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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자살예방을 위한
교류분석적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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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노령화 문제 중 하나인 노인자살 예방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노인의 죽음불안을 자살이 아닌 자연스러운 죽음으로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
기 위해 자살위험이 있는 노인의 무망감을 감소하는 자살예방 교류분석 상담프로그램(TA)을 개발하
여 실행하였다. 자료 수집은 성수동에 소재한 샬롬 재가노인복지 시설센터에서 참여의사가 있는 참
여자 10명과 통제집단 10명을 대상으로 2012년 5월에서부터 2012년 7월까지 두 달 동안 주 2회씩 총
15번 교류 분석적 집단상담을 1시간 30분 정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기술적 통계분석
과 사전-사후 통제집단 설계를 SPSS for windows 17.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교류분석적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에서 노인들의 죽음불안은 통제집단
에 비해 유의미 하게 감소되었다. 둘째, 교류 분석적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노인의 무망감 감소에 효
과가 있었고, 노인 자살예방 교류 분석적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집단은 통제집단과 비교
하여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자살을 예방 할 수 있는 교류 분석적 집단상담 프로그램
을 통해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고 그 결과 노인들의 고립감과 외로움, 무망감에서 벗어나 자신감을
가지게 되면서 죽음에 대한 불안이 감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주제어] 교류분석상담(TA), 노인자살, 무망감, 죽음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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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리나라는 “2000년 대 총 인구조사”에 따르면 65세의 노인층은 전체 인구의 7.3%로서 사회
진입 기준인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 7%”를 넘어가면서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
다(통계청, 2002). 초급속의 고령화 진입은 사회적 여러 양상의 노인문제를 불러 일으켰는데 그
중 최근 10년 사이 노인의 자살 문제가 큰 이슈가 되었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장기요양문제,
문화, 일자리 등 관련 정책이 다양하게 개발되어 추진되고 있지만 정작 노인 자살에 관해 이를
예방하려는 공동의 노력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사망원인통계(통계청, 2010)에 의하며, 전 연령층에서 자살률이 증가하였으며,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자살자 수는 1990년 314명에서 2008년 4,029명으로 18년간 약 12.8배 증가하였다. 더군
다나 OECD국가 평균보다 8.3배 이상 높다고 한다. 특히 80대 이상의 자살률은 20대보다 5배 이
상 높게 나타나고 있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노인 자살이 증가하고 치명적인데 이에 대한 실천적
접근은 아직 미진한 것으로 생각된다. 노인자살은 개인적, 신체적 요인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되고 있다. 노인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 요인들 중에는
자존감과 무망감이 자살 사고를 예언 해주는 주요한 변인이라는 결과가 비교적 일관되게 지적
되고 있다. 지나온 자신의 일생을 후회스럽고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죽음 앞에 남은 시간이 너
무 짧아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안해하며, 우울과 무망감에 빠져 절망적인 노년기를 보
낸다.
죽음이란 어는 누구도 피해 갈 수 없는 것이기에 죽음이라는 과정에 가까이와 있는 노인들은
불안과 공포를 더 많이 느끼게 될 것이다. 노인들은 노화가 진전됨에 따라 자연 발생적으로 나
타나는 신체적인 모든 기능의 감소와 인지적 기능의 둔화와 더불어 정신적 흥미의 감퇴에서 오
는 침체성, 고독감, 질투심, 과거에 대한 집착, 친근한 것에 대한 애착심, 상실감, 고독감의 증가
등의 심리적 특성은 일상생활의 적응을 어렵게 하며, 그 결과 심리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 특히
무망감은 ‘자기 자신 또는 자신의 미래에 부정적인기대(Beck, Weissman, Leaster, & Trexler, 1974)이
며, 어떠한 목적을 성취함에 있어서 기대 및 성취 가능성에 대한 신념 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
다(Melges & Bowlby, 1969). 노인의 무망감, 우울 그리고 낮은 자아존중감은 절망으로 이어져 자
살 사고의 고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는 무망감이 감소되면 우울중상과 자존감의 회복으로
자살증상의 행동이 완화 될 수 있으므로(오인근, 2009) 노인의 자살예방을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노인들의 무망감을 감소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교류분석은 집단 심리치료의 한 방법으로서 개발되어 의료분야에만 적용되었으나, 오늘
날에는 집단치료, 개인상담 방법으로 그 효과와 유용성을 인정받고 있다. 교류분석의 이론과 실
제는 자아개념의 변화, 인간관계 증진, 자기 존중감 향상, 긍정적인 생활자세로의 변화 등에 활
용되고 있다(김규수․류태보,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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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노인의 중요한 적응 과제인 죽음불안을 자살이 아닌 자연스러운 죽음을 긍정적으
로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교류 분석적 집단 상담 프로그램이 노인들의 죽음불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노인들이 무망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도록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살위험이 있는 노인의 무망감을 감소하는 자살예방 교류분석 상담프로
그램을 개발하여 실행한 후, 이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한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이들에
대한 적절한 자살예방 개입방법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교류분석의 이해

교류분석(Transactional Analysis)은 인간관계가 존재하는 모든 장면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1950년
대 중반 Eric Bern이 개발한 집단 심리치료이다. 의사소통이론이 정서문제에 응용되며, 집단치료
가 중요한 치료방법으로 등장하면서, 집단치료에 이용되었으나, 점차 상담이나 개인치료와 다른
심리치료에도 응용할 수 있게 되었다. 교류분석은 성격이론이며 인간행동에 대한 이해체계인데,
이것은 인간 고통 경감, 자기 성장 및 자각의 증진 기법뿐만 아니라 대인 관계의 개선방법을 제
공해 준다.
정신분석과 비교하면 정신분석은 증상이나 행동의 배후에 작용하는 무의식을 중시하는 것이
며, 그 용어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많기 때문에 이론이나 기법을 습득하는데 장기간의 학습과
훈련을 필요로 한다. 또 수면치료에서 수년 이상을 경과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환자를
보아서도 시간적․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거기에 비해서 TA의 특
색은 전반적으로 간결하고, 어려운 용어를 쓰지 않고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져 있다. 동시에 우리들의 사고, 감정, 행동 등을 지금-여기에 라고 하는 차원과 자기의
모습을 현상학적으로 포착하여 기호나 도식을 사용하여 찾아보는 작업도 포함하고 있다. 그 밖
에 자기와 타인과의 사이에서 실시되는 교류 패턴에도 착안하여 어떻게 개선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TA는 가르쳐 주고 있다.
TA를 학습함으로써 자기이해가 깊어지게 되면 상대방의 행동이나 성격에 대해서도 보다 잘
이해가 가능함으로 대인관계가 개선되어진다. 이러한 TA는 정교한 성격이론이며,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된 폭넓고 다양한 관련 기법을 사용한다. 교류분
석은 성격이론으로서 사람들이 심리학적으로 성격이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하나의 그림으로서 보여주는데 이를 위해 자아상태 모델이라고 알려진 3가지 어버이(parent), 어
른(adult), 아이(child)라고 불리 우고, 행위의 측면에서 보아 사람들이 자신의 성격을 어떻게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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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또한 인간은 스트로크(stroke,존재인지)에 대한 기본적으로 타
고난 욕구를 가지며, 자신과 타인에 대한 초기의 믿음에 기반을 둔 어릴 때 형성된 인생각본을
설계하게 된다(정안성․김태준, 2008).
교류분석은 구조분석을 기초하여 개인과 개인 간의 사회적 교류를 통해 개인이 주로 어떤 자
아가 기능하는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인간의 행동의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도와준다.
게임분석에서 말하는 게임은 이면교류의 정형화된 것으로, 그 속에 함정이나 속임수를 감추어
놓은 일련의 술수 이며 반복하는 것이 특색이다. 마지막으로 각본분석은 우리들의 인생을 하나
의 드라마와 같다고 생각하고 그 가운데 자기가 연기하는 역할을 각본이라 부르고 있다(김규수,
1998) 각본은 어린 시절 양친의 영향을 받아 발달하고 우리들의 사는 방식에 큰 영향을 끼친다.
각본을 분석함으로써 지금까지 운명이라고 체념하고 있던 것이 무의식 중에 강박적으로 연기하
고 있는 드라마라는 것을 자각하면서 자기의 성격 형성과정과 기본적인 인생태도 등을 알 수
있다.
교류분석의 목적을 Bern(1964), James와 Jongeward(1971)는 자율성의 획득으로, Harris(1969)는 자
율성의 회복 또는 증대와 더불어 자기긍정 타인긍정의 생활자세의 변화가 또 다른 목적임을 시
사하고, Gouding(1979)은 초기 결단을 각성하고 현재의 행동의 삶의 방향에 대해 새로운 결단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보았다. 정성란(1994), 김형수(1998)는 자율적인 삶의 영위와 진실한 교
류(인간이해)라고 했다.
이러한 TA의 목적은 즉, 누구나 간단히 이해할 수 있는 자기분석법으로 ‘지금-여기에’ (here
and now)의 결단이 중요시되며, 자신의 과거와의 결별에 의한 새로운 출발이 목표로 되어 있다.
어버이, 어른, 어린이 자아 사이의 혼합과 배타가 없도록 자아 상태를 바꾸어서 필요에 따라 모
든 자아를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고, 부적절하게 결정된 인생태도와 인생 각본
으로부터 해방 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자기긍정, 타인긍정의 win win 하는 인생각본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 노인자살

세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 요즘 노인자살에 대한 심각성은 날이 갈수록 더해가고 있다. 노
인자살은 긴 시간동안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 발생하는 사건이며, 치밀하고 확실하게 이뤄지
기 때문에 다른 연령 때 자살보다 자살시도 대비 자살로 인한 사망 위험이 매우 높다. 노인의
자살시도 대비 자살로 인한 죽음의 비율은 대략 4:1인 반면 전체 집단에서는 8:1에서 20:1 정도
라는 사실(신숙경․육성필․최광현․김은주․이혜선․박새아․조민호․구효향․임지영․이상숙․
신재은, 2009)이 이를 뒷받침해준다.
또한 노인자살 관련요인으로는 성별, 종교 활동, 배우자 유무, 자아 존중감, 결제상태, 가족 및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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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지지, 노인에 대한 태도, 심신 건강 상태가 있다. 그 중 심신 건강 상태를 살펴보면 노인
들의 정신건강 중 특히 우울증은 노인의 자살을 대표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많은 연구에서
노년기의 우울증과 자살의 관계에 대해 연구했는데 노년기는 배우자의 부재, 사회적 위치 상실,
경제적 어려움, 신체적 건강의 악화 등으로 인해 우울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연령으로
우울 및 스트레스가 자살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이소정, 2010; 이희완․유현숙, 2011).
3. 무망감

무망감은 영어로 ‘Hopelessness’라 하며, 우리나라 말로 ‘무망감, 절망감, 무희망’ 등으로 번역되
어 사용하고 있다. 무망감의 사전적 의미는 ‘희망 없음’ ‘가망 없음’ ‘일이 제대로 이루어 질 것
같지 않음’으로 설명하고 있다. 1960년대 Beck의 인지이론의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무망
감의 유사개념이라 할 수 있으며, 무망감은 우울증의 하위 유형인 무망감은 우울증의 증상을 설
명하기 위해 개발된 이론이다.
Campbell(1988)은 무망감을 희망이 없는 상태이며, 바라는 어떤 것을 성취하기가 불가능한 느
낌, 소망하지만 학습하거나 행동할 수 없는 것, 그리고 부정적인기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정의하
고 있다. 또 무망감은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즉 자기 자신이나 자기 주변에 있는 어느 누
구도 불행이나 고통을 변화시키기 위해 아무 것도 할 수 없고 아무 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라는 신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노인의 자살에 관해 심리학적 관점을 적용한 기존 연구에 의하며, 개인이 직면하고 있는 심리
적 특성이 자살을 유발하는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강조 하면서 그중, 우울과 무망감이 노인의 자
살생각과 관련된 중요한 변인으로 확인되었다(조계화․김영경, 2008; Conwell, 2001). Beck에 의하
면 스트레스 상황에서 무망감이 자살 위험 수준을 높인다고 하였고, 무망감, 우울 그리고 자살
의지와의 관계를 분석한 또 다른 연구(Wetzel, 1976)에서 우울보다는 무망감이 자살 의지와 관련
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우울 증상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5년간 추적 조사한 연구에서도
무망감이 있을 때 자살 확률이 9배나 증가 한다(Schneider et al, 2001)고 밝혔다. 즉, 무망감은 노
인의 소외감, 우울, 절망으로 이어져 자살사고와 노인자살의 고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무
망감 감소는 자살사고나 자살 행동 등의 다른 증상들을 완화 될 수 있음으로(오인근, 2009) 노인
의 자살예방을 위해서 일차적으로 노인들의 무망감을 감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노인자살에 대한 국내 연구는 1977년에 처음 시작하여 1980년, 1990년대에 미미한 관심을 보
이다가 2000년대에 와서 차츰 활발해 지고 있다. 이들의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노인자살의 인과
관계를 확인하는 연구(김현순․김병석, 2007; 김형수, 2002; 박봉길․전석균, 2006; 배지연, 2004;
엄태완, 2007; 오인근, 2009; 최인․김영숙․서경현, 2009) 노인자살의 실태분석(강은정, 2005; 유
정균, 2008) 조사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고, 이외에 노인자살에 대한 예방과 정책과제들을 다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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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김형수, 1998; 이소정․이수형, 2009)들이 있다. 그러나 정작 자살의 직접적인 개입에 관련
한 연구들(김춘경․여인숙, 2009; 이광헌, 2004; 조개화․김영경, 2008)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미미한 수준에 있다. 즉, 그동안 우리나라는 자살위험이 높은 노인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개입
프로그램은 더욱 미흡한 실정이다.
4. 죽음불안

죽음이란 한 생명이 자신의 삶을 종결하는 최후의 과정이다. 죽음 또한 거울과도 같아서
어떤 사람이 삶의 끝을 맺는 방식은 곧 그가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는 중요한 의미이
다. Heidergger(1962)는 모든 인간 존재를 죽음을 향한 존재라고 규정하고 있듯, 죽음은 초월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라면 누구나 죽음이라는 공포를 지니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죽음 불안이라는 개념은 넓은 의미에서 죽음에 대한 공포, 죽음의 기피, 죽음의 수용 등 학자
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된다. 또한 존재의 정지에서 오는 두려움과 죽어가는 과정에서 오는 두려
움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이를 바탕으로 정의해 본다면, 죽음불안이라는 것은 죽음이라는 시간
과 죽어가는 과정에 대해 인간이 보이는 공포, 혐오감, 파멸감, 거부, 부정 등의 부정적 감정을
유발하는 심리적 과정이라고 해석 할 수 있다.
White와 Handal(1991)의 연구에서 죽음불안과 정신건강, 정신적 고통간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
죽음불안이 높은 사람이 임상적으로 스트레스가 많고, 삶의 의미와 만족도가 낮았고, Ryff와
Keyes(1995)는 정신건강을 좌우하는 심리적 안녕감은 단지 질병의 부재를 넘어 ‘심리적으로 안녕
하기위해 필요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다. 노년기에 죽음불안은 삶 전체가 불안해 지고,
불만족스러워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죽음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만족스러운 노년기의 삶
을 영위할 수 있게 되고, 죽음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우울감 및 무망감으로 노인 자살의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죽음이라는 실존적인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자살위험의 노인을 대상으로
교류 분석적 집단 상담치료를 실행 후 그 효과를 분석하여 개발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
며, 개입방법을 모색하는데 있어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1. 교류 분석적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노인들의 죽음불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교류 분석적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노인들의 무망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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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자살예방 교류분석 집단상담치료 프로그램을 자살위험 노인에게 적용하여 무망감
정도를 평가하는 사전-사후 통제집단 설계(Pretest- Posttest Control Group Design) 연구이다. 본 연
구는 성수동에 소재한 샬롬 재가노인복지 시설 센터에서 참여의사가 있는 참여자는 실험집단
10명, 통제집단 1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집단원들은 모두 국민 기초수급 대상자로서 대부분 70
대의 고령자들이었다. 2012년 5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주 2회씩 총 15회기의 교류 분석적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1시간 30분 정도 실시하였다. 자료 수집은 교류 분석적 집단상담 프로그램과
죽음불안과 무망감 검사이며, 프로그램 실시 전후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직접조사로 이루어졌으
며, 자발적 응답이 어려운 경우에는 연구자와 사회복지사가 노인에게 문항을 읽어주고 응답 내
용을 대신 기록하였다.
2. 측정도구

무망감 척도
본 연구에서 프로그램의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Beck의 무망감 척도(Beck Hopelessness Scale:
BHS)를 활용하여, 신민섭, 박광태, 오경자, 김종술(1990)이 번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국적 정서
에 부합하여 수정, 보완하여 20문항을 사용하였다. 노인의 무망감을 측정하여 0-20점의 범위에
0-3점(정상범위), 4-8점(경도의 무망감), 9-14점(중증도 무망감), 15점 이상(중도 무망감)의 상태로
분류된다. 자료의 신뢰도 값은 Cronbach's =.87이였다.
1)

죽음불안 척도
본 연구에서 노인의 죽음불안 수준을 측정할 목적으로 사용된 도구는 Templer(1970)의 죽음불
안 척도(Death Anxiety Scale)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개발한 박은경(1995)의 34척도를 오미나와
최외선(2005)이 노인들에게 사용하기 위해 재구성한 20문항을 최외선(2007)이 다시 요인분석을
통해 선별한 16개 문항으로 구성된 것을 사용하였다. 4점 Likert 척도로서 ‘전혀 그렇지 않다’ 1
점에서 ‘아주 그렇다’ 4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2)

교류분석 집단상담 프로그램
본 연구에서 사용한 프로그램은 이성태(1991), 우재현(1996)등의 이론과 자료를 참고하여 구성
하였다. 프로그램은 집단 상담으로 실시되었으며 총 9회기로 이루어 졌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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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교류 분석적 집단상담 프로그램 실제

제목
내용
기대효과
오리엔테이션 및 강사소개, 프로그램 구성 진행, 자기소개와 별칭을 통
자신을
1회기
친밀감 형성 한 친밀감 형성, ego 그램 점검
개방하기
구조. 기능분석 이해
2회기
,
구조
기능분석
상황별 구조분석 실습. 자신의 이고그램 발표, P, A, C 자기이해
3회기
타인이해
인물 찾기
(상보교류, 교차교류, 이면교류, 사례 설명, 및
4회기
교류패턴분석 교류패턴
실습
이해, 스트로크 사례설명, 개인별 스트로크 대인관계
5회기
스트로크 스트로크
설명, 개인 및 집단별 스트로크 설명
존재방식 설명
구조화 및 인생태도 강의, 시간의 구조화 실습
6회기
시간의 구조화 시간의
및 발표, 느낀 점 발표
이해, 게임분석 사례 설명, 개인별 사례발표, 게
7회기
게임분석 게임의
임의 해결, 느낀 점 발표
, 각본사례 설명, VTR시청, 과제물(1주일
자신의
8회기
각본분석 생활각본이해
간 자기변혁)
각본이해
1주일간 자기변혁 보고서 발표, 느낌 주고받기, 평가,
자율적
8회기
마무리,
변화됨에 대한 감정체크
생활방식 이해

구성은 <표 1>과 같다.
자료분석
본 연구는 교류 분석적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노인의 죽음불안, 무망감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
보기 위해 노인들을 대상으로 죽음의 불안 검사를 사전. 사후. 추후에 실시하여 하였으며, 수집
된 자료는 데이터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여 코딩하고, 자료의 분석은 SPSS for Window 17.0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들의 사회통계학적 특징과 일반적인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
(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둘째, 교류 분석적 집단상담 실시 이전에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이 동일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t
검증에 의한 실시를 하였다.
셋째,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프로그램 효과성검증을 위해 집단 간, 또한 집단 내 사전-사후
효과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pair t-test)을 사용하였다.
넷째, 프로그램의 지속성을 검중하기 위해 사전, 사후, 추후의 차이를 알아봄으로써 일원배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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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분석(One-Way ANOVA)을 사용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연구대상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

본 연구에서 인구학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전체 응답자 중 실험집단은 남성이 4명, 여성
이 6명, 통제집단은 남성이 3명, 여성이 7명으로 여성의 응답자 수가 더 많았다. 교육수준에서는
실험집단은 무학이 6명, 초졸이 3명, 중졸이 1명이고 통제집단에서는 무학이 6명, 초졸이 1명,
중졸 1명, 고졸이상이 1명으로 비교적 낮은 학력을 보였다. 배우자의 유무로는 실험집단에서는
배우자 있음이 4명, 배우자 없음이 6명, 통제집단에서는 배우자 있음이 3명, 배우자 없음이 7명
의 특성을 보였다.
특성
평균연령
성별
교육수준

배우자유무

․

<표 2> 사회 인구학적 특성

남
여
무학
초졸
중졸
고졸이상
배우자 있음
배우자 없음

실험집단

통제집단

74.7

75.8

4

3

6

7

6

6

3

1

1

1
2

4

3

6

7

2. 교류 분석적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죽음불안에 미치는 효과

교류 분석적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노인의 죽음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교류 분석적 집단상담 프로그램 전에 실시한 사전검사 결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두 집단 간 죽음불안은 t값에서 유의미한 동일한 특성을 지닌 집단이라고 판단 할 수 있다.
교류 분석적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죽음불안에 대한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 9 -

복지상담교육연구(제2권 제1호)

<표 3> 두 집단 간 죽음불안에 대한 동질성 검증

죽음불안

실험집단(n=10)
통제집단(n=10)

M

SD

11.20

2.97

10.90

2.56

t
.242

각 집단의 사전 사후 검사 점수를 살펴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실험집단은 사전검사(M=10.9)보다 사후검사(M=5.09)에 5.0의 죽음불안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
났으며, 이는 p< .001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통제집단은 사전․사후검사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사전검사(M=11.20)보다 사후검사(M=12.40)에
서 1.20의 죽음 불안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죽음불안에 대한 집단 내 사전-사후 차이 검증

사전검사

죽음 불안

실험집단
통제집단

사후검사

t

M

SD

M

SD

10.9

2.56

5.90

2.60

11.180***

11.20

2.97

12.40

2.60

-2.092

***

p<.001

죽음불안의 사후 검사에서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실험집단이 통제집단보
다 낮게 나타났으며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교류 분석적 집
단 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실험집단이 통제집단보다 죽음불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표 5> 두 집단 간 죽음불안에 대한 사후검사 차이 검증

죽음불안

실험집단(n=10)
통제집단(n=10)

M

SD

5.90

2.60

12.40

2.91

t
5.263***

***

p<.001

죽음불안에 대한 사전. 추후 차이를 t검증한 결과가 사전검사(M=10.90) 추후검사(M=4.90)으로
추후에도 지속됨을 알 수 있다. 이는 유의수준.001에서 유의미하였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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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두 집단 간 죽음불안에 대한 사전-추후검사 차이 검증

사전검사

죽음불안

추후검사

t

M

SD

M

SD

10.90

2.56

4.90

3.11

***

9.762

***

p<.001

3. 교류 분석적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노인자살 위험의 무망감에 미치는 효과

교류 분석적 집단상담 프로그램 전에 실시한 사전검사 결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두 집단 간
죽음불안은 t값에서 유의미한 동일한 특성을 지닌 집단이라고 판단 할 수 있다.
<표 7> 두 집단 간 노인자살 위험인 무망감에 대한 동질성 검증

죽음불안

실험집단(n=10)
통제집단(n=10)

M

SD

12.70

3.97

11.98

2.96

t
.242

교류 분석적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무망감에 대한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각 집단의 사전 사후 검사 점수를 살펴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실험집단은 사전검사(M=15.66)보다 사후검사(M=10.55)에 5.11의 무망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
났으며, 이는 p<.05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통제집단은 사전․사후검사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사전검사(M=14.66)보다 사후검사(M=14.33)로 거의 사전
이나 사후에도 무망감의 변화는 없음을 알 수 있다.
<표 8> 노인 자살위험에 대한 무망감의 집단 내 사전-사후 차이 검증

사전검사

무망감

실험집단
통제집단

사후검사

t

M

SD

M

SD

15.66

1.32

10.55

2.06

6.240

14.66

1.80

14.33

2.34

.338

*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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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고령화 중 늘어나고 있는 노인자살대책에서 노인 자살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개입연구로서 죽음불안과 무망감을 감소하여 자기 가치를 높이고 삶에
대한 의지력을 강화함으로써 자살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따라서 교류 분석적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노인집단에 적용함으로써 노인의 죽음불안과 무망
감이 어떠한 유효한 영향이 나타나는가를 검증해 보고, 효과성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노인의 자
살문제에 대한 실천적인 개입연구에 그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류 분석적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 노인들의 죽음불안은 통제집단에 비
해 유의미하게 감소되었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내에서 사전과 사후에 그 차이를 검증한 결과
로서, 통제집단은 사전검사보다 사후검사에서 죽음불안이 다소 증가하였으며, 그에 비하여 교류
분석적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집단은 사전검사 보다 사후 검사에서 죽음불안이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추후 검사에서도 실험집
단의 죽음불안에 대한 감소 효과가 지속됨을 나타내고 있다.
둘째, 교류 분석적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노인의 무망감 감소에 효과가 있고, 자살예방 교류
분석적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집단은 통제집단과 비교하여 유의미한 차이가 이었다.
본 연구가 죽음불안과 무망감을 감소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었지만 노인들에게 죽음을 이야
기 나눈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집단원들이 죽음에 대해 서로 이야기함으로써, 죽음을 수용하
고 무망감의 감소 효과가 있고 자살 예방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 점에서 의의가 있
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자살을 예방 할 수 있는 교류 분석적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고 그 결과 노인들의 고립감과 외로움, 무망감에서 벗어나 자신감을 가지게 되면서 죽음
에 대한 불안이 감소 된 것이라고 불 수 있다.
이와 같은 논의와 결론을 토대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복지센터에서 소속된 재가 노인들은 교류 분석적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였기
에 효과성을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둘째,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이 OECD 중에 1위를 차지 할 정도로 심각하다. 그러므로 자살위
험이 있는 노인들에게 경제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심리적. 정서적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하면서
자살이 아닌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노인 복
지 프로그램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 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으나, 교류 분석적 집단상
담 프로그램을 경험한 일반 노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죽음불안 감소와 무망감 감소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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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을 높여 자살행동을 중지 할 수 있는 자살 예방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 점
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향후 노인자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주요한 변인들에 대한 고찰하여
이들의 특성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임상연구를 통해 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
인 개입방법들이 마련되어야 하고, 고령화 사회에 부응하는 프로그램 개발 및 정부의 다양한 정
책들의 적용으로 세계에서 자살 1위 국가가 아닌 노인 자살률이 가장 낮은 자랑스러운 복지 제
도를 운영하는 명실상부한 선진복지국가 반열에 하루 빨리 진입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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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s

A Study on The Effect of The Transactional Analysis
Group Program for Elderly Suicide Prevention

Kim, Eun Joo

Hanyang University

This paper is about preventing suicide among the elders which is one of the problems of an aging
society in Korea. I develop the Transaction Analysis(TA) group program which is to decrease hopelessness
of the elders who have risk of suicide that the elders positively and naturally accept the death, not a
anxiety of death. I collect the data 10 participants who would like to join and 10 participants of control
group from Shalom Community Care Center located in Sungsoo-dong over a period of two months from
May to July in 2012. I conduct TA group program for fifteen times and I interview them for an one
hour and half every times. Also I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and pretest-posttest control design using
SPSS 17.0.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First, an anxiety of death of the elders significantly decrease in
the experimental group who participate in TA group program. Second, TA group program has an effect
on decreasing hopelessness of the elders and the experimental group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compare to
the control group. In conclusion, the elders understand themselves and other people through TA group
program to prevent suicide. As a result of that, the elders can have confidence and overcome loneliness,
hopelessness, and sense of isolation, so I can tell an anxiety of the death decrease.

Key words : transactional analysis(TA), elderly suicide, hopelessness, anxiety of de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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