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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연구의 필요성1.

오늘날 현대문명의 발달로 생활양식이 서구화되면서

비만인구가 증가됨에 따라 비만은 아동과 청소년에게도

커다란 건강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년 서울시 초중고교생들의 비만빈도를 조사한1984

결과 남자는 여자는 이던 것이 년에는 남9%, 7% 1994

자 여자 로 년만에 배 이상 증가하였으19%, 16% 10 2

며 년에는 남자 여자 가 비만으로, 1996 19.7%, 15.3%

나타났다이동환 비만은 건강상의 문제뿐 아니( , 1996).

라 사회적 심리적 발달과정에도 영향을 미쳐 비만아동,

및 청소년은 친구들과의 적응문제 열등감 등 인격형성,

에도 큰 문제를 안고 있다김동순( , 1980).

최근까지 비만은 질병이 아닌 단순한 증상으로 이해되

어 왔으나 에서는 비만이 치료가 필요한 병WHO(1996)

이라고 경고하였다 이는 비만이 심장병 간질환 당뇨. , ,

병 고혈압 및 동맥경화증 등과 같은 성인병을, 15-40%

정도 증가시키는 촉진제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비만은 만성질환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

으며 일단 성인비만이 되면 지방세포수가 증가되어 정,

상체중으로 회복되기 어렵기 때문에 청소년기의 비만관

리는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건강관리가 요구된다박충선( ,

한유정, 1997).

효과적인 비만 관리방법에는 식이요법 운동요법 행, ,

동수정요법 약물요법 및 수술요법 등이 알려져 있으며, ,

비만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우선 비만인 스스로가 비만의

위험성과 치료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자기조절

과 생활양식을 변화시키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비만중재에 인지변수를 포함한 여(Waddern, 1993).

러 연구(Colvin & Olson, 1983; Dishman, 1982;

Ferguson, et al., 1992; Jeffrery, 1987: Zelasko,

들이 시행되어 오면서 점진적으로 체중조절행위와1987)

인지는 깊은 관련이 있음을 밝힌 바 있으며 인지변화에,

따라 행동변화가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 인지정서행동치료 집단프로

그램을 비만에 적용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러므.

로 우리나라 청소년의 비만치료에 인지정서행동치료

집단프로그램을 적용하여 그들이 합리적인 사고를 가짐으

로서 인지정서행동 변화를 통해 건강증진 행위 이행

과 체중조절에 효과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비만여고생들에게 인지정서행동

치료 집단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한 후 그들의 체중조절

신념이 어떻게 변화하며 프로그램의 적용결과 비만여고,

생의 체질량 지수와 생리적 지표에 어떤 변화를 나타내

는지 규명하고자 시도되었다.

목포과학대학 간호과 부교수*

주요개념 비만여고생 체중조절 인지정서행동치료 집단프로그램: , ,

비만청소년의 인지정서행동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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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2.

체중조절을 위한 인지정서행동치료 집단프로그램1)

을 개발한다.

인지정서행동치료 집단프로그램이 비만여고생의2)

체중조절 신념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한다.

인지정서행동치료 집단프로그램이 비만여고생의3)

체질량 지수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한다.

인지정서행동치료 집단프로그램이 비만여고생의4)

생리적 지표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한다.

연구 가설3.

제 가설 인지정서행동치료 집단프로그램에 참여1 :

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프

로그램 참여후 경과시기에 따라 체중조절

신념 점수가 높아질 것이다

부가설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합리적 사고 점수가1 :

높아질 것이다.

부가설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식이 자아효능감 점2 :

수가 높아질 것이다.

부가설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운동에 대한 정서3 :

점수가 높아질 것이다.

부가설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섭식행위 점수가 높4 :

아질 것이다.

제 가설 인지정서행동치료 집단프로그램에 참여2 :

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프

로그램 참여후 경과시기에 따라 체질량 지

수가 감소될 것이다.

제 가설 인지정서행동치료 집단프로그램에 참여3 :

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프

로그램 참여후 경과시기에 따라 생리적 지

표가 향상될 것이다.

부가설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총 콜레스테롤치가1 :

낮아질 것이다.

부가설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중성지방치가 낮아2 :

질 것이다.

부가설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저밀도 지단백치가3 :

낮아질 것이다.

부가설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고밀도 지단백치가4 :

높아질 것이다.

용어 정의4.

인지정서행동치료 집단프로그램1)

인지정서행동치료 집단프로그램이란 인지에 의해

정서와 행동이 결정된다는 인지 결정론적 견해를 취하는

것으로 대상자의 신념체계를 바꿈으로써 대상자의 바람,

직한 정서 및 행동변화를 유도하는 것이다(Ellis,

본 연구에서는 인지정서행동치료1984). (Rational

이론을 근간으Emotive Behavior Therapy : REBT)

로 주 동안 총 회로 분씩 시간 동안 체중조절8 10 140 23

을 위해 진행된 집단프로그램을 말한다.

체중조절 신념2)

체중조절 신념이란 자신의 체중조절 의지에 대한 굳은

마음으로써 본 연구에서는 비만여고생의 합리적 사고,

양식을 규명하여 스스로 체중조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들이 인지하는 합리적 사고 식이 자아효능감 운동에, ,

대한 정서 섭식행위 등을 포함한다, .

체질량 지수3)

체질량 지수란 신체를 구성하는 지방과 체지방 체중을

합한 것을 말하며장정미 본 연구에서는 신장과( , 1998),

체중을 측정해서 비만도공식에 의해 산출된 값을 말한다.

비만도 실측체중 신장별 표준체중 신장별 표준(%)=[( - )/

체중 으로 산출하였다]×100 .

생리적 지표4)

생리적 지표란 인체 내에 역동적인 관계로 일어나는

변화과정으로 어떤 힘이나 자극에 의해서 인체에 나타나

는 현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총 콜레스테

롤 중성지방 저밀도 지단백 고밀도 지단백의 측정치를, , ,

말한다.

Ⅱ 이론적 배경.

비만인의 생리적 변화와 체중조절 전략1.

비만은 에너지 섭취량이 에너지 소모량을 초과하여 잉

여 에너지가 체내 피하 조직중에 축적됨으로써 일어나는

체중의 이상적인 증가현상이다소아내분비학회( , 1996).

비만의 빈도는 미국의 경우 지난 년동안 아동과 청소, 20

년의 비만 유병률이 이상 증가하여 명 중 명 꼴50%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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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알려져 있다김재수 비만의 원인은 발생원인( , 2000).

과 기전이 확실히 규명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일반적으로

부적절한 식습관 유전적 요인 사회경제적인 요인 운동, , ,

부족 내분비질환 및 감정적 스트레스로 인한 과식 등,

아주 다양하고 복잡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홍창의( ,

1999).

그러므로 청소년의 체중조절은 이러한 비만원인과 생

리적인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 체중조절을 위한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비만에 대한 선행연구는 주로 체중조절.

방법인 행동수정요법문수재 등 박혜순 등( , 1995; ,

정승교1993; , 1995; Keller, Oveland, & Hudson,

등 식이요법김정아 이1997; Smith , 1997), ( , 1999;

윤나 최혜미 등, , 1999; Blackburn , 1997; Clark,

운동요법양은주 정승교1997), ( , 1998; , 1995;

등에 관한 연구Keller, Oveland, & Hudson, 1997)

그리고 체중조절과 관련변수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김미(

영 등 김영임 김정희 홍미령, 1994; , 1991; , 1996; ,

등이 있다1995) .

그러나 비만관리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성장과,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단기간의 체중감소보다는 일상생

활에서 바람직한 식사와 운동습관의 형성을 통한 점진적

인 체중감소 및 건강증진 행위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등(Epstein , 1985).

는 체중조절 중재 방법을 다음과 같이Keller(1997)

제시하였다 첫째 인지행동적 전략으로서 식사행동을. ,

수정하는 방안이고 둘째 사회 맥락적 방법으로 사회나, ,

동료의 영향으로 수정하는 것이며 셋째 생물리적으로, ,

운동과 식이 제한을 통해 효과를 보이는 것이라고 하였

다 그 중 인지행동적 전략은 결과적으로 행동의 변화.

를 초래하여 체중조절의 장기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

므로 가장 좋은 중재방법이라고 제언하였다.

는 비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Goodrick(1991)

행동수정요법을 사용한 결과 체중조절 프로그램의 문제

로서 대상자들 대부분이 높은 중도포기율을 보였으며 프

로그램 종료후에는 체중이 재 증가하였다 체중조절 프.

로그램의 성공사례가 많지 않는 것은 장기간에 걸쳐 체

중조절이 유지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Dwyer, 1992).

고생들의 비만에 관한 사회심리적 요인 분석을 시도한

연구에서는 사회 인지론적인 측면에서 체중이 정상보다

증가하는 것은 개인의 인지적 요인과 행동적 요인이 서

로 영향을 준다고 보았고 각 영향요인들은 식이 자아효,

능감 사회적 지지 이상 체형에 대한 인지 체중조절에, , ,

대한 만족도 영양지식과 태도 등으로 나타났다김영아, ( ,

1997).

최근의 프로그램은 체중의 재 증가를 막고 장기간의

체중감소를 위해서 운동 인지적 재구성 접근 및 사회적,

지지 심리적 효과 등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체중조절을, .

위한 연구들은 건강에 위협을 주는 인자 등을 제거하는

것으로 건강증진 행위까지 포괄적 관점에서 연구되어 지

고 있다(Brownell & Kramer, 1989; Wadden,

비만과 관련된 혈액성분들 중에서 특히 지질성1996).

분을 분석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고 한다이와 같이.

비만관리에 대한 연구가 국내외적으로 꾸준히 되어오

고 있으나 비만은 만성적이므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효

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적절한 중재가 필요하다.

인지정서행동치료 집단프로그램2.

인지상담이론은 미국에서 년대에 태동하였으며1950 ,

년대부터 활성화되어 현재까지 인지심리학이나 정1980

보처리이론 등의 영향을 받아 개념적 기초가 굳건해지고

치료적 절차가 정교화되고 있다박경애( , 1997)

한국에 상담문화가 도입된 이후 여년 동안 학교상30

담제도에 대한 반성의 대두 청소년 상담의 제도적 장치,

와 활성화 그리고 정신보건법과 관련한 임상심리학자와,

사회사업가들의 진출 등이 자극이 되어 상담분야에서 제

도와 정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것이 사실이다 이런.

현상은 상담의 실제가 발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움직임

이라고 보인다김계현( , 1997).

특히 한국 상담계의 주류를 이루어 온 인지상담은 지

시적 환경에 익숙한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서 드러나는

학습이나 진로 등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많은

문제가 있으므로 이 기법을 보완한 인지정서행동치

료 상담기법은 경험적 스트레스에서 생기는 문제해결방

법에 효과적임을 보고하였다원호택( , 1994).

인지정서행동치료의 제 유형은 인지적 재구성법,

자기교습훈련 및 인지적 행동으로 대별하고 있다이장호( ,

특히 인지 재구성에 초점을 둔 인지정서행1993).

동치료는 이론인 정서적 행동적 결과ABC (Conse-

가 선행사건quences : C) (Activating events : A)

때문이 아닌 신념체계 때문에 유발(Belief system : B)

된다고 주장하는 치료법이다 그래서 선행사건 신. (A) →

념체계 결과 인 이론적 틀을 기초로 하여 서(B) (C)→

로 상호 작용하는 과정에서 인지가 핵심이 되어 정서와

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강조하였다(Ellis, 1956; 1990;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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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는 상기이론을 즉Ellis(1993) A-B-C-D-E ,

인지정서행동이론으로 확대시켜 선행사건 이 정서(A)

적 행동적 결과 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선행사건에, (C)

대한 믿음인 신념 이 정서적 반응이나 장애를 일으키(B)

는 비합리적 생각을 계속적으로 논박 하여(Dispute : D)

재교육에 성공하면 효과 로서 적절한 정서와(Effect : E)

행동적인 반응이 나타난다고 보고 있다.

집단상담의 효과에 관한 국내연구는 다양하게 이루어

져 왔다 박성수 가 학생들의 인성을 긍정적으로. (1979)

변화시킬 수 있는 반응으로서 주로 학교상황에서의 집단

상담을 권하였으며 설수인 은 여학생의 인성과, (1990)

적응성 변화에 큰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송. ,

미경 은 청소년의 집단상담이 자아정체감 증진에(1996)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하였으며 엄상준 은 집, (1995)

단상담이 여고생의 자아개념 향상에 매우 효과적이며 남

학생보다 여학생에게 더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비만관리에 대한 인지정서행동치료 집단프로3.

그램 의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

인지정서행동치료 집단프로그램은 대상자의 비합

리적 신념체계를 합리적 신념체계로 바꿈으로써 행동변

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까지 집단상담, REBT

의 효과를 다룬 연구는 다양하나 비만관리에 관해 구체

적으로 규명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인지정서행동치료에 관한 국외연구로서는 비만아

동에게 인지행동과 행동 프로그램을 적용한 Ferrara

의 연구에서 인지행동 적용군이 체중조절에 효과(1994)

가 있었다고 하였으며 불안장애가 있는 대상자 치료방,

법으로 이완요법과 인지행동요법을 실시한 과Borkover

의 연구에서도 인지행동요법이 불안감소Costello(1993)

에 효과적이었음을 보고하였으며 우울증이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집단인지요법을 적용한 과Zerhusen, Boyle

의 연구 등이 있다Wilson(1991) .

최근 여고생의 체중감소와 식이 자아효능감 증진을 위

한 체중조절훈련 연구를 시도한 서정희 는 주간(1997) 8

에 걸쳐 분 정도의 인지행동 체중 조절훈련을60-90

회 실시한 결과 훈련을 실시한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12 ,

해 체중감소 및 식이 자아효능감이 높아졌다고 보고하였

다 양은주 는 덤벨체조 프로그램 훈련이 비만여. (1996)

고생의 체구성 혈중지질 및 인지지각에 미치는 영향 연,

구에서 인지지각이 높을수록 건강증진 행위를 습득하고

수행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김미숙과.

손정락 은 인지행동치료가 우울집단에 미치는(1993)

영향을 조사한 결과 프로그램 실시 후 피험자들의 자존,

심과 사회적 지각이 더 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되었으며,

우울수준도 낮아졌다고 보고하였다 범이론적 모델을 적.

용한 김수진 의 금연프로그램이 고등학생 흡연행(1999)

위와 사회심리적 변인에 미치는 효과에서도 인지정

서행동 프로그램이 효과적임을 보고하면서 건강증진에

이 프로그램을 강화 개발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제

언하였다.

Ⅲ 연구 방법.

연구설계1.

본 연구는 비만여고생의 체중조절을 위한 인지정

서행동치료 집단프로그램의 효과를 규명하기 위한 비

동등성 대조군 전후 반복측정 유사실험설계이다.

연구대상2.

체중이 비만도에서 를 초과한 자1) 20%

다른 질병과 합병증이 없는 자2)

신체조성을 위하여 개월이상 식이 운동 및 약물3) 1 ,

요법을 행하지 않은 자

연구참여에 동의한 자4)

대상자는 자료수집이 용이한 학년 전체 명을 대2 520

상으로 먼저 병원에서 실시한 학년도 학교 신체G 2000

검사 결과 비만도 를 초과한 자 명 중20% 48

공식에 의한 검정력 분석결과 각 그룹당Cohen(1988)

명이 필요하나 연구 도중 대상자 탈락율을 고려하여13

본 연구 참여에 동의한자 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34 .

실험처치3.

본 연구를 위하여 연구자가 박사과정에서 상담심리학

교과목을 이수하였으며 인지정서행동요법에I, II ,

대한 교육을 개월 월 월간 수료 후 연구자4 (1999. 9 -12 )

가 프로그램 내용의 초안을 개발하였으며 심리학 전공,

교수 인 및 간호학 교수 인과 상호 협의하에 본 연구1 1

의 인지정서행동치료 집단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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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도구4.

체중조절신념1)

합리적 사고(1)

합리적 사고 측정도구는 연구자가 개발하였고 도구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심리학 교수 인과 간호학 교수1 1

인이 감수한 도구로서 총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15 .

항은 점 척도로 부정문항은 역산출 표시하였으며 점5 (* ) ,

수가 높을수록 합리적 사고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계수 였다= .8224 .α

식이 자아효능감(2)

의 식이 자아효능감 척Glynn & Ruderman(1986)

도를 기초로 하여 서정희 가 개발한 문항을 연(1997) 25

구자가 수정 보완하여 총 문항으로 하였으며 각 문항, 23 ,

은 점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식이 자아효능감이 높5

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의 신뢰도 계수 이었. =.8600α

으며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계수 이었다, =.9009 .α

운동에 대한 정서(3)

운동에 대한 정서의 측정도구는 연구자가 개발하였고,

도구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심리학 교수 인과 간호학1

교수 인이 감수한 도구로서 총 문항의 점 척도로1 20 5

구성되었다 부정문항은 역산출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 ,

록 운동에 대한 정서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

에서 도구의 신뢰도 계수 이었다=.9362 .α

섭식행위(4)

등 의 섭식태도 검사Garner (1982) (Eating Atti-

를 한오수 등 이 우리말tudes Test : EAT-26) (1990)

로 번안한 한국판 섭식척도를 연구자가 수정 보완하여,

점 척도의 총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그중 다이어트6 24 .

요인 문항 대식증과 음식몰두요인 문항 구강적 통제9 , 7 ,

요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섭식8 ,

행위 조절을 잘 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

의 신뢰도 계수 이었다=.8121 .α

체질량 지수2)

교복을 입은 상태에서 국내산 눈금식 비만체중계

한일사 제품을 사용하여 체중을 측정하고 비만도Fine( )

를 체질량 지수로 하여 평가하였다.

생리적 지표3)

오전 공복시 의 혈액을 채혈하여 상온에서 분간5cc 30

두었다가 에서 분간 원심 분리한 후 혈장성3000rpm 15

분만 추출하여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저밀(TC), (TG),

도 지단백 및 고밀도 지단백 치를 검사실에(LDL) (HDL)

서 분석하여 그 수치가 낮을수록 지방분해가 증가하여

체지방이 감소된 것을 의미하며 고밀도 지단백 치, (HDL)

는 그 수치가 높을수록 체 지방이 감소한 것을 의미한다.

예비조사 연구진행 및 자료수집절차5.

예비조사를 통해 이해하기 어렵게 표현된 문항의 내용

과 순서를 일부 수정 보완하였으며 본 연구를 위한 자,

료수집은 년 월 월에 수행되었다 연구대상자2000 1 - 6 .

들에게 집단 상담을 하였고 상담은 회 분씩 총, 1 140 10

회를 주 동안 실시하였다8 .

연구자가 프로그램 시작전에 대상자에게 똑같은 체중

계를 연구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구입해 주었고 혈액 채,

취시마다 학용품을 보상으로 주었다 대상자에게 실험전.

에 체중조절신념합리적 사고 식이 자아효능감 운동에( , ,

대한 정서 섭식행위 체질량 지수와 생리적 지표총 콜, ), (

레스테롤 중성지방 저밀도 지단백 고밀도 지단백를, , , )

측정한 후 실험군에게는 인지정서행동치료 집단프로

그램을 적용하고 대조군에게는 아무런 처치를 하지 않고

실험직후와 실험후 주에 사전조사 내용을 반복 측정하4

여 각 시기별 차이를 보았다.

자료분석 방법6.

수집된 자료는 에 의해 통계SAS Package program

처리하였으며 자료가 정규분포를 보이기 때문에 종속변,

수의 집단간 동질성 여부는 로 검정하였고 실험기t-test ,

간에 따른 동일 변수값의 변화는 반복측정분산분석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repeated measure ANOVA) .

Ⅳ 연구 결과.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 및 동질성 검정1.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대상자들은 동일,

학년으로 실험군과 대조군의 연령은 세와 세가 모16 17

두 비슷한 분포이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제 종속변수에 대한 동질성을 확인

하기 위하여 합리적 사고 식이 자아효능감 운동에 대한, ,

정서 섭식행위 체질량 지수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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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밀도 지단백 및 고밀도 지단백치에 대하여 검정한 결

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아 두 집단의

동질성을 확인하였다.

표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 1>

일반적 특성 구분
실험군

실수백분율( )

대조군

실수백분율( )

연령세( ) 16

17

6( 60.0)

4( 40.0)

7(50.0)

7(50.0)

부모의 결혼상태
부부동거

이혼사별/

10(100.0)

-(-)

12(85.7)

2(14.3)

월수입만원( ) 미만100-150

이상150

8(80.0)

2(20.0)

10(71.4)

4(28.6)

출생순위 장녀

중간

막내

4(40.0)

2(20.0)

4(40.0)

7(50.0)

3(21.4)

4(28.6)

거주형태 자가

자취

9(90.0)

1(10.0)

13(92.9)

1( 7.1)

자신의 건강 지각 불건강

그저그렇다

건강

1(10.0)

3(30.0)

6(60.0)

5(35.7)

3(21.4)

6(42.9)

인지정서행동치료 집단프로그램의 효과분석2.

제 가설 검정1

인지정서행동치료 집단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

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프로그램 참여후 경과시기에

따라 체중조절신념 점수가 높아질 것이다 라는 주가설을”

검정하기 위해 부가설로 나누어 분석하였다1, 2, 3, 4 .

부가설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합리적 사고 점수가1 : “

높아질 것이다 를 검정한 결과 합리적 사고는 두 집단간” ,

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F=.12,

실험시기별 변화의 영향을 검정한 상태에서는p>.05),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있었으나(F=77.37, p<.05)

집단간 실험시기별 상호작용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 가 없어 본 가설은 기각되었다(F=.48, p>.05) .

부가설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식이 자아효능감2 : “

점수가 높아질 것이다 를 검정한 결과 식이 자아효능감” ,

은 집단간 과 실험시기별(F=.08, p>.05) (F=.00,

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집단간 실험p>.05) . ,

시기별 상호작용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F=7.95,

를 나타내어 본 가설은 지지되었다p<.05) .

부가설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운동에 대한 정서3 : “

점수가 높아질 것이다 를 검정한 결과 운동에 대한 정서” ,

는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실험시기별 변화의 영향을 검정한 상(F=.26, p>.05),

태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F=25.52, p<.05)

표 실험군과 대조군의 측정시기별 합리적 사고점수에 대한 변량분석< 2-1>

변량원 자유도 자승합 평균자승합 값F 값p

집단 1 0.0284 0.0284 0.12 .734

오차(1) 22 5.3003 0.2409

측정시기 2 17.4951 8.7476 77.37 .000*

집단 측정시기× 2 0.1095 0.0547 0.48 .620

오차(2) 44 4.9745 0.1131

표 실험군과 대조군의 측정시기별 식이 자아효능감 점수에 대한 변량분석< 2-2>

변량원 자유도 자승합 평균자승합 값F 값p

집단 1 .0455 .0455 .08 .779

오차(1) 22 12.4239 .5647

측정시기 2 .0000 .0000 .00 .980

집단 측정시기× 2 .3465 .3466 7.95 .010

오차(2) 44 .9593 .0436

표 실험군과 대조군의 측정시기별 운동에 대한정서 점수에 대한 변량분석< 2-3>

변량원 자유도 자승합 평균자승합 값F 값p

집단 1 .0899 .0899 .26 .619

오차(1) 22 7.7509 .3523

측정시기 2 5.3696 2.6848 25.52 .000

집단 측정시기× 2 .0706 .0353 .34 .717

오차(2) 44 4.628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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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그러나 집단간 실험시기별 상호작용에는 통계적. ,

으로 유의한 차이 가 없어 부가설은 기(F=.34, p>.05) 3

각되었다.

부가설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섭식행위 점수가 높4 : “

아질 것이다 를 검정한 결과 섭식행위는 집단간에 통계” ,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실험(F=1.34, p>.05),

시기별 변화의 영향을 검정한 상태에서는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 가 있었다 그러나 집단간(F=3.31, p<.05) . ,

실험시기별 상호작용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F=

가 없어 부가설은 기각되었다.10, p>.05) 4 .

제 가설 검정2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인지정서행동치료 집단프로“

그램 참여후 경과시기에 따라 체질량 지수가 감소될 것

이다 를 검정한 결과 체질량 지수는 집단간에는 유의한” ,

차이가 없었으나 실험기간별 변화의(F=.08, p>.05),

영향을 검정한 상태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있었고 집단간 실험시기별 상호(F=9.84, p<.05) , ,

작용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F=5.13, p<.05)

있어 제 가설은 지지되었다 즉 인지정서행동치료2 . ,

집단프로그램은 비만여고생의 체질량지수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였다.

제 가설 검정3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인지정서행동치료 집단프로“

그램 참여후 경과시기에 따라 생리적 지표가 향상될 것

이다 라는 주가설을 검정하기 위해 부가설로” 1, 2, 3, 4

나누어 분석하였다.

부가설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총 콜레스테롤치가1 : “

낮아질 것이다 를 검정한 결과 총 콜레스테롤치가 집단” ,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F=4.04,

실험시기별 변화의 영향을 검정한 상태에서는p>.05),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있었으나(F=6.04, p<.05)

집단간 실험시기별 상호작용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 가 없어 부가설은 기각되었다(F=.53, p>.05) 1 .

부가설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중성지방치가 낮아2 : “

질 것이다 를 검정한 결과 중성지방치는 실험시기별” ,

및 집단간 실험시기별 상호작용에는(F=2.47, p>.05) ,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없었으나 집(F=.20, p>.05)

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어(F=6.25,

부가설은 지지되었다p<.05) 2 .

부가설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저밀도 지단백치가3 : “

낮아질 것이다 를 검정한 결과 저밀도 지단백치는 집단” ,

간 실험시기별 상호작용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없었다 그러나 집단간(F=.77, p>.05) . (F=4.48,

표 실험군과 대조군의 측정시기별 섭식행위 점수에 대한 변량분석< 2-4>

변량원 자유도 자승합 평균자승합 값F 값p

집단 1 .4564 .4564 1.34 .259

오차(1) 22 7.4894 .3404

측정시기 2 .3713 .1856 3.31 .046

집단 측정시기× 2 .0111 .0055 .10 .906

오차(2) 44 2.4689 .0561

표 실험군과 대조군의 측정시기별 체질량 지수에 대한 변량분석< 3>

변량원 자유도 자승합 평균자승합 값F 값p

집단 1 25.4607 25.4607 .08 .780

오차(1) 22 6987.2492 317.6022

측정시기 2 140.6029 70.3014 9.84 .000

집단 측정시기× 2 44.3012 22.1506 5.13 .034

오차(2) 44 314.2735 7.1426

표 실험군과 대조군의 측정시기별 총 콜레스테롤치에 대한 변량분석< 4-1>

변량원 자유도 자승합 평균자승합 값F 값p

집단 1 5897.2321 5897.2321 4.04 .057

오차(1) 22 32126.9762 1460.3171

측정시기 2 3180.5389 1590.2694 6.04 .005

집단 측정시기× 2 277.3167 138.6583 .53 .595

오차(2) 44 11593.2667 263.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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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실험시기별 변화의 영향을 검정한 상태에서는p<.05)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F=10.84, p<.05) .

부가설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고밀도 지단백치가4 : “

높아질 것이다 를 검정한 결과 고밀도 지단백치는 실험” ,

시기별 변화의 영향을 검정한 상태에서는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 가 있었으나 집단간(F=3.60, p<.05) (F=

및 집단간 실험시기별 상호작용에는 통3.42, p>.05) ,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없어 부가설(F=.73, p>.05) 4

은 기각되었다.

Ⅴ 논 의.

체중조절을 위한 인지정서행동치료 집단프로1.

그램 효과

본 연구에서 인지정서행동치료 집단프로그램에 참

여한 실험군이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체중조절 신념

중 식이 자아효능감은 실험시기가 경과하면서 점수가 높

아졌다 식이 자아효능감은 개인이 식이에 대해 가지는.

자기통제와 관련한 자신감으로 비만여고생을 대상으로,

인지행동적 체중조절 훈련을 적용한 서정희 의(1997)

연구에서 인지행동 프로그램이 식이 자아효능감을 증

진시켜 체중감소 효과를 가져왔다는 연구결과는 본 연구

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많은 연구들이 체중조절 프로그.

램 내용에 식이(Bradley, Poster & Johnson, 1980),

자아효능감 과 자아통제감(Mitchell & Stuart, 1984)

등 을 포함하여 적용한 것은 식이 자(Weinberg , 1984)

아효능감 증진으로 체중조절의 효과가 크기 때문인 것으

로 본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서 체중조절 신념중 합리적 사

고 운동에 대한 정서와 섭식행위 점수는 프로그램의 효,

과를 보이지 않았으나 합리적 사고와 섭식행위는 집단간

점수비교시 실험 전 실험군의 점수가 대조군보다 낮았으

나 실험 후 주에는 시간경과에 따라 점수가 증가됨을4

보여주었다 또한 운동에 대한 정서의 점수도 실험 전에. ,

는 두 군 모두 같은 수준이었으나 실험 후 주에는 실험4

군이 대조군보다 월등히 높은 점수를 보였다.

합리적 사고는 각 개인의 복지 만족도 그리고 행복에,

기여하는 적절한 정서와 바람직한 행동을 유도하는 것으

로서 문제해결을 위한 치료적 상담프로그램에 많은 효과

를 나타내었다는 연구들민우중 박희석( , 1993; , 1991;

이명중 과, 1994; Ashworth, 1982; Sheehan, 1981)

비교해볼 때 합리적 사고의 변화는 서서히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운동에 대한 정서는 운동에 대해 지각하는.

즐거움과 관련된 느낌으로서 최재원 은 운동에 대(1992)

표 실험군과 대조군의 측정시기별 중성지방치 에 대한 변량분석< 4-2>

변량원 자유도 자승합 평균자승합 값F 값p

집단 1 41091.6571 41091.6571 6.25 .020*

오차(1) 22 144653.6762 65750.1671

측정시기 2 13830.9627 6915.4813 2.47 .096

집단 측정시기× 2 1122.0738 561.0369 .20 .819

오차(2) 44 123160.0095 2799.0911

표 실험군과 대조군의 측정시기별 저밀도 지단백치에 대한 변량분석< 4-3>

변량원 자유도 자승합 평균자승합 값F 값p

집 단 1 3720.0870 3720.0870 4.48 .046*

오차(1) 22 18285.1747 831.1443

측정시기 2 5095.0523 2547.5262 10.84 .000*

집단 측정시기× 2 363.4434 181.7217 .77 .468

오차(2) 44 10340.3499 235.0080

표 실험군과 대조군의 측정시기별 고밀도 지단백치에 대한 변량분석< 4-4>

변량원 자유도 자승합 평균자승합 값F 값p

집 단 1 341.0036 341.0036 3.42 .078

오차(1) 22 2195.9114 99.8142

측정시기 2 164.7387 82.3693 3.60 .037*

집단 측정시기× 2 33.2187 16.6093 .73 .490

오차(2) 44 1007.5480 22.8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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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서가 인지수행에 대해 우울증과 같은 부정적 정서

를 나타날 때 자아는 목표를 깨닫고 도달할 수 없는 상

황에서 질병이 발생한다고 강조하여 정서가 인지수행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섭식행위는 인간이 음식물을.

섭취하는 광범위한 행동 중 그 행동의 유발동기를 고려

하여 의식적으로 음식물 섭취를 제한하고자 하는 행동

식이제한과 음식물을 먹지 않으려고 참다가 어떤 자극( )

에 의해서 섭취하게 되는 행동탈억제 실제로 배가 고( ),

파서 음식물을 섭취하게 되는 행동배고픔의 정도를 말( )

하는 것으로 대체로 체중 및 체형에 대한 관심이 지나치

게 커서 제한된 양만의 식사를 하는 사람들은 너무 절제

된 식사로 인해 폭식할 가능성이 크다.

본 연구에서 인지정서행동치료 집단프로그램이 합

리적 사고 운동에 대한 정서 및 섭식행위 점수에 프로,

그램 효과가 없었던 것은 만성상태인 비만에 대한 부정

적 정서가 짧은 실험기간과 학생이라는 환경적 요인에

의해 긍정적인 정서로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프로그

램에 빠르게 대처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체질량 지수는 낮아져서 본 프로그램이

비만 여고생의 체중조절에 효과적인 프로그램이라고 생

각되며 매우 의미있는 결과라 하겠다 체중조절 프로그.

램에 참여한 사람은 체중감소의 효과를 보는 것이 일반

적이다 본 프로그램에서도 체질량 지수가 대조군보다.

실험군이 감소하였다 인지행동 체중조절 훈련을 적용.

하여 체중감소 효과를 본 서정희 의 연구결과와(1997)

인지행동 훈련집단과 행동훈련 집단을 비교 연구한

의 연구에서 인지행동훈련 집단이 행Ferrara(1994)

동훈련 집단보다 체중감소에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하였

다 그리고 과 의. Black(1978), Black Scherba(1983)

연구에서도 문제해결 기술이 첨가된 행동훈련을 받은 집

단의 체중이 유의하게 감소되었음을 밝혀 선행연구들과

본 연구는 프로그램의 효과로서 체중감소의 효과를 보았

다 이것은 체중조절 신념중 식이 자아효능감 증가로 체.

중의 변화가 프로그램 시행초기보다 진행과정을 통해 서

서히 행동으로 변화된 준 결과라고 생각된다.

비만인을 대상으로 혈중지질의 변화를 조사한 연구들

을 보면 대부분 운동을 통하여 혈중지질의 농도가 낮아,

짐을 보였다 즉 운동요법을 통해 비만인의 체중을 감소. ,

시킴으로써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및 저밀도 지단백,

치가 감소되고 고밀도 지단백이 증가된 연구보고신창호( ,

조현철 등1996; , 1996; Epstein , 1985; Gordon

등 등 가 있었다 그리고 유산, 1977; Rhodads , 1976) .

소 운동이 신체조성과 혈청 지질의 수치를 낮게 하였다

는 정은숙 과 조현철 등의 연구결과들은 프(1997) (1996)

로그램 후 생리적인 변화가 모두 유의하게 변화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중성지방과 저밀도 지단백에서만 유의하

게 변화된 결과들을 비교할 때 본 프로그램과는 다소 차

이가 있었다 본 프로그램의 결과인 식이 자아효능감의.

증진에 따라 체중조절이 효과적이었으며 중성지방과 저

밀도 지단백이 생리적으로 감소함을 입증한 것은 앞으로

의 비만조절을 위해서는 비만인의 체중조절 프로그램에

자아효능감을 증진시킬수 있는 인지 정서적인 면에 중,

점을 주어야할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의 프로그램인 인지정서행동치료 집단상담

의 목표는 집단 구성원들의 행동적 정서적 문제의 근원,

을 이해하고 그 이해를 통해 개인간 내적 문제를 극복하

고 기능을 더 잘 할 수 있게 활용하도록 돕는 것이다

따라서 문제해결을 위해 사(Ellis & Dryden, 1987).

고와 신념의 변화에 주안점을 둔 인지정서행동 상담

이론을 적용한 고등학생의 시험불안 감소이명중( ,

민우중 및 우울감소김미숙 등1994; , 1993) ( , 1993;

박희석, 1991; Ashworth, 1982; Sheehan, 1981)

등의 연구들과 관련하여 본 프로그램이 집단상담을 통한

비만여고생의 치료적 간호중재 프로그램으로서 효과적임

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Ⅵ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비만여고생의 체중조절을 위한 인지정

서행동치료 집단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한 후 그 효

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반복측정

유사실험설계로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년 월부터. 2000 1

월까지 비만 여고생 실험군 명 대조군 명 총6 10 , 14 24

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AS Package

을 이용하여 와 반복측정 분산분석program t-test

으로 분석하였다(repeated measure ANOVA) .

인지정서행동치료 집단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지정서행동치료 집단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1.

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프로그램 참여후 경과

시기에 따라 체중조절신념합리적 사고 식이 자아효( ,

능감 운동에 대한 정서 섭식행위 중 식이 자아효, , )

능감이 높아져서 프로그램은 효과적이었으며 두 집단

과 실험시기간에 상호작용이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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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정서행동치료 집단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2.

은 대조군에 비해 경과시기에 따라 체질량 지수는 감

소하여 프로그램은 효과적이었으며 두 집단과 실험,

시기간 상호작용이 있었다.

인지정서행동치료 집단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3.

은 대조군에 비해 경과시기에 따라 생리적 지표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저 밀도 지단백 고밀도 지단, , ,

백 중 중성지방치와 저밀도 지단백치가 낮아져서 프)

로그램은 효과적이었으며 저밀도 지단백치 두집단과,

실험시기 간에 상호작용이 있었으며 중성지방은 두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할

수 있겠다.

본 프로그램의 지속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추후조사를1.

할 필요가 있겠다.

인지정서행동치료 집단프로그램을 청소년 전체에2.

적용한 반복연구를 통하여 간호교육 중재 프로그램으

로 적용할 수 있겠다.

청소년 비만관리를 위해 식이 운동 행동수정 및 인3. , ,

지정서행동치료 집단프로그램을 포함한 포괄적인

프로그램을 적용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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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Key concept : Obese High School Girls, Weight

Control, REBT(Rational emotive

Behavioral Therapy)

The Effect of the REBT Group

Program on the Weight Control of

Obese High School Girls

Park, Chung-Sun*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effect on the weight control of the REBT group

program as a nursing intervention. For this

purpose, non-equivalent control group design

with pretest and posttest and follow-up test as

quasi-experiment was used.

Subjects of the study were consisted of

twenty-four obese girls (Experimental group: 10,

control group: 14) who appeared to having

above 20% of the body mass index from ane

high school in M city. The whole program was

carried out from January to June, 2000. Used

dependent variables for evaluating the effect of

the REBT group program including were weight

control belief(rational thinking, emotion about

exercise, eating self-efficacy, eating behavior),

body mass index and serum lipids(total

cholesterol, triglyceride, low-density lipoprotein,

high-density lipoprotein).

For evaluating the effect of the program,

dependent variables was analyzed by

experimental stages three times; the first week,

the fourth week, and the eighth week since the

experimental input began. Data were analyzed

by the SAS PC+ program with t-test, repeated

measure ANOVA to determine the effect of

program.

* Department of Nursing, Mokpo Science Colle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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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After the REBT group program, only eating

self-efficacy among the weight control belief

of experimental group was significantly

increased than that of control group.

2. After the REBT group program, body mass

index of experiment group was significantly

decreased than that of control group.

3. After the REBT group program, triglyceride

and low density lipoprotein among the serum

lipids in the experiment group were

significantly decreased than those of control

grou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