째, 최초의 접촉에서

이는 심리-행동적 접근으로 최근 관심이 증대되

클라이언트의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기’

고 있는 동기강화치료를 포함한다. 이 치료의 일

에서의 문제점 즉 음주와 관련된 문제의 정도와

반적 목표는 알코올 의존으로 부터의 회복이다.

유형을 찾아낸다. 둘째, 클라이언트가 어떤 임패

이는 술 없는 생활하기와 삶의 기능을 극대화하

스(impass: 진퇴양난, 곤경)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

는 것에 목표를 두고 다양한 개입방법을 통해 접

를 확인, 결정한다. 셋째, 클라이언트에게 자신이

근하고 있다(최송식, 2001; 김영호, 2002; 정원철,

현재 겪고 있는 감정과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

2003; 최선남ㆍ전종국ㆍ박혜숙, 2005; Galanter &

각하게 한다. 넷째, 클라이언트가 어릴 때 가정

Brook, 2001; Wildt, et al., 2002; Anton, et al.,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종류의 조기 결단

2005).

을 한 것인지를 탐색한다. 다섯째, 치료를 효과

알코올중독 치료에서의 TA이론은 개인과 집단

적으로 행하는 데에는 감정적인 면과 인지적인

에게 공히 활용되어 왔다. 개인치료에서 TA이론

면 양쪽 모두 중요하게 취급한다. 여섯째, 재결단

을 적용한 직접적 연구결과는 매우 제한적인데,

자체를 중심으로 단주 목적을 위해 TA의 각본이

그 이유는 이들에 대한 개인치료 결과를 명확히

론과 Gestalt 기법들을 인지-경험적으로 혼합 적용

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 작용한 것과 이 질환의

한다.

진단에 대한 짧은 역사성에 기인한다(Steiner,
1971). 그러나 알코올 의존 환자의 ‘음주문제’라는

알코올 의존 환자를 위한 TA집단프로그램 방법

표면적 문제의 이면에는 심리적 문제와 성격문제
가 깔려 있고(김인석ㆍ이연희, 2003; 김희숙, 2004;

TA집단프로그램에 대해 McNeel(l975)는 치료자

Basiaux et al., 2001), 이에 대한 이해와 심리사회치

의 지식적 배경과 선호도에 따라 인지적 TA집단

료적 접근 속에서 교류분석은 관심을 가지고 연

치료와 인지-경험적 TA집단치료라는 두 가지 유

구되어져 왔다(Steiner, 1971; Goulding, 1979; Joins,

형으로 구분하였다. 인지적 TA집단치료 방식은

1986; Harman, 1991; Larry and Lawrence, 2005;

Berne(1966)의 이론에 따라 TA의 주요 개념들과

Weiss and Kueppenbender, 2006).

핵심 이론 내용에 근거한 강의와 연습 그리고 학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알코올 의존 환자들의 성

습자 간의 피드백 활동을 포함한 인지적 기법

격기저에 깔려 있는 성격적응 유형을 추론하고

(cognitive technique)이 강조된 인지적 TA집단치료

이에 대한 변화를 도모하는 개인 및 집단심리치

방식이다. 주로 TA의 주요 이론과 개념들을 집단

료의 ‘가이드라인’과 ‘재결단 치료’의 적용 가능

회기별로 강의를 통한 학습과 상호 피드백, 토론,

성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측면에서 알코올

과제를 통해 자신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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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화를 도모하는 방식이다.

경험적 TA집단치료 방식이다(이성태, 1991). 이러

이러한 방식의 집단프로그램 효과성 연구는 류

한 방식은 TA의 주요 이론과 개념들을 활용하지

태보(1996), 여춘근․이영호(1999) 등이 있다. 또한

만 초기감정 및 느낌을 직접 재현하고 그런 다음

연구대상별로 TA의 정교한 이론 중 한 두 가지를

재결단 과정을 이행하는 것으로 의사소통기술이

선택하거나 결합하여 보다 중점적으로 적용하기

나 생활자세, 자율성과 생활자세, 자아상태 활성

도 한다. 예를 들면 의사소통 중심 프로그램(이성

화 같은 변인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 등에서 연

태, 1987; 정은정, 2002, 정순희, 2001), 성격의 구

구되었다.

조분석 중심 프로그램(김진숙, 1994), 성격구조분

이들 연구에서 구성된 프로그램 또한 집단 회

석과 의사소통 중심 프로그램(박현순, 1999), 스트

기별로 강의를 통한 학습과정과 훈련과정에서 보

로크 중심 프로그램(서원선, 2002) 등이다. 이러한

다 더 효과적인 결과들을 얻기 위해 Gestalt적 접

집단프로그램 연구들은 현재 알코올 의존 환자를

근의 ‘의자’ 기법과 ‘역할 연기’ 기법, 느낌 및 경

위한 입원치료 서비스와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험보고, 피드백 주고받기, 맞닥뜨림, 비언어적 의

기관들의 주간서비스로 제공하는 집단프로그램으

사소통기술 등의 다양한 기법들을 활용한다. 다

로 활용이 가능하다.

양한 기법의 활용은 집단참여자 개인이 자신에

입원치료 상황에서 제공하는 TA 집단프로그램

대한 지적 통찰뿐만 아니라 정서적 통찰을 아울

의 경우 사전 개별상담을 통해 개인에 대한 평가

러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나아가 역

와 프로그램의 안내를 통한 참여 동기를 북돋아

할연기와 같은 직관적인 방법들이 학습과정에 활

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통해 사정, 참여

용될 때는 그 활동이 끝난 다음에 학습자들이 학

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확인하여야 한다. 왜냐하

습과정에서 갖게 된 경험들에 관하여 토의하는

면 알코올중독 환자 개인마다 심리적 단계가 다

기회를 갖는다. 왜냐하면 역할 연기에 의한 경험

다르기 때문이며 이러한 준비과정을 통해 심리적

은 특정 상황의 경험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이다.

준비 단계로 환자를 이끌어 올리는 작업이 선행

궁극적으로 인지-경험적 TA집단치료 방식은 ‘TA

될 경우 훨씬 프로그램의 효율성이 높아지기 때

이론과 개념 강의, 시범, 그리고 경험적 학습 방

문이다. 이는 교육내용을 통한 알코올중독과 관련

법이 통합될 때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관점을 갖

된 자신의 대인관계 방식과 성격구조와 의사소통

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방식은 만성

방식, 삶의 태도에 대한 이해가 확장되는 것으로

알코올 의존 환자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자기부

나타난다. 그리하여 환자가 변화에 대한 심사숙고

정-타인부정’, ‘자기긍정-타인부정’의 생활 자세

와 문제행동과 변화행동 간의 득과 실을 평가하고

(김미현, 2006)를 ‘자기긍정-타인긍정’의 생활자세

변화에 대한 결심의 표명과 대안행동 선택에 대한

로 변화될 수 있도록 TA-Gestalt 기법을 통합하여

의사결정, 활동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된다.

실시된다. 따라서 알코올 의존 환자의 이러한 생

반면에 인지-경험적 TA집단치료는 TA의 인지

활 자세와 TA와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것은 알코

적 기법에다 Gestalt 치료의 역할연기(role play: “의

올 의존 환자의 생활자세 변화를 위한 인지-경험

자 기법”)나 환상기법(imagine technique: “상상기

적 TA집단프로그램 적용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

법”)과 TA와 Gestalt를 통합한 ‘재결단 치료’ 같은

다.

경험적 기법(experiential technique)을 결합한 인지-

- 1588 -

이영호․박성애 / TA 집단프로그램이 알코올 의존자의 변화동기와 변화전략, 금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알코올 의존 환자의 변화동기 및 변화전략, 금주

금 자신의 현재 생활자세와 생활각본과 관련된

자기효능감과 TA

게임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게 하여 음주문제와
관련되었던 전반적인 생활에 대한 재결단을 내릴

알코올의존으로 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치료에

기회를 제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순응하지 못하고 저항을 하는 것은 오래된 문제

TA집단프로그램은 본질적으로 결단을 추구하는

이며, 변화동기가 낮은 알코올 의존 환자들의 특

치료과정이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사고, 감정, 행

성을 고려한다면 그들이 어떻게 변화를 선언하고

동 등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고 또 책임질 수

변화해 나가도록 도울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다

있다고 확신한다. TA집단프로그램이 의미하는 치

루도록 도와줄 수 있는 모델이나 이론은 알코올

료란 치료자의 기술이나 신념의 실현이 아니라

의존 치료에 있어서 아주 유용할 것이다. 알코올

각 개인이 지니고 있는 긍정성이 과거로부터 물

의존 환자의 특성은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과거

려받은 부정성을 극복하고 각본에 의해 고정된

의 자신에게 집착한다든가 부정적인 미래의 모습

삶을 자발적인 자유와 책임으로 재결단에 이르도

만을 떠올릴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지금,

록 하는 것이다(우재현, 2006). 그러므로 자신의

현재의 관점에서 치료를 하는 TA는 알코올중독

과거와 결별하고 새로운 출발을 목표로 하게 되

치료에 적절한 접근이 될 수 있다(공보금, 2005).

어 변화에의 동기를 강력하게 부여한다는 점에서

TA집단프로그램은 ‘병식(insight)’이 조기 형성을

자신의 음주문제를 부정하고 변화에 대한 동기가

촉진하여 알코올 의존을 치료하여야 할 병으로

낮은 알코올 의존 환자들에게 TA집단프로그램은

인식하는 것, 솔직한 자기개방을 통해 자신의 감

그들의 변화동기 및 변화전략과 금주 자기효능감

정을 은폐하지 않고 불쾌한 일에 직면하였을 때

향상에 효과적일 것이다.

음주로 회피하지 않도록 하는 치료방법으로서 가
능성이 있다. 즉 집단내 상호작용을 통해 기존의

방 법

행동양식을 바꾸어 효과적인 재사회화를 이루게
한다고 보는 것이다(Yalom, 1995). 따라서 TA집단
프로그램은 알코올 의존 환자 각 개인들이 가진

연구대상자 선정과 운영

감정, 사고, 행동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설명하
고 자신과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공통의 영역을

본 연구는 DSM-Ⅳ의 진단기준에 의하여 알코

갖도록 도움으로써 의사소통이나 대인관계의 과

올 의존으로 진단을 받고, 00시의 K병원에서 입

정에서 일으키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스트레

원치료를 받고 있는 성인 알코올 의존 환자를 대

스 상황이나 문제 상황 시 적절한 대처보다는 음

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는 급성 금단증상이나

주로 연결되었던 고리를 발견하고 끊을 수 있는

신체적인 문제가 해결된 환자들로 다음 사항에

계기를 마련하게 한다. 나아가 알코올 의존 환자

해당되는 환자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첫

가 나타내거나 갖고 있는 인생각본을 분석하고

째, DSM-Ⅳ에 의거한 정신병, 인격장애, 정신지체,

현재 행동과 삶의 방향에 새로운 결정을 내리는

기질적 뇌증후군 등 이중진단을 받은 경우 둘째,

것을 도움으로써, 음주문제에 대한 변화동기를 형

문자해독 능력이 없는 경우이다. 이 과정에서 치

성할 수 있게 한다. 즉 알코올 의존 환자로 하여

료진의 협의를 바탕으로 연구내용을 설명하고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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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 참여에 약간의 의사가 있는 알코올 의존

로 나이, 학력, 결혼상태, 근무형태, 월평균 소득,

환자 22명을 대상으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에 각

음주 관련 특성으로 문제음주정도, 입원횟수, 금

각 11명씩 배정하였으나 프로그램 진행초기에 실

주기간, 입원형태, 치료 참여기간에 대해서도 빈

험집단 1명과 프로그램 진행 중기에 비교집단 1

도분석을 실시하였고 비모수 통계 방법을 사용하

명이 각각 퇴원을 하여 최종적으로 실험집단과

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는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비교집단의 수는 각 10명씩이 되었다. 프로그램

의 사례수가 10명으로 모집단의 정규분포를 가정

운영은 타 프로그램들에 의한 사전 오염정도를

하기에는 사례수가 너무 제한적이기 때문이었다.

통제하기 위하여 해독치료를 끝낸 후 곧 바로 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실험 개입 전 변화동기,

행되었으며 입원 환자들의 속성상 입원기간을 고

변화전략, 금주 자기효능감의 동질성을 검증하기

려하여 1주일간은 개별면담을 진행한 후 1회기마

위해 Mann-Whitney U test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다 2시간씩 총 10회로 전체 기간은 2007년 1월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프로그램 효과를 검증

15일부터 2월 23일까지 매주 2회로 진행되었다.

하기 위해서 사전-사후 값의 변화는 Wilcoxon
Matched-Pairs Signed-Ranks Test를 실시하였다.

연구설계
측정도구
본 연구는 알코올 의존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
시한 TA집단프로그램이 변화동기 및 변화전략,

변화동기를 측정하기 위하여 Rollnick 등(1992)이

금주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여 그 효

개발한 ‘Readiness to Change Questionnaire(이하RTC)’

과를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목

를 유채영(2000)이 번안하여 사용한 척도를 활용

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비동일 통제집단 사전-사

하였다. RTC는 변화단계모델에 근거하여 구성된

후설계(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posttest

척도로서 전 숙고단계, 숙고단계, 활동단계의 3개

design)를 채택하였다. K시의 J병원에 입원중인 알

변화단계 중의 어느 단계에 속하는지를 측정하는

코올 의존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험집단과 비교집

도구이며, 변화단계의 특성을 나타내는 문항으로

단을 구성하였고, TA집단프로그램을 제외한 기본

구성된 전 숙고단계, 숙고단계, 활동단계의 하위

적인 치료프로그램은 두 집단에게 모두 동일하게

척도마다 4문항 씩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시하였다. 그리고 TA집단프로그램 실시 이전에

각 문항에 대한 측정방식은 ‘매우동의’의 5점에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사전검사를 실시하였고

‘전혀 동의 안함’의 1점까지의 5점의 리커트 척도

비교집단에는 TA집단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았

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하위척도에 속하는 문항

다. 프로그램 실시 후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에 대

들의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변화단계를 알코올중

해 동일하게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독자의 현재의 변화준비성 정도를 결정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값은 .716이다.
변화전략은 특정한 행동의 변화와 관련이 있

자료처리

는 행동으로서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활동을
분석방법은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의미한다. 변화과정의 전략을 측정하기 위해서

알아보기 위하여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으

Prochaska 등(1988)이 개발한 ‘Alcohol Processe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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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 Scale’을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유채영

성 비교

(2000)이 포커스그룹 연구방법을 통해 수정 보안
한 척도를 본 연구의 대상자가 입원한 알코올 의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나이, 학력,

존 환자라는 점을 고려하여 수정한 척도를 사용

에 대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연구대상자의 음

하였다. 6개 하위척도로 총 38문항으로 구성하였

주관련 특성으로 문제음주정도, 입원횟수, 금주기

으며 각 문항에 대한 측정방식은 ‘전혀 사용하지

간, 입원형태, 치료 참여기간에 대해 빈도분석을

않음’의 1점에서 ‘자주 반복해서 사용함’의 5점까

실시하였다. 결과는 표 2와 같다.

지의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하위척도
의 문항수가 동일하지 않으므로 하위척도별 평균

실험․비교집단의 동질성 검사

값을 분석에 사용한다. 각 하위척도 문항의 총점
점수가 높을수록 그 변화전략을 자주 사용함을

TA집단프로그램이 알코올 의존자의 변화동기,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원척도의 Cronbach′s α값

변화전략, 금주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

은 .959였으며, 입원상황을 고려하여 수정한 척도

하기에 앞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동질성을 알

의 Cronbach′s α값은 .970이다.

아보기 위하여 실험개입 전에 Mann-Whitney U

금주자기효능감은 전형적인 고위험 음주상황에

test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알코올 의존 환자의

서 술을 마시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자신감인

변화동기, 변화전략, 금주 자기효능감의 모든 값

금주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서 DiClemente

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등(1990)이 개발한 ‘Alcohol Abstinence Self-Efficacy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은 동일한 집단으로 구성되

Scale'을 유채영(2000)이 번안 보완한 척도를 사용

었음을 알 수 있다. 결과는 표 3과 같다.

하였다. 전체 20문항으로 각 문항에 대한 측정방
식은 금주 자신감을 ‘매우 자신 없음’의 0점에서

변화동기

‘매우 자신 있음’의 4점으로 측정한다. 점수가 높
을수록 금주자기효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실험집단에 대한 사전-사후 검사결과

연구에서 Cronbach′s α값은 .831이다.

알코올 의존 환자의 변화동기 사전검사와 사후
검사를 비교하기 위해 Wilcoxon matched-pairs

프로그램 구성의 전체 내용

signed-ranks test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
면 먼저 전 숙고단계, 숙고단계, 활동단계 모두에

본 연구에서 실시한 프로그램의 구성과 전체

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TA집단프로

내용은 표 1을 토대로 총 10회기로 구성되었으며,

그램은 알코올 의존 환자들의 변화동기를 향상시

각 회기별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결
과는 표 4와 같다.

결 과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변화동기 사전-사후
검사결과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음주관련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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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프로그램 구성의 전체 내용
단계 회기

목적

회기별 주제

준비 개별

참여동기

사전

단계 면담

부여

개별면담

목표

내용

∙개인력 파악, 욕구 조사

1. 개인별 상담기록지 작성

∙프로그램 설명, 계약

2. 프로그램 참여 여부결정
1. 프로그램의 목적/설명

1
초기

회기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목표의 이해

2. 별칭 짓고 자기소개하기

및 참여목표

∙참여목표 설정

3. 자기개방 역할극(편견에서 벗어나기)

∙구성원간의 친교 형성

4. 집단규칙정하기

정하기

5. 사전검사

단계
내 마음의

2

모양은?

회기

마음그리기
변화동기 및

3

인지정서

회기

변화전략
향상

중간

인생태도는?

6
회기

사람은

단계

∙대화양식의 종류 설명
∙바람직한 대화방법

(상보교류, I-massage, 적극적 경청)

∙자신의 기본적 인생태도
확인

1. 기본적 인생태도 4가지 설명
2. 자신의 인생태도 분석-피드백 공유
3. 내가 경영하는 OK 목장은?

∙자신의 인생 태도와 인간

1. 스트로크 개념 설명
2. 스트로크 주고받기 연습

스크로크의 이해

3. 스트로크 프로파일 그리기

왜? 자주
인간관계가

향상

악화되나?
내 인생의

회기

각본은?
나의 삶을
새로
금주자기

시작한다면?

9

효능감/

자기변혁

회기

변화전략

1주일

∙게임의 의미 이해
∙자신의 게임 분석
∙각본의 의미와 유형 이해
∙자신의 각본 분석하기 “나
의 인생각본”
∙재결단의 의미 이해
∙재결단을 통한 금주자기
효능감/변화동기의 활성화

종결 및 평가

1. 게임에 대한 설명
2. 자신의 게임 분석
3. 게임에 대처하는 방법
1. 각본에 대한 설명
2. 자신의 각본 분석하기 “인생각본”

1. 재결단에 대한 설명
2. 과제-버리고 싶은 ‘나’/유언장 쓰기

∙실천을 통한 변화 모색

1. 자기변혁 계획표 작성

∙인생설계

2. 장기설계(인생계획)

향상
회기

2. 바람직한 대화방법에 대해 논의하기

관계 및 성격을 형성하는

7

10

적, 이면적

사는가?
변화동기 및

회기

3. 변화행동목표 정하기

무엇으로

행동변화전략

8

2. 개인별 이고그램 작성 및 분석

3. 교류패턴변화 계획 및 실습

회기

단계

종결

방법은?
(의사교류분석)

나의

회기

∙변화로의 동기부여

1. 이고그램에 대한 설명

1. 대화양식의 종류 설명: 상보적, 교차
나의 대화

4

5

∙자신의 성격이해

∙전체프로그램 종합평가
∙참여자 간 스트로크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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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실험․비교집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음주관련 특성 비교
항목

구분

실험집단

비교집단

전체

N=10

빈도(%)

N=10

빈도(%)

N=20

빈도(%)

31～40세

3

30%

2

20%

5

25%

41～50세

6

60%

5

50%

11

50%

50세 이상

1

10%

3

30%

4

20%

초등학교 졸업

0

0%

2

20%

2

10%

중학교 중퇴

0

0%

1

10%

1

5%

중학교 졸업

3

30%

2

20%

5

25%

고등학교 중퇴

0

0%

1

10%

1

5%

고등학교 졸업

5

50%

3

30%

8

40%

전문대 중퇴

1

10%

1

10%

2

10%

대학교 중퇴

1

10%

0

0%

1

5%

1회

1

10%

0

0%

1

5%

입원

2～3회

4

40%

5

50%

9

45%

횟수

4회～5회

4

40%

4

40%

8

40%

6회 이상

1

10%

1

10%

2

10%

없음～1개월 미만

1

10%

2

20%

3

15%

1개월 이상～3개월 미만

2

20%

3

30%

5

25%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5

50%

4

40%

9

45%

6개월 이상～1년 미만

1

10%

1

10%

2

10%

1년 이상

1

10%

0

0%

1

5%

치료참여

1～3개월

6

60%

6

60%

12

60%

기간

4～6개월

4

40%

4

40%

8

40%

나이

학력

금주
기간

로그램이 효과적인지를 검증하기 위해 Mann-

을 알 수 있다. 결과는 표 5와 같다.

Whitney U test를 실시하였다.
알코올 의존 환자의 변화동기 단계의 사전-사

변화전략

후 변화량을 분석한 결과, 전 숙고단계, 숙고단계,

실험집단에 대한 사전-사후 검사결과

활동단계 모두에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 평균

실험집단 알코올 의존 환자의 변화전략 변화에

점수의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TA집단프로그램이 효과적인지를 검증하기 위해

교류분석 프로그램이 변화동기 향상에 효과적임

Wilcoxon matched-pairs signed-ranks test를 실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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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실험․비교집단의 동질성 검사 결과
항목
전 숙고단계

숙고단계
변화
동기
활동단계

전체

변화전략

금주 자기효능감

집단(N)

M

SD

평균 순위

실험(10)

2.43

.95

10.35

비교(10)

2.40

.84

10.65

실험(10)

3.98

.64

11.50

비교(10)

3.70

.85

9.50

실험(10)

2.85

.90

10.15

비교(10)

2.90

.81

10.85

실험(10)

3.08

.56

10.40

비교(10)

3.00

.65

10.60

실험(10)

2.73

.92

11.20

비교(10)

2.38

.75

9.80

실험(10)

35.40

11.33

11.00

비교(10)

34.90

11.94

10.00

U

Z

P

48.50

-.11

.923

40.00

-.78

.451

46.50

-.27

.807

49.00

-.08

.956

43.00

-.53

.617

45.00

-.38

.726

표 4. 실험집단 변화동기 사전-사후 비교
항목
전 숙고단계
변화
동기

숙고단계

활동단계

시기

M

SD

사전

2.43

.95

사후

1.45

.57

사전

3.98

.64

사후

4.48

.38

사전

2.85

.90

사후

4.03

.68

Z

P

-2.70

.007**

-2.39

.017*

-2.67

.008**

* p<.05, ** p<.01

다. 실험집단 알코올 의존 환자의 변화전략을 사

세부항목으로는 적극적 위기관리, 인지평가, 정

전, 사후 평균 비교한 결과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

보탐색, 회피적 위기관리, 생활관리가 유의미한

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다시 변화전략의 하

변화가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원조관리만이

위 척도에 따라 분석을 해 본 결과, 사후검사의

평균 0.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

평균값은 사전검사의 평균값에 비해 모두 상승하

미하지 않았을 뿐 전체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였는고 인지정서변화전략, 행동변화전략 모두 통

있었다. 결과는 표 6과 같다.

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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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실험․비교집단의 변화동기 사후-사전 변화량 비교
항목

전 숙고단계
변화

숙고단계

동기

M

SD

사후-사전

사후-사전

실험(10)

1.45-2.43

.57-.95

7.40

비교(10)

2.20-2.40

.73-.84

13.60

실험(10)

4.48-3.98

.38-.64

12.95

비교(10)

3.85-3.70

.91-.85

8.05

실험(10)

4.03-2.85

.68-.90

13.30

비교(10)

3.18-2.90

.91-.81

7.70

집단(N)

활동단계

평균순위

U

Z

P

19.00

-2.40

.017*

25.50

-1.96

.050*

22.00

-2.13

.033*

* p<.05

표 6. 실험집단 변화전략 사전-사후 비교
항목
변화전략

인지평가
인지정서

정보탐색

변화전략

전체

회피적 위기관리

적극적 위기관리
행동

생활관리

변화전략

원조관리

전체

기타

시기

M

SD

사전

2.73

.92

사후

3.53

.65

사전

3.13

.96

사후

3.85

.63

사전

2.22

1.14

사후

2.92

.97

사전

2.68

1.00

사후

3.39

.72

사전

2.20

.93

사후

3.23

.88

사전

3.00

.94

사후

4.05

.56

사전

2.73

1.38

사후

3.68

.78

사전

2.75

1.32

사후

3.03

1.15

사전

2.67

.99

사후

3.49

.70

사전

2.49

.94

사후

3.46

.69

* p<.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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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

P

-2.67

.004**

-2.30

.020*

-2.08

.035*

-2.50

.010*

-2.57

.010*

-2.82

.002**

-2.44

.012*

-1.252

.238

-2.60

.006**

-2.68

.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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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사전-사후 검사결과

변화량을 분석한 결과, 인지정서변화전략, 행동변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알코올 의존 환자의 변화

화전략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변화전략 중

전략 변화에 TA집단프로그램이 효과적인지를 검

인지정서변화전략과 행동변화전략이 각각 증가하

증하기 위해 Mann-Whitney U test를 실시하였다.

였고 행동변화전략이 인지정서변화전략보다 높았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알코올 의존 환자간의 변

다.

화전략 변화량을 살펴보면, 실험집단의 평균점수

세부항목으로는 인지평가, 정보탐색, 회피적 위

변화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변화전략의 하위

기관리, 적극적 위기관리, 생활관리 영역에서 유

척도에 대해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사전-사후

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원조관리만이 통계적으로

표 7. 실험․비교집단의 변화전략 사후-사전 변화량 비교
M

SD

사후-사전

사후-사전

실험(10)

3.53-2.73

.65-.92

13.90

비교(10)

2.46-2.38

.69-.75

7.10

실험(10)

3.85-3.13

.63-.96

13.55

비교(10)

2.74-2.58

1.01-.88

7.45

실험(10)

2.92-2.22

.97-1.14

13.35

비교(10)

2.08-2.06

.80-.83

7.65

실험(10)

3.39-2.68

.72-1.00

13.40

비교(10)

2.41-2.32

.84-.83

7.60

회피적

실험(10)

3.23-2.20

.88-.93

13.45

위기관리

비교(10)

2.23-2.05

.59-.69

7.55

적극적

실험(10)

4.05-3.00

.56-.94

13.65

위기관리

비교(10)

2.73-2.50

.69-.93

7.35

실험(10)

3.68-2.73

.78-1.38

13.45

비교(10)

2.65-2.60

.89-.81

7.55

실험(10)

3.03-2.75

1.15-1.32

12.15

비교(10)

1.70-1.98

.64-.81

8.85

실험(10)

3.49-2.67

.70-10.00

13.30

비교(10)

2.33-2.28

.49-.64

7.70

실험(10)

3.46-2.49

.69-.94

14.30

비교(10)

2.50-2.46

.92-.91

6.70

항목

집단(N)

변화전략

인지평가
인지정서

정보탐색

변화전략

전체

행동

생활관리

변화전략

원조관리

전체

기타
* p<.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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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순위

U

Z

P

16.00

-2.57

.008*

19.50

-2.31

.019*

21.50

-2.18

.029*

21.00

-2.19

.027*

20.50

-2.25

.024*

18.50

-2.41

.016*

20.50

-2.25

.023*

33.50

-1.25

.222

22.00

-2.12

.034*

12.00

-2.88

.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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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미하지 않았다. 따라서 TA집단프로그램이 전

자기효능감을 향상에 TA집단프로그램이 효과적인

반적으로 변화전략 향상에 효과적임을 알 수 있

지를 검증하기 위해 Mann-Whitney U test를 실시

다. 결과는 표 7과 같다.

하였다.
알코올 의존 환자의 금주 자기효능감의 사전-

금주 자기효능감

사후 변화량을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것으로 나
타났다. 결과는 표 9와 같다.

실험집단에 대한 사전-사후 검사결과
알코올 의존 환자의 금주 자기효능감 사전검

논 의

사와 사후검사를 비교하기 위해 실험집단에
Wilcoxon matched-pairs signed-ranks test를 실시하였
다. 알코올 의존 환자의 금주자기효능감은 유의미

본 연구의 목적은 입원 알코올 의존 환자의 변

한 변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동기에 대한

화동기와 변화전략, 금주 자기효능감 향상에 TA

많은 연구에서 금주 자기효능감을 행동변화에 있

집단프로그램이 효과가 있을 것인가를 확인하고

어서 주요한 요인으로 밝히고 있는 것을 고려해

자 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알코올 의존 환자들

볼 때 TA집단프로그램이 실험집단의 변화동기 및

의 치료와 재활에 있어서 필수적인 해결 과제인

변화전략의 향상을 예측할 수 있는 결과라고 할

인지․정서적인 문제와 인간관계 변화를 돕는 측

수 있다. 결과는 표 8과 같다.

면에서 TA이론을 근간으로 인지-경험적 TA집단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프로그램은 입원한 알코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사전-사후 검사결과

올 의존 환자 10명을 대상으로 매주 2회, 회기 당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알코올 의존 환자의 금주

2시간씩 총 10회기로 진행되었으며 본 연구의 주

표 8. 실험집단 변화동기 및 변화전략 하위요인의 사전-사후 비교
항목
금주 자기효능감

시기

M

SD

사전

35.40

11.33

사후

55.60

13.56

Z

P

-2.81

.002**

** p<.01

표 9. 실험․비교집단 금주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의 사후-사전 변화량 비교
항목

금주 자기효능감

M

SD

사후-사전

사후-사전

실험(10)

55.60-35.40

13.56-11.33

14.70

비교(10)

38.70-34.90

10.23-11.94

7.00

집단(N)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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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순위

U

Z

P

15.00

-2.65

.007**

상담학연구

요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가 증가하였다는 유진희(2005)의 연구결과 일치하

TA집단프로그램이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진 본

였다.

연구 결과는 몇 가지 점을 시사하고 있다. 첫째,

둘째, TA집단프로그램은 알코올 의존 환자들의

본 연구 프로그램이 알코올 의존 환자들의 변화

변화전략 변화에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TA집

동기 향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은 개인

단프로그램은 인지·행동적 차원에서 변화전략 마

과 가족상담을 통한 사정에서 드러난 개인에 대

련에 도움이 될 수 있었는데 이는 자신의 자아상

한 긍정성을 인식시키는 개별상담을 통하여 참여

태구조와 교류방식과, 인생 태도의 이해를 통해

에 대한 확고한 인식과 개인의 의지를 강화한 것

현실의 자기를 합리적으로 검토하여 인지․행동

이었음을 확인하였다. 즉 TA의 인간관이라고 할

변화전략과 관련된 구체적인 실천 사항(간호사,

수 있는 ‘긍정성’은 알코올 의존 환자의 존재의미

직원, 다른 환자들에게 자신이 먼저 상대의 긍정

와 변화가능성을 함께 공유하는 과정으로 이루어

성을 전달하는 것, 협력적인 것 등)을 병원생활

졌다. 집단 내내 환자들은 “이 프로그램은 재미있

속에서 실행할 수 있었다고 한 점을 통해 확인하

으면서도 뭔가 가슴에 진하게 느껴지는 것이 있

였다. 그러나 변화전략의 하위 영역 중 인지정서

고 생각해 보게 만든다고 하며 기존 다른 프로그

변화전략과 행동변화전략 전반에 걸쳐 효과가 있

램과는 다르다”는 논평을 종종하였다. 동시에 “프

었으나 원조관계 하위영역만이 통계적으로 유의

로그램 참여에 대한 부담이 적고 내가 평소 인식

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채영(2000)

하지 못한 나의 긍정적인 점과 가족 및 다른 사

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문제음주 연구에서

람의 긍정적인 점을 생각하게 하여 지금 입원 생

대부분의 음주문제의 해결이 상담, 치료 서비스보

활 자체가 그렇게 부정적이지는 않다고 하는 점

다는 생활 관리를 통해 자연적 해결에 의존하는

에서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참여가 가능하였다”고

우리의 현황을 반영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는 병

하였다. TA집단프로그램이 집단구성원들에게 시

원입원 생활의 특성상 원조관계의 속성인 ‘A.A

종일관 강조하는 것은 “모든 변화는 자신의 선택

참여’나 ‘음주행동과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

과 변화에서부터 시작되며 그것은 언제든 가능하

누거나 이해해 주는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기’는

다”는 자율성과 책임성, 변화가능성이다. 이를 통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것과

해 집단구성원들은 자신의 음주 문제에 대해 진

TA집단프로그램이 참여 구성원들 간의 대화 내용

지하게 고민해 보고, 변화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

중심보다는 변화전략을 찾기 위한 교육적이며 인

어 변화에 대한 동기가 강화되어 감을 확인하였

지-경험적 방식으로 진행된 측면도 작용한 것으

고 나아가 변화를 선언하고 변화를 위해 제안된

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보완하는 차

전략과 활동을 기꺼이 실천하는 과정들의 바탕에

원에서 알코올 의존환자들에게 A.A의 효용성을

는 이들의 변화동기 강화가 자리매김하였음을 알

이해하게 하고 입원기간 동안 A.A 협심자를 병원

수 있었다. 이는 변화동기 강화 프로그램 실시 후

에서 활용하는 전략과 퇴원 후에 원조관계를 형

전숙고단계의 점수가 감소하고 숙고단계의 점수

성하는 전략을 가질 수 있도록 곧 바로 A.A모임

가 증가하였다는 송수진(2003)의 연구결과와 일치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같은 협심자 들과의 신뢰

하며, 개별상담프로그램 실시 후 전숙고단계의

관계가 지속될 경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었

점수가 감소하였고, 숙고단계와 활동단계의 점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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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변화전략 중 인지정서변화전략과 행동변

할 수 있다. Bell과 Rollnick(1996)은 좋은 예후에

화전략이 각각 증가하였고 행동변화전략이 인지

대한 치료자의 기대가 환자 자신 또한 변화될 수

정서변화전략보다 높았다. 이는 Carlo, Lori and

있다는 믿음으로 연결되어 알코올중독 환자의 좋

Tara(1999)가 변화과정은 변화단계마다 다르며, 변

은 결과를 예측하게 함을 실험적으로 검증하였다.

화단계의 초기 단계에서는 인지과정인 인지적·언

이는 치료자가 자신들을 돕기를 원하고 기대한다

어적 활동이 주로 이용되고, 변화단계가 발전할수

고 지각하는 환자는 치료에 보다 장기간 머무르

록 상황적 자극에 대한 통제적 반응으로 변화를

고 변화를 받아들이고자 한다(유채영, 1999)는 것

유도하는 행위과정을 이용한다는 측면을 지지하

과 맥락을 함께 한다고 하겠다.

였다. 또한 알코올 의존환자를 위한 집단프로그램

넷째, 상기 세 가지 차원에 대한 결과는 TA집

은 환자가 새로운 경험을 찾는 높은 욕구를 만족

단프로그램이 알코올 의존 환자의 내재된 부정적

시킬 만큼 충분한 자극을 제공해야 하며 특히 해

감정과 생활자세, 스트로크 기아, 게임, 패배자 각

로운 상황에 대처하는 행동을 증진시키기 위한

본 역할 등이 상호 역동적으로 연결되어 반복적

심리적 인지와 훈련이 포함되어야 한다(김동인

인 알코올 중독 상태를 경험하는 것에 대한 뚜렷

외, 2001)는 것을 반영한 효과로 여겨진다.

한 자각을 제공한 효과라고 여겨진다. 이는 알코

셋째, TA집단프로그램은 알코올 의존 환자의

올 의존 환자 치료에 심리극의 유용성(박우진,

금주 자기효능감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

2005; 강지윤, 2005)을 TA집단치료에서는 보다 간

을 알 수 있다. 이는 변화단계가 진행됨에 따라

편하고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TA

변화전략, 금주자기효능감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는 내담자의 잘못된 결단들을 해결하는 방법 면

는 김금이(2006)와 박은경(2003)의 연구 결과와 일

에서 사고측면의 변화를 강조하기도 하지만(Berne,

치하는 것이다. 동기에 대한 많은 연구에서 금주

1964, 1966, 1972), 사고측면과 함께 감정적인 측

자기효능감을 행동변화에 있어서 주요한 요인으

면을 강조한다. 즉, 술중독과 관련된 만성적인 부

로 밝히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알코올 의존

정적 감정들을 찾아내는데 초점을 두며 이러한

환자들의 변화동기 향상을 예측할 수 있는 매우

인생초기의 잘못된 결단에 의해서 어린이자아가

의미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효과적인

경험한 감정 들을 ‘지금-여기’에서 재경험 함으로

동기강화를 위한 TA집단 개입전략이 환자의 자기

써 재결단(단주)이 가능하다고 보고(Goulding &

효능감 강조라는 측면을 감안할 때 TA이론이 갖

Goulding, 1979; Steiner, 1971), 이러한 관점에서 감

는 철학인 긍정성과 변화가능성에 대한 강한 신

정들의 재경험을 위한 방법으로 Gestalt치료의 환

뢰는 매우 유용함을 시사하고 있다.

상기법이나 의자기법들을 집단에서 활용하기 때

이러한 결과는 TA집단프로그램의 진행과정 중

문이다.

알코올중독 환자들이 “자아상태와 의사교류패턴

TA집단프로그램에서 활용한 Perls의 의자기법은

분석을 통해 자신의 문제성음주를 인식하게 되었

알코올 의존 환자들이 부모나 혹은 그들이 자랄

다”고 하며, “인생각본분석을 통한 재결단 과정은

때 그들과 관계를 가졌던 인물들과 묵은 갈등을

단주에 대한 자신감을 높여주었다”고 평가한 것

해소함에 있어서 보다 구체적으로 도움을 얻을

과 연관하여 증가한 금주자기효능감이 변화동기

수 있는 방법이다. 특히 빈 의자 기법은 성격의

와 변화전략에 상호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짐작

구조 기능분석과 현재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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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성격적 측면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병용할

본 연구결과에 반영하지 못하였다. 셋째, 정신과

수 있다(McNeel, 1977; Corey, 1986). 이들은 알코올

병원 속성상 입원한 알코올 의존 환자들에게 TA

의존 환자들이 이미 학습된 행동들 가운데서 많

집단프로그램만을 실시하며 타 프로그램의 오염

은 것들은 지적 수준보다 더 깊은 내면적인 수준

정도를 전적으로 통제하기가 쉽지 않아 프로그램

으로 볼 수 있는 정서적 수준에서 애초에 학습된

효과성이 본 연구 프로그램에 의한 결과로 단정

것(Stewart, 2000; 우재현, 2004)으로, 최적의 변화

짓기에는 무리가 있다.

를 위해서는 지적 이해 자체만으로는 충분하지

한편 본 연구는 단기간의 입원 기간 동안 집중

못하기 때문에(Abell & Abell, 1976), 알코올 의존

적으로 이들이 알코올 의존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환자들의 깊은 감정들의 문제는 Gestalt치료의

하는 동기를 강화시키고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의자기법들을 통해서 해결 될 수 있다는 Stuntz

대한 전략을 세움으로서 향후 금주에 대한 자기

(1973), 김유경(1992), 김영희(1997)의 연구결과들과

효능감을 높여주는 것에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었

도 일치한다고 하겠다.

다. 그러나 알코올 의존에서 회복되는 과정이 장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가 갖는 의의

기간임을 고려해 볼 때, 이들이 퇴원 후 실제적인

는 다음과 같다. 음주문제에 대한 개입은 알코올

생활 속에서 금주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유지시키

의존 환자의 ‘음주문제 이면의 심리적 어려움과

는 것이 중요함으로 A.A모임이나 알코올상담센터

성격적 어려움’을 이해하는 시각에서 계획되어야

의 재활프로그램 등에의 연결을 통한 follow-up 과

하며 이를 통해 음주문제에 대한 행동변화로서

정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그리고 알코올 의존

변화동기와 변화전략, 금주 자기효능감을 촉진시

환자 대상의 집단치료프로그램의 실행에 있어서

키는 것이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입원환경은 알코올 의존 환자가 음주 갈망감이나

자신의 문제 행동을 변화시키려는 동기와 전략의

음주에 대한 사회적 압력으로부터 보호받는 안전

사용정도가 낮은 알코올 의존 환자들을 위한 집

한 치료 환경인 반면 변화전략 사용에 대한 제한

단프로그램이 매우 부족한 임상 현장에서 이들을

점이 있다. 반면 외래치료 장면에서의 개입은 고

돕는 새로운 프로그램으로서 가능성을 모색해 볼

위험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나 변화전략사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용에 있어서도 다양한 행동적 변화전략 수행의

본 연구에서의 논의와 의의를 바탕으로 본 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외래치료 장면이나 지역사

구가 갖는 제한점과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회알코올상담센터에서의 TA집단프로그램의 활용

본 연구에서는 TA집단프로그램의 사전-사후 분석

또한 의미 있으리라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TA는

결과만 시행하였다. 따라서 종속변인의 유지 기

기존의 심리치료이론에 비해 평이성, 활용의 용이

간, 금주유지 기간과 같은 추후 결과에 대한 검증

함, 단순 명쾌함, 단기간의 효과 등을 주된 장점

도 시행하여 프로그램의 장기적인 효과에 대한

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각 회기에 대한 이론 설

연구도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는

명 시 TA이론에 사용되어지는 용어들이 프로그램

본 연구는 실험집단에 대해 집단프로그램을 실시

참여자들에게 다소 생소한 느낌을 주는 경우가

한 후 비교집단간의 차이에 의해 집단프로그램의

있으므로 이를 우리 생활 속의 용어로 재규정하

효과성을 보고자 하였다. 즉 분석의 단위를 집단

여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알코

으로 설정함으로써 집단 내 개별성원의 차이는

올 의존 환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류의 대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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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한국적 상황에 적합한 용

논문, 계명대학교.

어에 대한 재정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김인석, 이연희 (2003). 성격, 주변인의 영향, 음주

통해 일선의 임상전문가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활

동기가 음주 및 음주문제에 미치는 영향.

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치료 매뉴얼의 제작도 의

한국임상심리학회지: 임상, 22(3), 525-541.

미가 있을 것으로 시사되었다.

김희숙 (2004). 알코올중독 환자의 성격유형, 대인
관계 및 우울과의 관계. 정신간호학회지,
13(2), 179-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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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Transactional Analysis Group Program
on the Motivation for Change and Strategy for Change,
Abstinence Self-efficacy of Alcoholics*

Lee, Young-Ho

Park, Sung-Ae

Inje University

Bethel Hospital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the Transactional Analysis Group Program(TAGP) on the
motivation for change and strategy for change, abstinence self-efficacy of the hospitalization alcoholics. The
program was practiced twice a week and each session lasted for two hours, totally ten session. The scores of the
two groups at the point of pre-test, post-test were analysed and compared through the Wilcoxon matched pairs
signed rank test and Mann-Whitney U test. As the results of the analyse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of
the increases in the area of the motivation for change and strategy for change, abstinence Self-efficacy between
the two groups. In conclusion, the effect of the TAGP were confirmed. Also, it is verified that the TAGP can
be an useful clinical program for improving the motivation for change and strategy for change, abstinence
Self-efficacy of hospitalization alcoholics and also among problem drinkers in the field of mental health.
Key words : transactional analysis, alcoholics, motivation for change, strategy for change, abstinence self-effic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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