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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장애아 어머니를 위한 로고테라피 기반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조 지 연

제주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지도교수 김 성 봉

이 연구는 장애아 어머니를 위한 로고테라피에 기반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

발하고, 개발된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장애아 어머니의 삶의 의미, 자아존중감, 양

육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하여 장애아 어머니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를 시행하였

다. 그리고 심층적인 요구분석을 바탕으로 로고테라피 이론의 주요 요소를 도출

하고 이에 따라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목표와 회기별 목표를 수립하였다. 또한 예

비 연구를 통하여 프로그램을 수정 및 보완하였고, 전문가 타당도 조사를 통하여

최종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연구대상은 J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아를 양육하는 어머니 14명을 실험집

단, 통제집단에 각 7명씩 무선배정하였다. 실험집단을 대상으로 주 2회, 매회기

120분, 총 10회기 로고테라피 기반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프로그램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삶의 의미 척도, 자아존중감 척도, 양육효능감 척도를

사전, 사후, 추후 검사하여 양적 분석과 내용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

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로고테라피 기반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개발 절차에 따라 개발

되었고, 목표 달성을 위한 내용과 구성이 적절하였다. 둘째, 로고테라피 기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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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통제집단보다

삶의 의미, 자아존중감, 양육효능감이 유의하게 높아졌다. 셋째, 로고테라피 기반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삶의 의미, 자아존중감, 양육효능감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였다.

로고테라피 기반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통하여 장애아 어머니의 삶의 의미, 자

아존중감, 양육효능감이 향상되었음을 검증하였다. 이로써 로고테라피 기반 집단

상담 프로그램은 장애아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관리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심

리적 안정감과 긍정적 정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주제어: 장애아 어머니, 로고테라피 기반 집단상담 프로그램, 삶의 의미, 자아

존중감, 양육효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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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장애인 등록자 수는 2007년 2,104,889명에서 2021년 말 기준 2,644,700명으로 늘어나

현재 장애 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의 5.1%에 해당한다. 21년 말 기준, 15개 장애유형

중 지체장애의 비율은 45.1%에 해당하나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반면, 발달

장애(지적, 자폐성)는 2010년 7.0%에서 21년 말 기준 9.6%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연령대별 장애 유형을 살펴보면, 0∼19세 기준으로 지체장애는 4.1%인 반면 발달장애

는 69.0%에 해당한다(보건복지부, 2022)1). 이는 발달장애의 유아기와 학령기 출현 비

율이 다른 장애 유형보다 월등히 높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결과를 미루어 볼 때,

유아기 및 학령기 발달장애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는 자녀의 돌봄으로 인하여 많은 스

트레스를 겪을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장애아를 둔 부모와 가족들은 장애 자녀의 양육

에 있어서 장애 유형에 관계없이 특수하고도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Crnic,

Friderich, & Greenberg, 1983; Harris & Mchale, 1989). 그리고 부모는 장애 자녀의

인생의 전환기에 이를 때마다 양육과 대처의 혼란으로 인해 다양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신윤희, 2021). 선행연구에 나타난 장애아를 둔 가정의 어려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는 장애 자녀의 양육으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경험한다. 가정을 이

루고 자녀가 생기는 감격과 기쁨을 맞이하는 부모는 자신의 자녀가 예상치 않았던

장애를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충격, 부정, 슬픔 등의 정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죄의식과 자기 비난을 하게 된다(Nixon & Singer, 1993). 특히 한국의 어머니들은 자

녀가 장애를 가졌다는 것에 대해 자신의 잘못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자책과 죄

책감으로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게 된다(이삼연, 1999). 그리고 장애아의 다양한

장애 특성 즉, 신체 및 정신적 기능의 결함, 낮은 지능, 과잉행동, 의사소통 및 사회

1) 0∼19세 기준, 장애유형별 비율은 지체 4.08%, 시각 2.85%, 청각 4.74%, 언어 5.59%, 지적 48.05%, 뇌병변

11.99%, 자폐성 20.92%, 정신 0.07%, 신장 0.27%, 심장 0.36%, 호흡기 0.05%, 간 0.48%, 안면 0.05%, 장루·요

루 0.18%, 뇌전증 0.32%에 해당함



- 2 -

성 부족으로 부모는 양육 행동에 대해 극도의 혼란과 육체적 소진을 경험하게 하며

양육 스트레스가 높아진다(박덕희, 2004; 신고은, 2015; 우혜영, 2014; 임한나, 2017).

또한 부모는 장애 자녀의 미래에 대한 계획수립에서 오는 염려로 불안, 좌절, 절망과

우울 등의 심리적 스트레스를 호소한다.

둘째, 장애아를 둔 가정의 어려움으로 경제적 부담감을 들 수 있다. 부모는 자신의

자녀가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장애에 대한 치료를 위하여 병원 진료와 함께

언어치료, 감각치료, 인지치료, 물리치료 등의 특수 치료를 받게 된다. 특히 자녀의

장애를 안 초기에는 ‘치료의 골든 타임’이라고 여기며 치료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도 볼 수 있다. 이후 성인이 되어도 기본적인 양육비용 외에 삶 전반에 치료와

특수 서비스 비용이 필요하다. 이러한 치료와 양육 비용으로 인하여 경제적 부담이

평생 지속되고 비장애 자녀를 둔 가정에 비해 더 무거운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되어

양육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송진성, 2017; 유영준 외, 2011; 전혜연, 2002).

셋째, 장애아를 둔 가정의 어려움으로 사회적 고립감을 들 수 있다. 부모는 장애아

를 동반하여 외식을 가거나 공공장소 모임에서 장애아의 외현화된 부적응 행동으로

인하여 타인의 불편한 시선과 비판적인 말들을 경험하기도 한다. 최근 비장애인들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애인과 함께 있는 것

을 불편하게 여기고 피하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유수기, 2000). 이로 인한

장애아 부모는 사회의 부정적인 시선을 견디며 장애로 인하여 요구되는 지속적이고

특별한 자녀 돌보기를 수행하며 열등감과 사회적 고립을 경험한다. 그리고 사회적 활

동의 제약 등으로 인하여 양육 스트레스가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Dyson, 1993;

Seltzer et al., 1993).

장애아를 돌보는 어머니는 비장애아를 돌보는 어머니보다 더 많은 양육 스트레스

를 경험하게 된다(양연숙, 2007; 윤혜정, 2002; 전유경, 2003; 정소영ㆍ조결자, 2007).

또한 장애아 어머니는 아버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자녀 양육에서 더 많은 돌봄

시간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장애아 어머니는 장애아 아버지보다 양육 스트

레스에 있어서 62%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한다(박은신, 2004). 이러한 양육

스트레스는 어머니가 자녀 양육에 대한 무력감을 유발하고 자녀의 돌봄과 발달에 있

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는 능력이 낮은 존재라고 인식하게 된다(최형성,

2002). 또한 장애아 어머니는 비장애아 어머니에 비해 걱정이나 불안이 높고, 우울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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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많을 뿐 아니라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지 못하고 삶의 무의미를 경험한다(전재

명, 2012). 실제 장애아 어머니는 장애 자녀 출생 후 자신이 부정적으로 변하였다고

보고하는 비율이 높다(김수희, 2007; 최혜숙, 2001). 때때로 장애아 어머니는 양육의

어려움과 희망 없는 미래에 대하여 비관하며 자살 등의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

도 종종 뉴스화되고 있다(매일경제, 2019; MBC뉴스, 2020).

Frankl은 인간이 삶의 의미가 상실될 때, 실존적 공허와 좌절 속에 빠지기 쉽다고

하였다. 실존적 공허는 무가치한 느낌이나 공허감, 무의미한 느낌을 말한다(김미라,

2021b; Frankl, 1969). 이러한 실존적 공허감은 우울, 무기력, 불안, 분노, 강박적 행동,

맹목적인 욕망이나 쾌락 등을 일으키면서 극도의 정신적 피로를 유발한다(Frankl

1963; 1969). 그래서 객관적 운명보다는 운명에 대한 우리의 태도로 인하여 인간을 더

욱 낙담시키게도 하고, 파괴적이게도 만들기도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파괴적 행동

중의 자살은 삶의 의미와 목적이 결여될 때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Frankl, 1967;

Lifton, 1996; 박국향, 2020 재인용). 다시 말하면 장애아 어머니의 자녀 양육의 스트

레스로 인한 고통은 삶의 절망을 느끼며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지 못하고, 이로 인한

실존적 공허감을 경험한다. 이러한 실존적 공허감은 장애아 어머니에게 무가치함, 무

기력, 우울을 느끼게 되며 파괴적이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

다(박국향, 2020).

Frankl은 삶에서 직면하는 고통에 대해, 자신의 의지로 바꿀 수 없다면, 그것을 받

아들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의미 있는 어떤 것으로 바꾸어 놓아야 한다고 하였다(이시

형, 2005). 그리고 인간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무기력한 희생자가 되기보다는 바꿀 수

없는 운명에 직면하더라도, 온전한 한 인간으로서 절망적인 상황을 인간성취로 바꿀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고통에 대한 자신의 의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잠재성을

알아차릴 수 있게 되며 인간의 삶의 비극을 승리로 바꿀 수 있다고 하였다(Frankl,

1969; 김미라, 2021b 재인용). 모든 장애아 어머니는 장애 자녀의 돌봄에 있어서 부정

적인 경험만을 하는 것은 아니다. 장애아 어머니들은 가족생활의 변화, 양육의 어려

움, 자녀의 미래에 대한 불안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부정적으로 지각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경험에서도 긍정적인 측면을 표현한다. 예를 들면, 장애 자녀로 인하여 가족

의 친밀감과 결속력이 강화되었고, 자녀의 장애를 수용하면서 자신의 내적 힘을 발견

하고 삶에 대한 새로운 의미와 관점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Dyson, 1993; Schwar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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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dron, 2002).

이러한 내용을 볼 때, 장애아 어머니의 양육 행동에 있어서 스트레스나 정서에 영

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이 존재하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이에 선행연구 및 문헌

고찰에 따르면 장애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나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

은 다음과 같다. 장애 유형(김용진, 2003; 류경희 외, 2011; 안진아, 2004; 정미영ㆍ윤

혜미, 2004), 인구 사회학적 변인(신나영, 2009; 최지현, 2019), 우울(김지숙, 2016; 안

수영, 2015; 이은진, 2016), 사회적지지(공은희, 2011; 이도경, 2007; 이원령, 2017), 자

아존중감(구일숙, 2008; 김미혜, 2006; 박내천, 2007), 가족 탄력성(김은서, 2011; 김자

경ㆍ신서영, 2012), 양육효능감(김민형 외, 2015; 신숙재, 1997; 안지영, 2001; 임지나,

2019; Levy-Shiff et al., 1998; Scheel & Rieckmann, 1998), 삶의 의미(김영숙, 2016;

김예인, 2020; 박국향, 2020; 박화문 외, 2011; 유병숙, 2006) 등 다양한 변인이 존재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동일한 환경에서도 개인이 지각하는 변인에 따라 스트레

스와 정서에 대해 지각하는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시사한다.

장애아 어머니의 정서와 양육 행동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는 첫째, 삶

의 의미를 들 수 있다. 삶의 의미란 삶의 목적이나 삶의 방향에 대한 감각이다.

Frankl(1963)은 인간에 대하여 삶의 의미와 목적을 추구하는 기본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하였다.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것은 고통 경감의 원동력이 되고 정서

적, 영적 안녕을 가져온다. 인간은 삶의 고통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때 기꺼이 그 고통을 견딜 수 있다. 많은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개인이 성취한 삶의

의미 충족은 정신건강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Chamberlain & Zika, 1988;

Debats et al., 1993; Steger et al., 2006). 그리고 국내에서 다양한 대상으로 삶의 의

미를 연구한 결과, 삶의 의미 수준이 향상될수록 우울, 불안, 무기력 등의 부정 정서

가 감소되고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 등의 긍정적 정서가 향상되었다(김찬희, 2018;

김태호, 2004; 도지화, 2019; 심정자, 2015; 임영숙, 2019; 조지연 외, 2022). 또한 발달

장애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삶의 의미가 향상되었을 때, 양육

스트레스가 감소되었다(박국향, 2020). 따라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일은 장애아 어

머니가 겪는 양육의 혼란과 절망적인 상황에서 장애아 어머니의 성숙한 삶으로서의

희망적인 의미를 발견하는 매우 중요한 과업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장애아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자아존중감을 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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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며, 스스로를 가치 있게 여기며

어떠한 인생의 역경에도 맞서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을 믿는 것이다. 또한 자

신의 노력에 따라 삶에서 성취를 이뤄낼 수 있다는 일종의 자기 확신이다(김상용,

2009).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스트레스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대처를

하며 문제를 해결하려는 동기 또한 높다(Pearlin & Schooler, 1978; Taylor & Brown,

1988). 장애아 어머니의 양육 경험에서 우울과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여러 연구가 소

개되고 있는데, 특히 장애아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은 일반인에 비해 낮은 것으로 확인

하였다(김미혜, 2006; 방미경, 2007; 윤혜정, 2002). 이는 장애아 어머니가 겪고 있는 스

트레스로 인하여 자아존중감이 저하되고 뿐만 아니라 양육효능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김수정, 2015; 윤혜정, 2002; 임한나, 2017).

셋째, 장애아 어머니의 정서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고, 양육 행동에 직접적인 영

향을 주는 변인으로 양육효능감을 들 수 있다. 양육효능감은 자녀를 양육하면서 발달

과 관련된 어려움이나 문제에 대해 잘 해결할 수 있다는 능력에 대한 어머니 자신의

믿음이다(최형성, 정옥분, 2001; Johnston & Mash, 1989). 양육효능감은 양육에 관한

인지적 요인 중 하나이며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 행동에 근간이 된다(최형성,

2002; 임한나 2017 재인용). 그리고 부모가 지각하는 양육 스트레스는 양육효능감을

예측할 수 있는데 양육 스트레스가 높아질수록 양육효능감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임한나, 2017; Cutrona & Troutman, 1986; Dumka et al., 1996; Gross et al.,

1994). 또한 양육효능감이 높은 어머니는 자녀에게 긍정적인 양육 행동을 보였고, 양

육효능감이 낮은 어머니는 자녀에게 부정적인 양육 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

경미, 2006; 박상규, 이병하, 2004; 이진숙, 한지현, 2004; 임한나, 2017 재인용). 따라서

장애아 어머니는 자녀 양육에 대한 높은 효능감을 가지게 되면, 자녀가 장애를 가지

고 있더라도 긍정적인 양육 행동으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장애아 어머니의 양

육효능감을 향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최인경, 2008).

장애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여러 방면에서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장애아

어머를 위한 양육 스트레스와 정서 향상에 효과가 있다는 중재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미술치료(박주효ㆍ김승환, 2018; 윤혜경, 2015), 역량 강화(곽경화ㆍ정현희, 2010; 김은

라 외, 2019), 행복증진(신인수, 2015), 인지행동치료(왕영선, 2013), 해결중심(유청한,

2012), 심리운동(김영한ㆍ김한영, 2020), 음악치료(이시아, 2016), 푸드테라피(양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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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등이 있다. 장애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는 많은 연구들은 장애아동의 발달 및

교육, 적응 행동에 대한 개입 방법, 정보제공, 행동치료에 기반한 접근 등에 편중되어

있다. 그리고 정서적으로는 감정 표현을 통한 의사소통, 긍정적 사고, 자기 표출 위주

의 접근이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어머니의 스트레스 관리와 긍정적 정서에 도움

을 줄 수 있지만, 장애아 어머니가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고 삶의 긍정적 변화와 성찰

에 근본적으로 도움을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삶의 긍

정적 변화와 내면의 성장을 통해 삶의 의미와 가치를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하

였다(이성희, 전길양, 2004).

인간이 삶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길

은 피할 수 없는 고통에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다. 니체는 ‘살아갈

이유가 있는 삶은 어떤 현실도 견뎌 낸다’고 하였다(장재형, 2022). 이는 장애아

어머니가 삶의 의미를 발견할 때, 삶의 어떤 고통도 견뎌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장애아 어머니에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도록 돕는 ‘Frankl

의 로고테라피’는 장애아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를 높이고, 삶의 의미, 자아존중감과

양육효능감을 증진하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한다. 로고테라피(Logotherapy)란,

Frankl에 의해 창시된 정신치료 기법으로 인간존재의 의미와 인간의 의미 추구에 초

점을 맞추고 인간 안에 숨겨져 있는 ‘로고스(의미)’를 깨닫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Frankl, 1963). 이는 자신과 자신의 삶을 직면하게 하고 삶에 대한 가능성과 한계를

탐색하여 자신의 삶을 성찰하게 할 뿐 아니라 삶의 의미와 방향을 발견하도록 돕는

것이다(이기증, 한재희, 2019). Frankl은 삶에 있어서 고통과 역경은 끊임없이 주어지

는 것이며, 이러한 문제 앞에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가 하는 삶의 태도를 중시하였

다. 인간은 고통을 회피하는 것을 넘어서 인생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존재이며,

그 고통 속에서 어떠한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때 기꺼이 그 고통을 견딜 수

있다고 하였다(박국향, 2020).

선행연구에서는 삶의 의미 발견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

되고 있고, 로고테라피 기반 프로그램은 다양한 대상에게 적용한 결과, 삶의 의미 수

준은 증진되고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의 부정 정서가 완화되는 결과를 보여 주었다.

또한 자아존중감, 자기 효능감, 삶의 질 등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이 보고되었다(김

경미 외, 2011; 김찬희, 2018; 김태호, 2004; 도지화, 2019; 박국향, 2020; 박선영,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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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주연, 2010; 심정자, 2015; 안영미, 2002; 유성경 외, 2014; 임영숙, 2019; 홍미혜,

1999; Peterson et al., 2005; Pinquart, 2002; Reker et al., 1987; Steger et al., 2006).

선행연구에서 로고테라피 기반 프로그램의 대상자는 노인, 부인암 여성, 성인 여성

장애인, 학령기 자녀를 둔 주부, 아동, 한부모 가정 학생 등 다양하다. 장애아 어머니

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박국향(2020)을 들 수 있다. 박국향(2020)은 장애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로고테라피 기반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삶의 의미 증진과 우울 및 양육 스

트레스를 저감하는데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프로그램 효과 검증에 있어 양

적인 효과 검증의 한계와 질적인 검증의 필요성, 다양한 변인에 대한 연구를 제언하

였다. 그리고 장애아 어머니를 위한 로고테라피 기반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를 높

이기 위하여서는 장애아 어머니의 특수성을 고려한 대상자의 요구에 맞는 내용 구성

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장애아 어머니를 위한 로고테라피 기반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

발하고 그 효과를 알아보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은 연구자가 경험한 문제의식과 선

행연구자의 제언으로부터 도출되었다. 첫째, 로고테라피 기반 프로그램 내용 구성이

다. 연구자는 로고테라피 중심 이론의 내용들을 대상자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

닌, 대상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내용을 구성하려 한다. 예를 들면, 장애아 어머니의

삶의 의미 발견을 위한 내용 구성에서, ‘개인의 삶과 장애아 어머니’ 두 가지로 분리

하여 질문을 구성하려 한다. 이는 대상자가 장애아의 어머니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

닌, ‘개인의 삶’에 대해 성찰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장애 자녀의 어머

니’로서의 성찰을 함께 제공한다. 둘째, 로고테라피 기반 프로그램 방법론이다. 선행

연구에서는 프로그램 효과 검증 시 대부분 양적 연구만을 수행하였으며, 질적연구도

수행해야 한다는 많은 제언들이 있었다. 이는 질적연구 시, 프로그램 효과에 대해 더

욱 풍성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받아들여 이 연구에서는 양적 연구

와 질적 연구를 혼합하여 연구한다.

2. 연구문제 및 가설

이 연구의 목적은 장애아 어머니를 위한 로고테라피 기반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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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하고, 그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연구

문제를 설정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1. 장애아 어머니를 위한 로고테라피 기반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절차 및 내용은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연구문제 2. 장애아 어머니를 위한 로고테라피 기반 집단상담 프로그램 효과는

어떠한가?

가설 2-1. 로고테라피 기반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장애아 어머니의 삶의 의미

를 향상시킬 것이다.

가설 2-2. 로고테라피 기반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장애아 어머니의 자아존중

감을 향상시킬 것이다.

가설 2-3. 로고테라피 기반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장애아 어머니의 양육 효능

감을 향상시킬 것이다.

연구문제 3. 장애아 어머니를 위한 로고테라피 기반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

한 장애아 어머니의 참여 경험은 어떠한가?

3. 용어의 정의

가. 장애아 어머니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의하면 ‘장애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 중 「장애인복

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다만, 6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장

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의 대상자는 18세 미만의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두고 특수학교,

일반학교 특수학급, 장애전담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를 둔 어머니를 말한다.

나. 로고테라피 기반 집단상담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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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의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Frankl에 의해 창시된 로고테라피를 기반

으로 개발하는 정신치료 기법이다. 로고테라피는 인간의 실존 안에 숨겨져 있는

‘로고스(의미)’를 스스로 깨닫도록 하여 환자 스스로 삶의 의미와 목표를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다(Frankl, 1963). 또한 로고테라피는 대상자가 자신의 삶의 의미를

직면하고, 그 의미를 향해 삶의 방향을 다시 설정하는 것을 도움으로써 대상자가

겪는 고통을 완화 시켜줄 수 있다고 하였다. 이전의 심리치료법에 비해 미래 지

향적이며, 인간의 긍정성을 강조하고 있는 특성이 있다(Frankl, 1963; 1969;

2014).

이 연구에서의 로고테라피 기반 집단상담 프로그램이란 장애아 어머니가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고 자신 안의 긍정적인 강점과 자원을 발견하여 양육효능

감, 자아존중감, 삶의 의미를 향상시키기 위해 로고테라피의 이론적 기반을 두고

개발한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다. 삶의 의미

삶의 의미란 삶의 목적이나 삶의 방향에 대한 감각, 현재와 과거의 삶에서 의

미를 발견하는 것으로 정의한다(Ryff & Singer, 1998). 이 연구에서는

Crumbaugh와 Maholick(1964)이 Frankl의 로고테라피를 토대로 한 삶에서의 의

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삶의 목적(Purpose in Life)

검사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라.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장애아 어머니가 자신을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의 느낌이며, 자신

을 존경하면서 바람직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는 것을 의미한다(Rosenberg,

1965). 또한 자아존중감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변인들과 관련된 자신에 대한

긍정적 평가로써 자아실현의 토대를 형성하며 성취동기를 증가시켜 생산적인 삶

을 기대할 수 있는 변화 가능한 자기감정이다(김영애, 2000). 이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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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persmith(1967)가 제작한 Self–Esteem Inventory를 강종구(1986)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며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마. 양육효능감

이 연구에서의 양육효능감은 장애아 어머니가 자신을 양육과 관련된 역할을

수행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지각하는 정도(Coleman & Karraker, 1997)를 나

타낸다. 어머니가 자신의 양육 능력에 대해 갖는 자신감의 정도와 자녀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자녀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자신의 지각이

다(Scheel & Rieckmann, 1998). 이 연구에서는 Floyd 외(1998)의 ‘Perceived

Parenting Competence’를 안지영(2001)이 번안, 수정한 양육효능감 척도를 사용

하며,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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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장애아 어머니 특성 

가정에서 장애아의 출산이나 자녀의 장애를 발견하는 것은 장애아 부모에게

심한 충격과 혼란을 경험하게 한다. 장애아 부모는 자신의 자녀의 장애에 대한

본질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고 자녀의 장애라는 새롭고 중요한 정보를 받아들이

는 과정에서 극도의 정서적 긴장이 형성되어 두려움과 절망감을 경험한다(강선

경, 2002; 고일영 2009; 김인옥, 2011). 일반적으로 장애아 어머니들은 자녀의 장

애 원인이 임신 중 산모의 부주의나 잘못된 태교, 외부로부터의 스트레스, 약물

복용 등 자신의 잘못이라고 자책하거나 또는 주변 가족의 부정적인 영향으로 기

인한 것이라고 원망하기도 한다. 그리고 아이의 장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한 죄

의식을 느끼고 절망한다(정명신, 2001; Cho et al., 2000). 이는 장애아 어머니가

당면하게 되는 현실적 상황에서 유발된 절망감과 장애자녀의 미래에 대한 부정

적인 전망에 따른 암담함에서 기인된다고 볼 수 있다(강선경, 2002; 김인옥,

2011).

장선철과 신은영(2009)은 부모가 자신의 자녀의 장애를 알게 될 때 대부분이

정서적 단계를 거치는데, 첫 번째로는 충격 부인의 단계, 두 번째로는 분노와 원

망의 단계, 세 번째로는 흥정의 단계, 네 번째로는 좌절과 낙담의 단계를 거쳐

마지막으로 수용의 단계까지 5단계를 거친다고 하였다. 대부분의 장애 부모는 이

러한 정서적 단계를 거치며 자신의 자녀의 장애를 수용하게 된다. 하지만 부모는

자신의 자녀의 장애를 수용했다 하더라도 장애의 특수한 요소는 한 가족을 독특

한 위치에, 점진적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된다(신인수, 2015). 이로 인한 장애아 어

머니는 장애아를 양육하면서 비장애아 어머니보다 더 많은 양육의 어려움과 스

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특히 한국의 가족문화에서 장애아 어머니는 주 양육자

로 자녀의 돌봄과 특수교육, 재활치료 등을 위해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진

을 소진하며 양육의 스트레스를 경험한다.(양연숙, 2007; 오승혜, 1998; 윤혜정,

2002; 전유경, 2003; 정소영, 조결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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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장애아 어머니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다. 장애아 어머니는 자녀의 장애 특성에 따른

다양한 돌봄의 형태와 부적응 행동에 대한 반복적 대처에서 많은 육체적 소진을

경험한다. 장애아 어머니는 장애로 인한 자녀의 발달의 지연 즉, 혼자 밥 먹기,

대소변 가리기, 옷 입기, 씻기 등 신변자립을 더 도와줘야 하며 특수교육과 재활

치료를 위하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양연숙, 2007; 장선철, 신은영,

2009; 전유경, 2003; 정소영, 조결자, 2007). 또한 장애아 어머니는 자녀의 의사소통의

어려움, 낮은 지능, 심리적 불안정으로 유발된 부적응 행동에 대해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다. 장애 자녀의 특수성은 어머니의 정서적 어려움을 초래하는데, 미래

에 대한 절망감, 만성적 슬픔, 우울감에 쉽게 빠지며 수면장애와 만성적 피로, 무기력

을 호소한다(Hassall et al., 2005; Johnson, 2000; Trapolini et al., 2007). 선행연구에

서도 많은 발달 장애아동 부모는 비장애아동 부모보다 돌봄 부담이 과중되고 우울

수준이 높다고 하였다(고정선, 2008; 김교연, 2009; 성지상, 오봉욱, 2011; 이은미, 백

은령 2010; 박국향, 2020 재인용).

둘째, 경제적 부담이다. 장애아 부모들이 직면하는 어려움 중 가장 직접적이며

현실적인 문제는 경제적 부담이다. 장애 자녀의 돌봄은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필

요로 하기 때문에, 주 양육자인 장애아 어머니는 일을 하기 어렵고 직업 기회 포

기로 인한 가계에 경제적 손실이 발생된다(정대영, 최정아, 2010). 그리고 장애

자녀의 특수 교육비, 재활 치료비, 보장구 구입비 등의 증가는 가계에 재정적 부

담이 가중된다. 또한 장애아를 둔 부모의 가장 큰 두려움 중 하나는 자녀가 성인

이 된 이후에도 자립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로 인하여 부모는 장애 자녀의 전

생애의 걸친 경제적 부담감을 갖게 되고 현재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절망감을

느끼며, 우울, 분노, 무기력 등의 부정적 정서를 경험한다(김정득, 2010; 이지현,

2007; 정영선, 조영숙, 2013).

셋째, 사회적 고립이다. 많은 장애아는 장애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외출이 어렵

거나 지연된 사회성 발달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부적절한 행동을 나타내는 경

우가 많다. 이로 인하여 장애아 부모는 가족과 함께 하는 외출이나 여행, 가족행

사 등의 참석이 어렵다. 그리고 장애 자녀의 부족한 사회성 발달은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이로 인한 불편한 시선과 사회적 편견을 경험하기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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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장애아 어머니는 자녀의 학교생활에서도, 자녀의 장애로 인한 통합학급

의 불편감을 걱정하며 비장애 자녀를 둔 어머니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위축감과

소외감을 경험한다. 특히 발달장애아 어머니는 주변 사람들의 불편한 시선과 사

회적 편견에 대해 위축되고 낮은 자존감, 수치심, 소외감, 모멸감 등의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며 사회적 고립감을 경험하기도 한다(정대영, 최정아, 2010; 조은

미, 2009). 뿐만 아니라 장애아 어머니는 자녀의 돌봄으로 많은 시간 할애되기 때

문에 자신을 위한 시간 즉, 여가활동, 사회 모임, 종교활동 등의 제약이 발생된

다. 그로 인하여 사회활동과 대인관계가 소원해지기도 하며 점점 일상생활에 대

해 흥미를 잃게 되고 사회적 단절과 고립감을 경험하기도 한다(오승혜, 1998).

위에서 설명한 장애아 어머니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은 양육 스트레스를 유

발하여 어머니의 정서적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양육역량을 저하시킨다.

이러한 양육역량 저하는 장애 자녀의 치료와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 구성원의 정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어 가족 위

기를 맞이하기도 한다(신인수, 2015; 조선영, 최송식, 2017). 장애아 어머니의 양

육 스트레스와 관련된 변인을 살펴보면 자녀의 장애정도, 연령, 장애유형, 소득,

종교유무 등의 인구사회학적 변인(김용진, 2003; 류경희 외, 2011; 신나영, 2009; 안

진아, 2004; 정미영ㆍ윤혜미, 2004; 최지현, 2019; ), 우울(김지숙, 2016; 안수영, 2015;

이은진, 2016), 사회적지지(공은희, 2011; 이도경, 2007; 이원령, 2017), 장애 수용(고일

영, 2009; 김미희, 2022), 자아존중감(구일숙, 2008; 김미혜, 2006; 박내천, 2007), 가족

탄력성(김은서, 2011; 김자경ㆍ신서영, 2012), 양육효능감(김민형 외, 2015; 신숙재,

1997; 안지영, 2001; 임지나, 2019; Levy-Shiff et al., 1998; Scheel & Rieckmann,

1998), 삶의 의미(김영숙, 2016; 김예인, 2020; 박국향, 2020; 박화문 외, 2011; 유병숙,

2006) 등 다양한 변인을 들 수 있다. 먼저 장애 정도를 살펴보면, 대다수의 연구에서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연령은 아동의 발

달 연령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만 5세 미만 아동인 경우 가장 스트레

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 유형은 아동이 발달 장애인 경우가 가장 높았다.

그리고 우울 수준이 높을수록 스트레스도 증가되었다. 한편, 긍정적 정서 변인인 사

회적지지, 장애수용, 자아존중감, 가족탄력성, 양육효능감, 삶의 의미가 높을수록 양육

스트레스가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장애아 어머니의 양육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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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스를 줄이고 긍정적 정서를 높이는 대표적인 변인들로 양육효능감, 자아존중감,

삶의 의미 등과 같은 공통된 정서적 변인들로 확인되었다(김지숙, 2016; 박국향;

2020; 신숙재, 1997; 원두리ㆍ김교헌, 2006; 이선아, 2014; 전혜인, 2006; 조지연, 2016;

최형성, 2002). 그러므로 장애아 어머니가 겪는 다양한 스트레스를 이해하고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 자녀와 가족 모두에게 줄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장애아 어머니가 양육 스트레스를 관리

하고 긍정적 정서 향상을 위한 개입이 필요하다.

2. 장애아 어머니 관련 변인

가. 삶의 의미

삶의 의미는 삶에 대한 목표를 갖고 있음을 말한다(삶의 목적과 가치를 말하

기도 하고 존재론적으로 정의되기도 한다(이재영, 2013; Ryff, & Singer, 1998;

도지화, 2019 재인용). 삶의 의미에 대해 삶의 대한 태도와 신념이라고 말하기도

하였으며, 의도나 이유, 목적처럼 삶을 지속하게 하는 동기로 삶의 의미를 정의

한다(Park & Folkman, 1997; Ryff, & Singer, 1998). Baumeister(1991)는 삶의

의미에 대하여, 생물학 과정에서 안정적인 개념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정하였다.

Wong(1998)은 한 개인이 실존에서 의미, 질서, 일관성을 형성하여 목표를 향하

여 목적과 노력을 하는 것이라 정의하였다(박국향, 2020 재인용). 국내의 경우,

하재별(1987)은 삶의 의미에 대해 사람은 왜 살아가고 있으며, 무엇을 위해서 활

동하고 있느냐는 질문 그 자체가 삶의 의미라고 하였다. 심정자(2015)는 삶의 의

미 발견은 주관적 의미이며, 자신의 삶에 대한 스스로의 이해와 수용에서 비롯되

는 것이라고 보았다. 윤미지(2017)는 삶의 의미 전반적인 삶의 목적을 발견 및

추구하는 과정과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이상에서

여러 학자들의 삶의 의미를 정리해 보면, 삶의 의미란 자신의 삶에 대한 자유의

지를 가지고 자신의 삶의 목적 및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요한 동기

를 의미한다. 또한 자신의 삶에 대한 이해 및 수용, 삶에 가치 부여를 할 수 있

는 태도를 삶의 의미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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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이트는 자기를 붙잡아 주는 확고한 이상이 없으면 존재가 흔들린다고 표

현하고, 삶의 의미를 발견함은 삶을 지속할 수 있게 하는 동기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이시형, 2005). 누군가 자신의 삶의 의미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삶의 의

미는 사람에 따라, 시기에 따라, 시간에 따라 다르다. 그러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포괄적인 삶의 의미가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한 개인이 삶의 갖는 고유한 의

미라고 할 수 있다. 장애아를 둔 어머니는 자녀의 장애를 알게 된 후 깊은 슬픔

과 절망감을 경험한다. 그리고 자녀의 장애로 인한 문제 상황은 어머니에게 양육

스트레스와 부정적 정서의 증가로 나타나게 된다. 궁극적으로 치료되지 않는 자

녀의 장애로 인한 삶의 고통은 어머니에게 더 이상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절

망감과 공허함에 빠지게도 한다(고철순, 2019). Frankl(1963)은 죽음이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이유 즉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면, 삶을 만족스럽게

살아갈 수 있다고 보았다. 즉 사람이 의미를 찾는 데 성공하면, 그것이 그에게

행복을 가져다줄 뿐만 아니라 시련을 견딜 수 있는 힘도 준다고 하였다. 따라서

장애아 어머니가 삶의 의미를 발견하여 삶의 가치와 목적을 발견하는 것은 중요

하다고 볼 수 있다.

장애아 어머니의 삶의 의미와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Krause(2007)은 삶의

의미를 높이는 데 있어서 주변 사람들이 제공하는 정서적 지지가 중요하다고 하

였다. 정서적 지지는 더 적극적으로 삶의 의미를 추구하고 실현하도록 동기화되

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지지와 친

밀감, 유대감이 더 높은 수준의 삶의 의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Kalantarkousheh & Hassan, 2010; Lambert et al., 2010; 김영숙, 2016 재인

용). 박국향(2020)은 장애아 어머니가 자신의 대한 부정적 정서에서 삶의 긍정성

을 받아들이는 데에 초점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존재와

지나온 삶에서 긍정적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서 삶의 의미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고 하였다.

삶의 의미는 정신건강과 관련이 높고, 긍정적인 대처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

로 보고되고 있다. 삶의 의미는 안녕감을 예측하는 주요 요인이 된다(Bauer et

al., 2005), 또한 삶의 의미 수준이 높을수록 긍정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

로 밝혀졌다(윤민지ㆍ유성경, 2013; Edwards & Holden, 2001; Steger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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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반면, 우울 증상과 자살사고를 더 많이 경험한 사람일수록 삶의 의미가 부

족한 것으로 나타났다(Edwards & Holden, 2001; Reker, 1997; 김영숙, 2016 재인

용). 삶의 의미는 고난이나 예기치 않은 삶의 사건들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있어

서 더 중요한 작용을 하며, 그 영향력을 더 크게 된다. 고통스러운 사건을 경험

한 사람들은 삶의 의미를 잃고 많은 위기를 경험하지만, 시련을 극복하는 과정에

서 자신에게 닥친 불행이 주는 의미와 함의점을 찾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새로

운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해 무망감, 무력감이 완화되고 삶의

적응이 가능해진다(정미영, 2010; Weiss, 2002; 김영숙, 2016 재인용).

따라서 장애아 어머니가 자녀 양육과 개인의 삶에서 삶의 의미를 보다 효과적

으로 증진할 수 있는 활동을 경험한다면, 장애아 어머니의 내적 동기와 긍정적

정서를 향상시키게 될 것이다.

나.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self-esteem)은 자신에 대한 칭찬이나 비난의 정도를 나타내며, 자

신의 능력, 중요성, 성공여부 등 자신의 태도에서 보여지는 가치성의 평가 또는

판단이라고 하였다(Coopersmith, 1967). Rosenberg(1965)는 개인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의 느낌이며, 자기 자신을 존경하면서 바람직하고 가치 있

는 존재로 여기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자아존중감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변인들과 관련된 자신에 대한 긍정적 평가로써 자아실현의 토대를 형성

한다. 그리고 성취동기를 증가시켜 생산적인 삶을 기대할 수 있는 변화 가능한

자기감정으로 정의되고 있다(김영애, 2000). 자아존중감은 보편적인 개념이 없기

때문에 자아개념(self-concept), 자아정체감(self-identification), 자기수용

(self-acceptance), 자기지각(self-percept) 등의 용어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황경자, 2002). 일반적으로 자아 개념과 자아존중감은 혼용되어 사용

되기도 하며, 자아존중감은 평가의 측면을 강조한 자아 개념의 특별한 유형으로

설명되기도 한다(이한나, 2015).

자아존중감의 특성은 자기의 가치에 대한 평가로 개인이 자신의 특성과 능력

에 대한 생각이나 태도, 감정 및 기대, 판단 등 모든 것을 포함하기 때문에 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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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적 구조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김만근, 2012).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애

정, 행복, 안정, 순발력과 에너지가 많다. 그리고 타인이 자신에게 동의하지 않더

라도 당황하지 않으며, 자신의 실패에도 변명하지 않고 자기 경멸보다는 자신의

실패를 수용한다(김만근, 2012).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성취동기가 높고 자신

감과 인내심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일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환경의 요구에 잘

적응하며 자신에 대한 신뢰감을 가지고 있으므로 어려움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

처할 수 있다. 부모의 자아존중감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장희대, 2011). 자아존중감이 높은 부모는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고, 부모 스

스로 조화로운 부부관계를 유지한다. 이러한 부모의 모습은 자녀에게 긍정적 모

델링이 되고,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 영향

을 준다(김서연, 2021; 심희옥, 1998; 정화주ㆍ윤종희, 1997).

반면,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의 능력이나 가치에 대해 스스로를 부족

하다고 평가한다. 이는 단순히 자신에 대해 자부심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자아상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자신에 대한 부정적 정서

즉 자기 멸시, 자책, 자기 거부는 삶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는 것에 어려움을

나타낸다. 그리고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보다 불안감

과 두려움을 나타내며, 사회성의 부족과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어려움을 나

타내었다(김만근, 2012; 유정희 2015).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장애 부모는 비장애 부모보다 자아존중감이 낮았고, 아

동의 장애 정도가 심각할수록 장애 부모의 자아존중감이 더 낮게 나타났다(최인

경, 2008). 장애아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은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데, 자아

존중감이 높을수록 양육 스트레스는 감소되었다(문유미, 2009; 양귀화, 2001; 최

인경, 2008). 고정선(2008)의 연구에서는 발달장애아 어머니의 양육부담감과 하위 영

역인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부담감에서 자아존중감이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조지

연(2016)은 장애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양육효능

감도 높게 나타났다.

이상을 살펴보면, 장애아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이 높을 때 자녀의 양육 및 대처의

어려움에서 스트레스를 적게 받으며 심리적 손상이 적어짐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장애아 어머니의 자녀 양육 행동에 있어서 효능감을 높이고 긍정적 정서를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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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 위하여서는 자아존중감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다. 양육효능감

장애아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양육효능감

(Parental Efficacy)을 들 수 있다. 양육효능감은 자녀 양육이라는 과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부모 자신의 믿음이다(Bandura, 1986). 신숙재(1997)는

양육효능감에 대하여 자녀를 잘 양육하고 훈육하며 자녀와 문제가 생겨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부모 자신의 능력에 대한 지각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양육효

능감은 어머니의 양육 행동에 대한 개인적인 차이를 설명해 주는 의미 있는 요인이

다. 부모의 양육효능감은 아동의 심리적인 적응과 관련이 있으며 양육효능감을 높게

지각하는 부모들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높은 능력을 보이게 된다(Dorsey, Klein,

Foorehand, & Family Health Project Research Group 1999).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자녀(비장애자녀)를 양육하는 행동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여러

연구에 의하면, 부모의 양육효능감은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문혁준, 1999; 안지영, 2002; 이진숙, 한지현, 2004). 안지영과 박성연

(2002)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양육효능감이 높은 어머니는 자녀의 인지능력, 신체 발

달, 사회정서 발달에 관련된 양육 행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자녀의 자율성을

격려하는 행동을 하였다. 그리고 자녀에게 통제적인 양육 행동을 덜 하였다. 또한 양

육효능감을 높게 지각하는 어머니는 바람직한 양육 행동을 보이고, 자녀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그리고 양육 시, 상황에 따라 보다 적절하고 융통성 있는 행동을 하

며, 일관된 양육과 긍정적인 행동을 더 많이 하였다(문혁준, 1999; 안지영2001; 우희

정, 1993; 이미숙, 2001; 임한나, 2017).

부모의 양육효능감은 부모와 자녀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며, 자녀의 발달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부모와 장애 자녀 관계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

다. 장애아 부모의 양육효능감에 대해 연구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장애아 부모의 양육

효능감은 장애아를 대하는 행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서민정, 장은진, 정철

호, 최상용, 2003; 손유니, 2001; Maniadaki, Sonuga-Barke, Kakouros, & Karabe,

2005; 전해인, 2006; 재인용). 발달 장애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어머니의 적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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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에서도 영향을 미친다. 높은 양육효능감은 불안의 취약성을 줄여주고 죄책감을

덜 느낀다고 하였다(Kuhn & Carter, 2006; Olilff & Aboud, 1991). 한편, 많은 선행연

구에서 발달 장애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발달 장애아 어머

니의 낮은 양육효능감은 장애를 가진 자녀 양육에 대한 도전을 피하게 되고 포기하

게도 한다(김지숙, 2016). 또한 발달 장애아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양육효능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미취학 장애아동 어머니와 비장애아

동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비교한 연구에서는 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손재익, 2010).

장애아 부모가 높은 양육효능감을 가졌을 때, 장애 자녀와의 애착을 증진 시키고

힘든 상황에서도 적절한 양육의 목표와 중재 전략을 설정하여 행동한다. 장애 자녀의

부적응 행동을 포함한 다양한 행동에 대해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믿음은 실제

적으로 부적응 행동을 다룰 때 중요하게 작용한다. 높은 양육효능감은 장애아의 발달

및 심리, 사회적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가족관계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Desjardin, 2003; 임한나, 2017 재인용). 따라서 본 프로그램에서는 양육

효능감을 효과적으로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3. 장애아 어머니를 위한 중재 프로그램

장애아 어머니는 양육과정에서 겪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과 자녀의 치료와 교

육의 어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사회적 소외와 고립 등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

한 장애아 어머니가 겪는 혼란과 갈등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부정적 영향을

주어 양육 효능감을 약화시키고 더 나아가 가족 전체의 정서적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장애아 어머니에게 효능감과 정서적 안정을 향상시키기 위해

서는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절실하다.

박지영(2020)은 장애아 어머니의 가족 지원에 관한 연구에서, 단순히 장애 가

족을 위한 혜택만을 지원하는 형태가 아닌 장애아 가족의 삶의 이해하고자 하는

사회적 인식 변화와 장애아 가족의 양육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서적 지원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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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연도)

주제 및

대상(회기)
내용 측정변수 시사점 한계점

김영한

김한영

(2020)

-심리운동 프

로그램

-중도장애아동

부모 16명

(12회기)

신체활동의 움직임

에 초점을 두면서

운동을 매개로 한

신체적인 움직임의

놀이

회복탄력성 - 심리운동 활동 중

재가 긍정적인 상

호작용과 회복탄

력성을 증가시킴

-단일 지역과 다양한

장애유형 부모가 아니

였다는 점.

-사례연구를 통한 심층

적 분석 요구

김은라

외

(2019)

-액션러닝기반

부모교육

-어머니 20명

(21회기)

가족탄력성 관련

사전강의, 문제 개

발, 문제 탐색, 문

제 명료화, 해결책

도출, 우선순위결

정, 실행계획 세우

기, 실행, 성찰

가족탄력성 -액션러닝 학습 방

법을 통해 역량, 탄

력성 등 심리적 요

인 강화시킴

-부모교육프로그램

만족도 높음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

대상자의 심층적인 의

견을 분석하지 못한

점.

박주효

김승환

(2018)

-수용전념

집단미술치료

-발달장애어머

니 11명(13회,

120분)

수용전념치료와 집

단미술치료 접목

심리적안녕

감

심리적유연

감

-수용전념 집단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부

정적인 감정 해소,

삶에 대한 긍정적

감정 회복 증가시킴

-지역적인 제안과 적은

표본

-다양한 대상자 연구

진행 필요

-추후검사를 통한 지속

적인 효과검증 필요

안은경

(2018)

-격려스트로크

집단프로그램

-발달장애부모

6명(8회, 120

분)

-핵심과정을 신념

체계, 조직유형, 의

사소통 과정으로

구성

-기존활용기술을

격려하기로 구성

가족레질리

언스

-장애부모가 함께

참여하여 가족 레질

리언스 향상시킴

-장애가족 특성을

이해하고 수용하여

가족에 대한 긍정적

인 스트로크 향상시

킴

-장애부모와 동일하게

비장애 형제에게도 연

구 필요

표 Ⅱ-1. 장애아 어머니를 위한 중재 프로그램 선행연구

좀 더 본질적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정다희(2017)의 장애아 부모에 관

한 선행연구 메타분석에서 장애아 부모는 자녀의 상담 및 재활, 교육뿐만 아니라

나아가 부모 및 가족의 심리적 지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였다. 이

는 부모의 상담 욕구 상승과 더불어 다양한 상담 기법의 개발과 접목의 영향으

로 보인다고 하였다.

장애아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관리와 긍정적 정서 향상에 효과가 있다고 입

증된 중재 프로그램을 선행연구에서 살펴보면 표 Ⅱ-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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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현

(2017)

-부모결연프로

그램

-장애아어머니

10명(5회, 120

분)

-장애와 가족의 이

해, 상담의 기초,

양육정보 제공, 지

역사회 정보 등으

로 구성됨

-사전교육은 관련

전문가 진행

양육스트레

스

양유효능감

-동질 집단으로부터

의 정서적·정보적

지원이 양육스트레

스 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양육효

능감이 증진시키는

데 효과적 지원방법

-연구대상자간의 동질

성를 높여야 한다는 필

요성

-지원을 제공한 어머니

변화 연구 필요

진영현

(2016)

-푸드아트테라

피 적용한 RT

부모교육

-발달장애어머

니 9명(8회,

150분)

-RT부모교육이론

을 통해 장애의 발

달적 특성 이해하

고 바람직한 양육

태도와 상호작용

촉진 전략 습득

자기효능감

상호작용

-자기효능감과 상호

작용에 효과적

-장애발견에 따른

심리적 충격, 양육

스트레스 완화에 효

과적

-8회기 단시간 실시로

인한 일반화 한계

-비디오촬영의 거부감

으로 통제집단 검사을

못함

-가족 구성원으로 확대

필요성

신인수

(2015)

-행복증진부모

교육

-발달장애어머

니 10명(12회

기, 120분)

-행복이론과 개인

성격강점 및 긍정

적 생활경험을 다

루고 낮아진 자존

감 회복을 위해 수

용과 공감으로 구

성

심리적안정

감

감사성향

-행복인식과 행복경

험을 통해 행복요인

을 도출하고 심리적

안정과 감사성향 향

상

-다양한 지역과 장애영

역 확대하여 연구

-질적연구 방법 중 합

의적 질적 분석을 사용

하여 주관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한계점

이옥등

(2014)

-장애아동부모

역량강화 프로

그램

-장애아어머니

15명(10회기,

120분)

-혼합연구(양적,질

적)

-어머니 자신이해,

자녀의 이해, 고유

성, 의사소통, 대처

능력 강화, 삶의 비

젼발견

자기효능감

가족효능감

사회적효능

감

어머니 자신

이해, 자녀

의 이해, 대

처능력 강

화, 삶의 질

향상

어머니의 자기 효능

감, 가족효능감, 사

회적 효능감을 향상

시킴

자기효능감, 가족효

능감, 사회적 효은

감을 위한 척도 개

발

-효능감 척도의 각 영

역별 하위요인분석 필

요 요망

-프로그램 운영시간 주

중 진행 고려, 자녀의

연령 및 장애유형의 다

양화를 고려한 운영이

요망됨

왕영선

(2013)

-발달자애아동

가족의 가족탄

력성 강화를

위한 인지행동

치료프로그램

-발 달장애아

어머니와 비장

애인형제 각20

명(12회기, 120

분)

자기 모니터링, 인

지적 재구성, 의사

소통 훈련, 문제해

결 훈련

자동적사고

역기능적태

도

심리적안녕

감

양육효능감

가족탄력성

-발달장애아동 어머

니와 비장애 형제,

각각 그 특성을 고

려한 인지행동프로

그램 개발

-발달장애아동 어머

니와 비장애형제의

가족관련 부적응사

고 및 신념의 변화

-어머니와 비장애 형제

가 동일한 시기에 함께

참여하여 프로그램 효

과성을 필요가 있음.

-프로그램 효과의 지속

과 유지에 대한 평가를

위해 추후검사가 필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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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청한

(2012)

-해결중심집단

상담

-발달장애아어

머니 23명(6회

기, 120분)

강점과 자원을 중

시하는 해결중심

단기 치료의 관점

에 기초로 진행됨

자존감

양육효능감

사회적문제

해결능력

-취학전 아동을 양

육하는 어머니의 문

제해결력 강화 목적

으로 개발

-부모효능감, 사회

적 문제해결능력의

하위요인인 긍정적

문제지향, 사회적문

제해결 향상됨

-변화의지가 있는 자발

적 참여자로 모든 대상

에게 확대 적용 한계

-6회기의 단기적 접근

및 어머니로만 구성된

접근으로 향후 가족 구

성원을 포함하는 포괄

적 프로그램 요망

-무선배정 필요성요구

조은미

천성문

이영순

(2011)

-지지적집단상

담

-발달장애아어

머니 8명(8회

기, 120분)

자기노출, 집단원간

의 유사성·공통성

확인 및 경험 공유,

가족관계 문제해결

방안 모색, 긍정적

사고와 경험 공유,

장애자녀의 장점발

견, 미래계획설계

내용으로 구성됨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

심리적안녕

감

사회적지지, 양육효

능감, 심리적 안녕

감 향상시키는데 효

과적

-지지적 집단상담의 어

떤 요인들이 심리적 아

녕감의 하위요인들과

관련되는지에 대한 과

학적 결과 도출 요망

-효과성 지속을 위한

집단원 후속모임 필요

정진혜

(2008)

-집단미술치료

-발달장애아어

머니 5명(12회

기, 90분)

자기표출과 자아인

식을 통한 통찰의

계기,

부모효능감

양육스트레

스

자아개념

부모효능감 향상과

양육스트레스 감소,

긍정적인 자아개념

을 습득하는데 효과

적

-짧은 회기로 인하여

깊은 부정적 감정 변화

의 어려움

-연구자 직접 참여로

인한 주관적 해석 가능

성

-가족체계적 관점에서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 요망

최인경

(2008)

-양육행동변화

를 교육프로그

램

-발달장애아어

머니 10명(12

회기, 120분)

-발달놀이치료, 인

지-행동치료, 자기

성장 모델 내용 포

함하여 구성

-정보와 지식요인

아동 부적응 행동

이해와 대처방법,

훈육, 학습지도, 의

사소통

-가족지원: 지원사

업정보, 부모 형제

역할 습득, 여가시

간 활용

양육행동

양육스트레

스

양육효능감

자아존중감

우울

영유아기 발달 장애

아동 어머니의 양육

행동의 직접적인 변

화를 도모하고 여러

관련 변인을 포괄적

으로 접근하기 위해

다양한 기법을 활용

하는 통합적 방법을

활용하여 양육의 질

을 높임

-자폐뿐 아니라 정신지

체 등 다양한 유형별

부모요구를 파악하여

부모 교육프로그램을

제공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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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금섭

송미화

(2007)

-가족기능강화

부모교육

-자폐성 장애

유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자폐성장애아

어머니 3명(11

회기, 150분)

-가족중심 모델을

근거로 가족기능강

화프로그램

-강의와 토론형태

-건강한 부부관계

와 화목한 가족관

계, 부정적 정서완

화, 의사소통증진,

욕구해결 모색으로

구성

가족기능의

응집성

결혼만족도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가족기능 강화 프로

그램 개발하여 양

적, 질적 분석을 병

행함

-유아가 아닌 다른 연

령의 자녀를 둔 부모

연구 요망

-많은 참여자를 대상으

로 적용하고 효과를 살

피는 것이 필요함

설진화

(2005)

- 역 량강화를

위한 부모교육

-정신지체장애

부모 10명(9회

기, 180분)

-장애가족지원, 장

애아 학습, 생화지

도교육, 부모스트레

스 대처교육, 장애

아 직업, 복지에 관

한 교육 등으로 구

성

자기효능감

대처능력

스트레스

-장애아 부모들의

욕구와 강점에 기초

하여 부모역량을 강

화,

-사회복지사의 주도

하에 다학제적 팀

접근이 이루어졌으

며 동료집단의 상호

지지와 상호작용을

적극 지지

-역량강화의 하위요인

을 제한하여 효과 분석

함. 나머지 요소 검증

필요

-부부가 동시에 부모교

육 참여 요망

-효과 지속성에 대한

검증 요구

손유니

(2002)

- 능 력강화를

위한 가족지원

프그램

-정신지체장애

부모 10명(9회

기, 180분)

- 적극적인 대처행

동, 스트레스 조

절, 긍정적 의미

찾기, 가족 강점

강화, 배우자의지

지, 정보제공 등

으로 구성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대처능력

-가족의 요구를 사

정하고 요구를 기초

로 하여 가족의 강

점을 찾아 부모의

자기효능감과 대처

능력을 강화하는 프

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

-효과 분석을 위해 양

적 측정뿐만 아니라 질

적 분석을 함께 실시함

으로써 집단의 변화과

정이나 성원들 간의 지

지 유형을 알아보는 것

이 필요함

장애아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긍정적 정서 향상에 효과가 있다고 근거가 입

증된 중재 프로그램은 다양한 이론을 접목하여 연구되었다. 프로그램의 다양한

이론을 살펴보면, 미술치료(김명준, 2008; 김은화 외, 2015; 박주효, 김승환, 2018;

정진혜, 2008; 윤혜경, 2015), 역량 강화(김은라 외, 2019; 설진화, 2005; 손유니,

2001; 이금섭, 송미화, 2007; 이옥등, 2014), 인지행동치료(곽경화, 정현희, 2010;

왕영선, 2013), 해결중심(유청한, 2012; 황은, 이현주, 2003), 심리운동(김영한, 김

한영, 2020), 로고테라피(박국향, 2020), 수용전념치료(박주효, 김승환, 2018), 푸드

아트테라피(양수현, 2017), 행복증진(신인수, 2015), 양육 교육(최인경, 2008), 음악

치료(이시아, 2016) 등 꾸준히 연구되어 오고 있다.

발달 장애아 부모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에 대하여 메타 분석한 연구 결과

(정다희, 2017)에 따르면, 장애아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받은 부정적 정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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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인 부담감,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의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이와

더불어 장애 자녀를 둔 부모로서가 아니라 한 개인으로서 자신의 심리적 건강을

지원하는 상담체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양미란(2021)은 발달 장애아 어머

니의 삶의 질 구조모형 연구에서 어머니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스트

레스를 완화 시키고, 양육효능감과 자조 행동을 증진 시킬 수 있는 전략이 필요

하다고 하였다.

장애아 어머니를 위한 연구들의 프로그램 구성을 살펴보면, 장애에 대한 이해

와 부적응 행동에 대한 대처, 의사소통, 정보제공 등의 교육으로 구성되었다. 물

론 프로그램 내용 중에는 정서적인 접근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장애아 어머니의

강점을 인식하고 긍정적 사고를 이끌어내기 위한 접근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선행연구자의 제언처럼 장애 자녀를 둔 부모로서만이 아니라 어머니

한 개인으로서의 심리적 건강을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이성희, 전길양, 2004;

정다희, 2017). 어머니 자신의 고유한 가치를 발견하고 삶의 긍정성을 발견하여

직접적인 성장을 다루는 개입이 필요하다. 특히 장애아 어머니는 자녀의 장애로

인한 삶의 고통에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때 자책과 무능력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삶의 덧없음에서 책임 있는 행동을 취할 동기를 발견할 수 있

다. 이러한 동기의 발견은 인간적 성취와 완성으로 바꿀 수 있고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변화를 끌어낼 수 있다. 따라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는 데 도움을

주는 로고테라피 집단 상담연구가 장애아 어머니에게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4. 로고테라피 기반 집단상담 프로그램 

가. 로고테라피의 인간 이해

로고테라피(Logotherapy)는 오스트리아 정신과 인사인 Vicktor E. Frankl에 의

해 체계화된 상담이론이다. 로고테라피에서 로고스(logos)란 그리스어로 의미

(meaning)와 영(spirit)인데 여기서 말하는 영은 종교적인 의미에서의 영혼이 아

니라 인간으로 실존(實存)한다는 의미와 함께 인간 존재의 인간다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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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신적인 정신이나 지혜, 이성, 의미 등을 뜻하고 국내에서는 의미치료로

해석되었다. 로고테라피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과 아들러의 개인심리학에 이어

빈의 3대 심리치료라고 불리며, 인간이 지닌 정신적 차원의 의미나 가치는 인간

에서 있어서 본질적 차원임을 강조함으로써, 기존의 정신분석과 개인 심리학적

심리치료와 차별성을 두었다.

로고테라피의 인간관은 기본적으로 실존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가장 핵심적으로 인간은 최악의 조건에서도 영적인 자유와 존엄성을 유

지하는 능력을 가진다는 영적 차원에 대해 강조한다. Frankl은 나치의 수용소 경

험을 통해 인간이 신체적 및 심리적 특성과는 별개로 영적인 자유에 대한 갈망

이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빼앗길 수 없으면 이러한 영적차원의 자유가 인

생을 의미있고 가치 있게 만든다고 주장하였다(한재희, 남지연, 2020). 로고테라

피에서 강조하는 실존적 관점에서의 인간에 대한 핵심적 특성을 분류해 보면 영

성적 존재, 자유적 존재, 책임적 존재, 자기초월적 존재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영성적 존재이다. Frankl의 영적 차원은 종교적 특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안에 존재하는 정신을 뜻하는 것으로 인간에게만 있는 고유한 현상

들의 차원이자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이다. Frankl은 인간 실재를 가장 뚜렷하

게 대표할 수 있는 현상을 의미추구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인간이 된다는 것은

정신분석에 강조하는 충동적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 각자가 원하는 존재

가 되기로 선택한 것이다. 영성적 존재로서 인간이 된다는 것은 책임있는 존재,

즉 자신의 실존에 대해 책임을 지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자유적 존재이다. 인간은 자유를 지닌 존재이며 모든 상태로부터의 자유

가 아니라 특정한 상태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 즉,

인간의 자유는 어떤 상황에서의 해방이 아니라 태도를 취하는 자유로서 책임이

나 양심적 존재로서의 자유를 의미한다. 로고테라피에서는 인간을 생물적 본능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실존적 차원, 즉 인간의 자유의지와 의미를 추구하며 인간답

게 살아가고자 하는 욕구에 대해 주목한다.

셋째, 책임적 존재이다. 인간은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만드는가에 대한 책임이

스스로에게 있음을 의미한다. 자유와 더불어 책임성은 ‘내가 삶에서 무엇을 기대

하고 있느냐?’로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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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질문을 받는 것이다. 각 개인은 삶에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에

답하고, 삶에 책임을 져야 하는 존재인 것이다. 인간은 허무성의 충동과 압력으

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질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실존

적 존재가 되는 것이다(한재희, 남지연, 2020).

넷째, 자기초월적 존재이다. 초월이란 나를 넘어서거나 올라가는 의미를 지니

고 있다. Frankl의 자기초월은 인간으로서 존재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실

존은 자아성찰이나 자아실현에 머무르는 자신에게 있지 않고 오히려 어떤 의미

있는 일을 실행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음으로서 완성되는 자기초월적인

삶을 사는 존재임을 강조한다. 자기초월과 관련하여 Frankl이 제시하는 또 다른

특징은 자기 성찰을 위한 가능성으로서의 자기초월이다. 이때 자기 초월은 인간

이 자신과 거리를 둘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자신에 대해 객관화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자신에 맞서 대항할 수도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자신

을 거부할 수도 있는 정신의 저항 능력을 말한다(한재희, 남지연, 2020). 따라서

인간은 이러한 자기초월의 특징을 통해 개인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나. 로고테라피의 주요 개념

Frankl의 로고테라피는 가장 기본적으로 의미에의 의지, 의지의 자유, 그리고

삶의 의미라는 기본 개념을 바탕에 두고 있다. 또한 삶의 의미와 관련하여 창조

적 가치, 경험적 가치, 태도적 가치라는 가치구조를 통해 삶의 의미를 발견하도

록 한다. 이와 더불어 인간의 삶에 있어서 한계 현상이라 할 수 있는 고통과 죽

음, 그리고 죄에 대한 의미 역시 의미치료에서는 중요한 개념이다. 이러한 의미

치료의 개념들은 인간만이 지니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며, 인간으로 자기 초월의

능력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들이다(한재희, 남지연, 2020).

1) 의미에의 의지

Frankl은 인간이 불행함 속에서도 가치를 발견하고 의미를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이를 통해 그는 인간이 지닌 본능적 욕구보다도 삶의 의미 추

구를 향한 인간 행동이 삶의 근원적 동기라고 주장하며 의미에의 의지(will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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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ing)로 설명하였다. 이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에서 중심으로 하는 쾌락의

원칙(pleasure principle)과 아들러의 개인심리학에서 강조하는 권력에의 의지

(will to power)와 대조되는 것이다(김미라, 2021b).

의미에의 의지란 가능한 최선을 다해 인간존재의 의미를 완수하고 자신의 삶

의 가치를 실현하고 하는 인간의 노력을 뜻한다. Frankl은 전쟁포로 수용소와 나

치 수용소에서의 실험은 “살아야 할 ‘왜’(이유)를 아는 사람은 삶의 어떤 상황

‘어떻게(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다”는 철학자 니체의 말을 확인시켜주었다. 그리

고 니체의 ‘왜(이유)’는 어떤 상황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뿐인 삶의

고유한 과제, 그리고 모든 인간의 삶은 존재적으로 유일하고 본질적으로 고유하

다는 유일성과 고유성을 포함한다는 것을 확인시켰다(김미라, 2021b). 우리 모두

는 각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있고, 각자 자신만의 유일한 삶의 의미를 가

지고 있다. 어떤 선택을 했을 때 그 선택이 내 삶의 유일한 의미에 부합한다면

우리는 비로소 내면의 진정한 기쁨을 느끼게 된다. 의미를 추구하고자 하는 의지

는 인간만의 고유한 본성이기에, 인간이라면 누구나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한다. 하루를 살더라도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이

다(김미라, 2021b).

2) 의지의 자유

의지의 자유(freedom of will)는 로고테라피의 주요 원칙에서 인간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환경적인 어떤 한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택할 수 있는 ‘의지

의 자유’를 가진 존재라는 것이다(김미라, 2021b). 인간은 신체적, 심리적, 환경적

인 조건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하지만 자신의 이러한 조건들에 대한 한계를

수용하며 극복하기 위해 스스로 결정하며 자유롭게 맞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자기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찾을 자유를 갖고 있고, 고

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태도와 의미를 취할 것인지 선택할 자유가 있다.

인간이 살면서 고난과 역경이라는 한계나 통제 불능의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지

만 그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 역경을 마주하고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것

또한 인간에게 있는 ‘의지의 자유’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한재희, 남지연,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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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인들은 무가치와 무의미, 공허감과 허무감으로 힘들어한다. 로고테라피에

서는 이러한 상태를 실존적 공허라 부른다. 현대를 살아가는데 가장 큰 고통은

삶에 대한 목표를 상실하고 권태감을 느끼며,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에 대한 의미와 목적이 결핍되었기 때문이다(강윤영, 2008). 그러나 인간은 최악

의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태도를 바

꿀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인식은 우리를 동물과는 다른 진정한

인간이게 해 준다. 우리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선택해 왔

다.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에는 항상 책임이 따른다.

그러나 이때 따르는 책임은 우리를 억압하거나 억누르지 않는다. 모든 것이 결

국 나의 선택이면 결정이었다는 인식은 우리 자신이 우리 삶의 주인으로서 진정

자유롭고 책임 있는 선택을 할 용기를 준다. 그리고 자유롭고 책임있는 선택이야

말고 의미있는 삶, 나아가 본질적으로 인간을 진정 인간이게 하는 인간 존재와

실존의 핵심이다(김미라, 2021b). Frankl은 진정한 자유란 어떤 것에서 해방되거

나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대상을 향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진

정한 자유는 책임 있는 선택이며, 무언가 혹은 누군가를 향하는 것이라고 하였

다. 실제로 인간은 의미를 추구하는 데 있어 양심을 통해 인도 받는다. 양심은

어떤 상황에서 의미를 찾아내는 인간의 직관적인 능력이며 가치를 창조하는 원

천이다.

이러한 Frankl의 인간 책임성에 대한 강조는 범결정주의의 극복이라 할 수 있

다. 인간은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조건들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

으면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지배되는 심리적 기계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스스로

결단하는 주체인 것이다. 따라서 자기 초월과 책임있는 행위에 의해서 단순한 생

물적, 심리적 평면을 떠나 인간의 고유한 영역, 즉 정신적 차원으로 들어간다(한

재희, 남지연, 2020).

3) 삶의 의미

Frankl은 인간에 대하여, 다른 어떤 욕구나 동기보다도 가치 있고 가장 기본적

인 동기를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정신적인 욕구로 보았다(Cooper, 2014; Frank,

2017). 인간은 누구나 식욕이나 수면욕, 성욕 등 신체적 욕구뿐만 아니라 즐거움



- 29 -

이나 타인과의 친밀감, 또는 권력이나 명예를 추구하는 심리적 욕구 역시 인간에

게 매우 중요한 것으로 삶의 동기를 제공한다. 그러나 Frankl은 인생의 충만함과

만족을 위해 진정으로 노력해야 하는 기본 동기를 삶의 의미를 가지려는 태도라

고 주장하였다. 삶의 의미는 사람마다 다르고 인생의 과정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

에 삶의 의미에 대해 쉽게 답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각 개인은 다른 사람으로 대

체될 수 없으며, 삶 또한 반복될 수 없기 떄문에 각자의 과제는 그것을 수행하는

사람의 특수함만큼이나 독특하고 오직 자신만이 성취할 수 있는 대체 불가능의

특성을 지닌다(한재희, 2019). Frankl은 삶의 의미에 있어서 보편적인 의미라는

것은 없으며 오로지 개별적인 상황이 지닌 유일한 의미만이 존재함을 강조하였

다.

개인에게 있어서 진정한 삶의 의미가 발견되려면 책임과 자기초월이라는 핵심

요소가 필요하다. 자신이 스스로에 대한 진실함과 자유를 지닌 존재가 되기를 원

하고, 본연의 자신으로서 유일한 존재가 되기를 원할 때 선택은 무책임하게 이루

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책임은 자기중심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이를 초월할

것을 요구한다(한재희, 남지연, 2020). 삶의 의미라는 개념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인간은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이며 의미를 강하게 추구하는 사람일수록 건전하며,

의미 추구가 중단되거나 좌절되면 삶은 병들게 되고 심리적인 문제를 표출하게

된다. 의미나 사명은 사람마다 시기마다 각각 독특하기 때문에 인간이 추구해야

하는 삶의 의미는 일반적인 삶의 의미가 아니라 주어진 그 순간에 그 사람이 실

현되어야 하는 것이며 답을 찾기 위한 질문을 자기 스스로 던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답은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

하다. 결국 이것이 로고테라피가 인간존재의 본질을 책임으로 보고 있는 이유이

기도 하다(한재희, 남지연, 2020).

로고테라피에서는 어떤 치료자도 의미를 ‘처방(prescribe)’해서는 안 된다. 의미

는 처방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describe)’하는 것이다. 로고테라피 치료자가 의미

를 기술한다는 말은 말 그대로 인간이 인간으로서 존재하는 그대로를 어떤 해석

없이 순수하게 기술한다는 뜻이다. 이와 같이 의미와 가치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

키는 과정에서 결국 삶은 마지막 순간까지 절대 멈추지 않고 의미가 있다는 것

을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다(김미라, 202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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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삶의 의미 발견의 가치구조

1) 창조적 가치

로고테라피에서 삶의 의미에 세 가지 방식으로 발견할 수 있다고 하였다. 먼저

우리는 세상에 주는 것(창조적인 일)을 통해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창조적 가

치를 통한 의미 발견이란 세상에 내가 무언가를 줌으로써, 즉 뭔가를 행함

(doing)써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다. 창조적 가치란 어떤 일을 통해서 의미를 발

견하는 것인데. 이때 그 일은 전문적이고 대단한 어떤 일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

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어떤 형태로든 세상에 무언가를 주고 있

다. 그것을 인지하느냐 못하느냐, 거기에서 의미를 찾느냐 못 찾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김미라, 2021b).

2) 경험적 가치

Frankl은 경험적 가치에 대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받은 것을 통해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하며 이를 경험적 가치라고 정의하였다. 즉 경험적 가치란

자신이 직접 창조해 내지는 않았지만, 타인이 창조해 놓은 것을 경험함으로써 느

끼는 가치를 말한다. 이러한 경험은 사람들과의 진정한 만남을 통해 실현되며,

사람에게 감동을 자연, 나무, 풀, 하늘 등 자연과의 만남, 예술작품과의 만남, 영

화 속 어떤 인물과의 만남, 신과의 만남, 세상의 진, 선, 미와의 만남, 이러한 참

만남을 통해 우리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얼마든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김미라, 2021b). 경험적 가치는 또한 상대와의 사랑의 경험을 통해 또 다른 방식

으로 실현된다. 인간은 사랑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가장 깊은 내면을 파악할 수

있고 사랑 속에서 자신의 독특한 본질을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경험적 가치는

자연과 문화를 체험할 때 성취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가능해진다.

이것은 Frankl이 강조하던 사랑의 의미와도 일맥상통한다(한재희, 남지연, 2020).

3) 태도적 가치

삶의 의미를 발견을 위한 태도적 가치는 삶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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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로고테라피에서는 삶의 3대 비극, 즉 고통, 죄책감, 죽음(인간이라면 누구

도 피할 수 없는 것이기에 비극이라고 하였다)에 대해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

느냐 하는 태도적 가치를 통해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하였다. Frankl은

창조적 가치나 경험적 가치를 통해 삶의 의미를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

간은 언제나 태도를 통해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창조적 가치

나 경험적 가치보다 태도적 가치를 통해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

라고 말하면서, 태도적 가치를 통한 의미의 발견을 다른 두 가지보다 더 우위에

두었다(김미라, 2021b).

라. 로고테라피 기반 선행연구

로고테라피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여러 연구를 통해서 그 효과가 입증되었다.

먼저 해외 연구를 살펴보면, 지적장애 아동의 어머니 대상으로 8회기 로고테라피

집단상담을 실시하였다. 실험집단은 타인과의 관계, 자율성, 개인적 성장 및 환경

숙달 등 심리적 웰빙이 향상되었다(Fraramarzi & Bavali, 2017). Siadat와

Gholami(2019)는 로고테라피 집단상담을 약물 중독 대상자 18명에게 10회기로

실시하였다. 결과는 탄력성이 증가되었고, 참자아, 개인의 가치 선택과 삶의 의미

발견이 증가되었다(박국향, 2020 재인용).

국내 연구에서도 로고테라피를 기반으로 한 집단상담이 개발 및 적용되고 있

으며 다양한 대상자에 실시되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우울 감소와

자아통합감,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증진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찬

희, 2018; 도지화, 2019; 신선우, 2011; 심정자, 2015).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서 삶의 목적, 심리안정감, 자아존중감, 결혼만족도, 극복력 정도, 삶의 질, 우울,

양육 스트레스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구본진, 2007; 김미남, 2010; 김태

호, 2004). 그리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삶의 목적, 책임감 증진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으로 로고테라피를 기반으로 한 중재 프로그

램을 표 Ⅱ-2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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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연도)

주제 및

대상(회기)
중재방법 측정변수 시사점 한계점

박국향

(2020)

-로고테라피 기

반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발달장애아동

부모 10명(8

획)

교육

발표

지지

삶의 의미

우울,

양육스트레스

삶의 의미 증진

우울, 양육스트레스에

저하에 효과

- 질적 연구 수행 필

요

임영숙

(2019)

-집단미술활동

을 적용한 프로

그램 개발 및

효과

-학령기 후기

(4-6학년) 아

동 대상(실험

군37명, 통제군

33명, 12회기)

미술활동

발표

지지

자아정체감

삶의 의미

학업스트레스

스트레스증상

-집단미술활동을 적용

한 의미요법 기반 프

로그램은 삶의 의미를

높이고 학업 스트레스

와 스트레스 증상을

감소시킴으로써 자아

정체감 증진에 효과가

있음을 보여줌

-사후 및 추후(3주

후) 효과 평가가 이루

어졌으나, 프로그램의

장기적인 효과(3개월,

6개월 후)는 검증되지

못함.

도지화

(2019)

의미치료 기반

노인집단미술치

료 프로그램 개

발

-노인복지관 65

세 이상 노인(실

험군10명, 통제

군11명, 12회기)

교육

이야기

발표하기

면담

지지

삶의 의미

삶의 만족

-삶의 의미와 삶의 만

족 유의미한 결과

-노인을 대상으로 의미

치료기반 프로그램이

효과적인 프로그램임

을 검증

-향후 노인들의 특성

을 고려한 다양한 형

태의 매체와 대상자

의 수준을 고려한 표

현기법 개발 필요성

김찬희

(2018)

우울증상을 가

진 지역사회 노

인을 위한 집단

의미치료 프로

그램의 효과

-우울증상을 가

진 노인(실험

군23명, 대조군

21명, 8회기)

교육

이야기

면담

영상관람

지지

우울

불안

자아존중감

삶의 의미

삶의 질

-삶의 의미, 우울, 자아

존중감, 삶의 질에 대

해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임

-불안에 대해서는 유의

한 차이를 보이지 않

음

-프로그램 종료 후 추

후조사 미실시(프로

그램 효과의 지속성

확인 필요)

심정자

(2015)

노인의 자아통

합감 증진을 위

한 의미치료 프

로그램 개발

-60세 이상 노

인(실험군12명,

통제군15명, 8

회기)

교육

이야기

명상

발표

면담

지지

자아통합감

자아존중감

우울

죽음불안,

자기효능감

-자아통합감, 자아존중

감, 우울, 자기효능감

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임

-죽음불안 척도에서는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음

-개발된 의미치료 프

로그램이 죽음불안을

감소시키는 일시적인

효과는 있으나 그 효

과가 지속되지 않는

다고 할 수 있음. 향

후 죽음불안 감소의

효과를 지속시킬 수

있는지 후속연구가

필요.

표 Ⅱ-2. 로고테라피를 적용한 국내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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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우

(2011)

의미요법 이론

적 관점에서의

노년기의 의미

찾기

-65세 이상 노

인(8∼10명, 8

회기)

교육

이야기

영화감상

면담

지지

삶의 의미
- 삶의 의미 유의한

차이를 보임

-사전, 사후, 추후 조

사실시에 따른 분석

을 수록하지 않음(프

로그램 개발 및 소개

에 그치고 있음)

김미남

(2010)

기 러 기 엄 마 의

안정감 향상을

위한 의미요법

프로그램 연구

-기러기엄마12

명(8회기)

교육

이야기

면담

영화감상

지지

심리안정감

자아존중감

삶의 목적

결혼만족도

-심층면접을 통해 면접

대상자의 심리적 고충

을 파악하고 삶의 의

미를 찾는 프로그램을

제시

-단순 설문조사에 국

한한 조사가 이루어

짐

-실험군과 대조군, 사

전과 사후 비교 연구

가 이루어지지 않음

구본진

(2007)

의미요법에 기

반한 집단상담

프로그램극복력

증진 프로그램

의 개발 및 효

과

-부인암 여성 4

인(5회기)

교육

이야기

발표하기

면담

지지

극복력 정도

삶의 목적

희망

심리사회적고통

신체적 증상

삶의 질

- 극복력 증진, 삶의 의

미, 희망정도, 심리사

회적 고통, 신체적 증

상,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

-짧은 입원기간동안

진행된 극복력증진프

로그램의 한계 존재

-극복력의 경우 가족

지지에 의해서 영향

을 받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으나, 임상에

불포함

김태호

(2004)

의미치료 집단

프로그램

-학령기 자녀를

둔 주부(실험

군10명, 통제군

10명, 8회기)

교육

이야기

발표하기

면담

지지

인생목적

자아존중감

결혼만족도

-자아존중감, 인생목적

검사, 결혼만족도 상

승 효과가 나타남

-결혼만족도 중 남편에

대한 만족도, 결혼자

체에 대한 만족도, 남

편과의 대화의 항목에

서는 의미 있는 상승

-의미치료와 결혼만족

도의 상관관계를 직

접적으로 연구한 사

전연구가 확인된 바

없음

-프로그램 종료 후 추

후조사 미실시(프로

그램 효과의 지속성

확인 필요)

정순이

(2003)

의미요법 집단

상담

-공업고등학교

결손가정학생

(실험군8명, 통

제군8명, 8회

기)

교육

이야기

발표

면담

지지

삶의 목적수준

책임감

-실존적 공허 상태에

있는 고등학생의 삶의

목적과 책임감을 향상

시키는 의미요법 집단

상담의 효과를 검증

-삶의 목적수준 검사

중 첫째부분만을 활

용

-프로그램 종료 후 추

후조사 미실시(프로

그램 효과의 지속성

확인 필요)

표 Ⅱ-2와 같이 다양한 대상자에게 로고테라피에 기반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적용되어 그 효과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장애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로고테라피를

적용한 연구는 박국향(2020) 이외에는 드물었다. 선행연구의 프로그램 구성을 살

펴보면, 로고테라피의 중심기법 중 삶의 의미 발견을 위한 세 가지 가치를 구성

하고 있으나 선택과 책임에 대한 내용, 자기 초월과 죽음이 구성되지 않은 연구

도 확인되었다. 그리고 선행연구들의 프로그램 효과 검증 방법을 살펴보면,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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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 사전, 사후, 추후 검사 모두 실시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또한 양적 연구

를 주로 사용하고 있어, 양적 연구의 신뢰도를 보완하기 위한 질적 연구의 필요

성을 제기할 수 있다. 이에 장애아 어머니를 위한 로고테라피 기반 집단상담 프

로그램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며, 삶의 의미, 자아존중감, 양육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양적 연구 및 질적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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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장애아 어머니를 위한 로고테라피 기반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이 장에서는 장애아 어머니를 위한 로고테라피 기반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에 대

해 개발 절차 및 내용 구성에 대해 기술하고자 하며, 본 장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장애아 어머니를 위한 로고테라피 기반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절차 및 내용은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1. 프로그램 개발 모형

가. 프로그램 개발의 의미

프로그램이란 ‘하나의 목적 달성을 위한 여러 활동의 집합체’라고 정의한다

(Rapp & Poetner, 1992). 다시 말하면, 계획된 일련의 활동과 순서를 통해 긍극

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프로그램에는 목적 및

목표, 내용 및 활동 구성의 원리, 구체적 내용 및 활동이 존재한다.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목적에 적합한 계획 수립과 체계적인 조직 편

성이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프로그램의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목

적과 관련한 계획에 구체적으로 조직화하는 과정을 거치며, 이를 통하여 통합적

이고 구체적으로 교육 내용, 교육 방법, 교육 활동, 교육 매체 등의 내용을 일목

요연하게 제시해 주는 일련의 활동 계획, 지침 및 수행평가를 포괄하는 총제이

다. 결국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것은 목적이나 목표를 적절하게 설정하고,

체계적인 내용 및 활동구성의 원리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 및 활동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김창대 외, 2011).

나. 프로그램 개발 모형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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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개발모형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 중에 단계적으로 진행해 나가

야 할 절차를 단계적으로 제시해 주는 개념 틀을 의미한다(김진화, 정지웅, 2000;

김창대 외, 2011 재인용). 상담 및 심리교육 프로그램은 교과과정과 달리 그 적용

범위가 목적과 유형, 이론적 접근, 대상 집단, 제반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광

범위하고 창의적인 활동이기에 일률적인 개발과정을 제시하기가 어렵다(이숙영,

2003). 하지만 지금까지 제시된 개발 모형 중 비교적 체계적으로 제시된 상담 및

심리교육 프로그램 개발 절차 모형(변창진, 1994; 박인우, 1995; Sussman, 2001)

을 살펴보고 표 Ⅲ-1에 제시하였다.

표 Ⅲ-1. 프로그램 개발 모형 선행연구

단계 변창진(1994) 박인우(1995) Sussman(2001) 김창대(2011)

-교육과정 개발모형

이나 수업설계를 기

초함

-9단계 구성

-교육공학에서 사용

되는 체계적인 개발

방식을 도입해야 한

다고 주장

-6단계 구성

-이론적인 기반과

체계적인 평가절차

를 중시

-6단계로 구성

-변창진(1994), 박인

우(1995), Sussman

(2001) 모형의 장

점을 통합

-4단계로 구성

1단계 요구 사정 조사 문헌연구 목표수립

2단계 계획 수립 분석 활동의 수집 프로그램 구성

3단계 목표 선정 설계 활동의 선정 예비연구

4단계 내용 선정 구안
선정된 활동의

즉시적 효과연구

프로그램 실시

및 개선

5단계 내용 구성 실시
프로그램의 제작

및 예비연구

6단계 도구 작성 총괄평가
프로그램의

장기적 효과연구

7단계 전략 선정

8단계 평가

9단계 관리

먼저 변창진(1994)의 프로그램 개발모형을 살펴보면, 1단계는 요구사정이다.

이는 프로그램 개발 전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한지 확인하는 과정이다. 2단계는

계획수립이다.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청사진이나 설계도를 작성하여 프로그램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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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계획을 세우는 과정이다. 3단계는 목표선정이다. 프로그램 계획단계에서 확정

된 목적에 기초하여 프로그램 참여자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작업절차다.

4단계는 내용선정이다. 구체적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 활

동을 선정하는 과정이다. 5단계는 내용구성이다. 목표를 달성을 위한 선정된 내

용을 조직하는 단계이다. 6단계는 도구작성이다. 프로그램 목표와 내용을 바탕으

로 프로그램 운영에서 사용할 도구 및 자료를 검토하는 단계이다. 7단계는 전략

선정이다. 프로그램 활동의 전개 전략 및 프로그램 형상화 전략을 검토하고 결정

하는 단계이다. 8단계는 평가 단계로, 새로 만든 프로그램의 가치와 유용성을 확

인하는 절차이다. 변창진(1994)의 모형은 프로그램 실시 대상의 요구를 실증적인

자료를 통해 파악하도록 하는 단계를 중요한 개발단계로 고려하고 있다. 그리고

개발 절차의 객관성과 엄격성, 효과 검증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나 이론

적 모형의 체계성은 크게 강조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개발과정에서의 내용 및

절차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 및 피드백에 대해서는 순환적인 과정을 사용하기보

다는 순차적이고 단계적인 과정으로 평가 및 피드백 과정을 보고하고 있다(김창

대 외, 2011).

박인우(1995)는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보다 과학적인 절차에 의해 개발되려면

교육공학에서 사용되는 체계적인 개발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개발

모형을 살펴보면, 1단계는 조사 단계이며, 문헌고찰과 요구조사가 있다. 2단계는

분석단계이며, 프로그램 목적과 목표의 분석, 회기별 목표 설정이 이루어진다. 3

단계는 설계 단계로, 분석한 구성요소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전략과

회기별 제시 방법을 결정한다. 회기별 프로그램의 내용은 문헌연구와 요구조사

결과를 분석해 결정한다. 그리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프로그램의 이론적 근거,

논리적 연결성, 하위 목표와 회기별 목표의 적절성, 현장 적용 가능성를 검토한

다. 4단계는 구안 단계로, 프로그램의 회기별 내용을 구성한다. 이를 위해 현장

전문가와 이론 전문가의 검증을 통해 수정, 보완한다. 5단계는 프로그램을 실시

한다. 6단계는 총괄평가 단계로 프로그램 효과에 대해 통계 검증 및 효과 분석을

실시한다. 박인우(1995)의 모형은 프로그램 실시 대상의 요구 파악을 주요 단계

로 고려하고 있고, 모형의 체계성, 개발방법의 객관성 및 엄격성, 효과 검증의 가

능성을 고려하고 있다. 개발과정의 순환성에 대하여서는 현장 전문가와 이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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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의 검증 단곌르 거치는 등 프로그램 개발 단계에서는 이를 고려하였으나, 실

시 단계에서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평가가 강조되지 않고 있다(김창대 외,

2011).

Sussman(2001)는 6단계로 ㅍ로그램 개발절차가 진행된다고 보고 하였다. 1단

계는 문헌 연구로 프로그램 효과를 나타내는 매개변인을 확인하고, 부적응 행동

의 원인에 대한 이론적 고찰, 통제하는 방법의 탐색이다. 2단계는 활동의 수집이

며, 목적을 위한 활동이나 방법을 수집하고 새로운 활동을 개발하는 것이다. 3단

계는 활동의 선정으로 효율적인 활동을 선정하고, 심층면접, 델파이 기법, 초점집

단 면접, 카드 분류, 설문지 등으로 지각된 효능 평가를 실시한다. 4단계는 선정

된 활동의 즉시적 효과를 연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단일 집단 연구, 유사실험

설계, 집단 간 비교 연구, 요소 연구 등이 있다. 5단계는 프로그램의 제작 및 예

비 연구이다. 이를 위해 프로그램 활동 및 요소의 구성, 예비연구를 통한 실험,

예비 연구 시 다양한 평가 실시하고 프로그램 수정(활동, 내용, 전략, 모형 등)을

한다. 6단계에서는 프로그램의 장기적 효과연구이다. 이를 위해 이전 연구의 개

별적 검토, 프로그램 내의 변인 간의 관련성을 가설적 개념화 후 검증, 변인 간

관련성에 대한 모형의 검증을 들 수 있다.

Sussman(2001)의 모형은 프로그램 대상의 요구 파악, 모형의 체계성, 개발방

법의 엄격성, 효과 검증 가능성에 대한 고려에 대하여 매우 세분되어 강조하고

있다. 또한 예비연구를 통해 운영과정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이를 프로그램 내

용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등 상당한 정도로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절차를 다 시행할 경우 상당한 시간, 인력, 비용, 시설 등의 투자와 자원이 필요

하다. 또한 프로그램의 실시 대상자를 프로그램 개발과정에 많이 투여하는 것은

상당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이숙영, 2003; 김창대 외, 2011; 재인용).

김창대 외(2011)는 변창진(1994), 박인우(1995), Sussman(2001)의 모형을 참조

하여 각 모형의 장점을 통합하고 단점을 보완하여 프로그램 개발 모형을 4단계

로 제시하였다(표 Ⅲ-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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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 김창대 외(2011)의 프로그램 개발모형

프로그램의 개발

프로그램

개발단계

단계1

목표수립

단계2

프로그램 구성

단계3

예비연구/장기적 효과제고 노력

단계4

프로그램 실시 

및 개선

↓ ↓ ↓ ↓

프로그램

개발의

하위단계

기획
내용에 대한

이론적 검토
예비 실행/수정

프로그램 모형 

재검토
프로그램 실시

↓ ↓ ↓ ↓ ↓

요구조사 활동의 수집 다양한 평가*

기존 연구분석

메타분석

매개변인 수정

다양한 평가*

↓ ↓ ↓ ↓

수정 계획안 

수립

지각된 효율성 

평가

↓

최종모형 구성
매개변인의 

계속적 수정

↓ ↓

↓

↓

프로그램 목적 

및 목표의 정립

(활동, 내용, 

전략의) 수정

(활동, 내용, 

전략의) 수정

↓ ↓

프로그램의 

이론적 모형 

설정

요소연구

(경험적 확인)

↓

프로그램 구성 (활동, 내용, 전략의) 수정

프로그램 개발 단계별 가능한 평가 내용
단계1 단계2 단계3 단계4

평가내용

요구조사
지각된

효율성 평가
비용 및 효율성 평가

목표 달성도 

평가

요소의

효과 평가
목표 달성도 평가

반응 및 만족도 

평가

반응 및 만족도 평가 성취도 평가

성취도 평가
다양한 형성 및 

과정 평가

다양한 형성 및 과정 평가 효과평가

효과 평가

* 다양한 평가란 비용 및 효율성 평가, 목표달성도 평가, 반응 및 만족도 평가, 성취도 평가, 다양한 형성 

및 과정 평가, 효과평가 등을 모두 포함한다.

김창대 외(2011)의 프로그램 개발 모형의 구체적인 절차는 목표수립 단계, 프

로그램 구성단계, 예비연구 단계, 프로그램 실시 및 개선 단계 순이다. 그리고 각

단계는 순환적인 개발과 평가 과정도 포함하고 있다. 상담 및 심리교육 프로그램

개발에서는 4가지 단계별 하위 순환 과정에서 프로그램 목적과 성격에 따라 선

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1단계는 목표 수립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대상자

의 요구를 조사하여 프로그램 목표를 수정, 재정립하는 것이다. 요구조사를 통하

여 프로그램의 소비자가 될 사람들에게 보다 적합하고 직접적인 요구를 반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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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한 절차이다. 2단계는 프로그램 구성으로 프로그램의 목

적 및 내용에 대해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프로그램 포함될 활동을 수집, 정리하

며 활동의 효과, 수용성, 흥미를 평가한다. 그리고 평가 결과에 따라 활동, 내용,

전략을 선정한다. 3단계는 예비연구로 일차적으로 구성된 소수 대상에게 실시하

고 다양한 측면(비용 및 효용성, 목표달성도, 반응 및 만족도, 성취도, 효과 등)에

서 평가한다. 그리고 프로그램에 내포된 매개변인의 적합성 등에 대해서도 기존

연구 또는 모형 분석을 하여 프로그램 내 변인 간의 관계에 대한 모형을 수정하

는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4단계는 예비연구를 통해 수정하고 완성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단계로 계속적인 수정 작업이 이루어진다.

김창대(2011)의 모형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의 통합을

들 수 있다. 기존의 여러 모형에서는 평가가 개발과정의 마지막 단계에 필요한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프로그램 평가는 개발과정의 단계 중간중간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그 이유는 프로그램 개발과정에서 형성평가나 과정평가, 지각

된 효율성 평가 같은 단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둘째, ‘예비연구/장기적 효과제

고 노력’ 단계의 구별을 들 수 있다. 프로그램 개발절차가 좀 더 과학적이 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안이 개발된 후 프로그램이 원래의 목적에 맞는 효과가 있는

지 미리 확인하는 예비연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원래의 프로그램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셋째, 프로그램 개발과정이 순환적임을

강조하였다. 프로그램 실시 후 피드백 정보가 제공되어 프로그램 개선하려는 노

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단계 4 ‘프로그램 실시와 개선’에서

도 ‘개선’이라는 요소를 포함시켜 지속적인 피드백이 필요함을 명시하였다.

그러나 프로그램 개발의 실제 과정에서 이런 절차를 모두 적용하는 것은 현실

적으로 무리가 가는 측면도 있다. 때문에 김창대(2011)는 상담 및 심리교육 프로

그램의 개발절차를 단계별로 살펴보면서도 현실성에 근거하여 프로그램 개발 절

차 중 일부를 생략하는 등 연구자가 프로그램의 개발절차를 잘 이해하고 적용하

기 쉽도록 구성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모형의 2단계(프로그램 구성)과 3단계(예

비연구/장기적 효과제고 노력)를 합쳐 ‘프로그램 구성’이라고 명명하였다. 즉 프

로그램 개발 절차를 크게 프로그램 기획, 프로그램의 구성, 프로그램의 실시, 프

로그램의 평가 단계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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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프로그램 개발 모형들을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이 연구에서는 상

담 및 심리교육 프로그램의 초점을 두고, 선행연구의 장점을 통합하고 단점을 보

완하는 프로그램을 채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를 통합적

으로 제시하고, 개발 단계의 중간 과정에서도 평가가 이루어지며, 예비 프로그램

실시 후 피드백 정보가 제공되는 과정이 포함된 프로그램 모형을 채택함으로써

프로그램의 과학적 절차를 강조는 모형을 선택하고자 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장애아 어머니에게 삶의 의미와 자아존중감과 양육효능감 증진을 위하여 김창대

외(2011)의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모형에 따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김창대 외(2011)가 제안한 4단계 프로그램 개발 모형은 목표수립(1단계), 프로

그램 구성(2단계), 예비연구(3단계), 프로그램 실시와 평가(4단계)로 구성되며, 로

고테라피에 기반한 장애아 어머니를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모형은 표 Ⅲ

-3에 제시하였다.

1 단계

목표수립

• 기획

• 요구조사(문헌고찰, 장애아어머니, 전문가)

• 이론적 모형 설정

• 프로그램 목적 및 목표 수립

⇩

2 단계

프로그램 구성

• 내용에 대한 이론적 검토

• 활동, 내용, 전략 선정 및 조직

• 프로그램 구성

⇩

3 단계

예비연구

• 예비 실행

• 전문가 타당도

• 프로그램 수정 보완

⇩

4 단계

프로그램

실시 및 평가

• 프로그램 실시

• 효과 평가

표 Ⅲ-3. 장애아 어머니를 위한 로고테라피 기반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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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그램 개발 과정

프로그램 개발 절차 및 연구 일정을 요약하면 표 Ⅲ-4와 같다.

구분
프로그램

개발절차
연구 방법 연구 일정

1단계:

목표

수립

기획

•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과 타당성 확립

• 프로그램 방향 및 목적

• 선행연구 고찰, 문헌연구, 인터넷정보수

집 등을 통한 이론적 기초 확립 및 시

사점 도출

• 대상집단 선정

2020년

10월∼12월

요구분석

•요구분석

- 선행연구 및 문헌 고찰을 통한 요구조사

- 장애아 어머니 요구조사(Forcus Group

Interview): 5명

- 전문가 요구도 조사(Forcus Group

Interview): 5명

2020년 12월

∼ 2021년 1월

목적 및 목표

수립
• 프로그램 목표 수립 2021년 1월

2단계:

프로

그램

구성

내용에 대한

이론적 검토
•변인에 대한 로고테라피 이론 검토

2021년

1월∼2월

프로그램

전략수립

(활동, 내용,

전략, 선정,

조직)

•대상자 특성을 고려한 모집 전략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전략

•프로그램 구성에 대한 전략

2021년

2월∼3월

프로그램 구성 •도입, 전개, 마무리(내용, 시간) 2021년 3월

3단계:

예비

연구

예비실행

•예비 프로그램 실시

- 장애아 어머니 8명, 주 1회, 120분

총 4회기(T장애인복지관)

2021년

4월 3일∼24일

전문가 타당도 •전문가 5명: 전문가 타당도 검사지 분석 2021년 4월

프로그램

수정보완
•전문가 평가 결과를 토대로 수정·보완 2021년 5월

표 Ⅲ-4. 프로그램 개발 절차 및 연구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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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단계 : 목표 수립

1) 기획

프로그램의 기획은 프로그램 개발의 가장 초기 단계로서,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확립하고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된 실제적인 관련 사항을 점검하고 미리 계획

하는 단계이다(김창대 외, 2011).

기획의 사전적 의미는 ‘무엇을 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는 과정’이다. 프로그램 기획은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 설정에서부터 실행과 평가에 이르기까지의 프로그램 전 과정

에서 필요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고안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가) 프로그램 방향 및 목적

프로그램 기획은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 설정에서부터 실행과 평가에 이르기까지의

프로그램 전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고안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김창대 외, 2011). 1단계에서 대상자에게 맞는 프로그램의 방향과 목적을 계획하

는 것은 중요하다. 이러한 목적은 사회적인 기대와 개인적 바람에 대한 진술이며, 교육

이나 교육과정의 방향 또는 중점을 두는 내용을 일반적이고 포괄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다. 또한 목표는 목적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적 수단이다(이기숙, 2008).

이에 본 프로그램의 목적은 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정서적, 육체적 어려움

을 겪고 있는 장애아 어머니를 위한 로고테라피 기반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삶의 의미, 자아존중감과 양육효능감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나) 대상 집단 선정

본 단계는 프로그램을 적용할 대상을 선정하는 단계이다. 프로그램 적용 대상의 특

성에 따라 프로그램 구성과 활동이 달라질 수 있으며, 집단의 선정 범위에 따라 프로

그램 효과성이 달라질 수 있다. 이에 선정 대상의 동질성 확보가 중요하다. 본 프로그

램은 장애아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자녀의 장애 유형이 차이가

있는 이질 집단이지만, 같은 장애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어머니로서 스트레스를 관리

하고 성장하기 위해 심리지원과 교육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장애아 어머니라는 동질성

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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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문헌조사 및 이론적 배경 조사

문헌 및 이론적 배경 조사는 프로그램의 이론적 근거와 평가 및 기초 원리 등을 제

시하기 위함이다. 프로그램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은 프로그램을 적용

하려는 맥락에서 제기되는 문제와 요구를 토대로 선정된 요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개발하려는 프로그램과 관련된 실태나 문제점, 요구 및 방향에 대해 개발자가

직접 조사를 수행하거나 관련 연구에서는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 조사함으로써 프로

그램 개발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김영명 외, 2011).

이 연구는 장애아 어머니를 위한 로고테라피 기반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장애아 어머니를 위한 중재 프로그램의 한계점과 제언을 분석하

였다. 그리고 장애아 어머니의 자녀 양육 경험에 겪는 문제점 및 요구사항을 분석하였

다.

2) 요구분석

요구분석이란 잠재적 대상자와 관련 조직의 요구 수준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

해 프로그램 대상자 결정 및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프로그램의 개발과 수정

에 필요한 요구를 수집, 평가하고, 프로그램 계획을 세우는 데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는

것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김창대, 2011; 박경희, 2006).

이에 이 연구에서는 프로그램 대상 집단의 요구 분석을 위하여 문헌 고찰을 실시하

였다. 그리고 프로그램 대상 집단인 장애아 어머니 대상과 특수 교육 전문가 및 상담

심리 전문가 집단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FGI)를 토대로 어려

움 및 요구사항 등의 분석을 통해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였다.

가) 문헌 고찰을 통한 요구분석

선행연구와 문헌 고찰은 장애아 어머니를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목표 수립에

필요한 집단의 요구와 필요성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장애아 부모의 전반적인 요구를

살펴보면, 장애 자녀의 양육에 대한 정보, 부모 스트레스 관리, 지역 사회 정보, 경제적

문제, 사회적 지원 등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차숙, 2002; 김천국,

2011; 전귀연, 김수경, 2005; Bailey & Simeonsson, 1988). 특히 장애 어머니는 자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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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에 따라 계속해서 새로운 과제와 적응을 위한 양육 스트레스를 경험함으로 이

에 시간에 따른 지속적인 부모 상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정다희,

2017). 위와 같이 선행연구 및 문헌 고찰을 통하여 장애아 어머니를 위한 프로그램 요

구도를 확인하였다.

과거 장애아 어머니를 위한 중재 교육 프로그램은 장애에 대한 이해, 문제 상황 대

처 방법, 사회복지 정보제공 등에 많이 치우쳤다. 최근 연구 동향과 문헌고찰 조사 결

과, 장애아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심리 지원에 대하여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

며 장애아 어머니 대상으로 한 내적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의 요구 증가를 확인하였다

(이성희, 전길양, 2004; 정다희, 2017). 이는 장애아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긍정적 정서 지원을 위하여 대상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다양한 상담이론의 개발이 필요

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애아 어머니는 자녀를 양육하며 겪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

고 절망감과 공허감에 빠지게 되기도 한다. 로고테라피는 실존적 공허를 다루기 위해

의미에 중점을 둔 정신치료법으로 인간이 미래에 이루어야 할 과제가 갖고 있는 의미

발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의미 발견에 초점을 맞춘 로고테라피 이론에 근거한 중재 프로그램은 그동안 다양

한 대상자에 효과가 검증되었다(표 Ⅱ-2 참고). 그러나 장애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박국향(2020)의 발달장애 부모 대상으로 한 연구 외에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

에 선행연구의 한계점과 제언을 바탕으로 다양한 장애 유형의 어머니 대상으로 양적

연구만이 아닌 질적연구를 병행하여, 로고테라피 기반한 프로그램의 타당도를 높이고

자 하였다.

그리고 장애아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는 실제 삶에서의 겪는 양육 스트레스를 파

악하여 문제점 및 요구사항을 분석하였다. 또한 긍정적 정서에 영향을 주는 삶의 의미,

자아존중감, 양육효능감을 조사하고 로고테라피 이론과 연결성을 찾기 위하여 선행연

구를 고찰하였다.

나) 장애아 어머니 대상 포커스 그룹 인터뷰(Forcus Group Interview: FGI)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프로그램 개발이나 평가에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특

정한 주제에 대한 인식이나 생각을 얻기 위하여 구조화된 형식과 자유로운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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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진행된다. 그리고 참가자들의 심도 있는 생각이나 의견을 이끌어 내어 관련

주제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는 방식이다. 분석단위는 개인이 아닌 집단이 된다(신

경림 외, 2004). 이 연구에서는 장애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등 부정적 감정을

다루기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장애아 어머니를 대상자 5명을

의도표집하여 FGI를 실시하였다.

(1) 목적

장애아 어머니를 위한 로고테라피 기반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장애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등의 부정적 정서 및 대처방법, 보호요인 등을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장애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부정적 정서를 알아보고, 그에

대한 대처방법, 삶의 의미, 자아존중감 및 양육효능감에 대해 파악하고 집단상담 프로

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탐색하여 현장에서 필요한 구성 요소와 시사점을 도출

하였다.

(2) 조사대상자 특성

장애아 어머니 5명을 대상으로 설문과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 대

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Ⅲ-5와 같다.

구분 연령 학력 종교 직업
가족

월수입

장애자녀

교육비

장애자녀

성별

(연령)

장애

유형

1 40 고졸 불교 주부
400-500

만원 이하

90 만원

이상
남(8세) 자폐 3급

2 42 대졸 무교 주부
400-500

만원 이하
150 만원 남(6세)

뇌병변

1급

3 38 고졸 무교 주부
500만원

이상

30-50 만원

미만
여(7세)

자폐

3급

4 37 대졸 무교 주부
300-400

만원
100 만원 남(6세)

자폐

2급

5 43 대졸 무교 주부
400-500

만원 미만

30-50 만원

미만
여(5세)

지적

2급

표 Ⅲ-5. 장애아 어머니 포커스 그룹 인구통계학적 특성(N=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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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분석결과 내용 공통요인

양육

경험에서의

어려움

ㆍ아이가 신생아 수준이라 오롯이 모든 것을 부모

가 해야 한다

ㆍ아이가 분리불안이 심하여 혼자 있지 못한다. 화

장실도 마음대로 갈 수가 없다.

ㆍ어린이집 선생님이 아이 돌봄을 힘들어하여 특수

ㆍ장애자녀의 양육

으로 인한 육체

적, 심리적 소진

ㆍ개인 시간 부재

표 Ⅲ-7. 장애아 어머니 포커스 그룹 인터뷰 결과 분석

(3) 장애아 어머니 포커스 그룹 인터뷰 질문 내용 및 결과 분석

장애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양육 경험에 대한 구조화된 질문지를 작성하여 설문과

면담을 실시하였다. 설문에 앞서 대상자에게 로고테라피에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설문과 면담은 3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장애아 어머니의 자녀

양육경험에 대한 정서·생각·행동이다. 둘째, 로고테라피를 기반한 장애아 어머니를 위

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구성내용이다. 셋째,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내용이다.

먼저 장애아 어머니의 양육 경험은 장애 유형, 양육의 어려움과 대처 방법, 보호요

인 등을 파악하였다. 로고테라피를 기반한 장애아 어머니를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구성내용에서는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 여부와 이유, 집단상담 프로그램 구성 내용에

대한 장애아 어머니의 욕구와 필요성을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

영에서는 관련 설문을 실시하였다. 장애아 어머니 포커스 그룹 인터뷰 질문 내용과 결

과 요약은 표 Ⅲ-6, 표 Ⅲ-7에 제시하였다.

번호 질문내용

1 어머니의 자녀 양육 경험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 장애아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정서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
장애아를 양육하면서 느끼는 부정적 정서를 어떻게 감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

니까?

4 귀하는 자신의 의미있는 삶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5
장애아 어머니를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무엇

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표 Ⅲ-6. 장애아 어머니 FGI 질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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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으로 옮기려고 한다.

ㆍ육지에 가족이 있어 돌봄 도움을 못 받는다.

ㆍ아이의 발달 지연과 부적응 행동에 잘 대처하지

못하여 멘붕이 온다.

ㆍ아이가 가만히 있지 않아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

다. 독박육아다.

ㆍ아이 치료로 많은 시간 보내다 보니, 개인 시간

이 없다.

ㆍ상동 행동 시 대처의 어려움과 아이와 의사소통

이 되지 않아 욕구를 알 수 없어서 답답함.

ㆍ돌봄으로 인한 관절, 근육통이 자주 나타나고 수

면이 항상 부족하다

양육

스트레스 시

나타나는

정서,

생각,

행동

ㆍ아이를 돌보는 데 있어서 엄마의 자격이 없는 것

같다. 능력도 없다. 답답하고 우울하여 소리 내

어 울기도 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다.

ㆍ아이를 밀치기도 하고 폭력을 행하며 화를 내기

도 한다. 이후 죄책감과 무기력을 느낀다.

ㆍ만약 내가 아프면, 아이를 돌볼 수 없다는 걱정

으로 불안하다.

ㆍ아이에게 화를 낸다. 남편에게 도움을 구해보지

만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남편에게 화가 난다.

ㆍ죽고 싶다. 끝내고 싶다.

ㆍ사는 것이 무의미하여 세상과의 끈을 놓고 싶다.

ㆍ드라이브가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었는데,

최근에는 핸들을 돌리고 싶은 충동으로 드라이

브를 멈추고 그냥 멍 때린다.

ㆍ아이로 인하여 가정이 깨질 수도 있겠다.

ㆍ끝날 것 같지 않는 상황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몰려온다.

ㆍ경제적 불안, 미래에 대한 불안

ㆍ술을 자주 마신다.

- 정서, 생각

ㆍ부적절감

ㆍ우울감과 무기력

ㆍ답답함과 무능감

ㆍ분노와 죄책감

ㆍ삶의 무의미

ㆍ미래에 대한 불

안감과 무희망

- 행동

ㆍ무행동

ㆍ아이에게 폭력

ㆍ극단적 행동

ㆍ충동, 억압

효과적

대처방법 및

자원

ㆍ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한다.

ㆍ혼자 오름이나 카폐에 가서 시간을 보냄

ㆍ화나는 자리를 피한다.

ㆍ친구와 대화

ㆍ남편과 대화

ㆍ개인상담을 받고 있다.

ㆍ클럽 음악 틀어놓고 춤 춘다.

ㆍ아픈 아이을 키우는 부모는 아이와 같이 사회적

ㆍ긍정적 생각

ㆍ자연 경험

ㆍ타인과의 소통

ㆍ내적 성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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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무시를 당하는 일이 많다. 엄마가 강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심리상담이 필요하다

프로그램

운영시

필요한 사항

ㆍ서로 자유롭게 소통했으면 좋겠다.

ㆍ같은 상황을 겪는 사람들과의 교류와 정보교류가

필요하다.

ㆍ육아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심리적 지원이

필요하다

ㆍ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다. 엄

마의 정신 건강을 도와야 한다.

ㆍ스트레스를 풀어줄 필요가 있다.

ㆍ소통의 자리

ㆍ정보 교류

ㆍ심리적 건강 지

원

ㆍ스트레스 관리

의미있는

삶을 위해

필요한 것

ㆍ자존감을 높이는 것

ㆍ자신있게 사는 것이 필요하다.

ㆍ아이를 양육하기 위해 마음을 강인하게 먹어야

한다.

ㆍ엄마도 가족도 모두 강해져야 한다.

ㆍ희망적 사고, 긍정적 사고를 해야 한다.

ㆍ사회 활동이라도 함으로써 내 자신도 세상의 일

부라고 느끼고 싶다.

ㆍ부모가 행복을 느끼는 것, 경제력, 가족의 화목과

건강

ㆍ부동산, 돈

ㆍ자존감 향상

ㆍ양육효능감 향상

ㆍ희망적, 긍정적

사고

ㆍ사회 활동 및 이

타적 활동

ㆍ가정 화목 및 경

제력

다) 전문가 대상 포커스 그룹 인터뷰(Forcus Group Interview: FGI)

전문가 요구조사는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면담

이나 포커스 그룹 인터뷰 및 설문 조사를 통해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내용 등에 대

해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 연구에서는 상담심리 전문가와 특수교육 전문가들을 의

도 표집하여 반 구조화된 면접 질문지로 전문가 요구조사를 실시하였다.

(1) 목적

전문가 포커스 그룹 인터뷰의 목적은 장애 자녀를 둔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정서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함으로써 집단

상담 프로그램 개발 시 필요한 구성요소 추출 및 진행방식과 구성요소에 대한 기초 자

료를 수집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조사대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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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질문내용

1 장애아 어머니의 자녀 양육 경험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 장애아 어머니는 자녀 양육하는 과정에서 정서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 장애아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를 어떻게 감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4

로고테라피 기반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장애아 어머니에게 적합한 심리지원 프

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렇지 않다

면 대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5
로고테라피 기반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장애아 어머니에게 양육스트레스 감소

및 긍정적 정서 경험이 향상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6 로고테라피 기반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장애아 어머니에게 어떤 과정을 통해 양

표 Ⅲ-9. 전문가 FGI 질문 내용

조사대상은 개인상담과 집단상담 경험이 많고 실제 프로그램 개발 경험이 있는 전

문가, 로고테라피 전문가로 개인상담과 집단상담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실제 특수교육

현장에서 장애인 학생과 부모를 대상으로 교육과 상담을 오래 경험한 전문가로 구성되

었다. 전문가는 총 5명으로 설문과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Ⅲ-8과 같다.

구분 연령 학력 직업 전문성 관련 경력

1 50대 박사 교수
프로그램 개발 및 교수

전문가
25년

2 50대 박사
심리상담사

센터장

심리상담 전문가

(장애인 및 가족 상담)
25년

3 40대 박사
심리상담사

센터장

심리상담전문가

(장애인 및 가족 상담)
11년

4 50대 석사
심리상담사

센터장

심리상담 전문가

(장애인 및 가족 상담)
20년

5 50대 석사 특수교육교사
특수교육 전문가

(장애 부모 상담)
24년

표 Ⅲ-8. 전문가 포커스 그룹 인구통계학적 특성(N=5)

(3) 전문가 포커스 그룹 인터뷰 질문 내용 및 결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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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스트레스 감소와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7
로고테라피 기반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장애아 어머니에게 집단상담의 형태로

운영되었을 때 장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8 본 프로그램에 도움이 되는 생각이나 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구분

(내용구성)
분석결과 내용 공통요인

장애아

어머니의

양육경험

ㆍ비장애 부모와 비교할 때, 처음 장애를 인정하기

까지 슬픔, 좌절, 죄책감이 큼

ㆍ장애아동 보호 및 교육이 장기화가 되면 심리적·

육체적 부담감, 경제적 부담감이 큼

ㆍ자녀 생애주기에 따른 양육 혼란 경험

ㆍ자녀의 미래 계획 수립에 대한 혼란

ㆍ어머니의 장애 자녀 돌봄으로 인한 비장애 자녀

돌봄 부족

ㆍ사회적 편견으로부터 오는 고립감 경험

ㆍ장애아 어머니의 자녀 돌봄 전담으로 인한 개인

시간의 부재

ㆍ장애 자녀 돌봄

으로 인한 어머

니의 육체적, 정

신적, 경제적 어

려움

ㆍ생애주기에 따른

양육 혼란

→ 장애아 어머니

를 위한 개입 필

요

장애아

어머니의

정서

ㆍ자녀가 학교에서 사회에서 거절되거나 배제됨으

로 인한 상처 또는 재 경험 될까봐 걱정되고 불

안해짐

ㆍ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하며 분노와 원망감

ㆍ자녀의 장애가 자신의 잘못이라 생각하며 스스로

를 가치 없는 존재로 인식

ㆍ장애에 대한 이해가 부족될 시, 양육스트레스가

비장애 어머니보다 상대적으로 높음

ㆍ양육스트레스로 인한 효능감 낮음

ㆍ장애 특성으로 인한 양육의 고통을 느끼며 삶에

대한 무의미

ㆍ평생 자녀를 돌보며 살아야 한다는 고통을 경험

하며 무희망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

ㆍ매스컴에 장애 어머니와 자녀의 동반자살 및 가

족 자살이 종종 보도됨.

- 정서

ㆍ불안, 분노, 원망

ㆍ장애 이해 부족

으로 답답함과

무능감

ㆍ자아존중감 저하

ㆍ양육스트레스로

인한 효능감 저

하

ㆍ삶의 무의미

ㆍ미래에 대한 불

안감과 무희망

→ 부정적 정서에

대한 개입 필요

성

부정적 정서

감소를 위한

ㆍ심리적 안녕감을 높이기 위하여 자신을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 인정하기

ㆍ고유성 발견

ㆍ존재가치 세우기

표 Ⅲ-10. 전문가 포커스 그룹 인터뷰 결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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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ㆍ자신의 존재 가치 세우기

ㆍ현재의 상황을 탓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 선택하

고 책임지는 자율성 획득하기

ㆍ삶은 내 맘대로 되지 않지만, 유일하게 내 맘대

로 할 수 있는 것은 ‘나의 해석’임을 인식

ㆍ개인의 경험을 통한 자신의 강점과 자원 인식

ㆍ자녀의 장애에만 초점을 두기보다는 장애 자녀가

나에게 주는 의미와 자녀의 강점과 자원 인식

ㆍ장애에만 시선을 국한 시키지 않고 자신과 주변

의 의미와 가치 추구 필요성

ㆍ긍정적 대인관계를 통하여 사회인으로 기능하기

ㆍ가치로운 활동을 통한 개인의 생활 만족도를 향

상시키기

ㆍ자율적인 나의

선택

ㆍ선택에 대한 나

의 책임

ㆍ자신과 자녀의

강점과 자원 인

식

ㆍ삶의 의미와 가

치 추구

ㆍ사회인으로서의

기능-자기초월

로고테라피

기반

집단상담

프로그램

장점

ㆍ삶의 고통으로 인하여 공허감을 경험하여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장애아 어머니에게 적합

ㆍ삶의 무의미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작업은

장애아 어머니에게 필요함

ㆍ집단상담은 집단원들이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고,

동질감을 느끼며 감정을 공감하고 지지하는 데

효과적

ㆍ집단상담은 상호 지지적인 경험을 통한 내적 자

원 강화됨

ㆍ다른 집단원의 대처방법을 보면서 모델링, 긍정

적인 자극을 받는 효과

ㆍ삶의 고통 속에

서 의미 상실에

놓였을 때 로고

테라피 개입 효

과적

ㆍ집단상담은 동질

성으로 인한 공

감, 지지로 긍정

적 정서함양

로고테라피

기반

집단상담 시

고려사항

ㆍ동질집단의 장점을 설명하고 집단의 규칙을 안내

하여 친밀감 및 신뢰감 높이기

ㆍ로고테라피에 대한 이론적 설명을 제공하고 이해

에 도움이 되도록 동영상 자료 활용하여 집단 참

여도 높이기

ㆍ집단원 간의 양육에 대한 어려움을 공감받고 서

로의 경험에 대해 수용 받는 분위기 조성

ㆍ집단원들이 서로의 자녀 양육 경험을 나누면서

창조적 아이디어와 정보제공 격려

ㆍ집단활동 시, 장애 자녀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

지 않고, 동시에 어머니 개인의 삶도 성찰하는

경험을 제공하기

ㆍ자녀의 장애가 주는 의미의 성찰로부터 긍정적

정서 높이기

ㆍ집단의 친밀감을

높이기 위한 공

감과 지지 강조

ㆍ어머니 개인의

삶과 장애 자녀

의 삶을 통해 다

각적인 초점 맞

추기 필요성

→ 연구의 차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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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운영 방법

ㆍ실시횟수: 총 8-10회기

ㆍ실시간격: 주 1회 또는 2회,

ㆍ소요시간: 120분-150분, 평일 오전

장애아 어머니의 자녀 양육 시간을 고

려하여 자녀 등교 후 평일 오전 진행

ㆍ중간 쉬는 시간 고려하기

ㆍ집단원 수: 7-10명, 집단들의 충분한 역동을 위

하여 집단원 수 고려

ㆍ코로나로 인한 대면이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비

대면 집단상담 기획도 고려하기

ㆍ8-10회기

ㆍ주 2회

ㆍ120분

(쉬는 시간10분)

ㆍ7-10명

ㆍ비대면 집단상담

도 준비

시사점 내용 프로그램반영

장애아 어머니의 정

서적 안정을 위하여

양육 경험의 고통을

억압하지 않고, 감정

을 표현하게 할 필요

가 있다.

ㆍ장애아 어머니를 위한 집단상담프로

그램의 목적을 이해한다.

ㆍ로고테라피에 대한 이해를 높여 프

로그램 참여동기를 높인다.

ㆍ장애자녀의 양육 경험에 대한 고통

을 표현하며 집단의 동질감을 느끼

게 한다.

ㆍ자신의 고통이 나만 겪는 경험이 아

니었다는 것을 알게 한다.

ㆍ집단원들이 자신이 이야기를 표현할

때 서로 공감과 격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ㆍ집단원들이 친밀감과 응집력을 강화

하여 집단의 안정감을 높인다.

ㆍ집단상담프로그램

설명

ㆍ로고테라피에 대한

이론적 이해 제공(동

영상)

ㆍ친밀감을 높이기 위

하여 별명, 자신을

표현하는 형용사, 좋

아하는 활동 등으로

명패 만들기 작업

→ 친밀감, 응집력 기

대

자녀의 장애로 인한

죄책감으로 인하여 부

정적인 자아상과 낮아

진 자아존중감을 경

ㆍ자녀의 장애는 어머니의 정서적인

면에서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

는지 인식하게 한다.

ㆍ과거를 회상하며 원가족 또는 친구

ㆍ긍정적 자기 발견

ㆍ자기 가치 명료화

ㆍ긍정적인 자아상

→ 자아존중감, 삶의

표 Ⅲ-11. 장애아 어머니 및 전문가 FGI 요구분석과 로고테라피를 기반으로 한 프로

그램 반영 내용

라) 장애아 어머니 및 전문가 FGI 요구분석과 로고테라피를 기반으로 한 프로그

램 반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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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한다. 이러한 부정

적인 정서를 인식하

고 긍정적 자기 발견

을 제공해야 할 필요

가 있다.

로부터 경험한 자신의 긍정적인 모

습에 대하여 표현하게 한다.

ㆍ현재 가정에서 나의 존재에 대하여

표현하고 인식하게 한다.

ㆍ타인으로부터 들었던 칭찬이나 인식

에 대해 기분 좋았던 내용은 무엇

인지를 표현하게 하며 긍정적 자아

상을 인식한다.

ㆍ집단원들간의 대화에 공감하고 지지

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의미 향상 기대

자녀의 장애로 인한

부적응 행동에 적절한

대처에 어려움을 느

끼고 효능감의 저하

를 경험한다. 그리고

자신의 선택에 대한

신뢰감이 부족하고

불안을 경험한다. 이

에 자신의 선택에 대

한 자유와 책임을 인

식하고 긍정적인 자

기 수용을 제공할 필

요가 있다.

ㆍ장애아 어머니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잘 선택한 일은 무엇이었는지

를 표현하게 한다.

ㆍ장애 자녀를 양육하면서 선택의 순

간, 나는 어떤 선택이나 결정을 하

였는지를 표현하게 한다.

ㆍ선택이나 결정에서 내가 취한 책임

에 대해 표현하게 한다.

ㆍ이러한 경험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표현하게 한다.

ㆍ선택에 대한 자유

ㆍ선택에 대한 책임

→ 삶의 의미, 양육효

능감, 자아존중감 향

상 기대.

자녀의 장애에만 초

점을 두기보다는 개

인의 삶과 장애 자녀

양육의 삶을 다각적

으로 성찰하여 긍정

성을 인식하도록 하

여야 한다.

ㆍ과거 자신의 강점이나 자원이 잘 발

휘되었던 경험을 발견하게 한다.

ㆍ어머니의 현재 삶 속에서 자신의 강

점이나 자원이 어떻게 발휘되고 있

는지 표현하게 한다.

ㆍ장애 자녀의 긍정적인 강점과 자원

을 발견하게 한다.

ㆍ자신의 강점과 자원

을 통한 자기 긍정

성 인식

ㆍ장애자녀의 강점이

나 자원을 통한 자

녀의 긍정성 인식

→ 삶의 의미, 양육효

능감, 자아존중감 향

상 기대

장애아 어머니는 자

녀 양육으로 인한 삶

의 고통가운데서 삶

의 의미를 찾지 못하

고 극단적인 생각을

ㆍ삶 속에서의 체험한 감동, 경험을

탐색하고 이러한 경험이 주는 가치

를 발견하게 한다.

ㆍ장애 자녀의 양육 경험을 통하여 가

치를 발견하게 한다.

ㆍ개인의 삶 속에서

발견한 경험적 가치

ㆍ장애자녀의 양육 경

험을 통하여 발견한

경험적 가치

→ 삶의 의미, 자아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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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삶 속에서의 삶

의미와 가치 발견을

통하여 긍정적 정서

를 배양하도록 해야

한다.

중감, 양육효능감 향

상 기대

ㆍ어머니의 소망을 성취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탐

색하게 한다.

ㆍ어머니의 삶의 경험에서 창조적으로

행했던 일에 대해 표현한다.

ㆍ장애 자녀 양육 경험에서 어머니가

창조적으로 행했던 경험에 대해 표

현하게 한다.

ㆍ개인의 삶 속에서

발견한 창조적 가치

ㆍ장애자녀의 양육 경

험에서의 창조적 가

치

→ 삶의 의미, 양육효

능감, 자아존중감 향

상 기대

ㆍ어머니의 삶에서 힘들었던 시간 혹

은 고통의 경험에서 어떻게 극복했

는지 표현하게 한다.

ㆍ장애아를 양육하면서 어려웠던 상황

(상동행동, 부적응 행동 등)에 대해

어떻게 대처했는지 표현하게 한다.

ㆍ집단원들의 서로의 경험에 대해 공

감과 격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ㆍ개인적 삶에서의 태

도적 가치

ㆍ장애자녀의 양육 경

험에서의 태도적 가

치

→ 삶의 의미, 양육효

능감, 자아존중감 향

상 기대

어머니는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소통하

고, 의미있는 활동 경

험을 함으로써 삶의

가치를 느끼고 긍정

적인 정서가 증진되

도록 해야 한다.

ㆍ어머니의 삶에서 자신이 아닌, 타인

을 위해 취했던 의미있는 일 경험

표현하기

ㆍ장애아 어머니를 만날 때 나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표현하기

ㆍ집단원들의 서로의 경험에 대해 공

감과 격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자기초월

- 나를 넘어, 의미추구

→ 삶의 의미와 가치

추구 향상 기대

자신의 유한한 삶을

인식하여 현재의 고

통에 빠져 있기보다

는 자신의 삶을 진지

하고 성실하게 나아

가도록 해야 한다.

ㆍ하루밖에 살 수 없다면 어떻게 죽음

을 맞이할 것이지 표현하게 한다.

ㆍ살면서 잘한 일과 후회되는 일 표현

한다.

ㆍ다시 살게 되었을 때, 의미있게 살

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나누기

죽음과 새로운 결정

→ 삶의 의미와 가치

추구 향상 기대

타인과의 긍정적 관

계 경험은 고립감을

예방하고 삶의 만족

과 긍정성 향상에 많

은 도움된다.

ㆍ이번 프로그램은 나에게 어떤 의미

가 있었는지 표현하게 한다.

ㆍ집단원들의 좋은 성품 및 강점에 대

해 롤링페이퍼로 표현하게 한다.

새로운 출발

→ 삶의 의미와 자아

존중감 향상 기대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시 고려사항

ㆍ실시횟수: 총 10회기

ㆍ실시간격: 주 2회,

프로그램 운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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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충안

ㆍ소요시간: 120분, 평일 오전

장애아 어머니의 자녀 양

육 시간을 고려하여 자녀

등교 후 평일 오전 진행

ㆍ중간 쉬는 시간 고려하기

ㆍ집단원 수: 7-10명, 집단들의 충분한

역동을 위하여 집단원 수 고려

ㆍ코로나로 인하여 대면이 더 힘들어

질 수 있으므로 비대면 집단상담

기획도 고려하기

3) 프로그램 목적 및 목표 수립

1단계 목표 수립에서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잠재 대상자의 요구를 조사하며, 그

결과에 따라 원래 염두에 두었던 계획안 및 프로그램 목표를 수정·재정립하는 단계이

다(김창대 외, 2011). 본 프로그램의 목적은 장애아 어머니를 위한 로고테라피 기반 집

단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어머니의 삶의 의미, 자아존중감, 양육효능감을 향상시키

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문헌 조사, 장애아 어머니 및 전문가 FGI 요구분석을 실시하였고 장애

아 어머니를 위한 로고테라피 기반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장애아 어머니의 자녀 양육 스트레스 양상과 장애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기존의 중

재 프로그램을 확인하였다. 또한 로고테라피에 기반한 프로그램은 다양한 대상자에게

효과가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목표 수립을 위하여 로고테라피 기본 개념과 의미 발견을 토대로 장애아 어머니를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프로그램 주요 요소는 자기 발견 및 자기 가치

명료화, 선택에 대한 자유와 책임, 강점과 자원 탐색을 통한 내 안의 긍정성 인식, 삶

의 의미 발견을 위한 경험적·창조적·태도적 가치, 자기 초월, 죽음이다. 이상의 주요 요

소를 토대로 하여 본 프로그램의 목적, 목표, 회기별 목표를 표 Ⅲ-12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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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목적
장애아 어머니의 삶의 의미, 자아존중감, 양육효능감을 향상시키는 것

이다.

프로그램 목표

첫째, 자기 발견을 통한 자신의 가치를 명료화한다.

둘째, 선택의 자유와 책임의 중요성을 발견한다.

셋째, 자신의 긍정적 자원과 강점을 발견하여 자기 가치를 인식한다.

넷째, 경험적 가치, 창조적 가치, 태도적 가치를 통해 의미를 발견한

다.

다섯째, 자기 초월을 통하여 자기실현을 할 수 있다.

회기별 목표

1회기 프로그램의 목적과 진행방식을 이해하고 참여동기를 높인다.

2회기 자기발견을 통해 자기 가치를 명료화한다.

3회기 자유의지를 통한 선택과 책임의 중요성을 발견한다.

4회기 내 안의 강점과 자원, 긍정성을 발견한다.

5회기 경험적 가치를 인식한다.

6회기 창조적 가치를 인식한다.

7회기 태도적 가치를 인식한다.

8회기 자기초월을 통해 자기실현을 할 수 있다.

9회기 죽음에 대한 인식을 통해 명확한 삶의 티도를 인식한다.

10회기 자신의 고유성을 인식하고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한다.

표 Ⅲ-12. 프로그램 목적 및 목표

나. 2단계 : 프로그램 구성

프로그램 구성은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를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프로그램에 포함

될 활동을 수집·정리한다. 그리고 각 활동을 효과·수용·흥미 등의 측면에서 잠정적으로

평가한다. 그 결과에 따라 활동, 내용, 전략을 선정하는 단계이다(김창대 외, 2011).

1) 내용에 대한 이론적 검토

프로그램에서 달성하려고 하는 목표가 잘 구현되기 위해서는 이론적 구인요소를 추

출해 낸다. 그리고 이론적 구인요소를 프로그램의 구성요소로 삼고, 잘 구현할 수 있도

록 구체적인 활동 요소로 연결지어 조직하는 과정을 진행하여야 한다(김창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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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이에 프로그램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삶의 의미 중재 프로그램인 ‘로고테라

피’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하였다.

삶의 의미에 대한 중재 프로그램은 주로 로고테라피를 기반으로 한 집단 프로그램

으로 연구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먼저 로고테라피 용어는 90년대 후반 연구에서

주로 ‘의미요법’으로 사용되어져 왔고, 2000년대는 ‘의미요법’과 ‘의미치료’로 사용되었

다. 최근 선행연구에서의 용어를 살펴보면, Frankl ‘의미치료’와 ‘로고테라피’가 혼용되

어 사용되고 있었다.

의미치료로 해석되는 로고테라피는 헬라어 로고스(logos)와 치료(therapy)의 합성어

이다. 로고스(Logos)는 ‘위대한 힘’으로 자신의 내면에 잠든 그 힘을 믿고 자기 자신을

그 힘에 바침으로써 위대한 일을 성취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로고스의 원리를 정

신 요법에 응용한 것이 로고스의 테라피, 즉 로고테라피이다.

본 연구자는 Frankl의 ‘의미치료’라는 용어로 사용하기보다는 ‘로고테라피’로 사용하

는 것이 Frankl의 이론을 더 포괄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여긴다. 따라서 ‘로고테라

피 기반 프로그램’이라고 사용하고자 한다.

Frankl의 로고테라피에서는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에 대해 세 가지 가치를 제시

하고 있고, 많은 선행연구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이론적 구성 요소로 추출하였다(표 Ⅲ

-13, 박국향,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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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구성요소

이경은

(2000)

청소년

최명오

(2000)

청소년

심경자

(2001)

고교생

박선실

(2003)

대학생

정순이

(2003)

고등

학생

김태호

(2004)

주부

김자경

손정락

(2007)

청소년

김미선

(2007)

청소년

최명심

(2009)

대학생

김영희

김성봉

(2009)

여고생

프로그램 및 자기소개 1 1, 2 1 1 1 1 1 1 1 1

나와 너의 만남 2 2 2 2 2

자기자신의 이해 3 3 2 3 2 3

긍정성 찾기 4 4 9

자유 · 선택 · 책임 3 9 4 3

장점, 단점

가치관 탐색 및 명료화 9 4 5 4

죽음의 의미 8 8 9 7 7 8 7 9 8

삶의 의미 4 5 9 8 9 5

창조적 가치 5 3 6 2, 3 5 6 3 2, 3 6

경험적 가치 6 4, 5, 6 6 4, 5 4 5 5 4, 5 6

태도적 가치 7 7, 8 7 6, 7, 8 6 6 7 6 6, 7, 8 7

미래의 계획 세우기 9 8 9 8

의미탐색

자기초월

마무리 10 10 10 10 8

연구자

구성요소

정명선 

외

(2013)

중년

여성

박영화

(2014)

여성

장애인

이종호

이수연

(2016)

청소년

심정자

(2015)

노인

장소영

(2016)

중년

여성

남명희

박응임

(2016)

남중

학생

김찬희

(2018)

노인

권점란

(2019)

학교밖

청소년

한슬기

(2019)

간호사

박국향

(2020)

프로그램 및 자기소개 1 1 1 1 1 1 1 1 1 1

나와 너의 만남 2 2 2 2 2

자기자신의 이해 3 3 3 2 3 3 2

긍정성 찾기 4 9 4 3

자유 · 선택 · 책임 2 4 6

장점, 단점 3

가치관 탐색 및 명료화 5 4 2

죽음의 의미 8 8 8 6 7 6 8

삶의 의미 5 6 5 2 9

창조적 가치 6 7 6 4 6 3 4 5 4 3

경험적 가치 6 6 5 4 5 6 5 4

태도적 가치 7 7 3 8 5 6 7 6 5

미래의 계획 세우기 9 9 10 7 7 9

의미탐색 5

자기초월 7 7 7

마무리 10 8 10 8 8 10 8 8

표 Ⅲ-13. 로고테라피 기반 선행연구의 프로그램 구성요소(박국향, 2020)

로고테라피를 기반으로 한 많은 선행 연구에서는 삶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는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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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방법을 제시하였다. 먼저 자기 자신의 이해, 즉 자신의 고유성 발견을 들 수 있다.

그리고 긍정성을 통한 의미 발견, 자신의 선택에 대한 자유와 책임, 자신의 가치의 탐

색 및 명료화, 죽음의 의미, 나를 넘어선 자기초월, 미래의 계획 세우기를 들 수 있다.

이에 본 프로그램은 Frankl(1963)의 로고테라피와 Fabry(1988)가 제시하는 프로그램

의 목표와 구성으로 그 근거를 삼고자 한다. 프로그램의 주요 구성요소는 자기발견, 선

택과 책임, 내안의 긍정성, 삶의 의미 발견, 자기초월, 죽음에 대한 성찰이다. 그리고

회기별 세부 내용은 한국 로고테라피 연구소에서 개발한 교육 매뉴얼 초급(LevelⅠ),

중급 (Level Ⅱ-1, Ⅱ-2), 고급과정(Level Ⅲ)과 ‘당신의 삶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김미

라, 2021a)’, ‘무의미의 의미(김미라, 2021b)’, ‘의미치료(한재희ㆍ남지현, 2020)’,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이시형ㆍ박상미, 2020)’ 자료를 토대로 선정 및 재구성하였다.

2) 프로그램 전략 수립(활동, 내용, 전략 선정 및 조직)

장애아어머니/전문가의 FGI 요구분석 내용과 장애인 부모회 사회복지사 2인 면담

내용에 근거하여 활동 요소의 수집, 프로그램 내용 선정을 바탕으로 프로그램 전략을

수립하였다.

첫째, 장애아 어머니는 자녀 양육 혼란과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특히 자녀가 유아기

와 학년기 초기 자녀인 경우, 장애아 어머니는 양육 경험의 부족과 부적응 행동 대처

의 미숙, 아이의 발달단계의 특성으로 인한 육체적·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한다. 이에 대

상 집단원은 정서적 개입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유아기와 학년기 초기 자녀를 둔 어머

니를 모집한다.

둘째, ‘로고테라피’에 대한 이해와 장애아 어머니에게 어떠한 정서적 도움을 주는지

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특히 로고테라피 동영상을 활용하여 이해도를 높이는

방법을 실시한다.

셋째, 로고테라피 세부활동에서 어머니 개인의 삶과 장애아 양육의 경험,두 가지로

성찰하는 경험을 제공한다. 이는 장애아 어머니가 자녀 양육 경험에만 고립되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성찰하기 위함이다.

넷째, 장애아 어머니를 위한 집단 프로그램 경험의 어색함을 고려하고, 서로 친밀하

기 위하여 1회기는 무겁지 않고 유쾌한 활동을 구성한다.

다섯째, 프로그램 세부 활동에서 활동지와 경험보고서를 제작하여 장애아 어머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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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계

회

기
주제 목 표 활 동 내 용

도

입
1 만남

-로고테라피 목

적과 진행방식

을 이해한다.

-집단원의 친밀

감과 신뢰감을

형성한다.

-프로그램 목적 및 운영방법 소개

-로고테라피 동영상 시청 후 소개

-서약서 작성

-자신을 표현하는 별칭, 어린시절 별명, 좋아하는

것, 나를 표현하는 형용사 등을 이용하여 명패 만

들고 자기 소개하기, 가족소개, 장애아 정보 포함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와 욕구를 나누기

삶

의

의

미

발

2
자기

발견

-자기 발견을

통한 나의 가

치를 명료화하

고 소중한 참

모습을 인식한

다.

-로고테라피: 자기 발견에 대해 설명

-과거를 회상하며 원가족에서 나는 어떤 모습인지,

어린시절 칭찬 받았던 내용이나 경험 나누기

-현재 가정에서 나는 어떤 모습이며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또 나아가, 직장, 이웃에 대하여 어떤

모습인지 나누기

생각을 정리하며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넷째, 프로그램 운영 시, 코로나로 인한 방역과 거리두기를 준수하기 위하여 넓은

공간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접근의 편의성과 주차환경을 고려한다.

다섯째, 프로그램 실시 횟수는 총 10회, 실시 간격을 주 2회, 소요 시간은 120분, 특

히 평일 오전으로 시간을 정한다. 이는 자녀가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가 있는 시간으로

어머니가 안정된 마음으로 프로그램에 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섯째, 집단원 수는 7-10명, 이는 집단원들의 충분한 역동을 위함이다. 또한 프로그

램 중간 쉬는 시간을 주어 집단의 교류를 높인다.

일곱째, 대상자 모집은 부모회, ○○특별한아이, 자폐사랑협회 홈페이지를 활용한다.

3) 프로그램 구성

프로그램의 진행 순서는 도입, 전개, 마무리로 되었다. 도입 단계는 현재의 감정과

기대를 표현한다. 그리고 회기별 주제에 따른 Frankl의 이론적 개념을 설명한다. 전개

단계는 주제와 목표에 따른 세부 질문에 대해 어머니 자신의 삶과 자녀 양육으로 구분

하여 생각하고 활동지에 정리한다. 그리고 활동지를 바탕으로 집단원들이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진다. 마무리 단계는 활동 소감을 이야기한다. 시간은 총 120분으로 중간 10

분 휴식 시간이 있다. 프로그램 전체 내용 구성은 표 Ⅲ-14에 제시하였다.

표 Ⅲ-14. 프로그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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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

-타인이 나에게 표현했던 내용 중 기분 좋았던 것

은 무엇이었는지 나누기

3

자유

선택

책임

-선택의 자유와

책임의 중요성

을 인식한다.

-로고테라피: 선택에 대한 자유와 책임의 중요성을

설명

-자신의 인생에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한 일

중 잘한 것은 어떤 것인지 나누기

-장애아 양육 과정에서 선택의 순간, 나는 어떤 자

유의지를 가지고 선택이나 결정을 하였는지, 그로

인한 나의 책임 나누기

4 긍정성

인식

-나와 자녀의

고유성 인식과

긍정적 자원

및 강점을 발

견한다.

-로고테라피: 고유성, 긍정적 자원과 강점에 대해

설명

-대체할 수 없는 나의 고유성을 표현하기

-과거 자신의 강점이나 자원이 잘 발휘되었던 경

험나누기 그리고 현재에 어떻게 발휘되고 있는지

나누기

-장애 자녀의 고유성과 강점 및 자원 나누기

5
경험적

가치

-개인적 삶과

양육 경험에서

경험적 가치를

통하여 삶의

의미를 발견한

다.

-로고테라피: 경험적 가치 발견에 대한 설명

-나의 삶 속에서 체험한 감동(자연, 예술, 사랑, 봉

사, 소통 등)에서 느꼈던 경험 나누기

-장애아를 양육하면서 체험한 보람, 즐거웠던 기억,

긍정적 경험을 나누기

6
창조적

가치

-개인적 삶과

양육 경험에서

창조적 가치를

통하여 삶의

의미를 발견한

다.

-로고테라피: 창조적 가치 발견에 대한 설명

-나의 세 가지 소망을 적고 소망을 성취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적기

-장애자녀 양육에서 창조적으로 행했던 일 나누기

7
태도적

가치

-개인적 삶과

양육 경험에서

태도적 가치를

통하여 삶의

의미를 발견한

다.

-로고테라피: 태도적 가치 발견에 대한 설명

-자신의 삶에서 힘들었던 경험이 무엇이고 어떻게

다루었는지 나누기

-장애아를 양육하면서 어려웠던 상황, 상동행동, 부

적응 행동에서 대해 어떻게 행했는지 나누기

8
자기

초월

-자기중심에서

타인을 위한

의미 있는 일

을 행함으로

삶의 의미를

인식한다.

-로고테라 : 자기초월에 대한 설명

-자신을 넘어 내가 누군가를 위해, 또는 나에게 의

미 있는 어떤 일을 위해 행하였던 경험 나누기

-장애아를 양육하는 엄마를 만난다면 나는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나누기

새

로

운

결

정

9

죽음과

새로운

결정

-가상의 죽음을

통하여 삶과

시간의 소중함

인식하기

-로고테라피: 죽음 대한 설명

-하루밖에 살 수 없다면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

인지 나누기

-살면서 잘한 일과 후회되는 일 나누기

-다시 살게 되었을 때. 의미 있게 살기 위해 무엇

을 할 것인지 나누기

마

무
10

새로운

출발

-새로운 삶의

태도를 바탕으
-프로그램을 참여를 통한 나의 변화를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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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로 새로운 나

를 인식하기

-10년 후 나의 모습 나누기

-프로그램 소감 나누

다. 3단계 : 예비연구

예비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표본 수를 대상으로 완성된 프로그램의 초안을 검증해

보는 것이다. 예비연구를 통해서 프로그램이 잘 실행될 수 있는지, 참여자가 프로그램

의 활동을 잘 수용할지, 기대했던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등을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본 프로그램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김창대 외,

2011).

1) 예비실행

프로그램 예비 실행은 2021년 4월 3일부터 4월 24일까지 한 달간 장애인 어머니 8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자가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주 1회, 시간은

120분, 총 4회기 이루어졌다. 장소는 T장애인 복지관에서 이루어졌으며, 자녀가 주말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동안에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매회기 소감 나누기를 통해 프로

그램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고 마지막 회기에서는 전체 프로그램의 구성과 내용 및 개

선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예비조사 결과, 프로그램 운영 시 참고해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집단원 개인 나눔의 시간 분배이다. 본 프로그램은 구조화된 질문을 서로 나

누는 활동이다. 한 사람이 오랜 시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모든 집단원들이 자

신의 이야기를 정해진 시간에 표현하기 위하여 각자의 적당한 시간을 배분해 주기를

요구하였다.

둘째, 집단원들의 나눔 순서에 대한 제안이다. 집단원들은 나눔 시, 누구부터 이야기

를 시작할지 서로 눈치를 보게 되어 불안감과 긴장감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이에 순서

를 정하면 차례를 예상함으로 안정감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순서는 시계 방향으로 했

다가 다음 회기는 시계 반대 방향 등에 대한 방법을 요구하였다.

셋째, 삶의 의미 발견 작업 중 가치 발견의 용어 이해이다. 창조적 가치, 경험적 가

치, 태도적 가치에 대한 용어 이해가 부족하고 자신의 경험을 어떻게 나눠야 할지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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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한 모습을 보였다. 이에 집단 진행자가 구체적인 예를 들어 자신의 경험을 먼저 나

누어 주어 프로그램의 방향과 모델링을 보여 주기를 원하였다.

넷째, 프로그램 운영 시간이다. 장애아 어머니가 프로그램 참여하고 있는 동 시간대

에 자녀도 다른 공간에서 자녀을 위한 프로그램을 참석하고 있었다. 자녀는 프로그램

쉬는 시간에 어머니를 찾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어머니들은 아이에게 신경 쓰는 모습

으로 프로그램의 집중력이 떨어지는 모습이었다. 따라서 프로그램 참석은 아이가 어린

이집이나 학교를 간 평일 오전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조사되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집단원들의 전반적인 소감은 어머니들이 장애 자녀를 키우면서

힘들었던 경험에 대해서, 어디서도 말하기 불편한 내용을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표현함으로써 억압된 마음이 해소된다고 하였다. 집단원들은 서로의 감정을 공감

하고 자신의 양육 경험을 노출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대처방법과 정보를 주고 받아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집단원들은 서로의 마음을 나누면서 ‘나만 힘든 것이

아니였구나, 나보다 더 힘든 사람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며, 자기 연민에 빠

지기보다는 나도 잘하고 있다는 인식과 더 잘하고 싶은 긍정적인 에너지가 생겼다고

하였다.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삶에 대해 성찰할 때에는 가사와 자녀 양육에만 몰두하

며 어머니로서의 삶에서 자신의 모습과 삶에 대해 더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였

다.

2) 전문가 타당도

프로그램의 타당성 검증은 프로그램의 개발 필요성을 확인하고, 프로그램의 목적 및

목표를 설정하며, 측정 도구 선정 및 제작과 프로그램 내용 선정 및 내용조직을 통하

여 프로그램 구체화 단계 전반에 대하여 전문가로부터 평가받는 것을 말한다.

가) 전문가 구성

전문가 평가를 위해 로고테라피 국제공인 교수 1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인, 상

담전문가 2인과 특수상담 전공인 특수교사 1인에게 전문가 타당도 평가와 자문을 받았

다. 전문가의 자세한 사항은 표 Ⅲ-15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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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직업 학력 임상경험 전문성

1 교수 박사 20년 이상
로고테라피

국제 공인 교수

2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박사 20년 이상 정신치료 전문가

3
심리상담

센터장
박사 20년 이상

심리상담

전문가

4
심리상담

센터장
박사 20년 이상

심리상담

전문가

5 특수 교사 석사 20년 이상
특수교육 및 특수상담

전문가

표 Ⅲ-15. 전문가 집단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나) 프로그램 내용 타당도 평가

이 연구는 프로그램 내용 타당도 검증을 위하여 신인수(2015)의 전문가 타당도 검사

지를 이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프로그램 검증 설문지를 제작하였다. 먼저 세부 프로그

램 내용 평가에서는 각 회기 활동 내용별로 세분화하였다. 프로그램 검증 설문지에는

프로그램이 목표에 부합하여 구성되었는지를 평가하였다. 그리고 회기별 활동 내용은

삶의 의미, 자아존중감, 양육효능감 변인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도 평가하였다.

다음으로는 전체 프로그램 평가에서는 전체적인 구성이 적절한지, 회기별 활동목표

가 적절한지, 로고테라피에 기반한 구성내용이 회기별 목표를 달성하는데 충실히 구성

되었는지를 평가하였다. 전문가 타당도 평가 내용은 표 Ⅲ-16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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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계

회

기

주

제
목 표 활 동 내 용

평가 해당 변인

매

우

부

적

합

부

적

합

보

통

적

합

매

우

적

합

삶

의

의

미

자

아

존

중

감

양

육

효

능

감

도

입
1 만남

-로고테라피 목적과 진행

방식을 이해한다.

-집단원의 친밀감과 신뢰

감을 형성한다.

-프로그램 목적 및 운영방법 소개하기(연구자) 5

-로고테라피 동영상 시청 후 소개하기(연구자) 5

-서약서 작성하기(참여자) 5

-자신을 표현하는 별칭, 어린시절 별명, 좋아하는 것, 나

를 표현하는 형용사 등을 이용하여 명패 만들고 자기 소

개하기, 가족소개, 장애아 정보 포함(참여자)

5 5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와 욕구를 나눈다(참여자) 5

삶

의

의

미

발

견

2
자기

발견 

-자기 발견을 통한 나의 

가치를 명료화하고 소중

한 참모습을 인식한다.

-로고테라피 : 자기 발견에 대해 설명한다(연구자) 5

-과거를 회상하며 원가족에서 나는 어떤 모습인지, 어린시

절 칭찬 받았던 내용이나 경험 나누기(참여자)
5 4 5

-현재 가정에서 나는 어떤 모습이며 어떤 역할을 하고 있

고 또 나아가, 직장, 이웃에 대하여 어떤 모습인지 나누

기(참여자)

5 4 5 1

-타인이 나에게 표현했던 내용 중 기분 좋았던 것은 무엇

이었는지 나누기(참여자)
5 4 5 2

3

자유

선택

책임

-선택의 자유와 책임의 중

요성을 인식한다.

-로고테라피 : 선택에 대한 자유와 책임의 중요성을 설명

한다(연구자)
5 5 5 4

-자신의 인생에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한 일 중 잘한 

것은 어떤 것인지 나눈다(참여자)
5 5 5 5

표 Ⅲ-16. 프로그램 내용 타당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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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계

회

기

주

제
목 표 활 동 내 용

평가 해당 변인

매

우

부

적

합

부

적

합

보

통

적

합

매

우

적

합

삶

의

의

미

자

아

존

중

감

양

육

효

능

감

-장애아 양육 과정에서 선택의 순간, 나는 어떤 자유의지

를 가지고 선택이나 결정을 하였는지, 그로 인한 나의 책

임 나누기(참여자)

5 5 4 4

4 긍정성 

인식

-나와 자녀의 고유성 인식

과 긍정적 자원 및 강점

을 발견한다.

-로고테라피 : 고유성, 긍정적 자원과 강점에 대해 설명한

다.(연구자)
5

-대체할 수 없는 나의 고유성을 표현한다. 1 4 5 5 3

-과거 자신의 강점이나 자원이 잘 발휘되었던 경험나누기 

그리고 현재에 어떻게 발휘되고 있는지 나누기.
5 5 5 4

-장애 자녀의 고유성과 강점 및 자원 나누기 5 5 3 4

5
경험적

가치

-개인적 삶과 양육 경험에

서 경험적 가치를 통하여 

삶의 의미를 발견한다.

-로고테라피 : 경험적 가치 발견에 대한 설명(연구자) 5

-나의 삶 속에서 체험한 감동(자연, 예술, 사랑, 봉사, 소

통 등)에서 느꼈던 경험 나누기(참여자)
5 5 5 4

-장애아를 양육하면서 체험한 보람, 즐거웠던 기억, 긍정

적 경험을 나누기(참여자)
5 5 4 5

6
창조적

가치

-개인적 삶과 양육 경험에

서 창조적 가치를 통하여 

삶의 의미를 발견한다.

-로고테라피 : 창조적 가치 발견에 대한 설명(연구자) 5

-나의 세 가지 소망을 적고 소망을 성취하기 위해 구체적

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적기(참여자)
1 4 5 3 3

-장애자녀 양육에서 창조적으로 행했던 일 나누기(참여자) 5 5 5 5

7
태도적

가치

-개인적 삶과 양육 경험에

서 태도적 가치를 통하여 

삶의 의미를 발견한다. 

-로고테라피 : 태도적 가치 발견에 대한 설명(연구자) 5

-자신의 삶에서 힘들었던 경험이 무엇이고 어떻게 다루었

는지 나누기(참여자)
5 5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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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계

회

기

주

제
목 표 활 동 내 용

평가 해당 변인

매

우

부

적

합

부

적

합

보

통

적

합

매

우

적

합

삶

의

의

미

자

아

존

중

감

양

육

효

능

감

-장애아를 양육하면서 어려웠던 상황, 상동행동, 부적응 

행동에서 대해 어떻게 행했는지 나누기(참여자)
5 5 4 5

8
자기

초월

-자기중심에서 타인을 위

한 의미 있는 일을 행함

으로 삶의 의미를 인식한

다. 

-로고테라피 : 자기초월에 대한 설명(연구자) 5

-자신을 넘어 내가 누군가를 위해, 또는 나에게 의미 있는 

어떤 일을 위해 행하였던 경험 나누기
5 5 5 4

-장애아를 양육하는 엄마를 만난다면 나는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나누기(참여자)
5 5 5 5

새

로

운 

결

정

9

죽음과 

새로운 

결정

-가상의 죽음을 통하여 삶

과 시간의 소중함 인식하

기

-로고테라피 : 죽음 대한 설명(연구자) 5

-하루밖에 살 수 없다면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지 나

누기(참여자)
1 4 5 3 3

-살면서 잘한 일과 후회되는 일 나누기(참여자) 5 5 4 3

-다시 살게 되었을 때. 의미 있게 살기 위해 무엇을 할 것

인지 나누기(참여자)
5 5 5 4

마

무

리

10
새로운 

출발 

-새로운 삶의 태도를 바탕

으로 새로운 나를 인식하

기

-프로그램을 참여를 통한 나의 변화를 나눈다. 5 5 5 5

-10년 후 나의 모습 나누기(참여자) 1 4 5 5 5

-프로그램 소감 나누기(참여자) 5 5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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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7. 프로그램 구성 적합도 전문가 평가

번

호
문항

평가
매우

부적합
부적합 보통 적합

매우

적합

1 프로그램 변화 원리가 적절하다. 5

2 프로그램 전체적인 구성이 적절하다. 5

3 프로그램의 회기별 활동목표가 적절하다. 1 4

4
프로그램의 현장 적용 가능성과 일반화 

가능성이 있다.
1 4

5 로고테리피를 잘 반영하였다. 5

6
프로그램을 적용하였을 때, 장애아어머니

의 삶의 의미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5

7
프로그램을 적용하였을 때, 장애아어머니

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5

8
프로그램을 적용하였을 때, 장애아어머니

의 양육효능감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5

보완 및 수정해야 할 사항

9 프로그램 변화 원리에서 보완 및 수정할 사항

10 프로그램 전체적인 구성에서 보완 및 수정할 사항

11 프로그램의 회기별 활동목표에서 보완 및 수정할 사항

12 프로그램의 현장적용 가능성과 일반화에서 보완 및 수정할 사항

13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의견

다) 프로그램 내용 타당도 결과

프로그램 전문가 집단을 통해 프로그램 목적 및 목표에 대한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프로그램 내용과 목적 및 목표의 관련성의 측면에서 타당성을 평가하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회기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회기별 내용이 도움이 되는지를 알아보고 각 회기

별 목표에 장애아 어머니의 삶의 의미, 자아존중감, 양육효능감에 적합한 내용인가를

평가하였다.

프로그램의 목적 및 목표에 대한 타당도와 프로그램 내용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수집된 자료에 대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으며, 프로그램 목적과 목표, 내용에 따

른 전문가의 주관적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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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자 문 내 용 수 정 사 항

프로그램

구성

내용

-로고테라피의 설명 시(지침서) 용어가

다소 추상적임. 참여자의 이해를 위하

여 이론적 용어가 아닌 일상의 언어로

바꾸어 기술하기

-연구자는 로고테라피 용어를 일상

의 용어로 기술하여 진행

-질문에 대한 예시를 들어 설명, 연

구자 개인의 경험을 예를 들어 모

델링 제시

-전반적으로 활동 내용 중 질문이 3개

로 구성되어있다. 심도 있는 활동을 위

하여 질문 구성을 2개로 축소하는 것

추천

-질문의 내용을 줄여서 2개 정도로

압축하여 진행

-구체적인 활동을 들어갈 때, 마음과 생

각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심호흡을 한

- 모든 회기 전개 시, 활동 전 심신

의 안정을 위한 개입으로 호흡법

표 Ⅲ-19. 전문가 자문결과 및 수정·보완 사항

(1) 회기별 프로그램 내용 타당성 검증 결과

프로그램 회기별 내용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내용을 각 회기 활동 내

용을 세분화하여 타당성을 검증받았다. 전문가 집단은 회기별 내용의 타당도 점수는

표 Ⅲ-18과 같으며(5점 만점), 전체 평균은 4.98로 평가되었다.

회기 1 2 3 4 5 6 7 8 9 10

평균 5 5 5 4.95 5 4.93 5 5 4.95 4.93

표 Ⅲ-18. 프로그램 내용 회기별 타당성 검증 결과(N=5)

(2) 프로그램 구성 적합도 검증 결과

프로그램의 구성 적합도를 프로그램 목적 및 목표에 대한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프

로그램 내용과 목적 및 목표의 관련성의 측면에서 검증한 결과, 평균 4.95점으로 조사

되었다.

(3) 전문가 자문결과 및 수정·보완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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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거나 명상을 추가하는 것 추천

진행(424호흡법으로 사용)

- 424호흡법: 하나, 둘, 셋, 넷에 들

여마시고, 하나, 둘에 숨을 멈췄

다가 다시 하나, 둘, 셋, 넷에 내

쉰다

-2회기: 원가족이나 현재의 가족에서의

나의 모습 탐색에서 자칫 부정적인 감

정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고려

하여 긍정적인 경험으로 용어를 바꾸는

것도 추천

- 나의 모습 탐색에서 원가족을 강

조하기 보다는 과거 칭찬 받았던

내용이나 긍정적 경험으로 변경

-4회기: 고유성과 강점이나 자원을 발견

두 가지를 분리하여 나누다 보면 시간

도 길어지고 중복될 수 있음. 하나의

활동으로 하는 것을 추천

-4회기: 고유성에 집중하다 보면 2회기

자기발견과 중복되는 면이 많이 있다.

긍정적 자원과 강점을 부각시키는 것

추천

-4회기 고유성을 강조하여 다루기

보다는 고유성을 활용한 자신의 강

점이나 자원이 잘 발휘되었던 경험

으로 구성

-6회기: 창조적 가치발견에서 자신의 삶

에 대한 창조적 경험과 자녀 양육에서

의 창조적 경험으로 나누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그 다음 미래에 대한 소망 나

누기를 하는 것을 추천

-창조적이란 단어를 행했던 일, 기뻤던

일로 바꾸기

-6회기 자신의 삶 속에서 창조적으

로 행했던 일과 소망 및 구체적으

로 해야 하는 것을 먼저 나눈다 그

리고 장애아 양육 경험에서 창조적

으로 행했던 일 나누기로 구성

-‘창조적으로 행하였던’을 행했던 일

중 기뻤던 일, 보람있던 일로 설명

-7회기: 힘들었던 경험 탐색 시, 부정적

감정에 빠져들지 않기 위하여 긍정적

으로 극복했던 것을 강조하여 진행

-‘나는 어떻게 긍정적으로 극복했는

지’로 질문 변경

-9회기: 3가지 질문을 2가지로 축소하고

후회한 일 보다는 잘한 일이나 의미있

는 일로 추천

-긍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후회하는

일 탐색보다는 잘한 일, 의미 있는

일로 변경

-마지막 회기에는 집단원들의 서로의

칭찬이나 강점을 롤링페이퍼로 표현하

는 것도 추천

-롤링페이퍼를 먼저 진행하고, 내용

나누기로 변경, 색지를 활용하여

소장할 수 있도록 준비

프로그램

진행 및

운영

-장애아동의 연령에 따른 어머니의 양

육스트레스가 다를 것으로 사료됨. 이

에 아동 및 학령기 초기로 설정하였으

므로 대상자 모집 시 아동 연령을 고

지하는 것을 추천

-대상자 자녀를 아동 및 초등학생

으로 기술하여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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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계

회

기
주제 목표 활동내용

도

입
1 만남

⬝로고테라피 목적과

진행방식을 이해한

다.

⬝집단원의 친밀감과

신뢰감을 형성한다.

⬝프로그램 목적 및 운영방법 소개하기(연구

자)

⬝로고테라피 동영상 시청 후 소개하기(연구

자)

⬝서약서 작성하기(참여자)

⬝424 호흡법 진행

⬝자신을 표현하는 별칭, 어린시절 별명, 좋아

하는 것, 나를 표현하는 형용사 등을 이용

하여 명패 만들고 자기 소개하기, 가족소

개, 장애아 정보 포함(참여자)

⬝프로그램에 참여 동기와 기대를 나눈다(참

여자)

삶

의

의

미

발

견

2
자기

발견

⬝자기 발견을 통한

삶의 의미 발견과

자신의 가치를 명료

화한다.

⬝로고테라피-자기 발견에 대해 설명한다(연

구자)

⬝424 호흡법 진행

⬝과거를 회상하며 나는 어떤 모습인지, 어린

시절 칭찬 받았던 내용이나 긍정적 경험

나누기(참여자)

⬝현재 가정이나 직장, 또는 이웃 관계에서

나의 긍정적 측면을 떠 올리고, 기분 좋았

던 경험과 기분 좋게 들었던 표현을 나누

기(참여자)

3
자유

의지

⬝선택의 자유와 책

임의 중요성을 인식

한다.

⬝장애아 양육에서

선택에 영향을 미친

⬝로고테라피-선택에 대한 자유와 책임의 중

요성을 설명한다(연구자)

⬝424 호흡법 진행

⬝자신의 인생에서 주체적인 마음를 가지고

선택한 일 중 잘한 것은 어떤 것인지 나눈

3) 최종 프로그램 및 지침서

가) 최종 프로그램

이상과 같이 프로그램 개발 절차에 따라서 구성된 ‘장애아 어머니를 위한 로고테라

피 기반 집단상담 프로그램’ 내용은 표 Ⅲ-20에 제시하였다.

표 Ⅲ-20. 최종 프로그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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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계

회

기
주제 목표 활동내용

나의 가치관을 명료

화한다.

다(참여자)

⬝장애아 양육 과정에서 선택의 순간, 나는

어떤 주체적인 마음을 가지고 선택이나 결

정을 하였는지, 그로 인한 나의 책임 나누

기(참여자)

4

긍정

성

인식

⬝나와 자녀의 긍정

적 자원 및 강점을

발견한다.

⬝로고테라피-고유성, 긍정적 자원과 강점에

대해 설명한다.(연구자)

⬝424 호흡법 진행(연구자)

⬝과거 자신의 강점이나 자원이 잘 발휘되었

던 경험나누기 그리고 현재에 어떻게 발휘

되고 있는지 나누기(참여자)

⬝장애 자녀의 고유성과 강점 및 자원 나누기

(참여자)

5

경험

적

가치

⬝개인적 삶과 양육

경험에서 경험적

가치를 발견한다.

⬝로고테라피-경험적 가치 발견에 대한 설명

(연구자)

⬝424 호흡법 진행(연구자)

⬝나의 삶 속에서 만남을 통해 느꼈던 경험이

나 체험한 감동(자연, 예술, 사랑, 봉사, 소

통 등) 나누기(참여자)

⬝장애아를 양육하면서 체험한 보람, 즐거웠

던 기억, 긍정적 경험을 나누기(참여자)

6

창조

적

가치

⬝개인적 삶과 양육

경험에서 창조적

가치를 발견한다.

⬝로고테라피-창조적 가치 발견에 대한 설명

(연구자)

⬝424 호흡법 진행(연구자)

⬝나의 삶에서 내가 행했던 일 중 기뻤거나

보람되었던 일 나누기(참여자)

⬝장애자녀를 양육하면서 행했던 일 중 기쁘

거나 보람되었던 일 나누기(참여자)

7

태도

적

가치

⬝개인적 삶과 양육

경험에서 태도적 가

치를 발견한다.

⬝로고테라피-태도적 가치 발견에 대한 설명

(연구자)

⬝424 호흡법 진행(연구자)

⬝자신의 삶에서의 힘들었던 경험에서 나는

어떻게 긍정적으로 극복했는지 나누기(참여

자)

⬝장애아를 양육하면서 어려웠던 상황, 상동

행동, 부적응 행동에서 대해 어떻게 행했는

지 나누기(참여자)

8 자기 ⬝자기중심에서 타인 ⬝로고테라피-자기초월에 대한 설명(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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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계

회

기
주제 목표 활동내용

초월

을 위한 의미 있는

일을 행함으로 삶의

의미를 발견한다.

⬝424 호흡법 진행(연구자)

⬝자신을 넘어 내가 누군가를 위해, 또는 나

에게 의미 있는 어떤 일을 위해 행하였던

경험 나누기

⬝장애아를 양육하는 엄마를 만난다면 나는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나누기(참여자)

새

로

운

결

정

9

죽음

을

통한

새로

운

결정

⬝가상의 죽음을 통

하여 삶과 시간의

소중함 인식하기

⬝로고테라피-죽음 대한 설명(연구자)

⬝424 호흡법 진행(연구자)

⬝가상의 죽음을 앞두고 살면서 잘한 일 또는

의미있는 일 나누기(참여자)

⬝다시 살게 되었을 때. 의미 있게 살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나누기(참여자)

로

고

힌

트

10

새로

운

출발

⬝새로운 삶의 태도

를 바탕으로 새로운

나를 인식하기

⬝424 호흡법 진행(연구자)

⬝프로그램을 참여를 통한 나의 변화를 나눈

다.(참여자)

⬝집단원간의 서로의 강점이나 칭찬 롤링페이

퍼로 작성한다.(참여자)

⬝프로그램 소감 나누기(참여자)

나) 지침서 작성

프로그램 지침서는 프로그램을 구성할 기본 요소가 결정되면 그것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이는 진행자가 달라지더라도 동일한

방식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이와 같은 내용을 기초로 본 연

구자가 계획한 1회기 지침서는 표 Ⅲ-21과 같다. 나머지 회기 지침서는 부록 10에 제

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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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남

회기 1회기 운영시간 120분

목 표
⬝ 로고테라피 기반한 프로그램의 목적과 진행방식을 이해한다.

⬝ 집단원간의 친밀감과 신뢰감을 형성한다

준비물 명패용 종이, 필기구, 워크북 파일, 동영상, 서약서

도입

“어머니들은 장애아를 키우며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등 많

은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스트레스를 유발

하고 우울과 부정적인 감정에 놓이게 되고, 급기야는 자신의

삶과 양육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자녀의 발달과

가족 모두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어려움에 놓인 어머니를 위해 본 프로그램은 로고

테라피를 기반으로 하여 장애아 어머니의 심리적 어려움을

감소하고 정서적 안정과 긍정성 회복을 돕는 프로그램입니

다. 이는 삶의 고통 속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주체적인

삶을 통해 장애아 어머니의 삶의 의미를 높이고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및 양육효능감을 향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

다.”

1. 오리엔테이션

⬝ 로고테라피에 기반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목적 안내

⬝진행방식에 대해 안내

“본 프로그램은 강의나 교육으로 이루지지 않습니다. 진행자

의 질문을 통해 어머니들은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성찰하고

자연스럽게 다른 집단원들에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는 억압

된 자신을 발견하고 표출하는 과정으로, 자신에 대해 이해하

고 돌보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집단원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공감하고 격려하는 상호작용 속에서 자신의 긍정적

정서가 회복되는 경험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집단원들이 자

신의 이야기를 나눌 때, 누가 먼저 이야기 할까 고민하는 경

우가 많아서 오늘은 시계방향으로 나누겠습니다. 다음 시간

을 시계 반대 방향이고요. 순서는 여러분의 좋은 의견 주셔

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활동 후 소감문을 작성하

면서 마무리 합니다.”

2. 설문지를 안내하고 작성한다.

3. 집단 규칙을 안내하고 서약서를 작성한다.

25분

전개 4. 빅터 프랭클 ‘로고테라피’ 동영상을 감상한다. 80분

표 Ⅲ-21. 1회기 자기 발견(오리엔테이션) 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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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의 이해를 돕기 위해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먼저 로고

테라피는 오스트리아 정신과 의사인 빅터 플랭클에 의해 체계

화된 상담이론입니다. 플랭클은 유대인으로 당시 나치 포로수용

소에서의 실제적 경험을 바탕으로 실존분석 이론을 더욱 발전

시켰습니다. 그는 수용소에서 겪은 죽음 속에서 자아를 성찰하

고 인간 존엄성의 위대함을 몸소 체험한 내용을 책으로도 출간

하였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플랭클의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

니다.”

“눈을 감고 심호흡을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들여 마시고

하나 둘에 숨을 멈추셨다가 다시 하나, 둘, 셋, 넷에 내 쉽니다

(3회). 눈을 뜨십니다. 책상에 있는 종이를 세로로 4등분하여

명패 모양을 만듭니다. 그리고 가운데 자신을 상징하는 별칭을

적습니다. 위, 아래 오른쪽과 왼쪽면에 어릴 적 불렸던 별명,

좋아하는 것, 좋아하는 장소를 적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소개

할 때, 어릴적 별명이 만들어졌던 배경도 나눕니다. 그리고 가

족 소개할 때, 장애 자녀의 장애 유형과 행동 특성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 별칭 및 자기소개 (명패 만들기)

⬝424 호흡법 진행

⬝자신을 상징하는 이름을 붙여 별칭을 정한다.

⬝자신을 표현하는 형용사, 어릴 적 별명, 좋아하는 것, 좋아하는

장소, 등을 작성하고 집단원들과 이유에 대해 나눈다.

⬝자신의 가족 소개 특히, 자녀 장애 유형 및 어려움에 대해 표현

한다.

6. 프로그램 참여 동기와 기대를 나눈다.

“이 프로그램 참여하게 된 동기와 기대가 있을 줄 압니다. 그

리고 그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10분

중간

휴식)

마무리

7. 소감 나누기

“첫 회기를 진행하면서 각자 떠올랐던 생각이나 긍정적이든 부

정적이든 떠오른 마음에 대해 소감문 활동지에 적고 이야기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8. 진행자는 집단규칙을 다시 강조하고 다음 회기를 안내한다.

“집단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다보면 노출한 것에 대해 불안

감이 있습니다. 이에 집단규칙에 서명하셨듯이 비밀유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밀 유지 서약은 했지만, 스

스로가 불편한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

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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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장애아 어머니를 위한 로고테라피 기반

집단상담 프로그램 효과 검증

장애아 어머니를 위한 로고테라피 기반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통제

집단과 비교를 통하여 프로그램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 검증하

고자 하는 연구문제와 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2. 장애아 어머니를 위한 로고테라피 기반 집단상담 프로그램 효과는

어떠한가?

가설 2-1. 로고테라피 기반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장애아 어머니의 삶의 의미

를 향상시킬 것이다.

가설 2-2. 로고테라피 기반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장애아 어머니의 자아존중

감을 향상시킬 것이다.

가설 2-3. 로고테라피 기반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장애아 어머니의 양육효능

감을 향상시킬 것이다.

연구문제 3. 장애아 어머니를 위한 로고테라피 기반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

한 장애아 어머니의 참여 경험은 어떠한가?

1. 효과 검증 방법 및 과정

가. 연구설계

이 연구는 로고테라피 기반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장애아 어머니에게 적용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실험연구이다. 연구 설계는 연구 참여자 선정 후 실험

집단과 통제집단에 무선배치하고 각각 사전검사를 하였다. 실험집단의 참여자에

게는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통제집단 참여자에게는 아무런 처지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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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았다. 실험처치 후 사후검사를 실시하였고, 4주후 추후검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의 설계는 그림 Ⅳ-1과 같다.

X : 실험처치(장애아 어머니 집단상담 프로그램)

O1, O4 : 사전검사(삶의 의미, 자아존중감, 양육효능감 검사)

O2, O5 : 사후검사(삶의 의미, 자아존중감, 양육효능감 검사)

O3, O6 : 추후검사(삶의 의미, 자아존중감, 양육효능감 검사)

그림 Ⅳ-1. 연구 설계

나. 연구대상

1) 피험자

이 연구 대상은 로고테라피에 기반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관한 안내를 받고 참

가를 희망한 J 지역의 장애아 어머니들이다. 참여 의사를 밝힌 16명의 장애아 어

머니들은 무작위 할당을 통하여 8명은 치료 집단에, 8명은 통제집단에 배정하였

다. 실험집단에 참여하지 못한 통제집단 어머니들에게 추후 프로그램 일정을 진

행할 것을 약속하였다. 실험집단원 중 1명은 1회기 마친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프로그램 불참 의사를 밝혔고, 통제집단원 중 1명은 도외 출타로 인하여 불참 의

사를 밝혔다. 따라서 실험집단은 최종 7명, 통제집단 최종 7명으로 진행하였다.

참여자들의 인구통계학적 배경은 표 Ⅳ-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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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번
참여자 장애자녀

연령 종교 직업 성별 연령 장애유형

실

험

집

단

1 45 불교 주부 남 6세 지적3급

2 40 무교 주부 여 5세 언어지연

3 37 기독교 주부 여 5세 지적2급, 뇌병변2급

4 34 무교 주부 남 6세 자폐2급

5 46 불교 주부 여 7세 뇌병변1급

6 42 기독교 조무사 남 7세 자폐2급

7 48 무교 주부 남 15세 뇌병변3급,지적2급

통

제

집

단

1 42 무교 주부 남 8세 자폐3급

2 38 무교 주부 남 13세 지적2급

3 37 불교 주부 남 10세 자폐3급

4 34 무교 주부 여 8세 뇌병변 3급

5 36 기독교 주부 남 11세 자폐3급

6 40 무교 주부 여 8세 자폐3급

7 38 불교 주부 남 6세 언어3급

표 Ⅳ-1. 연구참여자 인구통계

2) 프로그램 진행자

본 집단상담 프로그램 진행은 연구자가 직접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상담심리

전공자로 개인상담과 집단상담을 10년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B정신건강의학

과에서 심리상담사로 재직하고 있다. 그리고 집단원으로 참여한 경험은 총 85시

간이었고, 집단 지도자 경험은 총 220시간 참여하였다.

연구자는 로고테라피 습득과 연구대상자에 맞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하여

한국 로고테라피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로고테라피 초급(15시간), 중급A(30시간),

중급B(30시간), 고급과정(30시간)을 이수하였다. 또한 질적연구 수행에 대한 역량

을 갖추기 위하여 로고테라피에 기반한 상담사례를 실시하고, 내용분석(content

analysis)하여 논문 1편을 출간한 바 있다.

다. 연구의 윤리적 수행 및 안전성 고려

이 연구를 실시하기 전 제주대학교 생명윤리 심의 위원회(Jeju National

University Institutional Review Board: JNUIRB)의 승인 후 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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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NU-IRB-2021-037).

연구 참여자에게는 프로그램 목적과 절차를 설명하였고, 연구 결과는 연구 이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참여자의 사생활을 최대한 보장할 것임을 설명

하였다. 그리고 연구 참여에 대한 의사를 밝혔더라도 연구 도중 언제든지 그만

둘 수 있다는 내용을 안내하고 연구 참여 동의를 받았다.

라. 측정도구

장애아 어머니를 위한 로고테라피 기반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사용한 측정도구는 다음과 같다.

1) 삶의 의미 척도

이 연구에서는 삶의 의미를 측정하기 위하여 Crumbaugh와 Maholick(1964)이

개발하고 남궁달화(1980)가 번안한 삶의 목적(purpose in life, PIL)을 사용하였

다. 박선실과 이준석(2002)은 삶의 목적 척도의 내용 타당성 검토를 마쳤다. 척도

는 총 20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Likert 7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의

미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각 문항은 중간 점수 4점을 기준으로 상반되는 내용의

문장이 기술되어 있다. 삶의 의미 점수가 112점 이상이면, 삶의 명확한 의미와

목적이 존재함을 나타낸다. 92점 이하는 분명한 의미가 부족한 실존적 공허 상태

를 의미하고, 93점에서 111점 사이는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있다(Crumbaugh &

Maholick, 1964).

이 연구에서 해당 척도를 삶에서 지향하는 바가 있는가를 뜻하는 지향과 추동

의 의미를 가진 문항으로 구성된 삶의 방향 추구와 현재 자신의 삶이 살아갈 가

치가 있다는 주관적 느낌인 삶의 존재 가치의 두 하위요인으로 구분하였다. 한국

어판 내용타당도 검증 시 신뢰도(Cronbach’s α)는 .91이었고(박선실ㆍ이준석,

2002) 이 연구에서는 전체문항에 대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7이다. 삶

의 의미 척도의 문항 구성 및 신뢰도는 표 Ⅳ-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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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 삶의 의미의 문항 구성과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수 문항번호 Cronbach’s α

삶의 방향 추구 11 1, 2, 5, 6, 7, 9, 15, 16, 17, 18, 20 .955

삶의 존재 가치 9 3, 4, 8,10, 11, 12, 13, 14, 19 .947

전 체 20 .975

2) 자아존중감 척도

이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Coopersmith(1967)가 제작한

Self–Esteem Inventory를 강종구(1986)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4가지의 하위 영역으로 구분되었다. 하위요인은

자기비하 요인(5문항), 타인과의 관계 요인(7문항), 지도력과 인기 요인(6문항),

자기주장과 불안 요인(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25문항 중 16문항(1, 2, 3, 6,

7, 9, 11, 13, 15, 16, 17, 18, 21, 22, 23, 25) 역 채점하여 계산한다. 각 문항은

Likert 4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그렇다(3점), 매우

그렇다(4점)로 구성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거나 혹은 자신을 존

중하고 좋아하며 스스로를 가치 있는 인간으로 느끼는 것으로 본다. 강종구

(1986)의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s α)는 .86이었다. 이 연구에서는 전체 문항

에 대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2이다. 자아존중감 척도의 문항 구성 및

신뢰도는 표 Ⅳ-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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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요인 문항내용 문항수 문 항 Cronbach's α

자기비하

자신을 남보다 못하다고 생각하

고 장점보다 단점이 많다고 생각

하며 자신의 존재 가치를 못 느

끼는 경향

5
1*, 3*, 11*,

15*, 16*
.789

타인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고

가족의 이해나 사랑이 부족하다

고 생각하는 경향

7

6*, 7*, 9*,

10, 20, 21*,

22*
.796

지도력과

인기

남 앞에서 말하기가 어렵고 자신

이 남보다 매력이 적다고 느끼는

경향

6
2*, 5, 8,

14, 18*, 25*
.797

자기주장과

불안

결정하기 어렵고 생활태도에 자

신이 없고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여기는 경향

7

4, 12, 13*,

17*, 19, 23*,

24

.685

전 체 25 .922

*는 역채점 문항임

표 Ⅳ-3. 자아존중감의 문항 구성과 신뢰도

3) 양육효능감

이 연구에서는 장애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Floyd et

al.(1998)의 ‘Perceived Parenting Competence’를 사용하였다. 원래 이 척도는 학

령기 자녀용으로 개발된 것이나, 안지영(2001)에 의해 우리나라의 문화를 고려하

여 번안, 수정되었다. 척도는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모 역할에 대한

자신감을 측정하는 양육 자신감 요인(8문항)과 부모 역할에서 아이를 다루기 어

려워하는 양육 어려움 요인(7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양육 어려움 요인 8개(3,

5, 7, 8, 9, 10, 14, 15)는 역 채점되었다. 각 문항은 Likert 4점 척도로 전혀 그렇

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그렇다(3점), 매우 그렇다(4점)로 구성되었고 점

수가 높을수록 부모 역할에 대한 자신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안지영(2001)

의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s α)는 .73이었다. 이 연구에서는 전체 문항에 대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0이다. 양육효능감 척도의 문항 구성 및 신뢰도는

표 Ⅳ-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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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4. 양육효능감의 문항 구성과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내용 문항수 문항번호 Cronbach's α

양육

자신감

부모역할에 대해

자신감을 가짐
8

1, 2, 4, 6, 9,

11, 12, 13
.79

양육

어려움

부모역할에 대해

죄책감을 가짐
7

*3, *5, *7, *8,

*10, *14, *15
.78

전 체 15 15 .85

*는 역채점 문항임

마. 검증 과정

이 연구는 프로그램 개발 절차에 따라 구성된 로고테라피에 기반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이론적 배경을 정립하고 이론적 모형을 세워 최종적으로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하였다. 프로그램 참여 희망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2021년 5월 24일부

터 29일까지 모집하였다. 프로그램 교육장은 코로나로 인한 넓은 장소가 필요했

으므로 장애인 전환서비스 지원센터 교육장의 사용허가를 받아 진행하였다. 프로

그램 참여 홍보 안내는 장애인 부모회 및 자폐 사랑협회 홈페이지와 ○○특별한

아이 카페 등을 통해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홍보 안내에는 로고테라피에 기반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또한 참가자 선정 기준으로는 유

아기, 학령기 초기 장애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어머니로 프로그램 진행하는 동안

결석을 하지 않겠다고 동의한 경우이다.

1) 사전검사(2021년 6월 3일)

이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희망한 14명을 대상으로 치료집단과 통제집단에 무

선 배정하였고, 예비모임을 통하여 프로그램 안내 및 사전검사를 실시하였다. 사

전검사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삶의 의미, 양육효능감, 자아존중감을 측정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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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그램 실시(2021년 6월 8일부터 2021년 7월 9일)

본 프로그램은 실험집단 7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연구자가 직접 진행하

였다. 프로그램의 회기는 총 10회기로 구성되었고, 주 2회, 매회기 당 120분으로

진행하였다. 자세한 프로그램 내용은 표 Ⅲ-20과 같다. 그리고 통제집단의 경우

차후 일정을 조정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약속을 하고 실시하

였다.

3) 사후검사(2021년 7월 9일)

실험집단 사후검사는 마지막 10회기 종결 후, 프로그램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삶의 의미, 자아존중감, 양육효능감 검사를 실시하였다. 통제집단은 2021년 7월

12일에 삶의 의미, 자아존중감, 양육효능감 검사를 실시하였다.

4) 추후검사(2021년 8월 6일)

추후검사는 프로그램 종결 4주 후 프로그램 효과 지속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

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대상으로 삶의 의미, 자아존중감, 양육효능감 척도를

검사하였다.

바. 자료 분석 과정

1) 양적 자료 분석 과정

이 연구에서는 로고테라피에 기반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

여 수집된 자료를 점수화하였고 분석은 SPSS WIN 21.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체

적인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 도구의 신뢰도 검증은 Cronbach’s α 계수로 분석하였다.

둘째,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사전 동질성 검증을 위하여 두 집단 간의 삶

의 의미, 자아존중감, 양육효능감 평균 차이를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

였다.

셋째, 연구의 가설을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혼합설계변량분석(mixed



- 85 -

ANOVA)을 사용하였다. 혼합설계는 집단(실험, 통제)과 측정시기(사전,

사후, 추후)에 따른 삶의 의미, 자아존중감, 양육효능감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측정시기를 반복측정 변인으로 하여 이원반복측정변량분석(2-way

Repeated Measures ANOVA)을 실시하였다.

넷째, 집단과 측정 시기의 상호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집단과 측정시기 각각에

대한 단순 주효과를 검증하고 집단과 측정 시기별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사후

검증(LSD)을 실시하였다. 가설검증을 위한 통계적 유의수준은 .05 수준으로

하였다.

다섯째, EXCEL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평균 점수 변화를 그

래프로 제시하여 시각화하였다.

2) 내용 분석 과정

이 연구에서는 장애아 어머니를 위한 로고테라피 기반 집단상담 프로그램 효

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례연구를 활용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는 양적 분

석의 신뢰성을 보완하기 위함이다. 사례연구는 시간과 장소에 의해 경계 지어진

체계 내에서 어떤 현상이 발현되는지 이해하거나 발현한 현상이 어떠한 과정으

로 발전되는지를 규명하는 연구 방법이다(Creswell, 2010). 사례연구의 목적은 사

회적 대상에 관한 연구로 연구참여자가 나타내는 것을 관찰, 심층 면담, 문서 분

석 등의 기법을 통해 모든 정보가 어떻게 작용하고 기능이 수행되는지를 효과적

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데 있다(윤정아, 2015).

이 연구의 사례연구 설계는 다중사례연구(multiple-case design)로 ‘로고테라피

에 기반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경험은 어떠하였나’를 중심으로 프로그램 수

행 단계별 경험과 핵심 범주인 삶의 의미, 자아존중감, 양육효능감에 대하여 초

기, 중기, 말기의 변화에 집중하여 논의하였다. 이를 위한 자료수집은 프로그램

참여자 7명의 모든 단계에서 수집된 자료(축어록, 활동지, 보고서, 연구자의 현장

노트 등)를 근거로 참여자의 변화 양상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과

보고서 작성과정은 동료 연구자들의 점검과 지도교수의 검토를 통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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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적 분석 결과

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 검증

이 연구에서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삶의 의미, 자아존중감, 양육효능감 평

균 차이를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동질성 측정결과는 삶의 의미, 자아존

중감, 양육효능감 전체 변인에서 두 집단의 평균차가 p>.05 으로 차이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나 사전 동질성이 확인되었다. 결과는 표 Ⅳ-5에 제시하였다.

표 Ⅳ-5.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 검증

변인

실험집단

(n=7)

통제집단

(n=7)

등분산성

검증 t p

M SD M SD F P

삶의 의미 전체 95.571 2.070 97.142 1.951 .021 .886. -1.461 .170

삶의 방향추구 52.000 1.914 52.857 2.115 .067 .801 -.795 .442

삶의 존재가치 43.571 3.154 44.285 1.889 3.914 .071 -.514 .617

자아존중감 전체 69.286 5.589 69.286 6.601 .064 .804 .000 1.000

자기비하 12.143 1.345 14.143 2.268 .999 .337 -2.007 .068

타인과의 관계 19.286 2.430 19.957 1.464 3.810 .075 -.533 .604

지도력과 인기 15.000 3.000 17.714 2.430 .172 .685 -1.860 .088

자기주장과 불안 17.571 2.070 18.858 1.864 .28 .606 -1.221 .246

양육효능감 전체 35.571 1.902 35.285 1.253 .662 .432 .332 .432

양육 자신감 18.000 1.632 18.428 .975 .678 .426 -.596 .426

양육 어려움 15.000 3.605 16.428 .975 8.139 .015 -1.012 .015
* p<.05, ** p <.01, *** p<.001

검증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양육효능감의 하위변인인 양육어려움

(F=8.139, p<.05)을 제외하고 삶의 의미(F=.021, p>.05), 자아존중감(F=.785,

p>.05), 양육효능감(F=7.394, p>.05) 전체와 모든 하위변인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이 대체로 등분산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은 삶의 의미, 자아존중감, 양육효능감 전체 및 모든 하위변

인의 사전점수가 .05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한 차이가 없으므로 서로 동질한 것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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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로고테라피 기반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삶의 의미에 미치는 효과

이 연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삶의 의미 하위 요인

및 전체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사전, 사후, 추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 결

과는 표 Ⅳ-6에 제시하였다.

표 Ⅳ-6. 삶의 의미 점수의 집단 간 측정시기별 평균과 표준편차

관련변인 시기
실험집단(n=7) 통제집단(n=7)

M SD M SD

삶의 의미 전체

사전

사후

추후

95.571

114.142

117.142

2.070

2.794

1.772

97.142

92.857

91.428

1.951

2.609

1.397

삶의 방향추구

사전

사후

추후

52.000

63.714

65.857

1.914

3.199

2.478

52.857

50.714

50.142

2.115

.951

1.214

삶의 존재 가치

사전

사후

추후

43.571

50.428

51.285

3.154

2.878

2.497

44.285

42.142

41.285

1.889

2.734

.755

로고테라피 기반 집단상담프로그램이 장애아 어머니의 삶의 의미에 미치는 효

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 사후, 추후 측정에서의 측정

값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혼합변량분석(mixed ANOVA)을 실시하였다.

각 처치수준 간 변량의 동일성 가정을 확인하기 위하여 구형성검증(Sphericity)

을 실시하였다. 구형성검증은 SPSS 프로그램에서 제시하는 Mauchly 검증 방법

을 사용하였다. 만약 구형성 검증에 위배되는 것으로 나타나면, Mauchly 값을

확인하여 .75이하인 경우 Greenhouse-Geisser 수정방식을 사용하고, .75 이상인

경우 Huyhn-Feled 수정방식을 사용해야 한다(Girden, 1992; Field & Hole, 2003;

신인수, 2015 재인용).

이 연구에서의 구형성 검증결과는 삶의 의미 하위요인과 전체 측정에서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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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가정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표 Ⅳ-7에 제시하였다.

표 Ⅳ-7. 삶의 의미에 대한 반복측정변량분석 결과

관련변인 Souse
자승합

(SS)

자유도

(df)

평균자승합

(MS)
F

삶의 의미

전체

집단간

집단간(처치) 431680.095 1 431680.095 104599.408***

오차 49.524 12 4.127

집단내

집단간(시기) 534.333 2 267.167 54.648***

처치×시기 1501.000 2 750.500 153.511
***

오차 117.333 24 4.889

삶의

방향추구

집단간

집단간(처치) 131152.595 1 131152.595 102.126***

오차 106.381 12 8.865

집단내

집단간(시기) 254.619 2 127.310 55.505***

처치×시기 553.000 2 276.500 120.550***

오차 55.048 24 2.294

삶의

존재가치

집단간

집단간(처치) 86950.500 1 86950.500 7509.090
***

오차 138.952 12 11.579

집단내

집단간(시기) 51.857 2 25.929 8.017**

처치×시기 231.857 2 115.929 35.845***

오차 77.619 24 3.234
* p<.05, ** p<.01, *** p<.001

분석결과는 삶의 의미 전체 점수의 집단과 측정시기 상호작용 효과(F=153.511,

p<.001)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실험집단의 삶의 의미의 변화

가 통제집단의 변화와 비교해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삶의 의미의 하

위 요인인 삶의 방향추구(F=120.550, p<.001), 삶의 존재가치(F=35.845, p<.001)

에 있어서 모두 집단과 측정시기의 상호작용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

를 통해 로고테라피에 기반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실시에 따라 삶의 의미 점수가

측정시점과 집단 간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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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측정변량분석을 통해서 삶의 의미 전체와 하위변인 점수에서 집단과 측정

시점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측정 시점에 따른 점수의 변화 양

상에 있어서 집단 간 차이가 있음만 확인할 수 있을 뿐, 집단별 측정 시점에 따

른 변화를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집단별, 시기별로 단순 주효과 및 다

중비교(LSD) 분석을 실시했고, 그 결과는 표 Ⅳ-8에 제시하였다.

표 Ⅳ-8. 삶의 의미 점수에 대한 단순 주효과 및 다중비교 분석 결과

관련

변인
Souse

자승합

(SS)

자유도

(df)

평균자승합

(MS)
F p 다중비교

삶의

의미

전체

측정시기×실험 1911.524 2 955.762 187.579 .000 1<2<3

측정시기×통제 123.810 2 61.905 13.220 .001 1>2>3

집단구분×사전 8.643 1 8.643 2.135 .170 a<b

집단구분×사후 1585.786 1 1585.786 216.948 .000 a>b

집단구분×추후 2314.286 1 2314.286 908.411 .000 a>b

삶의

방향

추구

측정시기×실험 778.952 2 389.476 150.534 .000 1<2<3

측정시기×통제 23.667 2 14.333 7.167 .009 1>2>3

집단구분×사전 2.571 1 2.571 .632 .442 a<b

집단구분×사후 591.500 1 591.500 106.167 .000 a>b

집단구분×추후 862.286 1 864.286 226.875 .000 a>b

삶의

존재

가치

측정시기×실험 250.286 2 125.143 26.954 .000 1<2<3

측정시기×통제 33.429 2 16.714 9.157 .004 1>2>3

집단구분×사전 1.786 1 1.786 .264 .617 a<b

집단구분×사후 240.286 1 240.286 30.489 .000 a>b

집단구분×추후 350.000 1 350.000 102.797 .000 a>b

* p<.05, ** p<.01, *** p<.001, a=실험, b=통제, 1=사전, 2=사후, 3=추후

삶의 의미 전체 점수에서 집단별 측정시기의 단순 주효과를 검증해 본 결과,

실험집단의 경우 측정시기에 따른 점수 변화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

=187.579, p<.001), 사전, 사후, 추후 검사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상승하였

다. 통제집단의 경우에는 측정시기에 따른 점수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F=13.220, p<.01), 사전, 사후, 추후 점수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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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측정시기별 집단의 단순 주효과를 검증한 결과, 사전 점수에서는 실험집

단과 통재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사후 점수(F=216.948,

p<.001〕와 추후 점수(F=908.411,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 삶의 의미의 사후 점수와 추후 점수 모두 통제집단에 비해 실험집단의 점수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의미의 집단별 사전, 사후, 추후 점수 변화는 그

림 Ⅳ-2에 제시하였다.

다음으로는 삶의 의미의 하위변인별로 살펴보면, 삶의 방향 추구에서 집단별

측정시기의 단순 주효과를 검증해 본 결과, 실험집단의 경우 측정시기에 따른 점

수 변화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150.534, p<.001), 사전, 사후, 추후 검사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상승하였다. 통제집단의 경우에는 측정시기에 따른

점수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F=7.167, p<.01), 사전, 사후, 추후 점수순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아졌다. 그리고 측정시기별 집단의 단순 주효과를

검증한 결과, 사전 점수에서는 실험집단과 통재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없었으나, 사후 점수(F=106.167, p<.001)와 추후 점수(F=226.875, p<.001)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삶의 방향추구의 사후 점수와 추후 점수

모두 통제집단에 비해 실험집단의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방향추구

의 집단별 사전, 사후, 추후 점수 변화는 그림 Ⅳ-3에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삶의 존재 가치에서 집단별 측정시기의 단순 주효과를 검증해 본

결과, 실험집단의 경우 측정시기에 따른 점수 변화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F=26.954, p<.001), 사전, 사후, 추후 검사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상승하였

다. 통제집단의 경우에는 측정시기에 따른 점수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F=9.157, p<.01), 사전, 사후, 추후 점수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아졌다.

그리고 측정시기별 집단의 단순 주효과를 검증한 결과, 사전 점수에서는 실험집

단과 통재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사후 점수(F=30.489,

p<.001)와 추후 점수(F=2102.797,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삶의 존재가치의 사후 점수와 추후 점수 모두 통제집단에 비해 실험집단의 점수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존재 가치의 집단별 사전, 사후, 추후 점수 변화

는 그림 Ⅳ-4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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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3. 「삶의 방향추구」의

집단별 사전․사후․추후 점수변화

그림 Ⅳ-4. 「삶의 존재가치」의

집단별 사전․사후․추후 점수변화

그림 Ⅳ-2. 「삶의 의미 전체」의 집단별 사전․사후․추후 점수변화

다. 로고테라피 기반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이 연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자아존중감 하위 요

인 및 전체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사전, 사후, 추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표 Ⅳ-9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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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9. 자아존중감 점수의 집단 간 측정시기별 평균과 표준편차

관련변인 시기
실험집단(n=7) 통제집단(n=7)

M SD M SD

자아존중감

전체

사전

사후

추후

69.286

82.857

84.571

5.589

3.184

3.047

69.286

66.857

65.714

6.601

7.244

7.543

자기비하

사전

사후

추후

12.142

16.143

17.286

1.345

1.069

.951

14.143

12.143

11.429

2.268

2.268

2.149

타인과의 관계

사전

사후

추후

19.286

22.571

23.429

3.401

2.699

2.760

20.000

18.429

18.000

1.633

1.272

.817

지도력과 인기

사전

사후

추후

15.000

18.714

19.429

3.000

2.059

1.813

17.714

16.143

15.143

2.430

2.340

2.340

자기주장과

불안

사전

사후

추후

17.571

21.857

22.000

2.070

3.185

3.416

18.858

17.429

17.000

1.864

1.272

1.000

다음으로 자아존중감 전체와 하위변인들의 점수에 대해 반복측정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Ⅳ-10과 같다. 이때 변량의 동일성 가정을 확인하기 위하여 구형

성검증(Sphericity) 검증을 실시하였고, 자아존중감 전체와 하위요인 모두 구형성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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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0. 자아존중감 점수에 대한 반복측정변량분석 결과

관련변인 Souse
자승합

(SS)

자유도

(df)

평균자승합

(MS)
F

자아

존중감

전체

집단간

집단간(처치) 1417.524 1 1417.524 17.427**

오차 976.095 12 81.341

집단내

집단간(시기) 305.333 2 152.667 14.917***

처치×시기 723.048 2 361.524 35.325***

오차 245.619 24 10.234

자기비하

집단간

집단간(처치) 1417.524 1 1417.524 17.427**

오차 976.095 12

집단내

집단간(시기) 305.333 2 152.667 14.917***

처치×시기 723.048 2 361.524 35.325***

오차 245.619 24 10.234

타인과의

관계

집단간

집단간(처치) 91.524 1 91.524 6.724*

오차 175.048 12

집단내

집단간(시기) 9.000 2 4.500 7.986**

처치×시기 73.476 2 36.738 65.197***

오차 13.524 24 .563

지도력과

인기

집단간

집단간(처치) 20.024 1 20.024 1.353

오차 177.619 12 14.802

집단내

집단간(시기) 9.476 2 4.738 5.017*

처치×시기 93.190 2 46.595 49.336***

오차 22.667 24 .944

자기주장

과 불안

집단간

집단간(처치) 77.357 1 77.357 6.313*

오차 147.048 12 12.254

집단내

집단간(시기) 17.333 2 8.667 4.512*

처치×시기 84.571 2 42.286 22.017***

오차 46.095 24 1.921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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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는 자아존중감 전체 점수의 집단과 측정시기의 상호작용 효과가

(F=35.325, p<.001)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실험집단의 자아

존중감의 변화가 통제집단의 변화와 비교해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인 자기비하(F=35.325, p<.001), 타인과의 관계

(F=65.197, p<.001), 지도력과 인기(F=49.336, p<.001), 자기주장과 불안

(F=22.017, p<.001)에 있어서 모두 집단과 측정시기의 상호작용 효과가 통계적으

로 유의하였다. 이를 통해 로고테라피에 기반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실시에 따라

자아존중감 점수가 측정시점과 집단 간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통해서 자아존중감 전체와 하위변인 점수에서 집단과 측

정시점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측정 시점에 따른 점수의 변화

양상에 있어서 집단 간 차이가 있음만 확인할 수 있을 뿐, 집단별 측정 시점에

따른 변화를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집단별, 시기별로 단순 주효과 및

다중비교(LSD) 분석을 실시했고, 그 결과는 표 Ⅳ-11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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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1. 자아존중감 점수에 대한 단순 주효과 및 다중비교 분석 결과

관련변인 Souse
자승합

(SS)

자유도

(df)

평균자승합

(MS)
F p 다중비교

자아

존중감

전체

측정시기×실험 981.810 2 490.905 25.444*** .000 1<2<3

측정시기×통제 46.571 2 23.286 19.824*** .000 1>2>3

집단구분×사전 .000 1 .000 .000 1.000 a=b

집단구분×사후 869.000 1 896.000 25.617*** .000 a>b

집단구분×추후 1244.571 1 1244.571 37.606*** .000 a>b

자기

비하

측정시기×실험 102.095 2 51.048 116.945*** .000 1<2<3

측정시기×통제 27.714 2 13.857 174.600*** .000 1>2>3

집단구분×사전 14.000 1 14.000 4.027 .068 a<b

집단구분×사후 56.000 1 56.000 17.818** .001 a>b

집단구분×추후 120.071 1 120.071 43.474*** .000 a>b

타인과의

관계

측정시기×실험 66.952 2 33.476 47.932*** .000 1<2<3

측정시기×통제 15.524 2 7.762 18.111*** .000 1>2>3

집단구분×사전 1.786 1 1.786 .251 .626 a<b

집단구분×사후 60.071 1 60.071 13.492** .003 a>b

집단구분×추후 103.143 1 103.143 24.897*** .000 a>b

지도력과

인기

측정시기×실험 79.143 2 39.571 22.062*** .000 1<2<3

측정시기×통제 23.524 2 11.762 123.500*** .000 1>2>3

집단구분×사전 25.786 1 25.786 3.460 .088 a<b

집단구분×사후 23.143 1 23.143 4.765 .050 a>b

집단구분×추후 64.286 1 64.286 14.674** .002 a>b

자기주장

과 불안

측정시기×실험 88.667 2 44.333 12.871** .001 1<2<3

측정시기×통제 13.238 2 6.619 16.680*** .000 1>2>3

집단구분×사전 5.786 1 5.786 1.491 .246 a<b

집단구분×사후 68.643 1 68.643 11.672** .005 a>b

집단구분×추후 87.500 1 87.500 13.816** .003 a>b

* p<.05, ** p<.01, *** p<.001, a=실험, b=통제, 1=사전, 2=사후, 3=추후

자아존중감 전체 점수에서 집단별 측정시기의 단순 주효과를 검증해 본 결과,

실험집단의 경우 측정시기에 따른 점수 변화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F=25.444, p<.001), 사전, 사후, 추후 검사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상승하였

다. 통제집단의 경우에는 측정시기에 따른 점수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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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9.824, p<.001), 사전, 사후, 추후 점수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아졌

다. 그리고 측정시기별 집단의 단순 주효과를 검증한 결과, 사전 점수에서는 실

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사후 점수

(F=25.617, p<.001)와 추후 점수(F=37.606,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 자아존중감의 사후 점수와 추후 점수 모두 통제집단에 비해 실험집단

의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의 집단별 사전, 사후, 추후 점수 변

화는 그림 Ⅳ-5에 제시하였다.

다음으로는 자아존중감 하위변인인 자기비하에서는 집단별 측정시기의 단순

주효과를 검증해 본 결과, 실험집단의 경우에는 측정시기에 따른 점수 변화가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F=116.945, p<.001), 사전, 사후, 추후 검사 순으로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상승하였다. 통제집단의 경우에는 측정시기에 따른 점수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F=174.600, p<.01), 사전, 사후, 추후 점수순으로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낮아졌다. 그리고 측정시기별 집단의 단순 주효과를 검증한 결과,

사전 점수에서는 실험집단과 통재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사후 점수(F=17.818, p<.01)와 추후 점수(F=43.474,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 자기비하의 사후 점수와 추후 점수 모두 통제집단에 비해 실

험집단의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비하의 집단별 사전, 사후, 추후 점

수 변화는 그림 Ⅳ-6에 제시하였다.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집단별 측정시기의 단순 주효과를 검증해 본 결과, 실험

집단의 경우에는 측정시기에 따른 점수 변화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F=47.932, p<.001), 사전, 사후, 추후 검사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상승하였

다. 통제집단의 경우에는 측정시기에 따른 점수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F=18.111, p<.001), 사전, 사후, 추후 점수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아졌다.

그리고 측정시기별 집단의 단순 주효과를 검증한 결과, 사전 점수에서는 실험집

단과 통제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사후 점수(F=13.492,

p<.01〕와 추후 점수(F=24.897,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타인과의 관계의 사후 점수와 추후 점수 모두 통제집단에 비해 실험집단의 점수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타인과의 관계의 집단별 사전, 사후, 추후 점수 변화는

그림 Ⅳ-7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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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력과 인기에서는 집단별 측정시기의 단순 주효과를 검증해 본 결과, 실험

집단의 경우에는 측정시기에 따른 점수 변화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F=22.062, p<.001), 사전, 사후, 추후 검사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상승하였

다. 통제집단의 경우에는 측정시기에 따른 점수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F=123.500, p<.001), 사전, 사후, 추후 점수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아졌

다. 그리고 측정시기별 집단의 단순 주효과를 검증한 결과, 사전 점수와 사후 점

수에서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추후

점수(F=14.674, 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지도력과 인기의

사후 점수와 추후 점수 모두 통제집단에 비해 실험집단의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도력과 인기의 집단별 사전, 사후, 추후 점수 변화는 그림 Ⅳ-8에 제

시하였다.

자기주장과 불안에서는 집단별 측정시기의 단순 주효과를 검증해 본 결과, 실

험집단의 경우에는 측정시기에 따른 점수 변화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F=12.871, p<.01), 사전, 사후, 추후 검사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상승하였

다. 통제집단의 경우에는 측정시기에 따른 점수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F=16.680, p<.001), 사전, 사후, 추후 점수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아졌

다. 그리고 측정시기별 집단의 단순 주효과를 검증한 결과, 사전 점수에서는 실

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사후 점수

(F=11.672, p<.01)와 추후 점수(F=13.816, 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자기주장과 불안의 사후 점수와 추후 점수 모두 통제집단에 비해 실험집

단의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주장과 불안의 집단별 사전, 사후, 추후

점수 변화는 그림 Ⅳ-9에 제시하였다.



- 98 -

그림 Ⅳ-6. 「자기비하」의

집단별 사전․사후․추후 점수변화

그림 Ⅳ-7. 「타인과의 관계」의

집단별 사전․사후․추후 점수변화

그림 Ⅳ-8. 「지도력과 인기」의

집단별 사전․사후․추후 점수변화

그림 Ⅳ-9. 「자기주장과 불안」의

집단별 사전․사후․추후 점수변화

그림 Ⅳ-5. 「자아존중감 전체」의 집단별 사전․사후․추후 점수변화



- 99 -

라. 로고테라피 기반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이 연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양육효능감 하위요인

및 전체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사전, 사후, 추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 결

과는 표 Ⅳ-12에 제시하였다.

표 Ⅳ-12. 양육효능감 점수의 집단 간 측정시기별 평균과 표준편차

관련변인 시기
실험집단(n=7) 통제집단(n=7)

M SD M SD

양육효능감

전체

사전

사후

추후

35.571

37.714

39.428

1.902

1.380

.975

35.285

35.714

34.000

1.253

1.112

1.000

양육 자신감

사전

사후

추후

18.000

20.285

20.857

1.632

.951

.377

18.428

18.285

18.285

.975

.755

.755

양육 어려움

사전

사후

추후

15.000

17.428

18.714

3.605

.975

.951

16.428

16.571

15.714

.975

.534

.487

다음으로 양육효능감 전체와 하위변인들의 점수에 대해 반복측정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Ⅳ-13과 같다. 이때 변량의 동일성 가정을 확인하기 위하여 구형

성검증(Sphericity) 검증을 실시하였고, 양육효능감 전체와 하위요인 모두 구형성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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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3. 양육효능감 점수에 대한 반복측정변량분석 결과

관련변인 Souse
자승합

(SS)

자유도

(df)

평균자승합

(MS)
F p

양육

효능감

전체

집단간

집단간(처치) 55299.429 1 55299.429 20861.461*** .000

오차 31.810 12 2.651

집단내

집단간(시기) 15.429 2 7.714 6.191** .007

처치×시기 48.000 2 24.000 19.261*** .000

오차 29.905 24 1.246

양육

자신감

집단간

집단간(처치) 15200.024 1 15200.024 9975.016*** .000

오차 18.286 12 1.524

집단내

집단간(시기) 14.333 2 7.167 10.379** .001

처치×시기 17.762 2 8.881 12.862*** .000

오차 16.571 24 .690

양육

어려움

집단간 .

집단간(처치) 11633.357 1 11633.357 2645.854*** .000

오차 52.792 12 4.397

집단내

집단간(시기) 18.429 2 9.214 4.888* .017

처치×시기 34.333 2 17.167 9.107** .001

오차 45.238 24 1.885
* p<.05, ** p<.01, *** p<.001

분석결과는 양육효능감 전체 점수의 집단과 측정시기의 상호작용 효과가

(F=19.261, p<.001)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실험집단의 양육

효능감의 변화가 통제집단의 변화와 비교해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양육효능감의 하위요인별로 혼합변량분석을 반복해 실시하였다. 표 34.에서 제

시한 바와 같이 양육자신감(F=12.862, p<.001), 양육어려움(F=9.107, p<.001〕점

수에서 집단과 측정시점 간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양육효능감에 대한 집단과 측정시점 간의 상호작용이 유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단순주효과를 분석하여 사전, 사후, 추후 측정 시

점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는 표 Ⅳ-1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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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4. 양육효능감 점수에 대한 단순 주효과 및 다중비교 분석결과

관련

변인
Souse

자승합

(SS)

자유도

(df)

평균자승합

(MS)
F p

다중

비교

양육

효능감

전체

측정시기×실험 52.286 2 26.143 14.017 .001 1<2<3

측정시기×통제 11.143 2 5.571 8.886 .004 2>1>3

집단구분×사전 .286 1 .286 .110 .746 a<b

집단구분×사후 14.000 1 14.000 8.909 .011 a>b

집단구분×추후 103.143 1 103.143 105.659 .000 a>b

양육

자신감

측정시기×실험 32.000 2 16.000 13.091 .001 1<2<3

측정시기×통제 .095 2 .048 .300 .746 1>2, 3

집단구분×사전 .643 1 .643 .355 .562 a>b

집단구분×사후 14.000 1 14.000 18.968 .001 a<b

집단구분×추후 23.143 1 23.143 64.800 .000 a<b

양육

어려움

측정시기×실험 49.810 2 24.905 7.964 .006 1<2<3

측정시기×통제 2.952 2 1.476 2.296 .143 2>1>3

집단구분×사전 7.143 1 7.143 1.024 .332 a>b

집단구분×사후 2.571 1 2.571 4.154 .044 a<b

집단구분×추후 31.500 1 31.500 55.125 .000 a<b
* p<.05, ** p<.01, *** p<.001, a=실험, b=통제, 1=사전, 2=사후, 3=추후

양육효능감 전체 점수에서 집단별 측정시기의 단순 주효과를 검증해 본 결과,

실험집단의 경우 측정시기에 따른 점수 변화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F=14.017, p<.01), 사전, 사후, 추후 검사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상승하였

다. 통제집단의 경우에는 측정시기에 따른 점수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F=8.886, p<.01), 사후, 사전, 추후 점수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아졌다.

그리고 측정시기별 집단의 단순 주효과를 검증한 결과, 사전 점수에서는 실험집

단과 통재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사후 점수(F=8.909,

p<.05)와 추후 점수(F=105.659,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양육효능감의 사후 점수와 추후 점수 모두 통제집단에 비해 실험집단의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효능감의 집단별 사전, 사후, 추후 점수 변화는 그림

Ⅳ-10에 제시하였다.

다음으로는 양육효능감의 하위변인별로 살펴보면, 양육 자신감에서 집단별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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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기의 단순 주효과를 검증해 본 결과, 실험집단의 경우 측정시기에 따른 점수

변화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13.091, p<.01), 사전, 사후, 추후 검사 순으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상승하였다. 통제집단의 경우에는 측정시기에 따른 점수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측정시기별 집단의

단순 주효과를 검증한 결과, 사전 점수에서는 실험집단과 통재집단 간에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사후 점수(F=18.968, p<.01)와 추후 점수

(F=64.800,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양육 자신감의 사후

점수와 추후 점수 모두 통제집단에 비해 실험집단의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양육자신감의 집단별 사전, 사후, 추후 점수 변화는 그림 Ⅳ-11에 제시하였

다.

마지막으로 양육 어려움에서 집단별 측정시기의 단순 주효과를 검증해 본 결

과, 실험집단의 경우 측정시기에 따른 점수 변화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F=7.964, p<.01), 사전, 사후, 추후 검사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상승하였

다. 통제집단의 경우에는 측정시기에 따른 점수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측정시기별 집단의 단순 주효과를 검증한 결과, 사

전 점수에서는 실험집단과 통재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사후 점수(F=4.154, p<.05)와 추후 점수(F=55.125,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 양육 어려움의 사후 점수와 추후 점수 모두 통제집단에 비해

실험집단의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 어려움의 집단별 사전, 사후, 추

후 점수 변화는 그림 Ⅳ-12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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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0. 「양육효능감 전체」의 집단별 사전․사후․추후 점수변화

그림 Ⅳ-11. 「양육 자신감」의

집단별 사전․사후․추후 점수변화

그림 Ⅳ-12. 「양육 어려움」의

집단별 사전․사후․추후 점수변화

3. 내용 분석 결과

이 연구의 연구문제 3은 ‘로고테라피에 기반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장애

아 어머니의 참여 경험은 어떠한가?’이다. 프로그램 실시 후 참여자의 내적 변화

를 양적 통계 분석만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알아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연구자는 참여자의 경험보고서와 축어록 및 연

구자의 현장노트를 통하여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프로그램 참여자의 내

적 변화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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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기
일자 시간 활 동 내 용

1
2021.

06.07.

10:00

~ 12:00

(120분)

◾오리엔테이션

1. 프로그램 안내

- 프로그램 목적과 진행방식에 대해 안내

2. 집단 규칙을 안내하고 서약서를 작성한다.

3. 빅터플랭클 로고테라피 동영상 감상, 별칭, 자기소개

2
2021.

06.12.

10:00

~ 12:00

(120분)

◾자기 발견 및 가치 명료화

1. 과거를 회상하며 원가족에서 나는 어떤 모습인지, 어린시절 칭

찬 받았던 내용이나 경험 나누기.

2. 현재 가정에서 나는 어떤 모습이며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또

나아가, 직장, 이웃에 대하여 어떤 모습인지 나누기.

3. 타인이 나에게 표현했던 내용 중 기분 좋았던 것은 무엇이었

는지 나누기

3
2021.

06.15.

10:00

~ 12:00

(120분)

◾ 선택에 대한 자유와 책임의 중요성

1.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잘 선택한 일은 어떤 일이었는지 나눈

다.

2. 장애아 양육 과정에서 선택의 순간, 나는 어떤 선택이나 결정

을 하였는지, 나의 선택과 그로 인한 나의 책임 나누기

4
2021.

06.18.

10:00

~ 12:00

(120분)

◾ 내 안의 긍정성 인식과 장애 자녀의 긍정성 인식

1. 과거 자신의 강점이나 자원이 잘 발휘되었던 경험나누기 그리

고 현재에 어떻게 발휘되고 있는지 나누기.

2. 장애 자녀의 강점이나 자원의 긍정성 발견하고 나누기

5
2021.

06.21.

10:00

~ 12:00

(120분)

◾ 개인적 삶과 자녀 양육에서의 경험적 가치를 통하여 삶의 의미

를 발견하기

1. 삶 속에서 체험한 감동(자연, 예술, 사랑, 봉사, 소통 등) 나누

기.

2. 장애아를 양육하면서 보람되거나 즐거웠던 경험 나누기

6
2021.

06.25.

10:00

~ 12:00

◾ 개인적 삶과 자녀 양육에서의 창조적 가치를 통하여 삶의 의미

를 발견하기

가. 로고테라피에 기반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활동 내용

프로그램 전체 활동 내용을 표 Ⅳ-15에 제시하였다.

표 Ⅳ-15. 집단상담 프로그램 활동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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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분)

1. 나의 세 가지 소망을 적고, 소망을 성취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나누기

2. 장애자녀 양육에서 창조적으로 행했던 일 나누기

7
2021.

06.30.

10:00

~ 12:00

(120분)

◾ 개인적 삶과 자녀 양육에서의 태도적 가치를 통하여 삶의 의미

를 발견하기

1. 자신의 삶에서 힘들었던 시간 혹은 고통의 경험에서 어떻게 극

복했는지 나누기

2. 장애아를 양육하면서 어려웠던 상황, 상동행동, 부적응 행동에

서 어떻게 대처했는지 나누기

8
2021.

07.02.

10:00

~ 12:00

(120분)

◾ 자기초월 – 나를 넘어

1. 자신을 넘어 내가 누군가를 위해, 또는 나에게 의미 있는 어떤

일을 위해 행하였던 경험 나누기

2. 장애아를 양육하는 엄마를 만난다면 나는 어떻게 도울 수 있

을지 나누기

9
2021.

07.06.

10:00

~ 12:00

(120분)

◾ 죽음, 새로운 결정

1. 하루밖에 살 수 없다면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지 나누기

2. 살면서 잘한 일과 후회되는 일 나누기

3 다시 살게 되었을 때. 의미 있게 살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나누기

10
2021.

07.10.

10:00

~ 12:00

(120분)

◾ 새로운 출발

1. 이번 프로그램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나누기

2. 집단원들의 좋은 성품 또는 강점을 롤링페이퍼로 표현하기

나. 회기별 내용 분석 및 내적 변화 양상

1) 1회기: 오리엔테이션

1회기 오리엔테이션은 프로그램의 목적과 진행방식을 이해하고, 참여자들간의

친밀감과 신뢰관계를 형성하여 참여 동기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연구자는 프로그램의 내용과 방향에 대해 설명하였고 집단 규칙에 대한 안내를

하였다. 참여자들은 자신을 소개하고, 집단 참여하게 된 동기, 기대 등에 대해 표

현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여자들의 구체적인 내용을 표 Ⅳ-16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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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번호
활동내용 및 경험보고서

1

활동

내용

별명은 여자깡패, 금강산에 다녀오고 싶다. 친정엄마와 함께 사는데

육아적인 문제로 자주 다툰다. 남편, 아들, 딸, 양육스트레스를 조절

하고 나의 마음을 안정화시키고 싶다.

경험

보고서

이런 집단모임은 처음이어서 내 이야기 하는 것이 초반에는 꺼려졌

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초반의 느낌은 기우였다.

2

활동

내용

별명은 마피아(어릴적 힘이 세고 남자들을 팸), 스트레스 해소로 맥

주를 마신다. 아이와 애버랜드 놀러간 기억, 이런 자리는 처음이고

엄마들과의 교류가 없어서 양육과 정서적인 면에서 도움을 받고 싶

다.

경험

보고서

요즘 많이 힘들었는데, 나만 그런게 아니구나... 나보다 더 힘들었겠

다. 이런 생각으로 위안을 받음

3

활동

내용

별명은 빨갱이(얼굴이 자주 붉어져서), 숲에 가면 마음이 편하다, 아

이가 사랑스럽다. 더 잘해 주고 싶다. 남편과 아들, 딸, 아이의 임상

적 정보가 부족해 양육에 혼란스럽다. 그러다 보니 마음 다스리기가

힘들다. 좀 더 긍정적이고 싶다.

경험

보고서

서로에 대해 알게 되어 즐거웠다. 항상 아이만 생각하다가 나에 대

해 생각할 수 있어 좋았다.

4

활동

내용

어릴 적부터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한다. 만화책 읽는 것, 노래방 즐

긴다. 남편과 아들이 있다. 현재 가장 두려운 상황은 코로나로 아이

가 유치원에 가지 못하는 날이다. 마음의 여유가 더 생겼으면 좋겠

다. 양육 스트레스도 좀 더 잘 다루고 싶다.

경험

보고서

몇 가지 주제로 서로에 대해 알게 되어 즐거웠다. 공감되는 이야기,

서로의 경험을 통해 배울 것도 있었고 수다 떠는 시간처럼 재미있

었다.

5

활동

내용

별명은 달덩이, 호박꽃, 고집이 세고 싹둑 자르는 성향, 술을 자주

마시며 먹는 것으로 푸는 경향이 있다. 바다에서 멍 때리는 것을 좋

아한다. 남편, 아들, 딸이다. 딸은 뇌병변 1급이고 소두증으로 태어

났다. 모든 표현을 우는 것으로 한다. 비장애 아들의 양육도 너무

힘들다. 둘째 아이를 돌보다 보니 많이 방치하고 잘 받아주지 못한

것 같다. 형제 관계도 배우고 싶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지고 싶다.

경험

보고서

오늘 처음이어서 낯설 거라 생각했는데 서로 응원해 주고 밝은 모

습을 보니 마음이 편해졌다.

6 활동 별명은 로봇(깡이 좋아서), 사람들에게 ‘개성있다. 어렴풋이 귀엽다,

표 Ⅳ-16. 1회기: 자기소개와 욕구



- 107 -

내용

활발하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친구들과 여행계를 한다. 오로라를

보고 싶다. 전복과 해삼에 소주를 먹는 것을 좋아한다. 춤 추고 나

면 스트레스도 풀린다. 남편, 큰아들(중2), 작은 아들(7세)이 있고 큰

아들 사춘기로 방황을 많이 한다. 작은 아들은 형을 귀찮게 하는 경

향이 있다. 둘 사이에 양육의 혼란이 많다. 장애아이 양육에서 오는

불안감도 해소하고 싶다.

경험

보고서

여러 사람 이야기 들으면서 나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다. 아이 키

우는 데에 많은 정보도 알고 싶고, 공유하면서 더 솔직하게 오픈하

고 싶다.

7

활동

내용

별명은 삼촌이 둘리 친구 또치라고 지어줬다. 나는 더 현명해지고

싶다. 큰 아들은 23살, 군대 다녀왔다. 큰아들은 둘째와 10년 차이이

고 둘째 키우면서 큰 아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기저기 갈기, 우

유주기 500원씩 용돈을 주었다. 작은 아이는 형에게 아빠라는 표현

을 했던 기억이 난다. 내 마음의 불편함을 정리하고 싶고 내 마음도

알고 싶다. 아이 양육에도 도움을 받고 싶다.

경험

보고서

각자 사연이 있고, 고민이 있고 서로 경청하는 분위기가 좋았다. 진

솔한 이야기를 들으며 내가 느낀 감정이나 고민이 비슷한 것 같았

다.

참여자들은 집단상담 프로그램과 로고테라피에 대해 궁금해하였다. 이에 연구

자는 집단상담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로고테라피에 대해 설명하고 동영상을 상

영하며 좀 더 쉽게 이해하도록 접근하였다. 참여자들은 자신에 대한 소개와 어려

움을 비교적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분위기이다. 별칭과 어린 시절 소개할 때는 서

로 웃기도 하고 호응을 잘하는 모습이었다.

참여자들은 장애 자녀의 양육의 어려움을 호소하였으며, 프로그램 참여 시 기대

에 대하여서는 양육 방법에 대한 정보, 정서적 안정과 긍정적인 마음을 더욱 갖

기를 원하였다. 그리고 자신만의 스트레스 관리 방법에 대하여 주로 집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술 마시기와 취미 활동이 있었다. 참여자들은 처음 만남에 어색

해 하기도 했지만, 점점 서로의 고민을 듣고 자신과 같은 경험을 하는 것에 대해

위로를 받고 친밀감이 높아지는 모습이었다.

2) 2회기: 자기발견 및 가치 명료화

2회기는 참여자들이 자기발견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명료화하고 소중한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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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번호
활동내용 및 경험보고서

1

활동

내용

띠동갑 언니가 있었지만 부가 달랐고 사실상 외동이, 엄마는 엄하게

키웠다. 사춘기 때 엄마에게 반항을 많이 했다. 지금은 여러 취미

(재봉틀, 승마, 자동차 동호회 등) 활동을 한다. 아이 치료실 다니며

바쁘다. 과거 육상선수를 했고, 칭찬에 많이 메말라 있었다. 운동 기

록이 좋아 칭찬받았던 기억이 좋았다

경험

보고서

나의 경험과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들으면서 비교보다는 서로의 차

이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2

활동

내용

나도 달리기를 잘하여 공책을 상으로 많이 받았다. 엄마 이혼 후 동

생 도시락 싸주면 다녔고 15년 동안 회계 사무실에 다니며 성실하

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가정에서 독박육아에 많이 지쳐있다.

결혼 후 돈을 잘 모아 집도 장만하고 살림도 잘한다.

경험

보고서

아직 속내를 털어내는 것이 어색하다. 잘 알지 못하는데 친숙하게

말을 하는 것이 좀 어려웠다.

3

활동

내용

어릴 적 1남 3녀의 셋째로 터 팔았다고 예쁨을 많이 받았다. 부모님

이 시험이 잘 볼 때 칭찬해 주셨던 기억이 좋았다. 아이들은 밝고

나를 사랑해 준다. 나는 밝고 긍정적인 사람이다.

경험

보고서

어릴 적 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즐거웠다. 잊고 있었던

추억과 사랑받았던 기억을 하며 나를 돌보아 보았다.

4

활동

내용

부모님 이혼으로 초3 때부터 엄마와 살지 않았다. 엄마는 나를 자신

의 감정 쓰레기처럼 행동했다. 어릴 때는 난 못난이였다. 남에게 의

지하지 않으려고 살았다. 자존감이 높은 것 같다. 남편과도 사이가

좋다. 시댁 복이 있다. 시아버지는 나에게 ‘사랑한다’고 표현하신다.

경험

보고서

서로에 대해 친밀감이 생긴 것 같다. 오래 만나지 않았는데도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어서 좋았다.

5
활동

내용

오빠 둘, 언니가 있고 나이 차이가 많다. 막내로 외로웠다. 무뚝뚝한

아빠와 욕쟁이 엄마, 엄마는 밭에서 일하고 나는 혼자 일어나 학교

의 참모습을 인식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참여자들은 과거를 회상하

고 칭찬받았던 경험이나 긍정적 경험을 나누었다. 그리고 현재 가정에서나 직장,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의 긍정적인 모습을 떠올리고 즐거웠던 경험을 표현하였다.

참여자들의 자기발견 및 가치 명료화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표 Ⅳ-17에 제시하

였다

표 Ⅳ-17. 2회기: 자기 발견 및 가치 명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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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다니며 소통할 사람이 없었다. 일하는 엄마에게 커피를 타주면

칭찬받았던 기억이 있다. 집에 큰아이도 아기였는데 둘째 돌보다 보

니 큰아이가 못하면 인정하지 못해 많이 혼냈다. 남편과도 사이가

안 좋다. 나는 남들을 잘 배려한다. 얘기도 잘 들어준다. 시댁 일도

잘 챙긴다. 힘들어도 잘 버티는 것 같다.

경험

보고서

나 혼자만의 힘듦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내가 느끼지 못한 느낌

이나 생각을 발견했다. 자존감이 전보다 좀 올라간 느낌이다. 웃고

즐거웠다.

6

활동

내용

어릴 적 아빠는 항상 부재중이고 6학년때 부모님은 이혼했다. 이후

난 정체성에 혼란이 왔고 외롭다고 느꼈다. 동생을 잘 챙기면 엄마

에게 칭찬 받았던 기억이 난다. 가정에서 주로 돈 관리와 대소사를

관리한다. 직장생활과 아이 양육, 남들에 비해 정신없이 지치게 사

는 것 같다. 일을 안 하면 우울하다. 직장에서도 일을 찾아서 하는

스타일이다. 주위에서 ‘솔직해서 좋다’는 표현을 듣는다.

경험

보고서

솔직하게 나를 표현해서 좋았다. 남의 이야기를 들으며 삶은 비슷하

다는 생각이 들었다.

7

활동

내용

어릴 적 둘째여서 서러웠다. 이런 내 모습을 보고 아빠가 시계도 사

주었고 엄마는 나만 데리고 가서 국수를 사줬다. 초등학교 때 선생

님이 ‘너는 하다 보면 잘한다’고 칭찬해줬던 기억이 난다. 사람들이

‘언니에게 맡기면 불안하지 않고 믿고 맡길 수 있어 좋다’고 했다.

경험

보고서

과거를 생각할 수 있어 좋았고, 부모님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집에 가는 길에 전화드리고 싶다.

참여자들은 과거를 회상하며 부모님의 이혼이나 돌봄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하지만 힘든 상황에서도 잘 극복한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참여자들은 서로의 경험을 듣고 자신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며 자

신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나누었다. 그리고 나만 겪었던 아픔이 아니고 저마다

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참여자들은 과거의 힘든 상황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인식하고 잘 헤쳐나갔던

경험을 표현하며 자신의 가치와 참모습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참여자들은 가

정에서의 역할과 남편과의 관계 등을 표현하며, 자신은 가정에서 중요한 존재

라는 것과 자신의 고유성에 대해 재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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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번호
활동내용 및 경험보고서

1

활동

내용

3살 연하의 남편을 먼저 꼬신 것, 결혼 초기 아이 갖기가 어려워 고

생도 했다. 남편은 나를 잘 받아준다. 아이가 느린 것을 알고 바로

센터 선택해서 치료를 받았다. 바쁜 치료 스케줄을 소화하고 결석

없이 참석한다.

경험

보고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와는 다르고, 혹은 비슷했던 경험

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내가 잘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고 생각하였다.

2

활동

내용

일을 오래 했던 사람이라 그만두는 것에 대해 힘들었지만 지금은

육아에 전념할 수 있어 잘 한 것이이라고 생각된다. 처음엔 아이를

일반 어린이집을 보냈는데 지금은 통합어린이집 보내는 것에 만족

한다. 제특아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아이와 활동하는 것에 대해 기

쁘다.

경험

보고서

나와 같은 고민을 다른 사람도 하고 있구나, 그리고 슬기롭게 대처

나가는 구나. 나도 잘하고 있구나

3

활동

내용

아이를 만나면서 끈기가 생기고 강인해진 것 같다. 종교를 갖게 된

것도 감사하다. 종교가 아니었으면 밝게 살기는 힘들었을 것 같다.

아이의 문제를 파악하고 세브란스 진료를 받고 병명을 알게 되어

빨리 치료를 받을 수 있었던 점, 특수학교 어린이집을 보낸 점이다.

경험

보고서

엄마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새로운 것을 알게 되어 좋다. 그리고 사

는 게 바빠 나를 돌아볼 시간이 없었는데 나를 바라보는 시간이 주

어져 좋다.

4
활동

내용

부모님을 이혼시킨 것이다. 서로 맞지 않는데 자식 때문에 참고 살

게 하고 싶지 않았다. 결혼 전 남편은 경찰 시험 준비 중이었는데

3) 3회기: 선택에 대한 자유와 책임의 중요성

3회기는 참여자들이 자기의 선택에 대한 자유와 책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장

애 자녀의 양육과정에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자신의 가치관을 명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참여자들은 인생에서 주체적인 마음으로 의미 있는 선

택에 대해 탐색하였다. 그리고 장애자녀의 양육 과정에서의 선택의 순간, 자신의

선택과 책임에 대해 경험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참여자들의 선택에 대한 자유

와 책임의 중요성에 관하여 구체적 내용을 표 Ⅳ-18에 제시하였다.

표 Ⅳ-18. 3회기: 선택에 대한 자유와 책임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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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결혼했다. 결혼 이후 남편은 경찰 시험에 합격했다. 아이를

3살까지 집에서 데리고 있었다. 장애 등록을 빨리 받았다. 자폐 등

록을 빨리해서 보험금으로 치료를 빨리 받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

친정에서 나의 양육태도로 인해 아이가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병명

을 알고 나서 죄책감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졌다.

경험

보고서

같은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은 어떤 생각으로 어떤 선택을 하는 지

듣고 나니 재미있고, 나의 다음 선택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

5

활동

내용

결혼을 했다는 것이다. 남편과 성향은 비슷한데 성격은 좀 다른 것

같다. 애 때문에 싸웠지만, 지금은 애 때문에 사이가 좋아졌다. 소두

증 딸을 양육하면서 직접 가래도 뽑고 병원보다 아이를 더 잘 본다.

친정엄마가 아이에 대해 불편한 소리를 할 때 나는 ‘엄마라는 존재

는 애를 낳았으면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경험

보고서

맘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니 후련하다. 나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경청

해 줘서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다.

6

활동

내용

제주도 집값이 오르기 전 집을 장만한 일이다. 친정엄마와 함께 말

레이시아 놀러 간 것이다. 엄마가 정말 좋아했다. 지금 생각하니 장

애 등록을 빨리 한 것이 잘한 일이다. 처음에는 낙인을 찍는 것 같

아 속상했지만 보험금을 타 아이 치료를 빨리 시작하는 것이 아이

를 위해 더 유익한 길이라 생각했다.

경험

보고서

나의 선택에 대해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선택은 타이밍이다. 솔직

한 이야기에 후련해서 좋았다.

7

활동

내용

삼육재활 봉사를 하면서 남편을 만났다. 시댁의 도움을 뒤로하고 독

립했다. 제주도에 와서 시댁, 친정 신경 쓰지 않아 좋다. 시댁에서

아이 장애로 인해 굿을 하기도 했지만 나는 점쟁이에게 만약 굿하

고 아이가 좋아지지 않으면 손해배상 하라고 하였다. 아이를 세브란

스에서 수술을 시켰던 것이다. 특수학교 보내면서 7군데 다니며 상

담했고 그 결정을 잘 한 것 같다.

경험

보고서

겉모습이 다 똑같이 않듯이 살아오면서 선택하고 책임지려는 모습

이 다 자기만의 방식으로 정리된 것을 알게 되었다.

참여자들은 과거 자신의 선택을 되돌아보면서 잘한 선택이라고 인식하였고, 자

신의 선택에 있어서 자신의 가치관을 인식하였다. 그리고 참여자들은 자녀의 장

애로 인한 선택과 책임 있는 행동에 대해 효능감과 자신에 대해 스스로를 존경

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는 모습이었다. 또한 참여자들은 서로의 선택에 대해

인정하고 격려해 주기도 하였으며, 서로의 선택에 대해 배울 점을 발견하는 모습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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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번호
활동내용 및 경험보고서

1

활동

내용

운동하면서 순발력이 좋다. 운전 중 순발력으로 사고를 면했다. 적극

적인 성격이다. 큰아이는 장기 기억력이 좋다. 기억력이 좋다 보니

약속 안 지키면 난리 난다. 둘째는 오빠를 잘 챙기고, 집중력이 좋

다. 꽂혀있으면 끝까지 한다. 고집이 세고 집념이 강하고, 주도성이

높다.

경험

보고서

나는 강점하니, 순발력밖에 떠오르지 않았다. 생각해 보니 성실하기

도 하다.

2

활동

내용

초등학교 때 6년 개근상 받았다. 약속 시간을 잘 지키고 성실하다,

책임감이 강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엄마 이혼으로 동생 밥

주고 하다 보니 요리가 늘었다. 단독주택 2층 살면서 어머니가 애기

를 돌봐주면 맞벌이를 했다. 돈을 잘 모으는 성격으로 현재 새 아파

트를 샀다. 5년 만에 대출금을 갚았다. 아이는 기억력이 좋고 흥이

넘친다. 노래 듣는 것을 좋아하고 호기심이 많다.

경험

보고서

또래 아이들과 우리 아이가 다르지 않구나, 우리 아이만 다르다고

생각했다. 아이들 성장 스토리를 처음 나눠본 자리였다.

3 아이 서울대병원 진료로 인하여 불참

4
활동

내용

긍정적으로 합리화를 잘하고 힘든 것이 있어도 반대로 생각해서 후

회를 잘 안 하려 한다. 이혼가정에서 자랐지만 잘 컸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혼가정에서의 경험을 가지고 남편과 잘 헤쳐나가려 한다.

이게 합리화를 잘하는 것이다. 남편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해서 양해를 구한다. 비장애를 가진 주위의 사람들에

게 나의 어려움에 대해 장문의 문자를 보내 양해를 구한다. 분별력

4) 4회기: 내 안의 긍정성 인식과 장애 자녀의 긍정성 인식

4회기는 참여자들이 장애 자녀 및 자기의 고유성을 인식하고 긍정적 자원과

강점을 발견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참여자들은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

며 강점이나 자원이 잘 발휘되었던 경험과 현재도 어떻게 강점과 자원이 발휘되

고 있는지에 대한 경험을 나눴다. 그리고 장애 자녀의 긍정성 발견에 대해 인식

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여자 3은 아이의 병원 진료가 있어서 불참하였다. 집단원

들 자신과 자녀의 긍정성 인식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표 Ⅳ-19에 제시하였다.

표 Ⅳ-19. 4회기: 내 안의 긍정성 인식과 장애 자녀의 긍정성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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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좋다. 배우려고 노력한다. 큰 애는 순진하고 예민하다. 둘째는 활

동적이고 요망지다. 어휘력이 좋다.

경험

보고서

나와 아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이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

었다. 다른 사람들이 아이에 대한 사랑이 느껴져서 내가 기분이 좋

았다.

5

활동

내용

어릴 적 농사일을 돕다 보니 하기 싫더라도 마무리한다는 마음을 버

텨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힘든 일도 덜 힘들게 느껴진다. 둘째

돌보면서 가래 뽑는 일이나 간호하는 것에 대해 익숙하고 이런 돌봄

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돌봐줄 수 있을 것 같다. 코로나로 경제가 힘

들어 남편 일도 힘들지만 남편에게 조금만 더 견뎌보자고 격려한다.

어르신들을 좋아한다. 어르신들과 함께 이야기 하는 것도 좋다. 아이

가 할 수 있는 것은 ‘까르르∼’ 웃는 것이다. 웃고 우는 것으로 감정

과 의사를 표현한다. 아이를 안았을 때 품이 따뜻하여 안정감이 느

껴져 좋다. 요즘 예전처럼 아이가 많이 아프지 않아 좋다. 얼굴이 하

얗다. 팔, 다리도 길다 첫째(9세)는 논리적으로 설득을 잘한다. 뭐 하

나 배울 때 도전적이다. 달걀 프라이도 할 수 있다. 자기주장도 강하

고 배려심‘. 동네 고양이를 돌보기도 한다. 잘 생겼고 위에서 혼혈이

냐고 놀릴 정도다.

경험

보고서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한 번 더 나의 존재감을 확인했다. 생각만 했

던 내 아이의 강점을 말하니 자랑스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6

활동

내용

추진력이 좋고. 확실하게 결정하는 편이다. 행동대장, 남들이 안 했

던 것도 잘한다. 밝고, 긍정적, 에너지 넘침, 유머러스하다는 말을 많

이 들었다. 리더쉽, 책임감,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려고 애쓴다. 애매

모호한 것 싫어한다. 무탈하게 헤쳐 나가는 편이다. 아이는 2살, 3살

에 아이가 웃는 것을 본 적이 없었는데 지금은 웃는다. 활동성 좋다,

선생님들이 아이가 귀여운 짓을 해서 웃는다고 한다. 요즘 힐링 동

요에 꽂혀있다. 음악치료 하고 있어 발전하는 모습이다. 아이로 인해

가족이 끈끈해졌다. 전우애가 생겼다. 큰아들은 사교성, 운동신경, 유

머, 인기가 좋다. 그런데 내가 너무 의지했다. 요즘 사춘기라 나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

경험

보고서

나의 강점을 오랜만에 드러낼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았다.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잠시나마 행복했다.

7
활동

내용

과거에는 긍정적, 성실, 도전을 좋아했다. 초 1때 선생님이 넌 점점

좋아진다고 칭찬했다. 이후 방통에서 유교과 다녔다. 5년이 걸렸지만

목표 달성했다. 현재는 둘째가 나중 직업이나 활동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대구 사이버대 재활상담학과 편입해서 다닌다. 2년 안에 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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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하려고 한다. 엄마들과 협동조합을 시작했다. 아이 미래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면 도전한

다. 아이는 애교가 많다. 뽀뽀도 하고, 아빠 지갑에 카드 가지고 결

재하는 것 알고는 먹고 싶은 것 있으면 카드를 직접 가져온다. ‘말은

못해도 카드를 가져오는 게 어디냐’ 싶다. 피자, 햄버거 있는 그림책

을 가져오기도 한다.

경험

보고서

살면서 나의 감정을 생각하고 적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다. 글자로

쓰면서 나에 대해 생각을 해 보는 시간이어서 좋았다.

참여자 중 한 명은 과거 칭찬받았던 경험을 이야기할 때, 칭찬받았던 일이 기

억이 나지 않아 난감하였는데, 자신의 강점을 이야기하니 훨씬 더 마음이 편하다

고 하였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자원과 강점을 탐색하면서 자신에 대해 잊고 있었

던 모습을 재발견하며 긍정적인 정서와 자기지각을 경험하였다. 그리고 참여자들

은 서로의 강점과 자원에 대해 호응해 주고 격려하는 모습이었다.

참여자들은 장애 자녀의 강점과 자원을 발견하는 활동 후 자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자녀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과 긍정적 정서를 경험하는 모습이었다.

5) 5회기: 개인적 삶과 자녀 양육에서의 경험적 가치

5회기는 참여자들이 개인의 삶 속에서와 자녀 양육의 경험에 대해 가치를 인

식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Frankl은 경험적 가치에 대하여 자신이 직접 창조해

내지는 않지만, 타인이 창조해 놓은 것을 경험함으로써 느끼는 가치를 말하고 이

러한 경험을 통하여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하였다(심일섭, 2002).

이를 위하여 참여자들은 나의 삶 속에서 만남을 통해 느꼈던 경험이나 체험한

감동(자연, 예술, 사랑, 봉사, 소통 등)을 나누었다. 그리고 장애 자녀를 양육하면

서 보람되고 즐거웠던 경험을 탐색하고 표현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여자들의 개

인적 삶과 자녀 양육에서의 경험적 가치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표 Ⅳ-20에 제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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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번호
활동내용 및 경험보고서

1

활동

내용

대학교 때 수어 동아리에서 영지학교로 봉사하러 갔다. 아이들에게

어떻게 할지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과 친해졌다. 봉사하

러 갔다가 치유를 받고 온 기분이었다. 헌혈을 꾸준히 했고, 헌혈유

공훈장 6번 받았다. 아시는 분이 아프셔서 헌혈증서를 주니 너무 좋

아했고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힐링이 되었다. 아이의 다름을 인지

하기 전에는 아이의 행동을 용납하기 어려웠다. 그러면 아이는 부적

응 행동을 더 하며 말문을 닫아버렸다. 나는 다시 ‘엄마’라고 해 주

길 바랬다. 이후 ‘엄마’라고 할 때 감동이 몇 배로 커졌다. 동생 태

어날 때 말문을 닫기도 했지만 다시 좋아졌다.

경험

보고서

두 번째 활동에서, 엄마들이 자녀의 장애에 대해 같은 경험을 했다

는 것이 나와 공통된 경험에 동질감이 느껴졌다.

2

활동

내용

요즘 집단참여가 감동이다. 일 주일에 두 번 만나는 이 시간이 너무

좋다. 작년 일 그만두고 프로그램 참여하는 것이 좋고 여러 엄마들

만나며 배우는 것이 많다. 일 그만두고 몸은 쉴 수 있어 좋았지만

정신은 피폐해졌다. 심리상담을 받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집단상담을

우연히 참여했는데 많은 힐링이 된다. 아이랑 딸기밭과 블루벨리 따

는 것 체험을 했다. 아이가 따서 먹는 행동을 보며 너무 귀엽고 즐

거웠다. 아이가 먹다 남은 당근을 개에게 주는 것을 보며 빵 터졌

다. 아이에게는 활동하는 경험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경험

보고서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마음이 서로 공감되어 좋았다. 아이를 키우는

경험은 다들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3

활동

내용

장애엄마들 만나면서 아이들의 다양한 특성들을 알 수 있고 다 내

자식 같고 사랑스럽고 공감할 수 있다는 게 감동이다. 자연을 보면

서 ‘자연이 이렇게 아름다웠나’ 하는 생각을 한다. 1년에 한 번 서울

병원에 가서 아이 진료를 본다. 신경과, 소아과를 다니는데 병원에

서 치료 경과가 좋고 많이 좋아졌다고 했다. 지능에 비해 기능이 좋

다고 했다. 최고의 칭찬이고 기쁨이다. 정형외과에서 많이 좋아졌다

고 3년 후 오라고 했다. 서울 자주 갈 필요가 없어 너무 좋다. 영지

학교 보내면서 생활 습관 면이나 교육면에서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경험

보고서

우리 아이를 키우며 보람 있었던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좋았다. 이야기하면서 그동안 답답했던 마음을 털어 놀 수 있어서

힐링 되는 시간이었다.

4 활동 아이와 관련된 책 ‘독특해도 괜찮아요’라는 책을 구입하고 주위 사

표 Ⅳ-20. 5회기: 개인적 삶과 자녀 양육에서의 경험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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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람들에게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60권을 구매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읽기 좋은 책이다. 출판사에 전화해서 저렴하게 구매했다.

아파트 엄마들, 조리원 동기들에게도 주었다. 책을 주었던 엄마에게

손편지와 음료를 받기도 했다. 책을 보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고 고마워했다. 이런 소통의 경험이 행복감을 주었다. 아이는 나랑

있을 때 웃기만 했다. 엄마라고 부르지 않았다. 아이가 호명할 줄

몰라 속상했었는데 어느 날 “엄마 문 열어 주세요”했다. “아빠 문

열어 주세요”했다. 나와 남편은 놀랐다. 아이가 있으니 작은 것에

더 감사하게 되고 더 행복해질 수 있다.

경험

보고서

다 다른 사람들인데, 같은 상황에서 같은 감정을 느꼈다는 것이 신

기하고 다른 사람들의 감동 경험을 듣고 나니 힐링되는 기분이었다.

5

활동

내용

남편과 아들과 함께 한라산 등반을 했다. 아들이 게임 중독이어서

남편은 추진력 있게 아들을 데리고 오름 등반을 자주 한다. 오름 등

반하면서 정상에서 라면 먹을 수 있어 좋았다. 샛별오름은 바람이

엄청 부는데 그곳에서 라면 먹었던 기억이 좋았고, 바다에도 가족과

갔다. 가족과 자연을 누리는 경험에서 감동을 느낀다. 병원에서 딸

의 장애로 인해 1년도 못 살 수 있다고 했다. 경기와 페렴으로 너무

고생했다. 피검사에서 Vit.D가 낮다고 했다. 아이는 지금까지 살아

있다. 피검사 결과도 좋다. 처음엔 약을 꾸준히 먹일 수 있을지 걱

정했는데 잘 먹고 있다. 아이 데리고 물놀이도 갔다. 감염될까 걱정

도 되었지만 아이가 너무 좋아해서 물놀이 할 때 방수 테이프 붙이

고 물속에 데리고 들어갔다. 아이는 물속에서 씽긋씽긋 웃고 있었

다. 아빠는 못 한다. 엄마는 할 수 있다.

경험

보고서

여러 엄마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나만의 고통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

다.

6
활동

내용

- 아이를 데리고 패키지 여행을 갔다. 여행사에게 발달장애 아이가

있다고 이야기했고, 여행사와 함께 여행 간 사람들도 배려해줘 감동

을 받았다. 현지 가이드는 아이를 안아주고 엄마, 아빠 즐기라고 애

를 봐주기도 하고, 같이 간 관광객에게 아이를 배려해 달라는 이야

기를 해 주기도 했다. 다낭에서 애가 심하게 울었는데 사람들이 이

해해 주었다. 나만 힘든 것 같아 우울하고 속상했는데 부모 모임을

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공감하게 되어 힘이 된다. 사람들 만나 소통

하니 좋다. 아이 4세 때 ‘아’ 소리도 내지 못했다. 어느날 아빠 하려

고 ‘아’ 소리를 내어 너무 감동되었다. 아이의 장애를 알고 너무 속

상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술로 한 달을 보냈다. 당시는 조울증 환자



- 117 -

처럼 살았는데 지금은 동요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 아이를 보면 세

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할 때가 있다.

경험

보고서

장애아를 키우면서 보람되었던 경험에서, 너무 공감되고 소통되었던

경험을 했다. 그리고 나만 겪는 고통이 아니라는 점과 서로의 이야

기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7

활동

내용

둘째 태어나기 전 큰아이와 미술관, 뮤지컬을 보러 다녔다. 시립미

술관 다녔던 경험과 맘마미아, 탭댄스 등을 봤던 경험이 큰아이와

나와의 관계에서 많은 자양분이 되어 좋다. 작은애 데리고 베트남

여행 갔다. 당시 여행객 가족이 데리고 온 아이가 우리 아이가 말을

못 하니까 중국 애인 줄 알고 잘 데리고 놀았다. 즐거웠던 추억이

다. 아이가 못 했던 행동이 좋아질 때이다. ‘주세요’를 1년 가르쳤던

기억, 라면 끓일 수 있도록 시키고 계란후라이 할 수 있도록 시켰던

경험 등이 생각난다. 지금은 이런 것 다 할 수 있어 감사하고 앞으

로도 일상생활 훈련을 가르칠 계획이다.

경험

보고서

장애아를 양육하면서 느낀 감정이 다 똑같고, 즐거웠던 경험도 다

똑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사람들과의 소통이나 이타적 경험을 통하여 기

쁨과 행복감을 느끼며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참여자들은 자

녀가 부적응 행동을 일으키지 않고 일상의 요구에 잘 대처하는 것에 대해 기쁨

을 느끼고, 자녀의 행동이 발전하는 모습에서 보람을 느끼는 모습이었다.

참여자들은 서로의 양육의 경험을 나누면서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

을 발견하며 동질감을 느끼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해 공감과 호응을 적

극적으로 하는 모습이었다. 또한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경험에 대하여 가치를 발

견하고, 긍정적 상호작용 경험에서 치유와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모습이었다.

6) 6회기: 개인적 삶과 자녀 양육에서의 창조적 가치

6회기는 참여자들이 개인의 삶 속에서와 장애 자녀 양육에서의 창조적 경험에

대해 가치를 인식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창조적 가치란 창조적인 일을 통해 얻

어지는 의미, 유형이든 무형이든 가치 있는 뭔가를 창조하는 행위를 말한다. 많

은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크게 가치 있는 것이 아닌 사소한 일이라고

여겨서 자신의 삶은 의미가 없다고 불평을 한다. 작은 일이라도 제대로 성취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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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번호
활동내용 및 경험보고서

1

활동

내용

아이의 상태를 빠르게 아이를 파악하고 감정적으로 나락에 빠지지

않고 아이 훈련을 시켰다. 골드 타임을 잘 잡은 것 같다. 아이와 여

행하기, 해외로도 여행 가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 생활반경을 넓히기

위해 구체적으로 아이와 조금씩 떨어져 보는 훈련을 해야겠다. 아이

일반화 훈련, 일상생활 훈련을 좀 더 시켜야겠다. 반찬 덜고, 버스

타고 조금씩 할 수 있게 적응시키고, 폐지를 줍더라도 스스로 제 할

일 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야겠다.

경험

보고서

아이의 미래를 위해 무언가를 한다는 게 우리의 공통점인 것 같다.

비장애엄마들과의 모임에서는 이런 일을 맘 편히 얘기 할 수 없는

주제라 좋았다.

2

활동

내용

아들 치료, 지금이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하고 발달센터 열심히 다닌

다.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기, 잡생각과 걱정을 하며 잠을 잘 못 자기

도 하는데 심리치료를 받아보면서 나를 돌보고 싶다. 온 가족 건강

과 여행 가기, : 여행을 가족과 가보는 게 소망이다. 아이 데리고 외

식도 잘 못한다. 아이의 대근육 발달이 경계이기 때문에 집에서 소

근육 발달 위주로 놀이 활동해 주고 있다. 주말에는 아들 놀고 싶은

대로 놀아 준다.

경험

보고서

6회기 동안 이야기하다 보니, 다른 엄마가 이야기하면 서로의 상황

을 다 알고 이해해 주니 한마디만 해도 모두 알아주어 편하다.

3
활동

내용

정신, 체력, 건강이다. 건강한 엄마가 되기, 사랑이 넘치는 아이로 키

우기. 미리 걱정하지 말자. 모든 사람에게 도움 되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 아이 치료를 위해 하루 2~3탕 뛰는데 즐겁게 생각하고 싶다.

더 불행한 것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마음을 추스린다. 나는 항상 창

조적으로 살고 있다. 아이와 물총놀이도 하고 그러다 보면 오늘도

때 더 중요한 삶을 살아 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더욱 가치 있는 것

이다. 창조적인 가치를 발견하는 경험을 통해서도 삶의 의미를 충분히 창출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한재희, 남지연, 2020)

이를 위하여 참여자들은 자신의 삶과 자녀 양육 시, 행했던 일에서 기뻤거나

보람되었던 경험을 구체적으로 탐색하였다. 참여자들의 개인적 삶과 자녀 양육에

서의 창조적 가치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표 Ⅳ-21에 제시하였다.

표 Ⅳ-21. 6회기: 개인적 삶과 자녀 양육에서의 창조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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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살았구나 하고 생각한다. 청소를 매일 해야 한다는 강박행동이

있었는데 집안일에 대해 게을러져도 된다고 생각한다. 2주도 일 안

할 때도 있다.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내가 살아야 하니까 많이 유연

해졌다. 이 팀에서의 대화가 힐링이 된다. 이 시간이 기다려진다.

경험

보고서

오늘도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 잘 살고 있구나’ 생각이 들고,

좀 더 강해지고 표현하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성장하는 기

분이 든다.

4

활동

내용

평범하게 살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싶다. 남편보다 늦게 죽는 것이

다. 이유는 아이가 능동적으로 자립적으로 살 수 있게 한 후 죽고

싶다. 심리상담을 받았다. 원가족이 나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 것 같

다고 생각하면서 상담을 받으니 많이 풀리면서 성숙해진 느낌이다.

집을 키즈카페처럼 꾸몄다. 그러니 에너지를 갖게 되는 것 같고 친

구들도 부를 수 있다. 원래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성격이었는데 친구들이 오니까 좋았다. 청년 장애인과 만나 인터뷰

경험, 청년 장애인과 만나니 큰 그림이 보였고 장애에 대해 어떻게

키우고 대처할지 도움이 되었다.

경험

보고서

나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게 마음이 많이 채워지는 느낌이

든다. 그래서 남을 이해하고, 나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5

활동

내용

아이가 밤낮으로 울다가 경기하면서 쓰러질 때가 있다. 지금은 남편

에게 전화를 하여 “예쁜 딸이 아빠 목소리를 듣고 싶어해”하면 남편

은 전화기에 대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딸과 이야기한다. 딸은 아빠의

부드러운 목소리를 들으면서 웃는다. 그런 후 동요나 뮤지컬을 틀어

주면 좋아한다. 아들의 독립, 심리치료를 꾸준히 하여 20살에 독립시

키고 싶다. 나의 자존감 높이기, 사이버 대학에서 사회에 대해 공부

하고 싶다. 특히 아들 보면서 청소년 교육, 사회복지, 부부간의 관계

등 가족 관련 공부를 하고 싶다

경험

보고서

우리 아이는 뇌병변인데, 발달장애아의 고통을 알 수 있었다. 엄마들

의 속 이야기에 내가 배워야 할 점이 많다고 느끼고 위로도 받았다.

피곤함에 젖어 있었던 시간 속에 에너지를 얻고 집으로 갈 수 있어

기쁘다.

6

활동

내용

내가 죽어도 아들이 부모 없이 살 수 있게 하는 것. 작은 아이가 사

춘기가 무난하게 지나갔으면, 사춘기 오면 안 좋은 사례도 많고 ‘가

해자’가 되는 상황이 될까 봐 불안하고 대처를 해야 하는데 막막한

마음이 있다. 작은 아이가 사춘기 되면 성교육에 대해 걱정되고 성

교육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OOO에서 연령 대표를 하면서 소진되기

도 하였지만 많은 것을 배웠다.

경험 내가 행했던 일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다. 구체적으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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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으니, 앞으로 내가 해야 할 길이 보이는 것 같다.

7

활동

내용

집, 아이 중학교 때는 단독으로 옮기고 싶다. 아이가 소리 지르고 편

하게 놀 수 있는 곳으로 마련해 주고 싶다. 현재 사이트 계속 알아

보고 있다. 남편, 이 남자가 오래 살아야 아이를 같이 케어할 수 있

으니 건강하길 바란다. 남편의 건강을 위해 보약과 함께 운동을 한

다. 아이 생활훈련, 인지는 올라오지 않지만 환경은 점점 좋아진다.

아이 쌀 씻기, 계란 깨기 등 연습시키고 체험과 여행을 시켜주려 한

다.

경험

보고서
창의적으로 했던 일을 말하면서 기분이 좋고 즐거웠다.

참여자들은 ‘창조적’이라는 단어에 대해 거창하게 생각하는 모습이었다. 그래서

연구자는 ‘창조적’ 표현에 대해, 내가 행했던 일, 즉 자신의 삶 속에서 주체적, 능

동적인 행동으로 설명하고 예시를 들어 이해를 높였다. 참여자들은 창조적 행동,

즉 주체적, 능동적 태도에 대하여 항상 자신이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점, 자신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재발견하였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이야기와 감정을 더 표현하고 싶어 하였다. 그리고 다른 집

단원들이 이야기할 때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대처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정보를 공유하였다. 참여자들은 서로의 마음을 공감하는 모습과 응집력이 높았

다. 그리고 서로의 모습에 도움을 받고 위로를 받아서 마음의 안정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느끼고 있었다.

7) 7회기: 개인적 삶과 자녀 양육에서의 태도적 가치

7회기는 참여자들이 개인의 삶과 자녀 양육 경험을 돌아보면서, 삶의 고통을

피할 수는 없지만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음을 인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인

간은 다양한 상황 앞에서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

를 지니고 있다(Fabry, 1988). 이러한 태도적 가치는 삶의 한계 가운데 태도와

선택을 통해 얻는 가치이다. 이를 위하여 참여자들은 자신의 삶에서 힘들었던 경

험에 대해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탐색하였다. 그리고 장애 자녀를 양육하면서 힘

들었던 경험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살펴보았다. 참여자 7은 개인적인 일

로 불참하였다. 참여자들이 개인적 삶과 자녀 양육에서 경험한 태도적 가치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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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번호
활동내용 및 경험보고서

1

활동

내용

고등학교 때 광주에서 살면서 운동 기록은 나오지 않고 향수병 때문

에 힘들었다. 당시 주말에 외삼촌 집에 가서 지냈는데 외삼촌이 ‘니

가 제일 힘든 것 같지? 나도 그때는 내가 제일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나와서 보니 더 힘든 것이 많더라’고 했다. 생각해 보니 그랬고, 나

를 위한 교훈이라 생각이 들어 그때부터 운동에 매진하다 보니 향수

병이 줄어들고 기록도 좋아져 매달도 땄다. 아이가 너무 뛰어다녀

지칠 것 같으니까 못하게 했다. 그랬더니 자해 행동을 하여 다시 운

동을 시키다 보니 너무 에너지가 방출되어 잠을 못 자기도 했다. 그

래서 운동 2시간 후 아이가 좋아하는 비행기를 보여준다거나 다른

활동으로 하니 자해 행동이 줄어들었다. 내가 편해져야 아이도 좋아

진다는 생각에 집착을 내려놓고 승마, 미싱, 심리상담을 받으면서 울

타리를 나와 나를 지켜보게 되었다.

경험

보고서

내가 행복해야 가정이 평안하다. 비장애아나 장애아나 양육은 힘들

다.

2

활동

내용

힘들면 신랑에게 기대려고 했다. 하지만 신랑은 알아주지 않았다. 지

금은 의존하는 마음을 버리고 집에만 있지 않고 밖으로 나가려고 한

다. 신랑에게는 돌파구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운동을 좋아하고 취

미로 운동을 배우려 한다. 미술치료를 받고 있는데 선생님이 ‘어릴적

부터 치료실에 너무 다녀서인지 미술 활동을 싫어하는 것 같다’고

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미술 활동을 통해 소근육 발달시

키려고 했는데 지금 좌절된 상태이다.

▷ 참여자4 : 아이가 싫어하면 다른 치료실을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소근육 발달에 대해 괜찮은 치료사들이 많다. 우리 아이는 만

족한다.

▷ 참여자1 : 아이가 싫어하면 좋아하는 놀이를 자연에서 찾는 것도

좋다.

경험

보고서

현재의 고민을 털어놓으니 좋은 정보를 얻어 고민이 해결 된 것 같

다.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해 대응책 등 여러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해 구체적 내용을 표 Ⅳ-22에 제시하였다.

표 Ⅳ-22. 7회기: 개인적 삶과 자녀 양육에서의 태도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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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활동

내용

아들이 42도까지 열이 오르고 임신한 몸으로 일어나지 못하는 상황

에서 남편은 술 먹고 낚시하러 갔다. 남편을 갈구고 잔소리도 하였

다. 함께 술을 마시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려 했지만 술을 많이 마

시니 더 싸우고 갈등만 커졌다. 이후 술을 마시지 않고 종교 생활을

하면서 마음의 평안이 생겼다. 남편을 의지하기보다 내가 직접 아이

를 돌보니 더 편안했다. 남편과 안 싸우니까 편안하다. 전문가나 엄

마들과 이야기하면서 정보를 얻고 서울 병원에 다닌다. 이것저것 다

해 본다. 남편은 귀가 얇다고 하는데 나는 남들 이야기를 듣고 걸러

내어 나에게 필요한 부분을 취한다. 내가 더 행복해지려고 노력한다.

강박증이 심했는데 지금은 마음을 내려놓으니 더 행복하다.

경험

보고서

나의 마음을 알아가고 있다. 그동안 나의 감정을 아는 게 이렇게 힘

들었던 건지.. 표현해 볼 수 있어 좋았다.

4

활동

내용

부모에게 의지하지 않는 연습을 했던 것 같다. 집에 오는 길에 변태

가 있어 무서웠는데 아빠는 그것에 대해 무시하며 별일 아니라 생각

했다. 이후 내가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마음에 커터칼을 가지고 다

녔던 경험이 있다. 요리를 잘하지 못한다. 남편에게 요리를 못하니

반찬 가게에서 사 먹고 그 대신 다른 것을 소홀하지 않고 열심히 하

겠다고 하니 남편도 이해하고 산다. 남편은 소극적인 성격이다. 남자

들이 외향적이면 친구들만 좋아하는 것을 어릴 적부터 보고 자랐다.

그래서 지금의 남편 성격이 좋다. 내가 심리적으로 행복해야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다고 생각했다. 아이의 부적응 행동을 일반 유치원에

서 잘 케어가 되지 않아 특수학교로 옮겼다. 때때로 이게 잘 한 일

인가 하는 고민이 되지만 내가 문제가 생기면 적극적으로 알아봐서

대처하는 것 같다.

경험

보고서

처음으로 나의 부정적 감정을 다룬 듯하다. 무거 울까 봐 걱정되었

는데, 앞에서 긍정적 감정을 많이 다루고 전혀 무겁지 않게 진행되

지 않아 좋았다. 서로를 위로하고 이해하게 된 것 같다.

5
활동

내용

큰아들 낳고 모유가 안 나오는데 분유를 조금만 먹이라고 시어머니

가 참견하여 힘들었다. 시아버지는 요양원에 계셨고 남편은 홀로 있

는 시어머니가 우울증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가 시댁에 들어가는 것

에 혼자 결정하려 하여 힘들었던 마음이 있었다. 하지만 그건 아니

것 같아 시댁에 들어가지 않았다. 첫째 아이 생각하면서 성격 죽이

고 인내하고 시댁 챙기면서 살다 보니 남편이 좀 나아졌다. 남편도

불쌍하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중환자실에 있으면서 별로 해 줄

것이 없어서 일반병실로 데려와 직접 케어 하였다. 큰 아이는 어릴

적 당돌하고 똘똘했었는데 현재 분리불안과 애정결핍을 가지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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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만 하려고 한다. 지금은 심리상담을 받으면서 남편과 내가 아이

의 마음을 알아주려 노력하고 있다.

경험

보고서

내 안에 묵혀 둔 이야기를 하니 마음이 편안해졌다. 여러 엄마들 이

야기 들으면서 나만의 힘듦이 아니라는 것, 다른 사람들도 잘 극복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홀가분한 기분이다.

6

활동

내용

둘째가 18개월부터 ‘엄마’라는 말을 안 해 속상했다. 삶이 피폐하였

고 남편은 잘 이해해 주지 않았고 도와주지 않아 자주 싸웠다. 급기

야 이혼 신청을 하였고 이혼 유예기간 동안 혼자 아이 돌보며 살다

보니 현실적인 삶에 직면하며 남편의 고마움을 느꼈다. 그래서 남편

에게 납작 엎드려 빌었고 남편도 모질게 대하지 못하고 서로 이해하

며 살기로 했다. 이혼하지 않았던 나의 행동에 잘했다 생각이 든다.

아이를 데리고 식당에 가면 시끄럽고 옆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게

될까봐 신경 쓰다 보면 밥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모르고 먹었다. 그

래서 포장해서 집에서 먹으니 마음이 편하고 아이에게도 좋은 것 같

다. 최근 화장품을 머리에 바르고 거품을 낸다. 그래서 화장품이 다

치우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경험

보고서

살면서 힘들었던 경험이 있다. 다들 깊은 이야기 들어보니 다 비슷

하게 사는 것 같다.

7 불참

참여자들은 장애아 양육 경험 나눔 시, 자녀의 부적응 행동에 대한 대처 행동

에 대하여 ‘꿀팁’ 이라며 적는 모습도 보였다. 참여자들은 양육 정보에 대하여 공

유를 하며 도움을 받았다. 그리고 참여자들은 자신의 어려움을 표현하였고, 이에

대해 다른 참여자가 자신의 경험을 노출하며 조언하였다.

참여자들은 삶의 고통 경험에 대해서, 모든 이에게 공통적으로 있기 때문에 좌절

하지 않고 용기를 내도록 서로 격려하였다. 한 참여자는 비장애 형제의 부적응

행동과 남편과의 의사소통 방식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향후 가족 상담에 대한 요

구를 표현하였다. 그리고 엄마인 자신에 대해 좀 더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표

현하며 개인상담 욕구를 나타내었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문제 상황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합리적

으로 대처하는 모습이었다. 참여자들은 삶의 피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자유의지

를 가지고 주체적으로 선택하는 서로에 대해 격려하는 모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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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번호
활동내용 및 경험보고서

1

활동

내용

과거 실업팀 선수 시절 부상을 당해 재활하면서 초등부 코치로 지

도한 경험이 있다. 당시 책임감이 생기면서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아

이들이 좋은 성적을 내었고 이후에도 계속 배우기를 원하였다. 내가

가본 치료실 정보를 주고 싶다. 남편과 육아로 인한 갈등을 겪고 있

는 엄마에게 나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고 싶다. 나도 처음에는 많이

싸웠는데 지금은 서로를 이해해 준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고생했

네’ 하며 격려해 준다.

경험

보고서
장애아동을 둔 엄마들에게 나의 경험담, 센터 정보 등을 주고 싶다.

2
활동

내용

생각해 보니 누군가를 위해 했던 일은 없었던 것 같다. 어제 병원에

서 아이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것 같다고 했

다. 지금의 마음은 담담하다. 여기 오면 나보다 더 힘든 분들이 있

다고 생각하니까 위로가 된다. 다른 때 같았으면 아이 문제의 원인

을 찾아 나를 더 힘들게 했을텐데 이상하게 무덤덤하게 받아들이게

된다. 염색체 이상으로 인해 예후나 결과는 뭐 나온 게 없다. 그냥

희귀병이라 한다. 자세한 내용이 없다. 장애아를 둔 엄마를 만날 때

나는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 나도 지금 알아가는 단

8) 8회기: 자기초월

8회기는 참여자들이 자기중심에서 더 나아가 타인을 위한 어떤 의미 있는 일

을 행한 경험을 통하여 삶의 의미를 인식하는 데 목적이 있다. Frankl은 자기 초

월성(self-transcendence)에 대해 ‘인간실존의 핵심이며 로고테라피의 핵심개념

중 하나다’ 라고 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 향할 때 진정

으로 실존한다는 것이다. 다른 누군가를 위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릴 때만 오직

자신을 찾을 수 있다(김미라, 2022b).

이를 위하여 참여자들은 타인을 위해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행하였던 경험을

탐색하였다. 그리고 장애 자녀를 둔 어머니를 만날 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지를 살펴보았다. 참여자 4는 아이의 어린이집 휴원으로 불참하였다. 참여자들의

자기초월적 경험에 대해 구체적 내용을 표 Ⅳ-23에 제시하였다.

표 Ⅳ-23. 8회기: 자기초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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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이다.

경험

보고서

아이의 희귀병 병명을 듣고 심정이 복잡하긴 하다. 여러 사람들과

집단에 참여하며 위안받고 또 다른 정보들을 얻어 이것저것 시도해

볼 수 있게 된 듯하다.

3

활동

내용

엄마가 된 것이다. 나 자신밖에 모르며 살다가 아이를 위해서 사는

나를 발견한다. 처음에는 장애아를 양육하며 아이가 아프니까 힘들

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아이 양육하는 것은 다 힘들다고 생각한다.

남편은 고객과 전화 응대를 어려워한다. 남편은 일에 있어서는 전문

적이지만 고객은 잘 몰라서 그러는건데 남편은 친절하게 응대를 못

하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전화를 받으며 고객을 친절하게 응대한

다. 그러면서 마누라 잘 만난 줄 알라고 이야기한다. 아이 키우면서

알았던 정보를 나누고 싶다. 특히 서울 병원 예약이나 담당 의사 선

생님의 정보를 줄 수 있다.

경험

보고서

하루하루 나에 대해 생각하며 내가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지

금처럼, 그리고 나를 돌보면서

4 불참

5

활동

내용

친구에게 인터넷으로 공부하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친구가

사이버대에 등록하며 공부했다. 그 친구가 보람되고 좋아해 하는 것

을 보니 나도 뿌듯했다. 시아버지가 요양원에 있었는데 남편은 시아

버지와 사이가 안 좋았다. 그래서 남편에게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효도를 지금 다 하라고 했다. 남편은 시아버지 운동도 시키고 목욕

도 시켜주었다. 그러면 나는 남편에게 잘했다고 칭찬도 해 주었다.

남편에게 아버지의 고마운 정을 상기시켜 주고 싶었다. 큰아이가 반

항적이고 힘들게 한다. 아이는 24시간 놀고 싶다고만 한다. 그래서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학습지도 정리하고 학구열을 포기하고 아이 정

서를 돌보기로 마음먹었다. 아이가 자랄 때 작은 아이 키우느라 많

이 신경을 못썼다 이제부터 상담도 받고 아이를 잘 키우고 싶다. 우

리 아이는 경기를 많이 하고 폐렴도 자주 걸리고 우는 것도 심각하

다. 어느 누구도 우리 아이를 돌보기 어렵다. 이런 아이를 키우다

보니 나는 가래로 뽑을 수 있고 뭐든 도울 수 있다. 만약 우리 아이

같은 경우가 있다면 나는 도울 수 있다.

경험

보고서

내가 한 행동들을 돌아보며 자신감을 좀 더 생겼다. 만 편안하게 말

을 하고 들을 수 있어 좋았다.

6
활동

내용

친구가 우울해 하고 심장이 두근거린다고 했다. 병원에서 이상이 없

다고 했다. 나는 그 친구를 데리고 정신건강의학과에 함께 갔다. 그

동안 그 친구는 자신의 마음을 숨기고 살았다. 내가 많이 들어줬다.

그 친구를 보면서 다른 사람도 많이 힘들구나를 느꼈다. 친구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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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면서 많은 위로를 받았다. 내가 애기 키우면서 단점만 있는 것

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의 경험으로 남도 살릴 수 있는 이상

한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동안 아이 센터를 많

이 데리고 다니면서 느꼈던 것은 센터 공유도 좋지만 자연에서 아

이 뛰어놀게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 지난번 노꼬매 오름을 갔

는데 아이도 잘 놀고 집에 와서 잠도 잘 잔다. 숲에도 많이 데리고

간다.

경험

보고서

의미있는 일은 거창한 것이 아닌 일상에서 소소하게 했던 것임을

알고 나의 모습을 생각하니 의미있게 행동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7

활동

내용

신혼 초부터 남편과의 갈등이 커서 5년 동안 많이 싸웠다. 남편은

경제적 문제든, 모든 문제를 시어머니와 의논한다. 이러한 갈등으로

아이 놓고 집에서 나온 적도 있다. 그렇게 싸우다가 새벽에 교회에

나가 100일 기도를 하였다. 기도하면서 내가 남편을 너무 몰아부쳤

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바뀌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면서 남편

을 더욱 존중하고 칭찬을 많이 해줬다. 이후 사이가 좋아졌다. 아이

키우면서 병원과 각종 정보를 알려준다. 뇌병변에 대해 많이 모르는

데 재활센터 같은 곳 정보를 줄 수 있다. 활동보조 제도가 생기면서

장애아 엄마들을 만나는 횟수가 많이 줄었지만 기회가 닿는 대로

돕고 싶다.

경험

보고서

자기 스스로 경험한 것에 대해서도 남에게 베풀 수 있다는 것을 알

것 같다.

참여자들은 자녀와 가정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엄마의 책임을 다하기 위하

여 노력하는 자신의 모습을 인식하였다. 한 참여자는 자녀의 희귀병이라는 병명

을 알고 슬픈 마음이 있었지만, 다른 참여자의 위로와 경험, 정보를 통하여 앞으

로 어떻게 아이를 양육할지에 대해 도움을 받는 모습이었다.

참여자들은 서로의 어려움을 알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며 정보를 제공해 주는

모습이다. 그리고 참여자들은 상대적으로 힘든 장애아 양육의 어려움을 보면서

자신의 어려움에 대해 상대적으로 가볍게 느끼며 감사하는 모습도 보였다.

참여자들은 장애 자녀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는 가족의 하나 됨을 강조하고, 부

부의 관계의 중요성을 표현하였다. 그리고 참여자들은 나를 넘어 남에게 향하는

것에 대해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점과 자신의 경험이나 장애 자녀 양육 경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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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번호
활동내용 및 경험보고서

1

활동

내용

오복 중 하나가 잠자면서 죽는 것이다. 마지막은 고통 없이 잠들면

서 죽고 싶다. 후회되는 것은 엄마에게 대못 박은 것이다. 알면서도

엄마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그리고 사과해서 대 못 뽑는다. 그리고

자국이 생긴다. 엄마랑 같이 살다 보니 이런 게 반복된다. 나만의 오

붓한 시간을 갖고 싶다. 그리고 낚시가 하고 싶어졌다.

경험

보고서

죽음이란 주제로 내가 맞고픈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보니, 내 삶을 더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2

활동

내용

주변 정리한다. 재산을 정리에서 아들 이름으로 해 놓는다. 잘한 것

은 일 그만두고 아들에게 올인한 것이다. 후회되는 일은 처음부터

아이를 양육할걸 하는 생각이 든다. 자신이 아닌 타인을 위해 살고

싶다. 결혼 안 하고 혼자 살 것이다.

경험 어디 가서 할 수 없는 이야기를 했다. 내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었다.

활용하여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그리고 참여자들은 자

기 자신이 아닌 타인을 위해 헌신하는 자기초월적 행동을 함으로써 진정으로 실

존하게 되는 경험을 느꼈다. 또한 장애아를 돌보았던 경험을 통해 ‘자신의 삶이

더 성숙되는 것을 느꼈다’고 하며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모습을 보였다.

9) 9회기: 새로운 결정

9회기는 참여자들이 가상의 죽음 경험을 통하여 삶과 시간의 소중함을 인식하

는 데 목적이 있다. Frankl(1963)은 삶이 의미를 가지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죽

음이 있기 때문이며 죽임이 있기에 현재의 삶을 열심히 살아갈 수 있다고 하였

다. 자신의 유한한 삶을 인식하고 죽음을 통해 자신의 삶의 가치와 의미를 알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참여자들은 하루밖에 살 수 없다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살면서

잘했던 일, 의미 있었던 일들을 탐색하였다. 그리고 다시 살게 된다면 의미 있게

살아가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를 나누었다. 참여자 6은 직장의 교대근무 변경

으로 인해 이번 회기는 불참하였다. 다음으로는 참여자들의 가상의 죽음 경험을

통한 새로운 결정에 대해 구체적 내용을 표 Ⅳ-24에 제시하였다.

표 Ⅳ-24. 9회기: 새로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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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3

활동

내용

밥하고 청소한다. 그리고 다들 모이게 한 다음 꼭 안아주고 싶다. 잘

한 것은 아이들 사랑하면서 산 것. 후회되는 일은 아이들 혼내지 않

을 것을. 다시 현명하게 지금보다 열심히 살고 싶다.

경험

보고서

나에 삶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지금의 삶,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

었다.

4
활동

내용

죽음은 안식이라 생각이 든다. 죽음에 대한 생각은 중학교 때부터

했다. 어떻게 죽으면 편할지 생각할 것 같다. 후회되는 일은 없을 것

같다. 특별한 것 없이 살아갈 수 있다. 과거 MMPI검사에서 자살충

동이 높다고 했다. 갱년기가 되면 자살 확률이 높다고 했다. 상담센

터에서 그 소리를 들으니 기분이 나빴다. 자살 충동은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 납득이 안 되었다.

▷ 진행자 : 죽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

가기로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 참여자4 : 가족이다. 가족이 날 필요로 한다. 아이들에 대한 책임

감이다. 남편이 혼자 키울 수 있을까? 생각하니 그건 아니라는 생각

이 든다.

5

활동

내용

따뜻한 밥을 차려준다. 그리고 사랑한다. 나와 잘 지내줘서 고맙다.

그리고 나를 위해 화려하게 치장하고 싶다. 후회되는 일은 학창시절

공부를 안했던 것, 그렇다고 재미있게 놀지도 못했다. 결혼해서 건강

신경 쓰지 못한 것, 부정적으로 생각한 것들이 후회된다. 당분간 나

자신을 위해 살고 싶다. 나를 위해 하고 싶은 것 해주고, 건강도 찾

아주고 싶다.

경험

보고서

하루를 살더라도 웃으면서 지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아이

에게 안아주며 나의 사랑을 전하고 싶다. 이 순간 내가 살아있다는

것도 감사하다.

6 직장 교대 근무 변경으로 불참

7
활동

내용

시댁 형님이 48세에 돌아가시고 이후 또 시아주버니도 돌아가셨다.

조카가 우리 아들보다 1살 많은데 남겨진 조카 보면서 너무 걱정이

되었다. 내가 먼저 가면 우리 아들은 주간보호시설 밖에 없겠다 싶

다. 연금 남겨 놓는다 해도 연금으로 아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큰아들도 자신의 삶이 있어 믿을 수 없다. 신탁계좌, 후견인 등 여러

가지로 고민 중이다. 우리 엄마들은 아이 놔두고 죽을 때가 가장 두

려울 것이다. 아이에게 엄마 죽으면 니가 엄마 통장에서 돈 찾아서

써라고 하고 같이 맛있는 음식을 먹을 것이다.

잘한 것은 아들 낳은 것이고, 후회되는 일은 아이가 미숙아로 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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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뱃속에서 좀 더 품어주지 못해 미안하다. 아이 키우면서 아이

가 뜨거운 감자처럼 느껴졌다. 너무 뜨거워 먹지도 버리지도 못하는

마음으로 아이를 키운 것 같다. 다시 살아도 지금처럼 연장해서 살

것 같다.

경험

보고서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아 볼 수 있었다. 죽음을 생각할 수 있는 중

요한 시간이었다.

참여자

번호
활동내용 및 경험보고서

1
활동

내용

로고테라피가 무슨 활동일까 하고 궁금했었다. 심리상담을 받은 경

험은 있지만 그룹은 처음이었다. 심리상담 선생님이 그룹으로 하다

보면 얘기하는 사람만 하고 듣는 사람은 계속 듣고 있게 된다고 했

다. 그런데 이 집단은 서로 돌아가면서 이야기하니 나도 이야기할

참여자들은 자신의 사후에 장애 자녀가 어떻게 될지 걱정하는 모습이었다. 그

리고 남편도 비장애 자녀도 자녀를 완벽히 보호할 수 없음에 불안한 모습을 보

이기도 하였다. 참여자들은 장애 자녀를 미래를 위해 사회복지, 후견인, 장애인

신탁 등에 대한 정보 공유와 현재 자녀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표현하

였다.

참여자들은 현재의 삶을 소중하게 인식하고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려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 좀 더 시간을 내줬으면 하는 소망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삶에 대한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 자녀를 꼭 안아주고 사랑한다는 표현

을 더 하고 싶은 모습을 보였다.

10) 10회기: 새로운 출발

10회기는 참여자들이 새로운 삶의 태도를 바탕으로 새롭게 나아가는 데에 목

적이 있다. 이는 참여자들의 자기 긍정성을 높이고 성취동기를 증가시키는 데 도

움을 줄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참여자들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느꼈던 의미와

각오를 표현하고, 참여자들 간의 서로의 좋은 성품 또는 강점을 롤링페이퍼로 작

성하였다. 다음으로는 참여자들의 구체적인 활동을 표 Ⅳ-25에 제시하였다.

표 Ⅳ-25. 10회기: 새로운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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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게 되어 좋았다. 활동지에 글을 쓰면서 뇌를 정리하는 기분이

들었다.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오늘 다시 오를 수 있는 디딤돌처럼

느껴졌다. 과거 운동선수로 슬럼프를 극복했던 경험이 기억에 올라

왔다. 끝이라니 아쉽다. 스스로가 유해졌다는 생각이 든다. 신랑에게

잘해 주게 되었다. 5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마음이 편안했다.

경험

보고서

지금까지 결석하지 않고 참여한 나에게 칭찬하고 싶다. 내 삶을 돌

아보는 시간을 가짐에 따라 과거를 딛고 일어설 힘이 생겨서 좋다.

2

활동

내용

처음 ‘J특별아이가족’ 공지에 나와 있길래 명상 프로그램인가 하고

생각했다. 10회기 참여라고 해서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마지막 날

신청했다. 상담을 해 본 적 없는데 집단 상담이 정말 좋은 것 같다.

집단에 대한 이미지가 좋았다. 집단 프로그램 중간에 아들 검사 결

과가 나왔다. 만약 집단에 참여 안 한 상황이었다면 비관적으로 생

각하며 많이 힘이 들었을 것이다. 집단에 참여하면서 많이 긍정적으

로 생각하려고 마음을 가다듬었다. 결혼 5년 차로, 내가 힘드니까

남편이 싫었다. 남편이 말만 꺼내도 짜증이 났다. 집단 참여하면서

남편과 사이가 좋아졌다. 지금은 ‘돈만 벌어오면 된다는 생각과 노

는 것은 언니들이랑 놀면 된다’하는 생각과 남편에게 의지를 안 하

게 되었다. 그런 생각을 하니 남편과 사이가 더 좋아졌다.

경험

보고서

마지막 회기라 아쉽다. 많이 위로받고 도움을 받았다. 나보다 힘든

어머니 얘기를 듣다 보니 상대적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잘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생긴 것 같다.

3

활동

내용

남편과 사이가 더 좋아졌다. 다른 엄마들 이야기 들으면서 내 상황

과 같아 공감되고 ‘남편이 일을 해서 돈이라도 벌어주니 기특하다’

는 이야기를 듣고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불만이 줄다 보니 잔소리

를 안 하게 되고 남편도 좋게 반응하니 사이가 더 좋아졌다. 남편은

영문도 모르고 자기가 잘하니까 요즘 아내가 좋아졌다고 생각한다.

다른 엄마들 이야기 들으면서 내가 그동안 남편을 너무 몰아 붙였

다는 생각을 했다. 다른 엄마의 남편과의 사이에서 대하는 것을 듣

는 것이 나에게 좋은 영향을 줬다고 생각한다.

경험

보고서

10회기동안 변화된 내 마음을 느낄 수 있어 뿌듯하다. 그동안 과연

내가 가족을 얼마나 사랑하고 내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나. 이번에

나를 돌보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4
활동

내용

‘상담이 좋다’ 라는 생각은 있었는데 집단상담은 어떻게 하나 궁금

했었다. 집단을 참여하면서 다른 분들을 깊게 알게 되는 계기였다.

그리고 친밀감이 더 높아졌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힐링 되는

느낌이 들었고 ‘다들 이런 느낌 때문에 집단에 오는구나’ 라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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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되었다. 원래 의지를 안 하는 성격인데 막상 참여해 보니 서로

의지도 되는 것 같아 좋았다. 집단원들이 다른 장애 유형이 있는 게

도움이 되었다. 장애인 사이에서도 유형이 다르면 이해가 잘 안 되

었는데 집단원의 경험을 들으면서 다른 장애 유형에 대해 이해가

더 되었다. 그리고 유형별로 힘든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다.

경험

보고서

그동안의 과정을 생각하니 다 뿌듯하다. 나도 뭔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된 것 같고, 다들 나처럼 좋은 느낌으로 갖고 마무리 한 것

같아 기뻤다.

5

활동

내용

과거 집단 미술치료를 받아본 경험이 있다. 당시는 판단하는 것 같

아 별로라고 생각했다. 처음 집단 참여할 때는 집단원들이 장애유형

도 다르고 키우는 고통이 다를 것이라 생각했었다. 다른 엄마가 밝

게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까 어느새 내가 웃고 있는 게 느

껴졌다. 요즘 남편을 보면 남편도 불쌍하고 나만의 고통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마음의 짐이 놓아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집

계단청소하는 지적장애 청년을 보면서 이쁘다는 생각이 들었다. 5주

동안 마음이 편했다. 남편은 과거 태권도로 도 대표로 나가는 선수

이기도 했다. 나는 남편을 나의 방식으로 꺾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집단에 참여하면서 이게 답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남편과 더

소통하기 위해 내가 바뀌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경험

보고서

5주간의 집단 상담을 통해 감사드린다고 표현하고 싶다. 자존감이

더 높아진 것 같아 든든하다. 다음에도 또 참석하고 싶다.

6
활동

내용

처음 집단에 참여하면서 걱정된 것은 어디까지 나를 보여줘야 하나

였다. 다른 엄마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진실하게 이야기 하고

싶었다. 우리집 남편과의 불화와 극복한 이야기를 통해 다른 엄마들

에게 용기와 공감으로 도움을 준 것 같아 뿌듯함을 느꼈다.

7
활동

내용

부모회에서 했던 프로그램은 그동안 별로였다. 부모회 공지사항에

프로그램이 올라와서 처음엔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았다. 로고테라피

에 대해 궁금해서 반신반의한 마음으로 참여했었는데 프로그램 받

으면서 내가 돈을 내도 될 정도의 프로그램이었다. 나의 장래를 생

각하면 머리가 복잡하고, 과거를 생각하면 힘들었다고만 생각했는데

집단프로그램을 참여하면서 ‘과거에서도 나의 자원들이 많았구나’를

느끼게 되었다. 과거를 다시 보고 나의 밑천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

었기도 했다.

참여자들은 집단 내 다른 참여자들의 다양한 장애유형을 접하며, 장애 유형별

경험이나 양육의 어려움을 더 이해할 수 있어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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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

번호
종합 소감

1

- 심리상담을 받은 경험은 있지만 그룹은 처음이다. 심리상담 선생님이 그

룹으로 하다 보면 얘기하는 사람만 하고 듣는 사람은 계속 듣고 있게

된다고 했다. 그런데 이 집단은 서로 돌아가면서 이야기하니 나도 이야

기 할 수 있게 되어 좋았다.

- 활동지에 글을 쓰면서 뇌를 정리하는 기분이 들었다. 과거를 되돌아 보

면서 오늘 다시 오를 수 있는 디딤돌처럼 느껴졌다. 과거 운동선수로 슬

럼프를 극복했던 경험이 기억에 올라왔다. 끝이라니 아쉽다.

- 스스로가 유해졌다는 생각이 든다. 신랑에게 잘해 주게 되었다. 5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마음이 편안했다. 결속없이 10회기 참석한 나를 칭찬해 주

고 싶다.

2

- 처음 ‘J특별아이가족’ 공지에 나와 있길래 명상프로그램인가 하고 생각했

다. 10회기 참여라고 해서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마지막 날 신청했다.

상담을 해 본 적 없는데 집단 상담이 정말 좋은 것 같다. 집단에 대한

이미지가 좋았다.

- 집단 프로그램 중간에 아들 검사 결과가 나왔다. 만약 집단에 참여 안

한 상황이었다면 비관적으로 생각하며 많이 힘이 들었을 것이다. 집단에

참여하면서 많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마음을 가다듬었다.

한 참여자는 집단 프로그램 참여 기간에 병원에서 아이가 염색체 이상이고 희귀

병이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했다. 다른 때 같았으면 더 비관적이었을 상황이었지

만, 다른 참여자의 자녀 장애 진단 경험과 양육 경험을 통해 병의 원인이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양육의 태도가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며 마

음이 편안해졌다고 표현하였다.

다. 참여자 개인별 종합 소감

참여자들은 마지막 10회기를 마치고 그동안의 집단 경험에 대한 경험보고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로고테라피 기반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통하여 긍정적인 정서

를 경험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표 Ⅳ-26에 제시하였다.

표 Ⅳ-26. 참여자 개인별 종합 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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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 5년 차로 내가 힘드니까 남편이 싫었다. 남편이 말만 꺼내도 짜증

이 났다. 집단 참여하면서 남편과 사이가 좋아졌다. 지금은 ‘돈을 벌어준

다는 감사한 생각과 노는 것은 언니들이랑 놀면 된다’고 생각한다. 남편

에게 의지하는 마음이 줄어들었다. 그런 생각을 하니 남편과 사이가 더

좋아졌다.

3

- 남편과 사이가 더 좋아졌다. 다른 엄마들 이야기 들으면서 내 상황과 같

아 공감되고 ‘남편이 일을 해서 돈이라도 벌어주니 기특하다’는 이야기

를 듣고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불만이 줄다 보니 잔소리를 안 하게 되

고 남편도 좋게 반응하니 사이가 더 좋아졌다. 남편은 영문도 모르고 자

기가 잘하니까 요즘 아내가 좋아졌다고 생각한다.

- 다른 엄마들 이야기 들으면서 내가 그동안 남편을 너무 몰아 부쳤다는

생각을 했다. 다른 엄마의 남편과의 사이에서 대하는 것을 듣는 것이 나

에게 좋은 영향을 줬다고 생각한다.

4

- ‘상담이 좋다’라는 생각은 있었는데 집단상담은 어떻게 하나 궁금했었다.

집단을 참여하면서 다른 분들을 깊게 알게 되는 계기였다. 그리고 친밀

감이 더 높아졌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힐링 되는 느낌이 들었고

‘다들 이런 느낌 때문에 집단에 오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원래

의지를 안 하는 성격인데 막상 참여해 보니 서로 의지도 되는 것 같아

좋았다.

- 집단원들이 다른 장애유형이 있는 게 도움이 되었다. 장애인 사이에서도

유형이 다르면 이해가 잘 안 되었는데 집단원의 경험을 들으면 다른 장

애유형에 대해 이해가 더 되었다. 그리고 유형별로 힘든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다.

5

- 과거 집단 미술치료를 받아본 경험이 있다. 당시는 판단하는 것 같아 별

로라고 생각했다. 처음 집단 참여할 때는 집단원들이 장애유형도 다르고

키우는 고통이 다를 것이라 생각했었다. 다른 엄마가 밝게 웃으면 이야

기 하는 엄마를 보니까 어느새 내가 웃고 있는 게 느껴졌다.

- 요즘 남편을 보면 남편도 불쌍하고 나만의 고통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

다. 마음의 짐이 놓아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5주 동안 마음이 편

했다.

- 나는 남편을 내 방식으로 꺾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집단에 참여하면서

이게 답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남편과 더 소통하기 위해 내가 바뀌

어겠다는 생각을 했다.

6

- 처음 집단 참여 시 어디까지 나를 보여줘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는 분들이 많은데 어디까지 걸러야 하나 하는 생각이었다. 다른 엄마

이야기를 듣다 보니 내 마음이 편해지면서 속 깊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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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번호
개인적 기대 및 태도 변화

1

기대 양육시 대처행동 어려움으로 회피행동, 심리적 안정을 찾고 싶다.

변화
내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과거를 디딤돌 삼아 일어설 힘이

생겨서 좋다.

2

기대
양육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힘들다. 독박육아라 심리적 도움

을 받고 싶다.

변화

- 얼마 전 아이의 병명을 알게 되었다. 만약 혼자 있었다면 힘들었을

텐데 집단활동이 많이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남편에게 의지하지

않게 되었다. 지금은 돈만 벌어오면 된다는 생각이 들고, 언니들

과 놀면 된다고 생각하니 남편과 사이가 더 좋아졌다.

- 우리 아이는 상황은 상대적으로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 감사함. 아

이 소근육치료(PECS) 공부를 하고 싶고 국제대 언어치료학과 다

니며 더 공부하여 아이 언어치료에 도움이 되고 싶다. 등록하려고

다. 진실하게 이야기하고 싶었다.

- 과거 남편과 힘들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엄마들이 나의 이야기를 듣

고 공감받고 용기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들으면서 뿌듯함을 느꼈다.

나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었다는 것이 기뻤다.

7

- OOO에서 했던 프로그램 이미지가 안 좋았는데 이번에 OOO 공지사항에

올라와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았다. 프로그램 받으면서 내가 돈을 내도 될

정도의 프로그램이었다.

- 장래를 생각하면 머리가 복잡하고, 과거를 생각하면 힘들다고만 생각했

는데 집단상담 참석하면서 ‘과거에서 자원들이 많았구나’를 느끼게 되었

다. 과거를 다시 보고 나의 밑천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기도 했다.

라. 참여자들의 기대 및 태도 변화

실험집단 참여자들은 초기 면접 시 장애아 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집단 참

여의 기대를 표현하였다. 이후 집단 참여를 통하여 부정적인 정서에서 긍정적 정

서로 변화된 양상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참여자들의 개인별 기대와 태도 변화

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표 Ⅳ-27에 제시하였다.

표 Ⅳ-27. 참여자들의 기대 및 태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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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보고 있다.

3

기대
양육의 혼란스러움으로 인해 마음 다스리기가 힘들다, 더 긍정적이었

으면, 끈기가 부족해 긴 회기 참석을 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

변화

- 집단에서 엄마들 이야기 듣다 보니 공감되고 불만이 줄어들었다.

남편과 사이가 더 좋아졌다. 10회기 동안 긍정적으로 변화된 나의

모습이 느껴진다.

- 나는 아이를 양육하면서 매 순간 창조적으로 양육했다는 것을 발

견하였다. 그리고 내가 잘하고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다.

- ‘나 자신을 사랑했나?’ 생각이 들면서 나를 돌아보고 나를 알게 된

계기였다.

4

기대
아이 양육 시 스트레스로 인해 일관적이지 않고 화를 자주 낸다. 마

음을 여유 있게 다스리고 싶다.

변화

- 그동안의 과정을 돌이켜 보니 나에 대해 더 알아가고 그 자체만으

로도 기분이 좋았다. 나를 이해하면서 나를 돌보려고 하니 화가 덜

났다.

-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힐링 되는 느낌이었다.

- 집단상담을 통해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 것 같아 뿌듯함이 느

껴졌다.

5

기대
장애아이 양육의 어려움과 큰아이의 부적응 행동 대처의 어려움. 심

리적 안정감을 갖고 싶다.

변화

- 아이 양육이 나만의 힘듦이 아님을 느꼈다. 그리고 내가 한층 더

성숙해진 마음이 든다.

- 자존감이 더 높아진 것 같다. 다음 기회에 또 참석하고 싶다.

- 집단 상담 후 개인상담과 가족 상담을 하고 싶다고 요청하였다.

6

기대
사춘기 큰아들과 둘째 아이 사이에서 양육 혼란이 있다. 앞으로 아이

의 상황이 더 심해질 텐데 하는 불안감을 해소하고 싶다.

변화

- 작은 아이 양육을 하다 보니 큰아들의 마음을 몰라준 것 같다. 작

은 아들이 큰아들 방해하지 않게 지금은 밖에 자주 데리고 나간

다. 그리고 형 방에 못 가게 하기도 한다. 큰 들도 내가 자기를

배려한다는 것을 알고 마음이 한결 부드러워졌다.

- 집단상담을 통해 서로의 양육 경험담을 들으며 많은 도움이 되었

다.

7

기대
내 안에 뭐가 있는지 궁금하고 불편했던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

아이의 양육에 있어서도 도움을 받고 싶다.

변화

- 과거에 나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었고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이라

는 것을 새삼 기억하게 되었다.

- 미래를 위해 내가 뭘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었다. 생각을 정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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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어서 좋았다.

- 지금 대구대 사이버로 재활상담학과를 다닌다. 협동조합에서의 소

진이 많은데 지금은 공부를 마치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이 든다.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다.

구분 초기 중기 말기

삶의

의미

ㆍ현재 양육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

소진되어 무기력하다.

ㆍ나만 겪는 고통이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서 삶에

저마다의 어려움이 있다

는 생각이 들었다.

ㆍ현재 아이를 보면서

나보다 더 힘들게 양육

하는 사람도 있다는 점

과 매순간 나는 잘 선택

하고 잘 행동했다는 점

을 인식하였다.

ㆍ아이의 치료에 도움이

되기 위해 언어치료를

공부하고 싶다.

ㆍ원래 체력이 좋은데

근육 운동 가르치는 선

생님이 운동신경이 좋다

며 근육치료 같이 해 볼

생각이 없냐고 했다. 그

것도 배우고 싶다.

ㆍ죽음은 안식이다.

중학교 때부터 죽고

싶었다.

ㆍ여기에서 내 마음을

표현하고 다른 참여자들

도 같은 어려움을 들으

니 안정이 된다.

ㆍ내가 죽으면, 아이를

남편에게 맡길 수 없다.

나의 책임을 다하고 싶

다.

ㆍ죽고 싶은 마음이 있

었지만 내가 사는 이유

를 생각하니, 나는 사랑

하는 내 자식과 가족을

위해 살고 싶다.

ㆍ임신 중에 아이의

장애를 알았다. 친정

ㆍ내가 직접 아이의 가

래도 뽑고, 웬만한 병원

ㆍ나와 같은 상황의 엄

마들에게 아이 돌보는

마. 삶의 의미 활동 및 경험 보고서 분석

로고테라피에 기반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장애아 어머니의 ‘삶의 의

미’에 변화에 대해 경험보고서를 통하여 살펴보겠다. 자세한 내용은 표 Ⅳ-28과

같다.

표 Ⅳ-28. 삶의 의미 활동 및 경험보고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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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는 포기하라고 했

다. 나는 부모라면 책

임져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아이 돌

보며 잠을 못 자고 체

력적으로 너무 힘들

다.

치료보다 내가 더 잘 본

다.

ㆍ병원에서도 아이의 상

태를 보며 잘 관리했다

고 칭찬한다.

방법을 잘 알려줄 자신

이 있다.

ㆍ아이로 인하여 남편과

사이가 좋아졌다. 남편

도 불쌍하다는 생각이

든다.

ㆍ아이의 미래가 불안

하다. 미래에 대한 목

표를 찾지 못하겠다.

ㆍ협동조합 활동으로 소

진이 된다. 내가 왜 이

일을 하는 건가?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시작한

것인데, 지금 나에게 필

요한 것은 무엇인가?

ㆍ협동조합에서 많은 경

험을 통해 나는 성장하

였다.

ㆍ지금 아이의 미래를

위해, 내가 사이버로 재

활 상담학과 공부를 하

여 향후 협동조합 일에

더 도움이 되었으면 좋

겠다.

ㆍ나도 남을 돕고 싶

다. 하지만 장애아 키

우는 것도 벅차서 다

른 사람을 만날 수도

없다.

ㆍ나의 부부문제 및 양

육의 경험에 대해, 다른

참여자들이 도움이 되었

다고 하여 기분이 좋았

다.

ㆍ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거창한 것이 아니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

다는 것이 뿌듯하다.

구분 초기 중기 말기

자아

존중감

ㆍ자녀 양육으로 인

한 스트레스로 나를

돌보지 못했다.

ㆍ내가 누구인지 모

ㆍ어릴 적 칭찬받았던 경

험을 떠올리면서 ‘나는 이

런 사람이었지’하고 내가

다시 보였다.

ㆍ내가 자원과 강점이

많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ㆍ내가 괜찮은 사람이었

바. 자아존중감 활동 및 경험보고서 분석

로고테라피 기반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장애아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에 변화에 대해 경험보고서를 통하여 살펴보겠다. 자세한 내용은 표 Ⅳ-29와 같

다.

표 Ⅳ-29. 자아존중감 경험 보고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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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겠다.
다는 것을 새삼 알게 되

었다.

ㆍ내가 좋아했고 기

뻤던 순간, 이런 생각

을 해 본 적이 언제

였던가?

ㆍ나는 나 자신을 사

랑했나?

ㆍ과거 경험을 떠올리면서

내가 기뻐했던 것들의 탐

색하며 과거와 현재의 나

를 발견을 하였다.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로

서만이 아닌 나 자신에 대

해 더 존중하고 싶은 마음

이 생기게 되었다.

ㆍ나를 더 돌보고 싶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를

표현하니 기분이 좋고

이렇게 표현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ㆍ나는 별로 잘하는

것도 없다. 그리고 엄

마로서 역할을 잘하

고 있는지 의문이다.

ㆍ아이가 장애가 있다는

것을 임신 때부터 알았다.

나는 아이가 장애이어도

부모로서 책임져야 한다고

판단하고 출산을 했다. 지

금도 내 선택에 대해 엄마

라면 당연하다고 생각된

다.

ㆍ나는 매 순간 잘 선택

하고 책임 있게 행동했

다는 점이 뿌듯하다. 자

존감이 올라간 듯 하다.

ㆍ나는 정체성에 혼

란이 왔다. 외롭다고

생각한다.

ㆍ어릴적 동생들 잘 챙기

면서 칭찬을 받았던 기억

이 난다.

ㆍ현재도 시댁 대소사 잘

챙기면서 돈 관리를 잘한

다. 일을 찾아서 하다 보

니 우울감을 관리한다.

ㆍ주변에서 솔직하게 마

음을 잘 표현한다고 한

다.

ㆍ직장에서도 일을 찾아

서 하는 스타일이어서

그런지 일을 잘한다고

한다.

ㆍ이혼가정에서 자랐

다. 어릴 적 돌봄을

잘 받지 못했다. 나는

못난이였다.

ㆍ이혼 가정의 경험을 가

지고 남편과 소통의 중요

성을 안다. 내가 할 수 있

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해

구분해서 양해를 구한다.

ㆍ이웃에게 또는 비장애

아를 양육하는 어린이집

엄마에게 아이의 어려움

에 대한 양해 문자를 보

낸다.

ㆍ주변에서 나에게 분별

력이 좋다고 한다. 그리

고 배우려고 노력한다.

사. 양육효능감 활동 및 경험 보고서 분석

로고테라피에 기반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장애아 어머니의 ‘양육효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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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초기 중기 말기

양육

효능감

ㆍ자녀 양육 시 대처

의 어려움으로 화를

다스릴 수가 없다.

ㆍ아이에게 일관성없

이 대하게 되고 양육

혼란

ㆍ술을 마시며 화를

삭힌다.

ㆍ운동선수로 슬럼프를

잘 극복하였던 경험이 생

각난다. 어려움에도 잘

대처하고 있던 내 모습을

발견하였다.

ㆍ다른 참여자의 경험을

보면서 대단하다는 생각

이 들었다.

ㆍ과거에도 어려움을 잘

극복한 나를 디딤돌 삼

아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이 생긴다.

ㆍ아이에게 화를 덜 내

고 스스로가 유해졌다는

생각이 든다.

ㆍ독박육아와 양육을

돕지 않는 남편을 보

면서 화가 남.

ㆍ다른 참여자들의 경험

을 들으며 남편에 대해

이해하게 되었다. 내 문

제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

었다.

ㆍ자녀의 장래를 위해

남편이 일을 열심히 하

는 것에 대한 고마운 생

각이 든다.

ㆍ바쁜 남편만 바라볼

게 아니라 친구랑 놀면

된다.

ㆍ아이의 장애에 대

한 두려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원망감

ㆍ비장애아이의 부적응

행동도 똑같이 힘들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ㆍ중증 장애를 가진 참여

자 자녀를 보면서 우리는

양호하고, 나만 겪는 어

려움이 아니라는 점을 알

았다.

ㆍ우리아이의 상태적으

로 괜찮다는 마음이 들

어 감사하였다.

ㆍ아이의 소근육을 위해

소근육치료 공부를 하고

싶다.

ㆍ아이의 언어치료에 도

움이 되고 싶은 마음,

언어치료 공부를 하고

싶다.

감’에 변화가 있었다. 프로그램 초기의 참여자들은 자녀의 돌발행동과 양육의 대

처의 어려움으로 신체적ㆍ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그리고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여 분노를 참기 어렵고, 아이에게 소리 지르고, 거칠게 반응한다고 하였다.

이로 인한 죄책감이 들고, 양육을 돕지 않는 남편에게 화를 내기도 한다고 하였

다.

이에 대한 경험보고서를 통하여 살펴보겠다. 자세한 내용은 표 Ⅳ-30과 같다.

표 Ⅳ-30. 양육효능감 경험 보고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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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장애아이를 신경

쓰다보니 큰아이를

방치했다.요즘은 큰아

이 부적응 행동에 더

힘들다.

ㆍ큰아이 강점을 보게 되

고, 더 품지 못했던 것에

대해 미안함이 생겼다.

ㆍ큰아이도 아이인데 큰

애처럼 행동하길 바랬던

마음이 반성된다.

ㆍ큰아이를 안아주고 사

랑한다고 표현하였다.

ㆍ큰아이와 나의 개인상

담을 신청하였다.

ㆍ장애아이와 큰아이

와의 관계에서 양육

에 대한 혼란이 온다.

그러다보니 큰 아이

에게 화를 낸다.

ㆍ다른 참여자들의 형제

간의 관계에 대한 대처

정보가 정말 꿀팁이다.

ㆍ큰아이가 동생 돌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이 잘못된 생각이었다.

ㆍ작은애가 큰아이 방에

들어가려고 떼쓸 때는

내가 아이을 데리고 놀

이터에 나온다.

ㆍ동생 돌보는 것에 대

해 고맙다고 표현하고

용돈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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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및 결론

본 장에서는 장애아 어머니를 위한 로고테라피 기반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개

발과정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또한, 개발된 프로그램이 장애아 어머니의 삶

의 의미, 자아존중감,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1. 장애아 어머니를 위한 로고테라피 기반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논의

이 연구의 연구문제 1은 ‘장애아 어머니를 위한 로고테라피 기반 집단상담 프

로그램 개발 절차 및 내용은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이다. 먼저 프로그램 개발

절차와 프로그램 내용 구성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에서의 개발 절차는 김창대 외(2011)의 4단계 프로그램 개발 모

형을 기반으로 개발하였다. 김창대 외(2011)의 프로그램 개발 모형은 상담 및 심

리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고,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 필요한 평가를

단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프로그램의 과학적 절차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큰 장점

이 있다(장정임, 2017). 이 연구의 프로그램의 개발 절차는 4단계로 목표 수립,

프로그램 구성, 예비 연구와 수정ㆍ보완, 프로그램 실시 및 평가로 구분된다.

1단계 목표수립에서는 문헌 연구와 선행연구를 통해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을

수립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장애아 어머니를 위

한 로고테라피 기반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그리고 연구 대

상자의 요구와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장애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심층 면담과

현장 전문가 집단을 통한 요구조사를 통해 자료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요구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아 어머니를 위한 로고테라피 기반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이론적 모형의 설정과 목적 및 목표를 수립하였다. 2단계 프로그램 구성에서는

로고테라피에 기반 집단상담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이론적 검토, 활동, 내용 전

략 선정 및 조직을 하였고 프로그램 내용을 구성하였다. 3단계 예비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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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을 예비 실행하였고, 시범 프로그램 참여자들에게 받은 피드백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프로그램 수정ㆍ보완을 하여 최종 확정된 프로그램의 지침서를 제

작하였다. 4단계 프로그램 실시 및 개선에서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프로그램 효

과 평가를 실시하였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로고테라피를 기반으로 하는 프로그램 개발 연구에서는

주로 대상자 실태조사나 문헌을 분석하는 과정만 거쳐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임영숙, 2019; 도지화, 2019; 심정자, 2015). 또한 장애아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로고테라피 기반 프로그램 연구의 개발 과정에서는 주로 문헌분석으로 요구조사

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프로그램 효과 검증은 양적 분석만으로 실시하였으며, 후

속 연구의 프로그램 효과 검증에서는 질적 분석을 제언하였다(박국향, 2020).

이러한 선행연구의 문제의식과 제언을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의 장애아 어머니

를 위한 로고테라피 기반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개발 모형은 프로그램 개발의 체

계적인 개발 절차와 문헌 조사, 대상자 및 전문가 FGI 요구분석을 사용하여 현

장의 요구를 심도 있게 분석하였다. 그리고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 절차를 거침

으로 장애아 어머니 대상자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한 내용을 중심으로 프로

그램 내용이 구성되어 장애아 어머니의 삶의 의미, 자아존중감, 양육효능감이 향

상되는 데 효과가 나타날 수 있었으리라고 판단된다.

둘째, 이 연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은 로고테라피 기반으로 내용을 구성하였

다. 이를 위해 장애아 어머니 대상자와 현장 전문가의 심층적 면담을 통한 요구

조사를 실시하였다. 면담 내용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장애아 어머니

의 양육 경험에 느끼는 정신적ㆍ육체적 소진, 자녀의 장애에 대한 죄책감과 무능

력감으로 인한 부정적 자아상, 문제 상황에 대해 대처의 혼란으로 인한 효능감

저하, 삶의 고통으로 인한 삶의 무의미를 들 수 있다.

이를 위해 로고테라피 중심 이론을 활용하여 인간 존재의 의미와 의미 추구에

초점을 맞춰 삶의 방향을 발견하도록 돕는 창조적 작업을 시도하였다. 즉, 장애

아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며 느끼는 삶의 고통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

을 때, 진정으로 삶의 고통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러한 삶의 의미 발견은 긍정

적인 자기 발견을 통해 자신을 존중하고, 양육 혼란에서도 자신감과 효능감을 높

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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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이 연구의 내용 구성은 장애아 어머니의 삶의 의미, 자아존중감, 양육효

능감이 증진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1회기는 로고테라피에 대한 설명과 집단상

담 프로그램의 목적, 프로그램 운영 방법을 안내하였다. 그리고 참여자들의 친밀

감을 위하여 긍정적인 자기소개와 장애 자녀에 대한 정보를 표현하였다. 또한 프

로그램 참여에 대한 각자의 기대와 목표를 수립하였다. 2회기는 자기발견을 통한

자신의 가치를 명료화하고 자신의 참모습을 인식하는 활동이다. 이를 위해 자신

의 긍정적인 모습을 탐색하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칭찬 경험을 살펴보며

긍정적인 자신의 참모습을 인식하도록 하였다.

3회기부터 7회기는 ‘개인의 삶과 장애아 어머니’ 두 가지로 분리하여 질문을

구성하였다. 이는 장애아 어머니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닌 ‘개인의 삶’에 대해

주체적으로 성찰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먼저 3회기는 자신의 선택에 대한 자유와 책임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다.

그리고 장애아 양육 경험에서 나의 선택을 통한 나의 가치관을 인식하는 활동을

하였다. 이는 장애아 어머니는 어떠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유롭고 주체

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

자유로운 선택에 대한 책임을 통하여 자신의 숭고한 사랑의 가치와 삶의 의미를

발견하도록 하였다.

4회기는 자신과 자녀의 긍정적 자원 및 강점을 발견하는 활동이다. 이를 위해

과거 자신의 강점이나 자원이 잘 발휘되었던 경험을 나누고 현재에 어떻게 발휘

되고 있는지를 표현하는 것이다. 이는 자신의 모습을 재발견하고 자신을 존중하

며 자신에 대한 만족감을 높이기 위함이다. 또한 장애 자녀의 고유성, 강점과 자

원을 탐색하며 자녀에 대한 긍정적 정서를 높이고 양육 효능감을 배양하도록 하

였다.

5회기부터 7회기는 경험적, 창조적, 태도적 가치 발견으로 ‘개인의 삶과 장애아

양육 경험’ 두 가지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개인의 삶 속에서 가치 발견은 타인과

의 만남을 통한 감동 경험, 삶 속에서 행하였던 보람된 경험, 고통스러운 삶 속

에서 극복했던 경험을 통하여 자신의 삶의 가치와 삶의 의미를 발견하도록 하였

다. 그리고 장애아 어머니로서의 삶에서는 양육과정에서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양육 효능감을 증진시키고, 자신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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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회기는 자기초월의 단계로,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 타인을 위한 의미 있는 일

을 행한 경험을 탐색하는 것이다. 자신을 넘어 누군가를 위해 어떤 의미있는 일

을 행하였던 경험을 나누면서 장애아 어머니는 자기 초월의 가치를 인식하고 실

현하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였다. 이는 장애아 어머니에게 자기 존엄과 가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

9회기는 가상의 죽음을 통하여 삶과 시간의 소중함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상의 죽음을 앞두고 잘한 일과 의미 있는 일을 떠올렸다. 그리고 다시 살

게 되었을 때 의미 있게 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성찰하는 경험을 제공하

였다. 이는 삶의 새로운 시각과 현재의 삶을 의미있게 집중할 수 있는 경험을 제

공하도록 하였다.

10회기는 새로운 삶의 태도를 바탕으로 나와 타인의 긍정성을 발견하는 활동

이다. 이를 위해 프로그램을 경험하면서 긍정적으로 변화된 나를 인식하게 하였

다. 그리고 타인의 강점 발견을 위한 롤링 페이퍼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는 나와

타인을 바라보는 긍정적 시각을 제공하며 삶의 의미 발견을 제공하였다.

이상을 종합하면, 이 연구는 장애아 어머니를 위한 로고테라피 기반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하는 데 있어 개발 절차를 준수하여 내용 및 방법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장애아 어머니 대상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상자 및 현장 전문가

의 심층 면담을 실시하여 도출된 결과를 프로그램 구성에 적극 반영하였다. 또한

로고테라피의 중심 이론에 기반하여 ‘개인의 삶과 장애아 어머니의 삶’으로 구분

하여 프로그램 내용에 도입하여 참신성을 확보하였다.

이 연구에서 개발한 로고테라피에 기반한 장애아 어머니를 위한 집단상담 프

로그램은 장애아를 양육하며 고통을 호소하는 어머니에게 긍정적 정서 지원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장애아 어머니를 위한 로고테라피 기반 집단상담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논의

이 연구의 연구문제 2는 ‘장애아 어머니를 위한 로고테라피 기반 집단상담 프

로그램의 효과는 어떠한가?’이며, 연구문제 3은 ‘장애아 어머니를 위한 로고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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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기반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장애아 어머니의 참여 경험은 어떠한가?’이

다.

연구문제 2와 3에 대한 효과검증을 위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나누어 삶

의 의미, 자아존중감, 양육효능감에 대해 사전, 사후, 추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각

변인들의 변화에 대해 비교한 프로그램 효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가. 삶의 의미

이 연구의 가설 2-1은 ‘로고테라피 기반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장애아 어머니의

삶의 의미를 향상시킬 것이다’이다.

먼저 장애아 어머니를 위한 로고테라피 기반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장애아 어

머니의 삶의 의미를 향상시키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로고테라

피 기반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통

제집단에 비해 삶의 의미가 향상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아 어머니를 대상으

로 로고테라피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삶의 의미가 향상되었다고 보고한 연구 결

과(박국향, 2020)와 다양한 대상에게 로고테라피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삶의 의미

가 향상되었다고 보고한 연구결과(김찬희, 2018; 도지화, 2019; 임영숙, 2019; 김

미남, 2010)와 유사하다.

장애아 어머니를 위한 로고테라피 기반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한 실험집단

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삶의 의미 하위영역 중 삶의 방향추구, 삶의 존

재가치에 있어서 검사 시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와 추

후의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면, 삶의 방향추구의 경우 사후검사와 추후검사에서

통제집단에 비해 실험집단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삶의 가치에서도 사

후검사와 추후검사에서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삶의 의미의 하위요인인 삶의 방향추구와 삶의 존재가치는 프로그램 후와 4

주 후의 추후검사에까지 지속적인 효과를 나타낸 것을 볼 때, 로고테라피 기반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실험집단의 삶의 의미 향상에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삶의 의미에 있어서, 연구문제 3에서 언급한 장애아 어머니의 참여 경험을 분

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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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활동지와 경험보고서 내용을 통한 참여자의 변화를 살펴보면, 프로그램

초기 참여자들은 장애 자녀로 인한 우울감과 육체적, 정신적 소진을 표현하며 점

점 예민해지고, 아이에게 화를 자주 내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남편의 양육 협조

의 불만족으로 인한 부부 갈등을 나타내었고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미래의 희망

이 보이지 않아 삶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프로그램 참여

이후에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서로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격려하는 활동에

서 점점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하였다. 참여자들은 서로의 양육 경험을 나누면서

나만 겪는 고통이 아니라는 점과 모두 저마다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

다. 또한 더 힘든 상황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다른 참여자들의 경험을 들으며 자

신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자녀의 강점과 긍정성을 인식하였다. 그리고

참여자들은 자녀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싶은 마음과 가족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

었다. 참여자들은 자신이 죽고 난 후 아이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공통적으로

나타내었는데,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점점 아이를 위해 ‘현재, 무엇을 할 수 있

을까’를 생각하며 미래에 대한 불안감보다는 현재에 머물려는 모습을 나타내었

다. 그리고 아이의 미래를 위해 현재 할 수 있는 일, 즉 협동조합 일을 통해 아

이의 직업 활동 준비를 한다거나,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일상생활 훈련 등을 힘

쓰겠다는 적극적인 태도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부부관계 갈등

과 장애 자녀 양육의 경험을 다른 참여자들과 나누면서 다른 참여자에게 도움이

된 것에 대해 뿌듯함을 느끼고 타인을 돕는 방법은 거창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도 타인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삶의 긍정성

향상은 삶의 의미 발견에 도움을 주었다. 마지막으로 참여자들의 자신과 장애 자

녀에 대한 고유한 가치를 인식하고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과 책임에 대한 숭고함,

타인과의 관계에서의 감동, 고난을 극복하는 경험 속에서 발견한 긍정성은 삶의

목적과 가치를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다음으로는 로고테라피 기반 집단상담 프로그램 실시 후 삶의 의미가 향상된

원인을 살펴보겠다. 장애아 어머니는 장애 자녀로 인한 양육의 어려움으로 죄책

감, 무기력감, 소외감 등을 경험하며 현실을 부정한다. 그리고 자신과 자녀의 미

래를 생각하면서 비관하고 삶의 무가치함,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이종신, 2010; 안지영,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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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들은 로고테라피 기반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과 장애 자녀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서 긍정적 정서로 회복하고 삶의 의미를 발견을 제공하였다.

참여자들은 2회기부터 4회기 진행 과정에서 자신과 장애 자녀에 대해 유일하고

고유한 가치를 가진 존재로 인식하고 장애를 수용함으로써 자신의 삶에 충분한

의미와 가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장애아 어머니는 어떠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장애아 양육 경험은 어머니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

과 책임에서 기인하였으며, 자신의 숭고한 사랑과 삶의 목적을 인식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견뎌낼 수 없는 삶은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 때문이 아니다. 다만 의

미와 목적이 결핍되었을 때, 견뎌낼 수 없는 삶만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5회기부터 7회기 진행 과정에서는 그동안의 긍정적인 경험을 조망하며 매 순간

의 삶 속에서 나의 가치로운 선택과 행동을 재발견함으로써 삶의 의미가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 8회기부터 10회기 진행 과정에서는 인간 존재의 핵심인 초월의

개념을 이해하고 자기 자신을 넘어서 의미 있는 것에 향해 있을 때 진정한 존재

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점을 제공하였다. 장애아 어머니는 자녀의 양육과정에서

고통이 따르더라도 용기 있게 나아가는 자연스러운 힘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

였다. 피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것은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희

망하며 앞으로 나아가게 해 준다. 이러한 성찰은 삶의 의미를 향상시키며 장애아

어머니에게 긍정적 정서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나. 자아존중감

이 연구의 가설 2-2은 ‘로고테라피 기반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장애아 어머니

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것이다’이다.

로고테라피 기반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장애아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

키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로고테라피 기반 집단상담 프로그램

에 참여한 실험집단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통제집단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향상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우울증상 노인(김찬희, 2018), 학령기 후기 아동(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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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 2019), 대학생(최명심ㆍ손정락, 2009), 20대 미혼여성(김영혜, 1995), 학령기 자

녀를 둔 주부(김태호, 2004)를 대상으로 로고테라피(의미치료)가 자아존중감에 긍

정적인 효과를 보여준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로고테라피에 기반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한 실험집단의 효과를 구체적

으로 살펴보면, 자아존중감의 하위영역 중 자기비하, 타인과의 관계, 지도력과 인

기, 자기주장과 불안에서 검사 시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와 추후의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면, 자기비하, 타인과의 관계, 지도력과 인

기, 자기주장과 불안에서 사후검사와 추후검사에서 통제집단에 비해 실험집단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아 어머니를 위한 로고테라피

기반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실험집단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자아존중감에 있어서, 연구문제 3에서 언급한 장애아 어머니의 참여 경험을 분

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회기 활동지와 경험보고서 내용을 통한 참여자의 변화

를 살펴보면, 프로그램 초기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소진으로

마음 다스리기가 예민한 모습이었다. 그리고 자녀에게 화를 많이 내며 강압적으

로 양육하는 자신의 모습에서 죄책감과 스스로를 무능하고 열등한 존재로 인식

하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프로그램 참여 이후, 참여자들은 과거의 경험에서 타인

으로부터 받았던 칭찬을 떠올리며, ‘나는 이런 사람이었지, 괜찮은 사람이었다’고

자기발견을 하였으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의미있는 선택을

하였고 책임을 다하며,잘 극복하였던 자신의 가치와 참모습을 발견하였다. 그리

고 자기발견에서는 가정에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

라는 것과 자신의 고유성에서 대해 재확인하였다. 자신의 자원과 강점 발견에서

는 자신에 대해 잊고 있었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긍정적 자기지각을 하였다.

자기초월에서는 자녀를 위해 희생하고 책임을 다하는 자신의 모습에 숭고한 사

랑의 가치를 인식하였다. 또한 참여자들은 과거 자신의 선택을 되돌아 보면서 자

신의 가치관을 재인식하고 스스로를 존경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게 되었다.

참여자들은 고통스러운 경험이 자원이 되고, 잘 극복하여 살아온 자신에 대해 스

스로를 격려하였다. 그리고 의미 있는 일을 위해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기도 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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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 로고테라피 기반 장애아 어머니를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실시

후 자아존중감이 향상된 원인을 살펴보겠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을 가치 있게 생

각하는 정도와 자기 존경의 정도를 말하며, 자신에 관하여 긍정적으로 느끼는 정

도이다(Rosenberg, 1965). 참가자들은 장애 자녀 양육에서 오는 스트레스에서 스

스로에게 죄책감과 무능함을 경험하며 자기비난을 하게 되고 자신은 가치 없는

존재로 여기기도 한다. 이러한 부정적 자기 인식은 자아존중감에 손상을 주어 참

가자의 부정적 정서를 느끼게 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참가자들은 로고테라피 기반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과 장애 자녀에

대해 부정적 인식에서 자신과 장애 자녀의 가치 발견과 긍정성 인식을 나타내었

다. 1회기에서 4회기에 걸친 자기 발견은 자신에 대해 어느 누구도 대체할 수 없

는 나의 고유성과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인 유일성 인식하게 하고 자신

은 충분히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는 계기를 제공하였다고 본다. 또한

선택의 자유와 책임에서는 자유의지를 통한 선택에 대해 자기 존중과 자신에 대

한 긍정적 신념을 주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5회기부터

7회기는 그동안의 삶 속에서 자신의 경험과 태도의 탐색을 통하여 자신의 긍정

성을 확인하였다. 이는 스스로를 쓸모없는 존재가 아닌, 소중하고 사랑받을 존재

라는 점과 여러 경험에서 괜찮은 성과를 이루어낼 만한 유능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또한 8회기부터 10회기 진행 과정에서의 자기 초월

은 자신을 넘어서 타인으로 향한 사랑이나 가치 경험을 탐색하였다. 이러한 경험

은 인간 존재의 핵심으로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향할 때 인간이 진

정으로 실존한다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함이었다. 그동안 참가자들은 장애 자녀

양육 경험에서 자기를 잃어버리고 자녀를 위해 헌신했던 자신의 숭고한 사랑을

인식하고 비로소 자신의 가치에 대한 재발견으로 자아존중감이 향상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또한 참여들은 서로의 강점과 자원을 알아봐 주고 표현하는 과정

에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스스로를 존중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본다.

다. 양육효능감

이 연구의 가설 2-3은 ‘로고테라피 기반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장애아 어머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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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효능감을 향상시킬 것이다’이다. 로고테라피 기반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장애

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로고

테라피 기반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통제집단에 비해 양육효능감이 향상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다양한 대상에게 로고

테라피(의미치료)를 적용하여 효능감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한 연구결과(정명선

외, 2013; 심정자, 2015)와 유사하다.

로고테라피 기반 집단상담 프로그램 실시한 실험집단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

펴보면, 양육효능감의 하위영역 중 양육 자신감, 양육 어려움에 있어서 검사 시

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와 추후의 집단간의 집단 간

차이을 살펴보면, 양육 자신감의 경우 사후검사와 추후검사에서 통제집단에 비해

실험집단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양육 어려움도 사후검사와 추후검사에

서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효능감의 하

위요인인 양육 자신감과 양육 어려움은 프로그램 후와 4주 후의 추후검사에까지

지속적인 효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로고테라피 기반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실험집단의 양육효능감 향상에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양육효능감에 있어서, 연구문제 3에서 언급한 장애아 어머니의 참여 경험을 분

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를 위해 회기 활동지와 경험보고서 내용을 통한 참

여자의 변화를 살펴보겠다. 프로그램 초기 참여자들은 양육 활동의 혼란과 소진

을 호소하며 마음 다스리기가 힘들다고 표현하였다. 또한 이러한 혼란과 소진은

자녀를 강압적으로 훈육하고 자신의 화를 조절하지 못하여 분노와 충동으로 자

녀에게 발현되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남편이 양육을 돕지 않는다는 사실에 남편

을 원망하고 분노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이러한 태도는 부정적인 정서와 합리적

이지 않는 행동으로 나타났으며, 그러한 행동을 하는 자신을 자책하고 무기력을

나타내었으며, 내면의 안정감을 가지고 싶다는 욕구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프로

그램 참여 이후에는 참여자들은 자녀의 부적응 행동과 자신의 대처를 표현하였

고 서로에게 정보를 주고 받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예민해졌던 모습에서 점점 안

정적이고 긍정적인 모습을 나타내었으며, 실제 자신이 집단에서 웃고 있는 모습

을 발견하였다고 표현하였다. 그리고 자녀 양육의 도움이 되기 위하여 적극적으

로 행동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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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 장애아 어머니를 위한 로고테라피 기반 집단상담 프로그램 실시

후 양육효능감이 향상된 원인을 살펴보겠다. 양육효능감은 어머니가 양육과 관련

된 역할 수행하는 데 있어서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지각하는 정도(Coleman &

Karraker, 1997)를 말한다. 참여자들은 집단활동에서 서로의 독특하고 동질적인

어려움을 공유하고, 서로의 아픔을 공감하며 자신을 표현하였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참여자들은 자신만의 문제로부터 거리를 두어 나만의 고통에 빠지기 보

다는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됨으로써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본다. 참여자들은 2회기부터 4회기 진행 과정에서 장애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자

유의지로 선택한 나의 가치를 인식하며 양육이라는 과업에 자신감을 인식하였다.

그리고 자녀 양육 행동에서 선택과 책임을 인식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함으로써 자부심과 긍지를 통해 자신의 신뢰감을 느끼게 되었다. 5회

기부터 7회기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자녀 양육과정에서 창조적, 경험적, 태도적으

로 행했던 경험을 통하여 양육이라는 과업을 주체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스스로를 대견하게 여기는 과정에서 양육효능감이 향상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8회기부터 10회기 과정에서 장애 자녀 양육 경험의 의미

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통해 자기초월적 경험을 하였으며, 유한한 시간에서 삶의

소중함과 인식을 통해 양육 행동의 가치를 깨닫는 도움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활

동경험은 양육효능감에 긍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사료된다.

집단상담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종합 소감을 살펴보면, 참여자들은 자신과 자

녀에게 너그러워졌다고 하였다. 집단에 참여하면서 긍정적으로 변하였고, 가족들

에게도 긍정적으로 되니까 남편과의 사이도 좋아졌다고 하였다. 서로의 이야기를

공유하면서 서로에게 의지가 되는 감정을 느꼈다고 하였다. 그리고 다른 장애 유

형의 어려움도 이해하게 되었고 나만의 고통이 아니고 나보다 더 힘든 사람도

있다는 사실에 열심히 살아갈 의욕이 생겼다고 하였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경험

과 조언에 대해 다른 참여자가 도움을 받았다고 표현한 것에 대해 뿌듯함을 느

꼈다고 하였다. 장래를 생각하면 머리가 복잡해지고 불안하였는데, 집단 참여를

하면서 과거에서 자원들이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과거를 다시 보고 나의 밑

천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참여자들은 프로그램 종료 후 자신의 포부를 밝히기도 하였다. 자녀의 양



- 152 -

육에 도움을 주기위해 근육치료(PECS)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하였고, 언어치료학

과를 다니며 자녀의 언어에 도움을 주고 싶다고 하였다. 가정의 어려움에 대해

비장애자녀의 돌봄도 신경 쓰고 싶다고 하며, 가족치료를 신청 계획을 나타내기

도 하였다. 자녀의 미래를 위해 협동조합 활동에 도움이 되기 위하여 사이버로

재활상담학과 공부를 마치고 싶다고 표현하였다. 이러한 경험보고서로 미루어 장

애아 어머니를 위한 로고테라피 기반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삶의 의미, 자아존중

감, 양육효능감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통하여 장애아 어머니를 위한 로고테라피 기반 집단

상담 프로그램에 관한 시사점과 함의를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이 연구는 로고테라피 기반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가설적으로 제안하고

경험적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장애아 어머니를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가능성

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에 이 연구는 로고테라피 기반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장

애아 어머니에게 제공하여 건강의 핵심이 되는 자원의 인식을 통한 삶의 의미발

견을 제공하였다. 그리하여 삶의 의미, 자아존중감과 양육효능감 향상에 긍정적

인 효과를 확인하였다. 또한 로고테라피의 핵심 이론을 활용한 구체적 프로그램

의 실천 내용을 제공하였다. 이를 통해 장애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는 상담 복

지 서비스의 현장 전문가에게 본 프로그램이 유용하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에

서 의의를 갖는다.

둘째, 로고테라피 기반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내용 구성은 기본적으로 로고테라

피의 이론과 중심기법을 활용하였다. 그리고 본 논문은 장애아 어머니의 자녀의

장애로 인한 양육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내용 구성을 어머니 ‘개인의 삶과 장애

자녀 어머니’ 두 가지로 구분하여 구성하였다. 이는 장애아 어머니의 장애 자녀

양육에만 모든 인생의 초점이 맞춰있는 것에서 거리를 두어 어머니, 자신의 삶도

조망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성찰은 장애아 어머니의 삶의 균형과 내면의 안정감

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고 본다. 또한 장애아 어머니에게 장애 자녀에 대하여

존재론적 시각과 자녀를 양육하는 자신의 초월적 사랑의 행동을 바라보게 하는

내용 구성이다. 이는 자녀와 자신의 고유성과 가치를 발견하고 삶의 의미와 목적

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셋째, 로고테라피 기반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에 있어서 혼합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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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여 질적 자료 분석 결과를 함께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장애아 어머니의

스트레스의 변화양상과 자신을 고유성과 가치를 발견하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과정을 효과적이고 풍성하게 설명하였다. 참여자들은 프로그램 초기 참여 시, 각

자 개인의 목표를 이야기하였고, 프로그램을 통하여 개인의 목표 달성과 태도 변

화에 대한 내용은 프로그램 효과 검증을 넘어 개인의 풍성한 변화를 보여주었다

는 데 의미가 있다.

넷째, 로고테라피 기반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참여자들의 동질성을 기반으로 하

여 역동성과 상호작용을 통한 교육과 정서에 긍정적 향상을 함께 제공하였다. 참

여자들은 누구도 알 수 없는 혼자만의 고통이라는 생각과 양육의 혼란으로 대처

방법에 어려움 등을 호소하였다. 이에 참여자들은 집단상담 프로그램 통하여 동

변상련의 아픔을 서로 공유하며 위로받고 지지받는 경험을 제공 받았다. 특히,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구성은 참여자들에게 정서만 다루어진 것이 아닌, 참여자들

의 경험을 통하여 습득된 장애아 대한 교육과 치료실, 학교생활에 대한 대처, 상

동행동에 대한 대처 등의 정보가 자연스럽게 공유되었다. 이는 로고테라피 기반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특성상 교육과 정서를 지원하는 혼합 치료의 효과를 보여

주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3.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장애아 어머니를 위한 로고테라피 기반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발

하고, 개발된 프로그램 적용하여 장애아 어머니의 삶의 의미, 자아존중감, 양육효

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였다. 지금까지 논의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

문제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로고테라피 기반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김창대 외(2011)의 프로그램 개발

모형 절차에 따라 개발되었고, 목표 달성을 위하여 로고테라피의 주요 요소를 도

출하고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목표 및 회기별 목표 수립이 적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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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로고테라피 기반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장애아 어머니의 삶의 의미, 자아

존중감, 양육효능감을 향상시켰다.

셋째, 로고테라피 기반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장애아 어머니는 활동 내

용 및 소감문을 통해 삶의 의미, 자아존중감, 양육효능감에 대하여 긍정적인 변

화를 경험하였다.

이 연구의 논의를 토대로 향후 과제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표본의 표집 방법이다. 이 연구설계에서는 참여자들을 자녀의 나이와 장

애 자녀인 경우로 선별하고, 무작위 할당을 통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배정

하였다. 이는 장애아 어머니가 비장애 어머니에 비해 양육 스트레스가 높다는 많

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설계한 것이다. 하지만 향후에는 참여자의 스트레스와

우울 수치 등을 조사하여 선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장애아 어머니에게 로고테라피 기반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를 살펴볼 필요성

이 있다.

둘째, 표본의 실험설계 방법이다. 이 연구에서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설

계하였다. 하지만 향후 연구에서는 통제집단 외에도 다른 처치를 제공하는 비교

집단을 모집하여 로고테라피 기반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제언한다.

셋째, 프로그램 회기별 만족도 조사이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참여자에게 매 회

기 활동 내용을 통하여 자신에 대한 통찰과 긍정성 향상에 초점을 두어 진행하

였다. 하지만 프로그램 회기별 활동 내용에 대한 만족도는 조사하지 못하였다.

만약 회기별 활동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한다면, 프로그램 회기별 내용 구성 시

대상자의 선호에 더욱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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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ment and Effects of Group Counseling Program

for Disabled Children’s Mothers based on Logotherapy

Cho, Ji Yeun

Department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Kim Sung-Bo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nd apply group counseling program

for disabled children’s mothers based on logotherapy to verify the effect on

meaning of life, self-esteem, and parental efficacy. To achieve this research

objective, Focus group interview (FGI) was conducted for disabled children’s

mothers and experts. This study also derived the main elements of

logotherapy theory based on in-depth demand analysis and established

specific goals and goals for each session. The program was revised and

supplemented through a preliminary study, and the final program was

developed through an expert validity survey.

Total 14 mothers raising disabled children living in the J area are selected

and each 7 mothers were equally assigned to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ntrol group randomly. 10 logotherapy programs were conducted twice a

week for 120 minutes to the experimental group.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the quantitative analysis and content analysis were conducted

by pre-, post-, and post-change examination of meaning of life, self-esteem,

and parental efficacy. The summary of the results of this study is as 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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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the group counseling program based on logotherapy was developed

according to the program development procedure, and the content and

composition were appropriate for achieving the goal.

Second, the experimental group that participated in the group counseling

program based on logotherapy had higher scores of meaning of life,

self-esteem, parental efficacy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that did not

participate in the program.

Third, the experimental group participated in group counseling program based

on logotherapy experienced positive changes in meaning of life, self-esteem,

and parenting efficacy.

It was confirmed that the meaning of life, self-esteem, and parental efficacy

of mothers raising disabled children were improved through the group

counseling program based on logotherapy. As a result, it is believed that the

group counseling program based on logotherapy will help psychological

stability and positive emotions by managing the parenting stress of mothers

with disabled children.

Key words : Logotherapy, Disabled Children’s Mothers, Meaning of Life,

Self-Esteem, Parental Effic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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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면접 참여 동의서(장애아 어머니용)

  연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면접은 장애아 어머니를 위한 로고테라피 기반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어머니의 의견을 구하기 위한 요구조사 면접입니다.

  연구자는 참여자들과 사전 요구조사 설문지를 배부한 후 1회의 면접을 실

시할 예정이며, 면접 시간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로 예상됩니다. 면접 내용

은 녹음 될 것이며 녹음된 내용은 이 연구에만 사용됩니다. 면접 중 불편한 

내용이 있으시면 면접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통계법 제 13조에 의하여 비

밀이 보장되며, 오직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됨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녹음된 

내용은 연구가 끝나는 대로 바로 삭제됨을 약속드립니다.

  나는 면접에 대한 위의 내용을 읽고 이해하였으며, 이 연구에 대해 궁금

한 점이 있으면 질문하고 대답을 들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나는 

이 연구에 자의로 참여하고 면접 내용을 녹음하고 기록하는 것에 동의합니

다.

2021년      월      일

참여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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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이 질문지는 ‘장애아 어머니를 위한 로고테라피 기반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

발’을 목적으로 사용되기 위한 기초자료인 사전 요구조사입니다. 

‘로고테라피 기반 집단상담 프로그램’이란 피할 수 없는 삶의 고통 속에서도 

삶이 갖는 고유한 의미를 발견하여 신체적, 정신적, 영적 건강을 회복하기 위

한 프로그램입니다. 이는 장애아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고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함으로써 심리적 안녕감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질문지에는 옳고 그른 답이 없으며 단지 어머니의 평소 느낌이나 생각, 경

험을 바탕으로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어머니의 소중한 정보는 장애

아를 양육하는 부모와 가족의 행복에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도교수: 김성봉(제주대학교 교육학과)

           연 구 자: 조지연(제주대학교 교육학과 상담심리전공 박사과정)

           연 락 처: 010-OOOO-OOOO

           이 메 일:                    

부록 2.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요구조사(대상자용)

Ⅰ. 기초조사(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 번호에 ✓표 해주십시오)

1. 나이 : 세

2. 학력: ➀ 고졸미만 ➁ 고졸 ➂ 대졸 ➃ 대학원 졸업 이상

3. 직업: (예: 전문직, 회사원, 교직, 전업주부, 상업, 등)

4. 종교: (예: 기독교, 가톨릭, 불교, 이슬람, 기타, 무교 등)

5. 가족관계: 남편 (동거중, 별거중, 사별, 이혼, 미혼) 아들( )명, 딸( )명

예시 : 남편 (동거중, 별거중, 사별, 이혼, 미혼모) 아들( 2 )명, 딸( 1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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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녀의 장애유형과 급수 및 성별 : (예: 지적, 3급, 딸 )

7. 귀하의 경제상태(월수입, 동거가족 수입 합계)는?

➀ 100만원 미만 ➁ 100∼200만원 미만 ➂ 200∼300만원 미만

➃ 300∼400만원 미만 ➄ 400∼500만원 미만 ➅ 500만원 이상

8. 장애자녀 양육에 드는 교육과 치료비용은 한 달 평균 얼마입니까?

➀ 10만원 미만 ➁ 10∼30만원 미만 ➂ 30∼50만원 미만

➃ 50∼70만원 미만 ➄ 70∼90만원 미만 ➅ 90만원 이상

Ⅱ. 어머니의 양육 경험에 대한 질문.

1. 어머니의 자녀 양육 경험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 장애아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정서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 장애아를 양육하면서 느끼는 부정적 정서를 어떻게 감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

십니까?

Ⅲ.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질문

1. 장애아 어머니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참여한 경험이 있나요?

➀ 있다 ➁ 없다

2. 프로그램 경험이 있다면 프로그램 이름은 무엇이었나요?

(예, 오카리나 연주 4회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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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로그램 경험이 없다면 이유는 무엇인가요?

4. 장애아 어머니를 위한 심리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➀ 그렇다 ➁ 아니다

5. 위의 답변에 대한 이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6. 귀하는 장애아 어머니를 위한 심리지원 프로그램인 ‘로고테라피 기반 집단상

담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사가 있나요?

➀ 그렇다 ➁ 아니다

7. 귀하는 자신의 의미있는 삶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8. 장애아 어머니를 위한 로고테라피 기반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소중한 시간 할애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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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면접 참여 동의서(전문가용)

  연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면접은 장애아 어머니를 위한 로고테라피 기반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기 위한 요구조사 면접입니다.

  연구자는 전문가 참여자에게 사전 요구조사 설문지를 배부한 후 1회의 면

접을 실시할 예정이며, 면접 시간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로 예상됩니다. 면

접 내용은 녹음되며 녹음된 내용은 이 연구에만 사용됩니다. 면접 중 불편

한 내용이 있으시면 면접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통계법 제 13조에 의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오직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됨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녹음된 

내용은 연구가 끝나는 대로 바로 삭제됨을 약속드립니다.

  나는 면접에 대한 위의 내용을 읽고 이해하였으며, 이 연구에 대해 궁금

한 점이 있으면 질문하고 대답을 들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나는 

이 연구에 자의로 참여하고 면접 내용을 녹음하고 기록하는 것에 동의합니

다.

2021년      월      일

참여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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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이 질문지는 ‘장애아 어머니를 위한 로고테라피 기반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

발’을 목적으로 사용되기 위한 기초자료인 사전 요구조사입니다. 

‘장애아 어머니를 위한 로고테라피 기반 집단상담 프로그램’이란 피할 수 없

는 삶의 고통 속에서도 삶이 갖는 고유한 의미를 발견하여 신체적, 정신적, 

영적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이는 장애아 어머니의 양육 스트

레스를 경감시키고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함으로써 심리적 안녕감을 높이

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아 어머니를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전문가의 생각과 의견이 필요합니다. 

이 질문지는 오직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자료에 대한 비밀은 철저

히 지켜질 것입니다. 장애아 어머니에게 도움 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

해 선생님들의 진심어린 답변 부탁드리고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

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도교수: 김성봉(제주대학교 교육학과)

          연 구 자: 조지연(제주대학교 교육학과 상담심리전공 박사과정)

          연 락 처: 010-OOOO-OOOO

          이 메 일:                   

부록 4.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면접 질문지(전문가용)

Ⅰ. 장애아 어머니를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구성에 관한 질문

1. 장애아 어머니의 장애아 양육 경험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 장애아 어머니는 자녀 양육하는 과정에서 정서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 장애아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를 어떻게 감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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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로고테라피 기반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장애아 어머니에게 적합한 심리지원 프

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렇지 않

다면 대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5. 로고테라피 기반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장애아 어머니에게 양육스트레스 감소

및 긍정적 정서 경험이 향상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6. 로고테라피 기반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장애아 어머니에게 어떤 과정을 통해

양육스트레스 감소와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7. 로고테라피 기반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장애아 어머니에게 집단상담의 형태로

운영되었을 때 장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8. 본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이 되는 생각이나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Ⅱ. 장애아 어머니를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1. 장애아 어머니를 위한 의미치료 프로그램은 총 몇 회 진행이 적절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➀ 총 6회 ➁ 총 8회 ➂ 총 10회 ➃ 총 12회 ➄ 기타



- 186 -

2. 장애아 어머니를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실시 간격은 어는 정도가 적절하다

고 생각하십니까?

➀ 평일 주 1회 ➁ 평일 주 2회 ➂ 격주 1회 ➃ 주말 집중훈련 ➄ 기타( )

3. 장애아 어머니를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실시 때 1회 소요 시간은 어느 정도

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➀ 90분 ➁ 120분 ➂ 150분 ➃ 180분 ➄ 시간을 자유롭게 ➅ 기타( )

4. 장애아 어머니를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시 집단원 수는 몇 명이 적절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➀ 6명 이상∼8명 미만 ➁ 8명 이상∼12명 미만 ➂ 12명 이상∼15명 미만

➃ 15명 이상 ➄ 기타( )

Ⅲ.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내용.

1. 이름 :

2. 성별 : ➀ 남 ➁ 여

3. 나이 : 만 세

4. 소속 :

5. 경력 : 년 개월

6. 소지하고 계신 전문가 자격증이나 경력 여부 :

7. 장애아 어머니에 대한 교육 및 상담 경험 여부 :

소중한 시간 할애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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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장애아 어머니를 위한 로고테라피 기반 집단상담 프로그램

내용 타당도 검증을 위한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설문지는 로고테라피 이론적 검토와 요구조사를 바탕으로 잠정적으로 개발된 프로

그램입니다.

장애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는 이 프로그램은 장애아 어머니의 삶의 의미를 증진

시킴으로써 양육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자아존중감, 양육효능감을 증진하는 데 목적

이 있습니다. 따라서 프로그램의 목적 및 목표, 프로그램 구성의 적절성, 현장 적용과

일반화의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평가하시는 방법은 각 문항의 적절성 정도에 따라 1(전혀 적합하지 않다)에서 5(매

우 적합하다) 사이에 해당하는 숫자에 ✓표 하시고 수정·보완 사항을 적어주시면 됩

니다. 선생님의 소중한 의견이 본 프로그램의 전문성과 효과성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귀한 시간 내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도교수: 김성봉(제주대학교 교육학과)

연 구 자: 조지연(제주대학교 교육학과 상담심리전공 박사 과정)

연 락 처: 010-OOOO-OOOO

이 메 일:

1. 회기 구성

전체 프로그램은 각 회기 당 120분씩 총 10회기로 구성하였습니다. 로고테라피 기반집

단상담 프로그램은 아래의 하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성되어 있습니다.

1회기는 도입 단계로 장애아 어머니를 위한 로고테라피 프로그램 안내가 이루어집니

다. 그리고 장애아 어머니들의 친밀감 형성을 위하여 자신을 소개하고, 장애아 어머니의

자녀 양육의 경험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구성하

였습니다.

2∼4회기는 자신의 가치를 명료화하고 자기 발견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과 자신의

긍정적 자원과 강점을 발견하여 고유성을 회복하는 단계로 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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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회기는 삶의 의미를 발견하기 위한 단계로 경험적 가치, 창조적 가치, 태도적 가치

를 발견하는 단계로 구성하였습니다.

8∼9회기는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에 벗어나 다른 사람들을 위한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자기 초월의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마지막 10회기는 마무리 단계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높여 실천 의지를 향상하게 하는

활동으로 구성하였습니다.

2. 프로그램 목적 및 목표

프로그램 목적

장애아 어머니의 삶의 의미, 자아존중감, 양육 효능감 증진

ê

프로그램의 하위영역별 목표

첫째, 자신의 가치를 명료화하고 자기 발견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자신의 고유성을 발견하도록 한다.

셋째, 자유의지를 통한 선택과 책임을 통해 삶의 의미를 발견하도록 한다.

넷째, 경험적 가치, 창조적 가치, 태도적 가치를 통해 의미를 발견하도록 한다.

다섯째,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에 벗어나 다른 사람들을 위한 의미 있는 일

을 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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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계

회

기

주

제
목 표 활 동 내 용

평가 해당 변인

매

우

부

적

합

부

적

합

보

통

적

합

매

우

적

합

삶

의

의

미

자

아

존

중

감

양

육

효

능

감

도

입
1 만남

-로고테라피 목적과 진행

방식을 이해한다.

-집단원의 친밀감과 신뢰

감을 형성한다.

-프로그램 목적 및 운영방법 소개하기(연구자)

-로고테라피 동영상 시청 후 소개하기(연구자)

-서약서 작성하기(참여자)

-자신을 표현하는 별칭, 어린시절 별명, 좋아하는 것, 나

를 표현하는 형용사 등을 이용하여 명패 만들고 자기 소

개하기, 가족소개, 장애아 정보 포함(참여자)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와 욕구를 나눈다(참여자)

자

기

발

견

2
자기

발견 

-자기 발견을 통한 나의 

가치를 명료화하고 소중

한 참모습을 인식한다.

-로고테라피 : 자기 발견에 대해 설명한다(연구자)

-과거를 회상하며 원가족에서 나는 어떤 모습인지, 어린시

절 칭찬 받았던 내용이나 경험 나누기(참여자)

-현재 가정에서 나는 어떤 모습이며 어떤 역할을 하고 있

고 또 나아가, 직장, 이웃에 대하여 어떤 모습인지 나누

3. 프로그램 내용 타당도 평가

각 회기의 활동을 살펴보시고 그 활동 내용이 회기별 목표를 달성하는데 얼마나 적합한지에 따라 해당하는 곳에 ✓표 해 주십시오.

또한 그 아래 수정·보완 사항을 적어 주십시오.

- 채점기준 : 전혀 적합하지 않다(1점), 별로 적합하지 않다(2점), 보통(3점), 적합하다(4점), 매우 적합하다(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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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계

회

기

주

제
목 표 활 동 내 용

평가 해당 변인

매

우

부

적

합

부

적

합

보

통

적

합

매

우

적

합

삶

의

의

미

자

아

존

중

감

양

육

효

능

감

기(참여자)

-타인이 나에게 표현했던 내용 중 기분 좋았던 것은 무엇

이었는지 나누기(참여자)

3

자유

선택

책임

-선택의 자유와 책임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로고테라피 : 선택에 대한 자유와 책임의 중요성을 설명

한다(연구자)

-자신의 인생에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한 일 중 잘한 

것은 어떤 것인지 나눈다(참여자)

-장애아 양육 과정에서 선택의 순간, 나는 어떤 자유의지

를 가지고 선택이나 결정을 하였는지, 그로 인한 나의 책

임 나누기(참여자)

4 긍정성 

인식

-나와 자녀의 고유성 인

식과 긍정적 자원 및 강

점을 발견한다.

-로고테라피 : 고유성, 긍정적 자원과 강점에 대해 설명한

다.(연구자)

-대체할 수 없는 나의 고유성을 표현한다.

-과거 자신의 강점이나 자원이 잘 발휘되었던 경험나누기 

그리고 현재에 어떻게 발휘되고 있는지 나누기.

-장애 자녀의 고유성과 강점 및 자원 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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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계

회

기

주

제
목 표 활 동 내 용

평가 해당 변인

매

우

부

적

합

부

적

합

보

통

적

합

매

우

적

합

삶

의

의

미

자

아

존

중

감

양

육

효

능

감

삶

의

의

미

발

견

5
경험적

가치

-개인적 삶과 양육 경험

에서 경험적 가치를 통

하여 삶의 의미를 발견

한다.

-로고테라피 : 경험적 가치 발견에 대한 설명(연구자)

-나의 삶 속에서 체험한 감동(자연, 예술, 사랑, 봉사, 소

통 등)에서 느꼈던 경험 나누기(참여자)

-장애아를 양육하면서 체험한 보람, 즐거웠던 기억, 긍정

적 경험을 나누기(참여자)

6
창조적

가치

-개인적 삶과 양육 경험

에서 창조적 가치를 통

하여 삶의 의미를 발견

한다.

-로고테라피 : 창조적 가치 발견에 대한 설명(연구자)

-나의 세 가지 소망을 적고 소망을 성취하기 위해 구체적

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적기(참여자)

-장애자녀 양육에서 창조적으로 행했던 일 나누기(참여자)

7
태도적

가치

-개인적 삶과 양육 경험

에서 태도적 가치를 통

하여 삶의 의미를 발견

한다. 

-로고테라피 : 태도적 가치 발견에 대한 설명(연구자)

-자신의 삶에서 힘들었던 경험이 무엇이고 어떻게 다루었

는지 나누기(참여자)

-장애아를 양육하면서 어려웠던 상황, 상동행동, 부적응 

행동에서 대해 어떻게 행했는지 나누기(참여자)



- 192 -

단

계

회

기

주

제
목 표 활 동 내 용

평가 해당 변인

매

우

부

적

합

부

적

합

보

통

적

합

매

우

적

합

삶

의

의

미

자

아

존

중

감

양

육

효

능

감

자

기 

초

월

8
자기

초월

-자기중심에서 타인을 위

한 의미 있는 일을 행함

으로 삶의 의미를 인식

한다. 

-로고테라피 : 자기초월에 대한 설명(연구자)

-자신을 넘어 내가 누군가를 위해, 또는 나에게 의미 있는 

어떤 일을 위해 행하였던 경험 나누기

-장애아를 양육하는 엄마를 만난다면 나는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나누기(참여자)

새

로

운 

결

정

9

죽음과 

새로운 

결정

-가상의 죽음을 통하여 

삶과 시간의 소중함 인

식하기

-로고테라피 : 죽음 대한 설명(연구자)

-하루밖에 살 수 없다면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지 나

누기(참여자)

-살면서 잘한 일과 후회되는 일 나누기(참여자)

-다시 살게 되었을 때. 의미 있게 살기 위해 무엇을 할 것

인지 나누기(참여자)

마

무

리

10
새로운 

출발 

-새로운 삶의 태도를 바

탕으로 새로운 나를 인

식하기

-프로그램을 참여를 통한 나의 변화를 나눈다(참여자).

-집단원간의 서로의 강점이나 칭찬 롤링페이퍼로 작성한

다.(참여자)

-프로그램 소감 나누기(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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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로그램 전체 평가

번

호
문항

평가
매우

부적합
부적합 보통 적합

매우

적합

1 프로그램 변화 원리가 적절하다.

2 프로그램 전체적인 구성이 적절하다.

3
프로그램의 회기별 활동목표가 적절하

다.

4
프로그램의 현장 적용 가능성과 일반화 

가능성이 있다.

5 로고테리피 이론을 잘 반영하였다. 

6

프로그램을 적용하였을 때, 장애아어머

니의 삶의 의미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

다.

7

프로그램을 적용하였을 때, 장애아어머

니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도움이 될 것

이다.

8

프로그램을 적용하였을 때, 장애아어머

니의 양육효능감 향상에 도움이 될 것

이다.

보완 및 수정해야 할 사항

9 프로그램 변화 원리에서 보완 및 수정할 사항

10 프로그램 전체적인 구성에서 보완 및 수정할 사항

11 프로그램의 회기별 활동목표에서 보완 및 수정할 사항

12 프로그램의 현장적용 가능성과 일반화에서 보완 및 수정할 사항

13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의견

5. 다음은 선생님의 개인적인 인적 사항입니다.

1) 성별 : ➀ 남 ➁ 여

2) 최종학력 및 전공 :

3) 귀하의 상담 경력 :

귀중한 시간을 할애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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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연구 참여자 모집 공고

□ 모집대상 : 장애아를 양육하는 어머니, 자녀의 연령이 유아, 초등학생 어머니

□ 모집인원 : OO명

□ 연구방법 :

- 주 2회 5주간의 로고테라피(의미치료) 집단프로그램 참여(1회기당 2시간).

- 총 3회 설문조사(프로그램 전/프로그램 종료 후/ 프로그램 종료 4주 후) 실시.

□ 프로그램 참여 날짜 및 시간

- 1회기: 6월 08일(화) 10시∼12시

- 2회기: 6월 11일(금) 10시∼12시

- 3회기: 6월 15일(화) 10시∼12시

- 4회기: 6월 18일(금) 10시∼12시

- 5회기: 6월 22일(화) 10시∼12시

- 6회기: 6월 25일(금) 10시∼12시

- 7회기: 6월 29일(화) 10시∼12시

- 8회기: 7월 02일(금) 10시∼12시

- 9회기: 7월 06일(화) 10시∼12시

- 10회기: 7월 09일(금) 10시∼12시

□ 장소: OO시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주소: OO시 OO로 OOO))

□ 진행자: 조지연(제주대학교 상담심리전공 박사과정, OO정신건강의학과 심리

상담사, 로고테라피 초급, 중급, 고급과정 이수)

□ 지원방법

- 연구 참여에 희망하시는 분은 전화 또는 메일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 연락처: 조지연 (010-OOOO-OOOO), 이메일

□ 기타사항

- 참여자에게는 회기 당 교통비 명목으로 O원의 상품권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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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문항 <------------> 문항

1

나는 평소의 생활에서는

무기력하고 권태로움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의욕적이고 힘이 넘치는 

듯함을 느낀다

2

나는 삶이

완전히 틀에 박힌

변화없는 생활인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항상 재미있는

생활의 연속인 듯하다

3

나는 한 인간으로서

인생의 목적도 없는

아주 무의미한 존재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인생의 의의와 목적을 

지닌 

아주 가치있는 존재이다

4

나에게 있어서

인간으로서의 존재가치는

전혀 의미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매우 의미가 있다

5
하루 하루가

똑같은 것의 반복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항상 새롭다

6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몇 번을 다시 태어나도

지금처럼 살겠다

7

나는 이 다음에 나이가 많아

직장을 그만두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놀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내가 늘 평소에 하고 싶

었던

일을 하겠다

8

나의 인생 목표 달성을 위하여

나는 아직 아무것도 추진하고

있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나는 모든 것을 만족하

게

추진하고 있다

9
나의 생활은

허망하고 절망에 가득 차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대단히 즐겁고 재미있는 

일로

가득 차 있다

10

오늘 내가 죽게 된다면

나는 그동안 나의 인생이

전혀 보잘 것 없는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대단히 보람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부록 7. 삶의 의미 척도

□ 자신이 느끼는 삶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해당 번호에 √ 표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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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문항 <------------> 문항

11

나의 인생을 생각해 볼 때

나는 내가 왜 이 세상에 살고 

있는가에 대해 자주 회의를 느

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나는 내가 왜 이 세상에 

살고 있는지 그 이유를 

잘 알고 있다

12

나는 삶과 관련지어 바라볼 때

나는 도저히 이 세상을

이해할 수 없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이 세상은 나의 삶과

의미있게 잘 조화를 이

룬다

13

나는

대단히 책임성이 약한 사람이

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대단히 책임성이 강한 

사람이다

14

인간의 선택의 자유에 대해 나

는

유전과 환경에 의해 자신의 운

명이 결정될 것일 뿐 선택의 

자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인간 자신의 모든 인생

에 절대적으로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15
나는 죽음에 대하여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준비가 돼 있고 두렵지 

않다

16

나는

자살이란 문제해결의 한 방법

이라고 심각하게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자살에 관해서 두 번 다

시 생각해 본 일이 없다

17

나는 자신의 인생의 의미내지

는 목적을 발견해 낼 수 있는 

능력을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충분히 가지고 있다

18

내 인생은

내 뜻과는 상관없이

외부적 요인에 의해 조정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내 손에 달렸고

내가 마음대로 만들어 

갈 수 있다

19
내가 날마다 하는 일들은

고통스럽고 지루한 것들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즐거움과 만족을 주는 

것들이다

20

나는

삶의 목적도 사명도 발견하지 

못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뚜렷하고 만족스러운

인생의 목적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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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가끔 내가 다른 사람이었으면 하고 바란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여러 사람 앞에서 이야기하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3. 나에게는 고쳐야 할 점이 많다. ① ② ③ ④

4. 나는 어렵지 않게 마음을 결정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5. 나는 다른 사람들과 재미있게 지낸다. ① ② ③ ④

6. 가족 중엔 나에게 관심을 보여주는 사람이 없다. ① ② ③ ④

7. 나는 새로운 것에 익숙해지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 ① ② ③ ④

8. 나는 친구들에게 인기가 있다. ① ② ③ ④

9. 우리 가족은 나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한다. ① ② ③ ④

10. 우리 가족은 대체로 내 기분을 이해해 주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11. 나는 매사를 쉽게 포기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12. 나는 비교적 남보다 행복한 편이다. ① ② ③ ④

13. 나의 생활은 뒤죽박죽이다. ① ② ③ ④

14. 대체로 다른 사람들이 내 생각을 따라주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15. 나 자신에 대해 별로 내세울 것이 없다. ① ② ③ ④

16. 나는 집을 나가 버리고 싶은 생각이 자주 든다. ① ② ③ ④

17. 종종 내가 하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18. 나는 외모가 그리 멋진 편이 못된다. ① ② ③ ④

19. 나는 할 말이 있을 때 대체로 그 말을 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20. 우리 가족들이 나를 잘 이해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21.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나는 별로 사랑받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22. 어떤 때는 가족들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23.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실망을 느낄 때가 많다. ① ② ③ ④

24. 나는 모든 것이 그다지 어렵게 생각되지는 않는다. ① ② ③ ④

25. 나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의지해도 될만큼 강하지 못

하다.
① ② ③ ④

부록 8. 자아존중감 척도

□ 일상에서 느끼는 자신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해당 번호에 √ 표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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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9. 양육 효능감 척도

□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어머니의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해당 번호에 √ 표 해 주십시오.

나는

전

혀

그

렇

지

않

다

그

렇

지

않

다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 부모 역할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2. 부모 역할은 내가 이전에 생각한 것보다 어렵지 않

다.
① ② ③ ④

3. 부모 역할은 나를 지치고 진 빠지게 한다. ① ② ③ ④

4. 좋은 부모가 되는데 필요한 지식을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5. 가끔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때가 많아서,

아이 기르기에 대한 책을 더 읽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① ② ③ ④

6. 다시 아이를 키우더라도, 내가 지금 아이를 키우는

방식으로 키울 것이다.
① ② ③ ④

7. 종종 아이를 실망시킬까봐 걱정한다. ① ② ③ ④

8. 부모로서 올바른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된다.
① ② ③ ④

9.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결코 좋은 부모

가 될 것 같지 않다.
① ② ③ ④

10. 때로 아이를 소홀히 하는데 대해 죄책감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11. 부모로서 모든 책임을 잘 해내는 것은 나의 능력

중의 하나이다.
① ② ③ ④

12. 부모 역할은 많은 책임과 문제가 따르지만, 나는

항상 그런 어려움을 잘 처리한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13. 내가 아는 다른 부모들과 비교할 때, 나는 아이를

훈육하는데 별로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14. 아이를 키우면서 사랑과 훈육에 적절한 균형을 이

루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15. 아이에 대해 아무런 통제력이 없다고 느낄 때가

많다.
① ② ③ ④

- 끝까지 성실하게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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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남

회기 1회기 운영시간 120분

목 표
⬝ 로고테라피 기반한 프로그램의 목적과 진행방식을 이해한다.

⬝ 집단원간의 친밀감과 신뢰감을 형성한다

준비물 명패용 종이, 필기구, 워크북 파일, 동영상, 서약서

도입

본 프로그램은 강의나 교육으로 이루지지 않습니다. 진행

자의 질문을 통해 어머니들은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성찰하

고 자연스럽게 다른 집단원들에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는 억

압된 자신을 발견하고 표출하는 과정으로, 자신에 대해 이해

하고 돌보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집단원들은 서로의 이야기

를 들으며 공감하고 격려하는 상호작용 속에서 자신의 긍정

적 정서가 회복되는 경험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집단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눌 때, 누가 먼저 이야기 할까 고민하는

경우가 많아서 오늘은 시계방향으로 나누겠습니다. 다음 시

간을 시계 반대 방향이고요. 순서는 여러분의 좋은 의견 주

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활동 후 소감문을 작성

하면서 마무리 합니다.

1. 오리엔테이션

⬝ 로고테라피에 기반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목적 안내

“어머니들은 장애아를 키우며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등

많은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스트레스를 유

발하고 우울과 부정적인 감정에 놓이게 되고, 급기야는 자신

의 삶과 양육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자녀의 발

달과 가족 모두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어려움에 놓인 어머니를 위해 본 프로그램은 로고

테라피를 기반으로 하여 장애아 어머니의 심리적 어려움을

감소하고 정서적 안정과 긍정성 회복을 돕는 프로그램입니

다. 이는 삶의 고통 속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주체적인

삶을 통해 장애아 어머니의 삶의 의미를 높이고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및 양육효능감을 향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

다.”

⬝진행방식에 대해 안내

2. 설문지를 안내하고 작성한다.

3. 집단 규칙을 안내하고 서약서를 작성한다.

25분

부록 10. 집단상담 프로그램 지침서

프로그램 지침서(1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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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개

프로그램의 이해를 돕기 위해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먼저 로

고테라피는 오스트리아 정신과 의사인 빅터 플랭클에 의해 체

계화된 상담이론입니다. 플랭클은 유대인으로 당시 나치 포로수

용소에서의 실제적 경험을 바탕으로 실존분석 이론을 더욱 발

전시켰습니다. 그는 수용소에서 겪은 죽음 속에서 자아를 성찰

하고 인간 존엄성의 위대함을 몸소 체험한 내용을 책으로도 출

간하였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플랭클의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

습니다.

“눈을 감고 심호흡을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들여 마시고

하나 둘에 멈추셨다가 다시 하나, 둘, 셋, 넷에 내 쉽니다(3회

반복). 지금부터 책상에 있는 종이를 세로로 4등분하여 명패 모

양을 만듭니다. 그리고 가운데 자신을 상징하는 별칭을 적습니

다. 위, 아래 오른쪽과 왼쪽면에 어릴 적 불렸던 별명, 좋아하는

것, 좋아하는 장소를 적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소개할 때, 어

릴적 별명이 만들어졌던 배경도 나눕니다. 그리고 가족 소개할

때, 장애 자녀의 장애 유형과 행동 특성을 나누도록 하겠습니

다.”

4. 빅터 프랭클 ‘로고테라피’ 동영상을 감상한다.

5. 별칭 및 자기소개 (명패 만들기)

⬝424 호흡법 진행

⬝자신을 상징하는 이름을 붙여 별칭을 정한다.

⬝자신을 표현하는 형용사, 어릴 적 별명, 좋아하는 것, 좋아하는

장소, 등을 작성하고 집단원들과 이유에 대해 나눈다.

⬝자신의 가족 소개 특히, 자녀 장애 유형 및 어려움에 대해 표현

한다.

6. 프로그램 참여 동기와 기대를 나눈다.

“이 프로그램 참여하게 된 동기와 기대가 있을 줄 압니다. 그리

고 그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80분

(10분

중간휴

식)

마무리

7. 소감 나누기

“첫 회기를 진행하면서 각자 떠올랐던 생각이나 긍정적이든 부

정적이든 떠오른 마음에 대해 소감문 활동지에 적고 이야기 나

눠주시기 바랍니다.”

8. 진행자는 집단규칙을 다시 강조하고 다음 회기를 안내한다.

“집단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다보면 노출한 것에 대해 불안

감이 있습니다. 이에 집단규칙에 서명하셨듯이 비밀유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밀 유지 서약은 했지만, 스

스로가 불편한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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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지침서(2회기)

자기 발견

회기 2회기 운영시간 120분

목 표
⬝ 자기발견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명료화한다.

⬝ 자기발견을 통한 소중한 참모습을 인식한다.

준비물 명패용 종이, 필기구, 워크북 파일,

도입

1. 인사하기

□ 요즘 어떻게 지냈는지, 현재의 기분과 오늘의 기대를 나누기

2. 로고테라피: 자기 발견에 대해 설명한다

“자기 발견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하

는 마음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나

만의 고유한 가치를 지닌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나의 이런

나의 존재를 망각하고 나를 그러한 존재로 바라보지 않는 경향

이 많습니다. 누구와도 대체 불가하고 유일한 존재라는 인식은

삶의 의미에 대한 확신을 강화시킵니다. 우리는 다른 누군가와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뭔가 부족하다고 기가 죽을 필요가 없

고 절망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

는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나의 존재에 대해 스스로 발견

하는 시간입니다.”

20분

전개

3. 과거를 회상하며 나는 어떤 모습인지, 어린시절 칭찬 받았던 내용

이나 긍정적 경험 나누기

“눈을 감고 심호흡을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들여 마시고

하나 둘에 멈추셨다가 다시 하나, 둘, 셋, 넷에 내 쉽니다(3회).

눈을 뜨십니다.

어린시절도 좋고, 과거의 나에 대한 긍정적인 모습을 떠올려 봅

니다. 우리 가족이나 학교에서 나는 어떤 모습인가요, 친구들

사이에서 어떤 모습인가요? 그 시절들의 나를 바라보며 칭찬

받았던 기억이나, 좋았던 경험들을 떠올려 봅니다. 떠오르는 생

각을 활동지에 적어봅니다.

4. 현재 가정이나 직장, 또는 이웃 관계에서 나의 긍정적 측면을 떠

올리고, 기분 좋았던 경험과 기분좋게 들었던 표현을 나누기

“우리 가정도 좋고, 직장이나 이웃도 좋습니다. 나의 긍정적인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나에게 표현했던 내용 중 기분 좋았

던 내용이나 경험을 떠올립니다. 이때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긍정적인 면을 떠올립니다. 떠오르는 생각을 활동지에 적어봅니

다. 그리고 나누겠습니다.

80분

(10분

휴식)

마무리

5. 소감문 적고 소감 나누기

“그동안 보지 못했던 나의 긍정적인 모습을 발견하는 시간을 갖

으면서 현재 느껴지는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해 주세요. 그리고 오

늘의 활동을 하면서 느낀 소감을 소감문에 적어주세요”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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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선택 책임

회기 3회기 운영시간 120분

목 표
⬝ 선택의 자유와 책임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 장애아 양육에서 선택에 영향을 미친 나의 가치관을 명료화한다.

준비물 명패용 종이, 필기구, 워크북 파일

도입

1. 인사하기

□ 요즘 어떻게 지냈는지, 현재의 기분과 오늘의 기대를 나누기

2. 로고테라피: 선택의 자유와 책임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한다

“빅터플랭클의 죽음의 수용소 책에서는 누군가는 성자였고, 누군

가는 돼지였다고 합니다. 수용소의 상황은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

졌지만 저마다 선택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결정하

는 존재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인간은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

다. 그리고 진정한 자유란 무엇으로부터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선택하지 않는 것도 선택입니다.

그리고 나의 자유의지로 선택한 것에는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이

란 내면의 양심의 소리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선택의 자유가 있

는 상황에서 책임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바꿀 수 없는 운명에

대해서 지나치게 책임을 지려하기보다는 상황을 수용하고 받아

들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선택의 자유와 책임에 대한 상황을 구

분할 수 있다면 삶은 더욱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주제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분

전개

3. 자신의 인생에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한 일 중 잘한 것은 어떤

것인지 나눈다

“눈을 감고 심호흡을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들여 마시고

하나 둘에 멈추셨다가 다시 하나, 둘, 셋, 넷에 내 쉽니다(3회).

눈을 뜨십니다.

나의 인생에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한 일 중 잘한 것은 어떤

것인지 떠올립니다”

4. 장애아 양육 과정에서 선택의 순간, 나는 어떤 주체적인 마음을

가지고 선택이나 결정을 하였는지, 그로 인한 나의 책임 나누기

“우리 아이를 양육하면서 선택의 순간에, 나는 나의 자유로운 의

지를 가지고 어떤 선택이나 결정을 하였는지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나의 책임을 무엇이었는지도 떠올립니다.”

80분

(10분

휴식)

마무리

5. 소감문 적고 소감 나누기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결정한 나의 선택과 책임을 인식하면서

현재 느껴지는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의 활

동을 하면서 느낀 소감을 소감문에 적어주세요”

20분

프로그램 지침서(3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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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성 인식

회기 4회기 운영시간 120분

목 표
⬝ 나의 긍정적 자원과 강점을 발견한다.

⬝ 장애 자녀의 긍정적 자원과 강점을 발견하기

준비물 명패용 종이, 필기구, 워크북 파일

도입

“누구도 나를 대신할 수 없고 나는 누구와도 비교 불가한

유일한 존재로의 인식은 삶의 의미에 대한 확신을 강화시킴

니다. 나의 긍정적 자원과 강점을 인식하는 것은 중요합니

다. 특히 누구와 비교하며 사소한 것이라고 치부해 버리고

기가 죽을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 단점

그리고 한계 모두가 세상 속에서 나의 유일성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 인사하기

□ 요즘 어떻게 지냈는지, 현재의 기분과 오늘의 기대를 나누기

2. 로고테라피: 고유성을 통한 긍정적 자원 및 강점 발견에 대해 설

명한다

20분

전개

“눈을 감고 심호흡을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들여 마시고

하나 둘에 멈추셨다가 다시 하나, 둘, 셋, 넷에 내 쉽니다(3회).

눈을 뜹니다.

나의 삶 속에서 나의 강점이나 자원이 잘 발휘되었던 경험을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어떻게 발휘되고 있는지 생각

해 봅니다.”

“우리 아이는 유일하고 고유한 존재입니다. 누구와도 대체할

수 없는 아이입니다. 우리 아이의 강점이나 자원을 떠올려 봅

니다. 그리고 활동지에 적어보겠습니다.”

3. 과거 자신의 강점이나 자원이 잘 발휘되었던 경험나누기 그리고

현재에 어떻게 발휘되고 있는지 나누기

4. 장애 자녀의 고유성과 강점 및 자원 나누기

80분

(10분

휴식)

마무리

5. 소감문 적고 소감 나누기

“고유성을 통한 강점과 자원을 인식하면서 현재 느껴지는 감정

이나 생각을 표현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의 활동을 하면서 느낀

소감을 소감문에 적어주세요”

20분

프로그램 지침서(4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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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적 가치

회기 5회기 운영시간 120분

목 표
⬝ 자신의 삶에서 경험적 가치를 통하여 삶의 의미를 발견한다.

⬝ 장애 자녀 양육경험에서 경험적 가치를 통하여 삶의 의미를 발견한다.

준비물 명패용 종이, 필기구, 워크북 파일

도입

“경험적 가치란 자신이 직접 창조해 내지는 않지만 타인이 창

조해 놓은 것을 경험함으로 느껴지는 가치입니다. 어떤 사람과

의 만남을 통해 얻어지는 즐거움, 감동, 또는 자연, 예술, 사랑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즉 자연이나 예술의 아름다움에 취한다거

나, 사랑하는 사람과의 교류에 의해 생명 에너지를 채울 수 있

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얻어지는 가치에 대해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경험적 가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1. 인사하기

□ 요즘 어떻게 지냈는지, 현재의 기분과 오늘의 기대를 나누기

2. 로고테라피: 경험적 가치를 통한 삶의 의미 발견에 대해 설명한다

20분

전개

“눈을 감고 심호흡을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들여 마시고

하나 둘에 멈추셨다가 다시 하나, 둘, 셋, 넷에 내 쉽니다(3회).

눈을 뜨십니다.

나의 삶 속에서 체험한 감동을 떠올려봅니다. 예를 들면 자연,

예술, 사랑, 봉사, 소통 등의 경험에서 느꼈던 감동이나 즐거움

을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 아이를 양육하면서 느꼈던 보람, 즐거웠던 기억, 긍정적

경험을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활동지에 적어봅니다.”

3. 나의 삶 속에서 만남을 통해 느꼈던 경험이나 체험한 감동(자연,

예술, 사랑, 봉사, 소통 등)나누기

4. 장애아를 양육하면서 체험한 보람, 즐거웠던 기억, 긍정적 경험을

나누기

80분

(10분

휴식)

마무리

5. 소감문 적고 소감 나누기

“경험적 가치를 인식하면서 현재 느껴지는 감정이나 생각을 표

현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의 활동을 하면서 느낀 소감을 소감문

에 적어주세요”

20분

프로그램 지침서(5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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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적 가치

회기 6회기 운영시간 120분

목 표
⬝ 개인적 삶에서 창조적 가치를 통하여 삶의 의미를 발견한다.

⬝ 장애아 양육 경험에서 창조적 가치를 통하여 삶의 의미를 발견한다.

준비물 명패용 종이, 필기구, 워크북 파일

도입

“창조적 가치란 어떤 일을 통해 얻어지는 의미를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크게 가치 있는 것이

아닌 사소한 것이라고 여기며 자신의 삶은 의미가 없다고

불평을 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제대로 성취했을 때 더 중요

한 삶을 살아 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빅터 플랭클은 창조적인 가치를 발견하는 경험을 통해서도

삶의 의미를 충분히 창출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내

안의 잠재력을 끊임없이 개발하는 경험을 통하여 얻어지는

가치에 대해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는 이러한 창조적 가치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1. 인사하기

□ 요즘 어떻게 지냈는지, 현재의 기분과 오늘의 기대를 나누기

2. 로고테라피: 창조적 가치를 통한 삶의 의미 발견에 대해 설명한다

20분

전개

“눈을 감고 심호흡을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들여 마시고

하나 둘에 멈추셨다가 다시 하나, 둘, 셋, 넷에 내 쉽니다(3회).

눈을 뜨십니다.

나의 삶 속에서 내가 행했던 기뻤던 일이나 보람 등의 경험을

떠올려 봅니다. 대단한 것이 아닌 사소한 것이라도 나의 삶에

있어서 가치가 있음을 인식합니다.

“우리 아이를 양육하면서 내가 행했던 일 중 기뻤거나 보람되

었던 경험을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활동지에 적어봅니다.”

3. 나의 삶에서 내가 행했던 일 중 기뻤거나 보람되었던 일 나누기

4. 장애자녀를 양육하면서 창조적으로 행했던 일 나누기

80분

(10분

휴식)

마무리

5. 소감문 적고 소감 나누기

“창조적 가치를 인식하면서 현재 느껴지는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의 활동을 하면서 느낀 소감을 소

감문에 적어주세요”

20분

프로그램 지침서(6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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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적 가치

회기 7회기 운영시간 120분

목 표
⬝ 개인적 삶에서 태도적 가치를 통하여 삶의 의미를 발견한다.

⬝ 장애아 양육 경험에서 태도적 가치를 통하여 삶의 의미를 발견한다.

준비물 명패용 종이, 필기구, 워크북 파일

도입

“빅터플랭클은 인간은 자유를 지니고 있는 존재라고 하였습니

다. 이때의 자유는 모든 상태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특정한 상

태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인간

은 자신이 결코 바꿀 수 없는 상황 또는 물리적으로 제한된 환

경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이나 환경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결단을 할 수 있는

자유는 가능힙니다. 이러한 태도적 가치는 삶의 한계 가운데 태

도와 선택을 통해 얻는 가치입니다. 어떤 상황에 대한 나의 태

도를 통하여 얻어지는 가치에 대해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

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태도적 가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

다. ”

1. 인사하기

□ 요즘 어떻게 지냈는지, 현재의 기분과 오늘의 기대를 나누기

2. 로고테라피: 태도적 가치를 통한 삶의 의미 발견에 대해 설명한다

20분

전개

“눈을 감고 심호흡을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들여 마시고

하나 둘에 멈추셨다가 다시 하나, 둘, 셋, 넷에 내 쉽니다(3회).

눈을 뜨십니다.

나의 삶 속에서 힘들었던 경험에서 내가 긍정적으로 취했던 경

험을 떠올려 봅니다. 당시 어떤 마음이었고, 나는 어떻게 극복하

였고,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 아이를 양육하면서 어렸웠던 상황을 떠올려봅니다. 그리

고 아이의 부적응 행동이나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행했는지 떠

올려 봅니다. 그리고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활동지에

적어봅니다.”

3. 자신의 삶에서의 힘들었던 경험에서 나는 어떻게 긍정적으로 극

복했는지 나누기

4. 장애아를 양육하면서 어려웠던 상황, 상동행동, 부적응 행동에서

대해 어떻게 행했는지 나누기

80분

(10분

휴식)

마무리

5. 소감문 적고 소감 나누기

“태도적 가치를 인식하면서 현재 느껴지는 감정이나 생각을 표

현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의 활동을 하면서 느낀 소감을 소감문

에 적어주세요”

20분

프로그램 지침서(7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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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초월-나를 넘어서

회기 8회기 운영시간 120분

목 표
⬝ 자기중심에서 타인을 위한 의미 있는 일을 행함으로 삶의 의미를 발견

한다.

준비물 명패용 종이, 필기구, 워크북 파일

도입

“자기초월이란 자기 자신을 넘어선 어떤 것, 어떤 사람을 향하는

것입니다. 나를 잊고 다른 사람을 위한 사랑, 의미있는 것을 향

하는 것입니다. 플랭클은 자기초월에 대해 인간이 존재하는 핵심

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인간이 나만을 생각하는 자기 중심에 빠

진다면 우리는 결국 집단적 심리적 어려움에 놓여질 것입니다.

인간은 다른 어떤 것, 누군가를 위해, 즉 어떤 대의를 위해, 자신

의 동료를 위해 혹은 신을 위해, 자신을 잃어버릴 때만 오직 자

신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약 자유롭게 자신이 선

택한 의미에 자신을 헌신하지 않는다며 존재 자체의 빛을 잃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입

니다. 오늘은 이러한 자기 초월을 탐색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

1. 인사하기

□ 요즘 어떻게 지냈는지, 현재의 기분과 오늘의 기대를 나누기

2. 로고테라피: 자기초월을 통한 삶의 의미 발견을 설명한다

20분

전개

“눈을 감고 심호흡을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들여 마시고

하나 둘에 멈추셨다가 다시 하나, 둘, 셋, 넷에 내 쉽니다(3회).

눈을 뜨십니다.

나의 인생에서 자신을 넘어 내가 누군가를 위해, 가족도 포함됩

니다. 그리고 나에게 의미 있는 어떤 일을 위해 행하였던 경험

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활동지에 적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치료실에서 또는 활동을 통해서 장애아를 양육하는 엄

마를 만나는 경험을 할 것입니다. 나도 같은 경험을 하고 있고

서로의 아픔을 아는 엄마들을 만난다면 나는 어떻게 도울 수 있

을지 떠올려봅니다. 그리고 활동지에 적어보겠습니다.”

3. 자신을 넘어 내가 누군가를 위해, 또는 나에게 의미 있는 어떤 일

을 위해 행하였던 경험 나누기

4. 장애아를 양육하는 엄마를 만난다면 나는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나누기

80분

(10분

휴식)

마무리

5. 소감문 적고 소감 나누기

“나를 넘어서 타인을 위한 의미있는 일을 행했던 경험 나누기를

통하여 현재 느껴지는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의 활동을 하면서 느낀 소감을 소감문에 적어주세요”

20분

프로그램 지침서(8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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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과 새로운 결정

회기 9회기 운영시간 120분

목 표 ⬝ 가상의 죽음을 통하여 삶과 시간의 소중함 인식하기

준비물 명패용 종이, 필기구, 워크북 파일

도입

1. 인사하기

□ 요즘 어떻게 지냈는지, 현재의 기분과 오늘의 기대를 나누기

2. 로고테라피: 죽음의 의미에 대한 설명

“삶이 소중한 것은 죽음이 있는 삶의 유한성 때문입니다. 빅터

플랭클은 〔두 번째 인생을 사는 것처럼 사십시오, 지금 막 하

려는 행동이 첫 번째 인생에서 실패한 그릇되게 했던 그 행동

이라고 생각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죽음을 인식한다면, 당장

죽음을 맞이하지 않더라도 지금 현재 무엇이 중요한지는 인식

하고 최선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죽음에 대해 살펴보

겠습니다. ”

20분

전개

3. 가상의 죽음을 앞두고 살면서 잘한 일 또는 의미 있는 일 나누기

“눈을 감고 심호흡을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들여 마시

고 하나 둘에 멈추셨다가 다시 하나, 둘, 셋, 넷에 내 쉽니다(3

회). 눈을 뜨십니다.

내가 곧 죽는다고 상상합니다. 죽음을 앞두고 나의 삶을 바라

봅니다. 이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잘한 일이나 의미있게 행했

다고 생각되는 일을 떠올립니다.

4. 다시 살게 되었을 때. 의미 있게 살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나

누기

“다시 살게 되었을 때 의미 있게 살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

지 생각해 봅니다. 활동지에 적어보겠습니다.”

80분

(10분

휴식)

마무리

5. 소감문 적고 소감 나누기

“가상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현재 느껴지는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의 활동을 하면서 느낀 소감을 소

감문에 적어주세요”

20분

프로그램 지침서(9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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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결정(로고힌트)

회기 10회기 운영시간 120분

목 표 ⬝ 새로운 삶의 태도를 바탕으로 새로운 나를 인식하기

준비물 명패용 종이, 필기구, 워크북 파일

도입 “그동안 로고테라피를 기반으로 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진행

하였습니다. 어머니들은 많은 이야기를 표현하고 서로의 이야

기를 들으며 많은 것을 느끼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프로그램

을 통하여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긍정적인 삶의 태도에 도움

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1. 인사하기

□ 요즘 어떻게 지냈는지, 현재의 기분과 오늘의 기대를 나누기

2. 로고테라피: 집단상담 프로그램 활동 조망하기

20분

전개

“눈을 감고 심호흡을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들여 마시고

하나 둘에 멈추셨다가 다시 하나, 둘, 셋, 넷에 내 쉽니다(3회).

눈을 뜨십니다.

프로그램을 참여를 했던 그동안의 나를 떠올려 봅니다. 나의

생각이나 감정, 행동에 대해 어떤 변화가 있었나를 떠올려 봅

니다.”

“책상 위에 놓은 색종이 상단에 나의 별칭을 적습니다. 그리고

옆의 다른 집단원 테이블에 이동합니다. 그런 후 내 책상에

놓인 집단원의 색종이에 그 동안의 회기동안 보았던 나의 느

낌, 강점 등을 적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에게 온 색종이를

읽어보겠습니다.”

3. 프로그램을 참여를 통한 나의 변화를 나눈다

4. 집단원간의 서로의 강점이나 칭찬 롤링페이퍼로 작성한다.

80분

(10분

휴식)

마무리

5. 소감문 적고 소감 나누기

“마지막으로 그동안 프로그램 참여 하면서 느낀 소감에 대해

소감문을 적습니다.”

20분

프로그램 지침서(10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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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1.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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