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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이 연구는 인지행동이론에 근거한 상담 프로그램이 산재근로자의 심리적특성과 정

신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성 분석

하였다. 이에 따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담 프로그램이 산재근로자들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고, 우울, 불안수준을

감소시켜 정신적 특성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상담프로그램

이 산재근로자의 의사소통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을 증가시켜 심리적 특성에 긍정적 효

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상담 프로그램이 산재근로자의 자립의지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상담프로그램이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의지에도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을 검증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상담 프로그램이 산재근로자의 심리적 특성과 정신적 특성 그리고 사회복귀립 의지

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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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서론

산업재해는 산업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사고로 인적·물적 손해를 지칭하는 것

으로 2015년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2015년 산재발생율은 0.0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산재로 인한 사망자수는 2009년 이후 여전히 1,900명으로 한국의 산재사

망률은 세계 1위로 나타나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고용노동부(2014) 조사결과에 따르

면 2010년 기준 산업현장 노동자 중 하루에 6명이 사망하고, 270명이 부상을 입어 경

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의 산재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산업

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를 예방하고, 감소하기 위해 정부는 산업재해에 대한 사전 예

방대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산재발생 사고 은폐를 위한 기업들의 부당한 조치로 실제로 발생한 산재사

고는 더 많으면, 산재발생 이후에 적절한 치료와 조치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한국안전보건연구소, 2016). 또한, 산재 후 작업 복귀율은 미국 90%, 호주 92%, 독

일 82%, 뉴질랜드 88%인데, 한국은 61%이며, 원직 복귀율은 호주 83%, 뉴질랜드

81%인데 한국은 35.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한국의 산재 발생과 산재

후 노동자의 작업 복귀는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이 제대로 보

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산재근로자들의 대부분이 산재 이전에 건강하고 사회적으로 활동적인 생산연

령층의 남성이었다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볼 때 산재발생 이후 재활과정을 거쳐 사

회복귀가 매우 중요하지만(송희영, 2002), 실상 우리나라 현실은 산재 발생이후 사회

복귀로 이어지는 비율이 35.4%에 그치고 있어 산재근로자들은 사회복귀에서 멀어지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처럼 산업재해로 인해 사회복귀가 미비한 것은 산업재해로 발생한 심리적, 정신

적 문제에 대한 대처가 미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현주 외(2002)에 따르면, 산업재해

를 입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사고로 인한 충격 이후 우울증, 손상부위 통증, 알코올

및 약물남용, 업무수행이 어려울 정도의 공포와 불안 등 개별적인 증상을 호소하며,

이와 함께 가족 갈등, 대인관계위축, 장애 적응문제 등을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

김종인(2004)도 연구를 통해 산재근로자는 중도장애인으로서 어렸을 때부터 장애를

가진 사람 보다 장애에 대한 스트레스 및 우울증, 좌절감 등이 더 크며, 일반 장애인

들이 가지는 사회․심리적인 특성과 함께 추가적인 특성을 나타낸다고 밝혔다.

박수경(2004)은 산업재해로 인한 환자들에게 나타나는 정신적 특성 문제는 다른 재

해와 유사하게 나타나지만 법적인 소송문제가 빈번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증상으

로 더 고통 받으며 이는 정신사회적인 증상으로 본인이 더 고통 받고 자살과도 연결

된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정신적, 심리적 문제들은 산재환자들이 사회로 복귀하는데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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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정신적, 심리적 문제들을 경험하는 산재환자들의 경우 심리적 안녕감

이 저하되어 가족과의 의사소통을 거부하고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어 가정이 해체되

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는 산재환자뿐만 아니라 가족과 자녀들의 생활에도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산업재해로 인한 2차적인 사회문제를 야기 시킨다.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도 중요하지만

산재 발생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처방안이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산재근로자

들을 위한 심리적 재활이나 정신적 특성 증진을 위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산재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한 후 정신건강이나 심리적 특성

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산재근로자들

이 경험하는 심리적, 정신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상담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그 효과

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주로 직업재활(정승원, 2009; 이재순, 2007)이나 장애

인의 사회복귀 및 재활(박정은, 2013; 이찬우, 2013; 신재은, 2012; 김종인, 2012; 송희

영, 2002), 가정폭력 여성들의 사회복귀(김명수, 2012; 유채은, 2006; 장선, 2011)등 주

로 장애인들이나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산재근로자들을 대상

으로 한 연구는 거의 없는 편이다. 다만 산재장해인을 대상으로 한 직업재활서비스의

개선에 대한 이재순(2007)의 연구를 비롯하여 산재장애인 재활정책 고용성과에 관한

김지원(2013)의 연구, 그리고 산재장해인의 사회, 심리재활을 연구한 박종균(2008)의

연구 등이 몇 편 진행되었을 뿐 집단상담에 의한 효과성을 검증한 연구는 거의 없었

다.

집단상담에 대해 Gerald Corey(1999)는 산재근로자들이 집단 내에서 그리고 집단

외부의 일상적인 상호작용에서 새로운 기술을 연습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집단참

가자들은 상담자의 피드백과 통찰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참가자들의 피드백과 통찰을

통해서도 이득을 얻는다고 강조하였다. 즉, 집단상담 참가자들은 자신과 유사한 관심

사를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관찰함으로써 자신의 문제에 대응하는 방법을 배운

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귀를 희망하는 산재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집단상담프로

그램이 그들의 사회복귀와 정신, 심리건강 그리고 사회복귀 의지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에 이 연구는 산재근로자들이 경험하는 심리적, 정신적 문제를 해

소하기 위해 상담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그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고는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상담프로그램이 산재근로자의 정신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2. 상담프로그램이 산재근로자의 심리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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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3. 상담프로그램이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 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산업재해

산업재해란 작업 환경 또는 작업 행동 등 노동 과정에서 업무상의 일로 인하여 입는 
노동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의미한다(다움 어학사전, 2016). 이러한 산업재해를 사
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우리 정부는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사후 보상대책으로는 종전의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과는 별도로 산재보험이 
1963년 11월 5일에 제정·공포되어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적용 
범위와 적용 대상이 확대되고 보험급여의 수준도 점차적으로 확대되었다.

 고용노동부(2015)가 발표한 2014년 산업별 재해 발생률을 살펴보면, 산업별 사망재

해의 분포는 전체 사망자수 1,850명 중 건설업이 486명(26.27%)으로 가장 많고, 제조

업이 453명(24.49%), 광업이 401명(21.68%), 기타의 사업이 322명(17.40%), 운수·창고·

통신업이 119명(6.43%) 등으로 나타났고, 이는 다음 <그림 1>과 같다. 

<그림 1> 2014 산업별 사망재해 분포도

자료: 고용노동부(2015), 산업별 사망재해 통계자료.

사업장 규모별로는 81.6%(7만 3549명)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재해 유형별로는 넘

어짐 1만 5632명(17.3%), 떨어짐 1만 4126명(15.7%), 끼임 1만 3467명(14.9%), 절단·베

임·찔림 8743명(9.7%), 업무상 질병 7919명(8.8%)순 이었다. 2015년 사고 사망재해(전

체 사고사망자 수 955명)는 업종별로는 건설업 437명(45.8%), 제조업 251명(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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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의 사업(서비스업) 149명(15.6%) 순 이었고 사업장 규모별로는 73.5%(702명)가 50

인 미만 사업장에서, 재해 유형별로는 떨어짐 339명(35.5%), 끼임 121명(12.7%), 교통

사고 97명(10.2%), 부딪힘 96명(10.1%), 깔림·뒤집힘 69명(7.2%) 순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용노동부, 2015).

이처럼 건설업의 산업재해 발생률이 높은 이유는 재해 취약 업종이라는 특성에 기

인한 것으로 다른 산업분야는 산업재해가 감소하는 추세지만 건설업의 경우는 오히려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최근 대형사고 발생을 비롯하여 건설업과

소규모 사업장 등 재해 취약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안전사고에 대

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산재근로자의 작업복귀율은 2013년 51.6%, 2014년 53.9%, 지난해 11월까지

59.8%로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선진국에 비해 저조한 편이다(근로복지공단,

2016). 이처럼 한국의 산재 발생과 산재 후 노동자의 작업 복귀는 여전히 낮은 수준으

로,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산재근

로자가 빈곤층으로 추락하지 않고 직업과 사회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

서 재활서비스 체계를 견고하게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2. 산재근로자의 심리적 정신적 특성

1) 심리적 특성

산재근로자의 신체적 손상은 일상생활에 대한 적응에 어려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심리적, 정신적으로 다양한 특징을 유발한다. 김미옥 외(2009)는 산업재해로 인해 산

재근로자들은 심리적 갈등과 어려움을 다양하게 경험할 뿐만 아니라 사고 후에 심리

적인 고통과 현실에 대한 직면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신체증상에 집착을 보이는 경향

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현주 외(2004)와 탁진국(2010)의 연구에서도 재해의 충격과 그에 대한 장애는 우

울, 두통, 불면, 스트레스 등의 신경증적 문제와 심리적 문제를 유발한다고 지적하였

다. 또한 대부분의 산재근로자들은 우울증을 경험하게 되는데, 우울증은 반복적인 상

실감, 수동성 그리고 절망감 등이 주요인이 되어 자살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산재

후 재활환자들이 일반 노동자보다 우울지수가 높으나 우울증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

지 않으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치료받지 않는 환자들 중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어 실제 심리적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매우 많은

것을 알 수 있다(최명민, 2010; 김미연, 2010).

신체적으로 후유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건전한 자아를 회복하기 위한 능력이 저하되

고, 성격과 기질의 변화를 초래한다고 하였다. 심리적으로는 분노와 우울 같은 정서장

애를 유발하여 자존감 저하, 초조, 조절능력상실, 수면장애 등의 임상적 특징을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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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하였다. 그리고 산재사고 이후 신체기능이 저하됨에 따라 사회관계가 악화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윤조덕, 2001; 탁진국, 2010). 이처럼 산재근로자들의 신체적

기능이나 건강에 관한 특성들은 기본적으로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 중요한 영향을 미

치므로 사회복귀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장애의 정도나 특성에 맞는 의료재활 서비스와

심리적, 정신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2) 정신적 특성

산재근로자인들은 중도에 장해를 입게 되면서 사고로 인한 충격 이후에 우울증, 알

코올 및 약물남용, 업무를 계속하기 힘들 정도의 오래 지속되는 공포와 불안 증상, 가

족 내 스트레스, 결혼 생활의 갈등 등 광범위한 정신과적 문제를 경험할 수 있다. 아

무 문제가 없던 신체 기능의 통제력을 상실한 장애인일수록 극단적인 소외감을 경험

하게 된다. 이러한 경험은 장애인이 숨겨진 장애(예컨대, 예기치 못한 발작, 배뇨조절

실패 등)를 갖고 있을 때 더욱 자주 일어난다. 특히, 왜곡된 신체상이나 자아상을 갖

게 할 수 있으며, 감각마비, 운동기능 및 인지능력 저하, 배뇨조절 불능, 그리고 성기

능 상실 등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기도 한다. 장해 발생으로 인한 스트레스 반

응 증상으로 일반적으로 관념적인 부정, 정서적 무감각, 그리고 행동제한 등을 일으키

며, 감정상실과 관념적인 회피현상을 보이게 된다.

산업재해 이후 발생하는 정신과적인 문제는 다른 일반 재해의 경우와 유사하게 나

타나지만 산재라는 특수성 때문에 몇 가지 문제를 더 가지고 있는데, Mason &

Wowlands(2002)은 산재로 인한 부상자들은 다른 원인에 의한 부상자들에 비해 부상

자체는 덜 심각하더라도 법적인 소송문제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으로 더 고통

을 받으며 정신․사회적인 증상과 더불어 직장으로 복귀가 더 안 되는 경향을 보인다

고 하였다. 신체적 장애의 발생은 기존의 자아정체감에 상실감을 주고 새롭게 자아를

형성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친다. 장애 발생 후 겪는 심리적 측면의 과정은 재해로 인

한 충격에서 부정, 우울반응의 단계를 거쳐 재활 후 독립에 대한 저항 그리고 마지막

으로 적응단계를 거친다(최영민, 2010). 따라서 권순식(2016)과 박유미(2012)는 산업재

해로 인해 장애를 당하게 되는 산재근로자는 심리적 불안, 자존감저하, 초조, 수면장

애, 우울감 등을 경험하게 되므로 이들의 심리적 안정과 일상생활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신적인 문제와 심리사회적 문제에 대한 재활상담이 재활치료와 함

께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위해서 산재근로자

에게 필요한 재활서비스는 이들이 지닌 능력의 극대화를 통한 산재 이전의 기능 회복

과 정신적, 심리적 부적응 상태로부터의 탈피를 지원하는데 역점을 맞추어져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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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담프로그램

이 연구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집단상담프로그램은 산재근로자의 정신적, 심리적 특

성을 증진시켜 사회복귀로의 가능성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상담 프로

그램을 구성하기 위한 이론적 토대와 목적, 구성내용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제

시하였다.

1) 집단상담프로그램에 대한 이론적 접근

집단상담프로그램의 개발은 Beck(1988)의 인지행동 상담이론을 토대로 진행하고자

한다. 인지행동 상담이론은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인간의 주요 세 가지 영역인 인지,

정서, 행동이 서로 상호작용 하는 과정에서 인지가 핵심이 되어 정서와 행동에 영향

을 준다는 것을 강조한다. Beck(1988)은 개인의 정서와 행동은 주로 그 개인이 세계

를 구조화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고 보았으며 사람들의 느낌을 결정하는 것은 그 상

황 자체가 아니라, 그들이 상황을 해석하는 방식에 달려있다고 강조하였다.

인지행동 상담모델은 사회학습 이론을 토대로 등장한 이론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이론으로, 인지행동적 상담모델은 인지치료와 행동치료가 절충된 모델이다. 즉, 인간

을 합리적이고 올바른 사고와 비합리적이고 올바르지 못한 사고, 둘 다를 할 수 있는

존재로 여기는 동시에 인간의 문제 행동이 비합리적인 사고에 의해 형성된다고 본다.

이 이론에 따르면, 인간이 합리적인 신념체계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선하지고 악하지

도 않다가, 비합리적인 신념체계를 가지고 반응하게 된다면 자신이나 타인들이 자신

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마다 자신이나 타인을 사악하고 두렵고 무서운 존재로 바라

보게 된다. 이렇게 비합리적인 신념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왜곡

되어 분노, 불안, 무가치감, 자기연민이나 파멸적인 행동을 초래하는 기타의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게 된다고 보았다(Crabb & Allender, 2010).

따라서 인지행동상담은 산재근로자가 자동적으로 가지게 되는 비합리적 신념체계를

찾아내어 합리적인 신념으로 교정해주는 상담의 과정을 통해, 산재근로자의 부적응적

인 정서, 인지, 그리고 행동 반응들을 수정하거나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인지행동상담의 첫 단계에서는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의 사고와 감정에 대한 인식을

발달시키는 것인데, 주로 산재근로자의 자동적 사고나 비합리적 신념을 실험이나 논

리 적 분석을 통해 조사하고 탐색하는 것이다(엄영문, 2009). 또한 모델링, 역할극, 표

출 경험, 이완훈련, 조건강화 등의 행동적 기법들을 통해 부적응적인 사고와 감정을

명확하게 하고 합리적인 사고와 감정으로 변하도록 가르친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주

로 스트레스 유발 상황에 대한 대처 기술을 습득하도록 교육하고 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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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담프로그램의 목적

본 프로그램은 인지행동 상담모델 이론을 바탕으로 산재근로자로 하여금 심리적,

정신적 특성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객관적인 지식보다는 주관

적인 경험을 중심으로 하는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산재근로자들이 스스로 자신을

탐색하고 타인과의 긍정적인 관계와 사회활동을 저해하는 걸림돌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더 나아가 이들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는 경

험을 통해 지금까지 산업재해로 인한 역기능적 요소들을 자각하고 자신을 되찾음으로

써 새로운 자아에 대한 인식과 심리적 안정감과 정신적 특성을 강화시키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2) 프로그램의 개발절차

본 연구에서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은 상담 분야에서 체계적으로 제시된 프로그램

개발 모형들 중에 Sussman(2001)이 제시한 프로그램 6단계 모형과 김창대(2011)의 프

로그램 4단계 모형을 토대로 5단계 프로그램 개발모형을 구축하였다. Sussman(2001)

의 개발모형은 제1단계 문헌조사, 제2단계 활동수집, 제3단계 활동의 선정, 제4단계

효과연구, 제5단계 프로그램 제작 및 파일럿 연구, 제6단계 프로그램의 장기적 효과연

구로 구성되었고 김창대(2011)의 프로그램 4단계 모형은 조사단계, 분석단계, 설계단

계, 개발단계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는 이를 토대로 4단계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자료조사 및 자료분석, 개

발단계, 실행단계, 평가단계 순으로 프로그램 연구절차를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

발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연구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1단계는 자료조사 및 분석단계로 문헌조사와 선행연구들을 분석하여 산재

근로자들을 위한 집단상담모델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인지행동상담모델의 기존 프로그램과 최영민(2010)이 개발한 산재근로자 심리상

담 매뉴얼을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산재근로자들의 심리적 반응으로 우울, 불안 등의

부정적 정서와 사회적응이 어렵고 낮은 자아존중감 등의 역기능적인 반응으로 인해

소외되고 사회생활에 부적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

자는 문헌조사와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있어 산재근

로자들의 심리사회적 요인과 정신건강을 회복시키며 사회복귀의지를 향상 시키는 것

에 초점을 두게 되었다.

둘째, 제2단계는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단계로 인지행동상담모델을 바탕으로 2015

년 10월부터～2015년 12월까지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 단계에서는 전문

가 자문 및 예비검증을 실시하고 타당화 작업(개발 및 타당화: 연구자 진행경험, 관찰

된 점, 참여자 평가를 종합해서 분석)을 통해 프로그램을 평가하여 필요한 부분을 보

완하고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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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회기 주제 목표

도입 1차시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소개, 자기소개

전개

2차시 자신을 되돌아보기 인생의 걸림돌에 대한 대화,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나를 찾기

3차시 자신의 행동관찰 자신의 행동을 관찰,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인식하기

4차시 직면하기
- 직면한 문제를 이해하고 수용하기

- 자신의 자아를 되돌아보고 마음속에 있는 짐을 내려놓기

5차시 사고의 전환
- 숨은 욕구를 찾고 왜곡된 신념에서 벗어난 생각의 전환

- 살아있는 나! 긍정적인 자아를 되찾기

6차시
사고의 표현과 방법

을 습득하기

- 공감-자신과 타인의 마음 공감하는 방법 배우기

- 자신의 욕구와 희망을 자각하고 표현하기

7차시 자아상 회복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자아상 정립

종결 8차시 마무리 - 사회복귀를 위한 인생 목표 설정

셋째, 실행단계는 최종적으로 설계된 프로그램은 2016년 1월 20일부터 2016년 3월

20일까지 주 1회로 진행하였고, 1회기 당 진행시간은 120분씩 운영하였다.

마지막 평가단계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대안적 처치집단)을 동일한 측정도구와 방

법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성을 2차에 걸쳐 설문지를 작성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분

석하였다.

3) 프로그램의 구성 및 내용

본 프로그램은 총 8회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회기별로 주제를 선정하여 내용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상담프로그램은 Beck(1988)의 인지행동 상담이론을

기초로 구성하였다. 상담 프로그램은 총 8회기로 2016년 1월 20일부터 2016년 3월 20

일까지 주 1회로 진행하였고, 1회기 당 진행시간은 120분씩 운영하였다. 상담진행은

연구자와 산재근로자를 담당하고 있는 상담자가 함께 진행하여 참여자들이 편안한 마

음을 가지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Beck(1988)의 인지행동 상담이론에 근거

한 상담프로그램의 구성은 <표 1>과 같이 정리하였다. 먼저, 도입단계는 오리엔테이

션 단계로 상담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프로그램 진행자와 참여자간의 자기

소개를 하는 시간으로 구성하였다. 전개단계는 상담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과정으로 자

신을 되돌아보기, 자신의 행동관찰, 직면하기, 사고의 전환, 사고의 표현과 방법을 습

득하기, 자아상 회복에 대한 주제로 진행되었다. 마지막 종결단계는 마무리로 사회복

귀를 위한 인생 목표 설정과 감사 종결 감정 나누기의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표 1> 상담 프로그램의 구성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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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실험집단 통제집단 합계

N (%) N (%) N (%)

연령

20대 5 (25.0) 5 (25.0) 10 (25.0)

30대 5 (25.0) 5 (25.0) 10 (25.0)

40대 5 (25.0) 5 (25.0) 10 (25.0)

50대이상 5 (25.0) 5 (25.0) 10 (25.0)

학력

중졸 3 (15.0) 2 (10.0) 5 (12.5)

고졸 12 (60.0) 12 (60.0) 24 (60.0)

대졸 5 (25.0) 6 (30.0) 11 (27.5)

합계 20 100.0 20 100.0 40 100.0

단계 회기 주제 목표

- 감사-종결 감정 나누기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인지행동이론에 근거한 상담프로그램이 산재근로자의 심리적 특성, 정신

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상담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A 산업공단에 근무했던 근로자

들 중 산업재해를 경험한 경험자들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자 선정은

연구에 참여하려는 의도를 가진 대상자들을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실험집단과 통

제집단으로 구성되었고, 모집단에 대한 표본추출은 편의표본 추출방법으로 진행하였

으며, 연구 진행을 위한 참여자별 특징은 <표 2>와 같다.

<표 2> 연구참여자 특징

2. 연구설계

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실험집단에 사전검사(O1)

를 실시한 후 실험처치(X)를 투입한 다음 사후 검사(O2)를 실시하였다. 즉, 연구를 진

행하기에 앞서 연구자와 검사자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대상으로 사전검사, 상담

프로그램 적용, 사후검사 방식을 통해 진행하였다. 사전검사는 2016년 3월 1일 실험집

단과 통제집단 40명에게 모두 실시하였다. 상담 프로그램의 적용은 실험집단만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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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2016년 3월 3일 - 2016년 3월 25일까지 1주일에 2번씩 8회기를 실시하였다.

프로그램 진행은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오후 1시 30분-2시 30분까지 1시간동안 본 연

구자와 1명의 보조 진행자가 실시하였다. 상담 프로그램적용 이후 사후 검사는 2016

년 4월 6일 연구 대상 모두에게 사전조사 측정도구인 심리적 특성, 정신적 특성에

대한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3.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산재근로자의 심리적 특성, 정신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선행연구

(Rosenberg, 1965; Beck, 1988; Spielberger, 1970; 전병재, 1974; 한덕웅, 이창호, 탁진

국, 1993; 우미향, 2009)를 토대로 측정도구를 도출하였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심리적 특성

심리적 특성은 일반적으로 사회가 요구하는 규범과 역할에 적응해 가는 능력으로,

환경을 통한 경험에 의해 형성된 습관이나 사회적 행동의 근본적 기능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장선, 2011). 이 연구에서는 산재근로자의 심리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Minnesota Counseling Inventory를 기초로 하여 정원식·김호권에 의해 제작되고 우미

향(2009)에 의해 검증된 측정도구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재구성하였다. 심리적 특

성을 파악하기 위해 의사소통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을 하위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

문항은 1점은 ‘전혀 아니다’로 5점은 ‘매우 그렇다’로 구성된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

였다. 이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α=.83과 .95로 나타나 연구를 진행하기

에 적합하였다.

2) 정신적 특성

본 연구는 산재근로자의 정신적 특성을 측정하고자 자아존중감, 우울증, 불안을 중

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자아존중감이란 개인이 자신을 존중하며 자신이 가치 있다

고 여기는 동시에 자신이 한계를 인식하며 성장을 예상하는 것을 말한다(Rosenberg,

1965).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 검사는 로젠버그(Rosenberg, 1965)가 개발하고 전병제

(1974)가 번안하고, 성희미(2011)가 검증한 자아존중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질문지

는 자신에 대한 전반적인 감정 상태나 인지적인 추론으로 자아개념을 파악하면서 총

체적인 자아평가를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의 하위영역은 성희미(2011)의

분류를 토대로 긍정적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자아존중감으로 분류하였다.

우울증은 산재근로자의 정서적, 인지적, 동기적, 생리적 증상을 나타내는 20개의 문

항으로 이루어진 자기 보고식 질문지이다. 우울증과 관련한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와



- 36 -

긍정적인 자동적 사고를 측정하기 위해 권석만과 윤호균(1994)이 Beck의 우울 척도

(BDI)를 한국 실정에 맞게 번안한 한국판 자동적 사고척도를 사용하였고, 신뢰도는

Cronbach's α=.88로 나타났다. 불안은 Spielberger(1970)에 의해 개발된 상태불안 검사

도구를 토대로 한덕웅, 이창호, 탁진국(1993)이 한국어판 척도로 표준화한 도구를 본

연구에 맞게 사용하였다. 설문문항은 1점은 ‘전혀 아니다’로 5점은 ‘매우 그렇다’로 구

성된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95

로 나타났다.

3) 사회복귀의지

이 연구에서 사회복귀의지란 현재 처한 상황을 극복하려는 의지로, 부정적인 반응

을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적응을 증진시키는 인간의 잠재적인 사회․심리적 능력을 말

한다(엄정순, 2010). 정철(2010)는 사람들이 역경에서 회복하여 그들의 삶을 지속해 나

가는 것이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며 극복력 발현에 필수적인 개인적, 대인관계

적, 가족적 보호요인들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 역동적인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조

윤오(2013)은 스트레스의 부정적 효과를 중재하고 적응을 증진시키는 정서적 활기 또

는 원기를 회복하는 기질이라고 정의하였다.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의지를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박영란 외(1999)와 이

은희⋅최광선(2012)의 도구를 토대로 본 연구목적에 맞게 재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

다. 사회복귀의지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문항은 총13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선행연구(이

윤진, 2015; 이은희⋅최광선, 2012)를 토대로 설문문항을 구성하였다. 설문내용은 1점

은 ‘전혀 아니다’로 5점은 ‘매우 그렇다’로 구성된 5점 Likert 척도 측정하였다.

위에서 제시한 내용을 토대로 전체 설문지 구성은 다음<표 3>과 같이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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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문항 연구자

심리적

특성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Ⅰ. 1-5

Ⅰ. 6-10
우미향(2009)

정신적 

특성

우울
긍정적

부정적*

Ⅱ.1,2,6,11,12,14,16,17,18,

20

Ⅱ.3,4,5,7-10,13,15,19

Beck(1961)

한덕웅 외

(1993)
불안

Ⅲ.1-20(3,4,6,7,9,12-14,17

,18)*

자아

존중감

긍정적

부정적*

Ⅳ. 1,2,4,6,7

Ⅳ. 3,5,8,9,10

Rosenberg(1965)

성희미(2011)

사회복귀의지

자신감

부정적 자아

근로의욕

Ⅴ. 1-6(2,3*)

Ⅴ. 7-11

Ⅴ. 12-15

이윤진(2015)

이은희⋅최광선(2012)

일반적 사항 Ⅵ. 1-3

  * 역채점 문항

<표 3> 설문지 구성

4. 분석방법

본 조사에서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데이터 코딩(data coding)과 데이터 크리닝

(data cleaning) 과정을 거쳤다. 분석은 SPSS 20.0 for Windows 통계 패키지 프로그

램을 활용하여 95%신뢰수준에서 검정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표본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

시하고, 신뢰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신뢰도 분석(Reliability Analysis)을 실시한다.

둘째, 상담프로그램이 산재근로자의 정신적 특성과 심리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양적 자료에 대한 분석은 사전 검사를 통해 동질성 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사후

검사에 대하여 집단간 차이분석을 하고자 하며, 분석 방법은 독립표본 t검정

(Independent t-test)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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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실험집단 비교집단

F p
N (%) N (%)

연령

20대 2 (10.0) 2 (10.0)

.168 .869
30대 8 (40.0) 7 (35.0)

40대 7 (35.0) 8 (40.0)

50대 이상 3 (15.0) 3 (15.0)

경력

10년 미만 5 (25.0) 4 (20.0)

.685 .50210-15년 10 (50.0) 10 (50.0)

15년 이상 5 (25.0) 6 (30.0)

학력

중졸 2 (10.0) 2 (10.0)

1.265 .222고졸 13 (65.0) 12 (60.0)

대졸 5 (25.0) 6 (30.0)

합계 20 20 40

Ⅳ. 분석결과

1. 동질성 검사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산재근로자의 정신적 특성과 심리적 특성에 미치는 효과 검증

에 앞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을 검증하였다. 이에 따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사

실험처치 전 사전검사에 대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였다. 프로

그램 처치 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차이가 있는가를 파악하

기 위하여 동질성 검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연구대상자의 동질성 검증에서 실험집

단과 통제집단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인 연령과 학력의 동질성 검증 결과 집단 간의 차

이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두 집단의 동질성은 검증되었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동

질성 검사는 다음 <표 4>과 같다.

<표 4> 인구통계학적 특성 동질성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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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N M SD t p

의사

소통 능력

실험 20 2.66 .434
1.443 .154

통제 20 2.50 .443

문제해결능력
실험 20 2.86 .330

1.900 .062
통제 20 2.69 .338

심리사회적응 

전체

실험 20 2.77 .338
1.863 .067

통제 20 2.60 .343

2). 심리적 특성의 동질성 검사

실험처치 전 사전검사에 대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였다. 프로

그램 처치 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심리적 특성에 차이가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하

여 동질성 검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심리적 특성 전체는 t값이 1.863, p값이 .067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위 영역인 의사소통 만족도(t=1.443, p>.05)와 문제해

결능력(t=1.900, p>.05)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실험처치 전 두 집단의 심리

사회 적응은 차이없이 동일하였다. 심리적 특성의 동질성 검사는 다음 <표 5>와 같

다.

<표 5> 심리사회적응의 동질성 검사

3). 정신적 특성의 동질성 검사

이 연구는 실험처치 전 정신적 특성의 사전검사에 대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였다. 프로그램 처치 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정신적 특성에 차이가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동질성 검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정신적 특성 전체는 t

값이 -.038, p값이 .970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위 영역인 우울(t=-1.517,

p>.05), 불안(t=1.219, p>.05), 자아존중감(t=.000, p>.05)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실험처치 전 두 집단의 정신건강은 차이 없이 동일하였다. 정신적 특성의 동질

성 검사시 자아존중감은 역산하여 통계치를 계산하였고, 정신적 특성의 동질성 검사

는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정신적 특성의 동질성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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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N M SD t p

우울
실험 20 2.28 .543

-1.517 .135
통제 20 2.47 .429

불안
실험 20 2.53 .601

1.219 .228
통제 20 2.35 .563

자아존중감
실험 20 3.14 .439

.000 1.000
통제 20 3.14 .387

정신적 특성 

전체

실험 20 2.65 .287
-.038 .970

통제 20 2.65 .279

구 분 N M SD t p

자신감
실험 20 3.07 .425

0.988 .874
통제 20 3.07 .362

부정적 자아
실험 20 3.70 .648

1.322 .401
통제 20 3.18 .856

근로의욕
실험 20 3.98 .878

.451 .711
통제 20 3.90 .516

사회복귀의지 

전체

실험 20 3.58 .308
1.312 .148

통제 20 3.38 .311

4). 사회복귀 의지의 동질성 검사

실험처치 전 사전검사에 대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였다. 프로

그램 처치 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사회복귀의지에 차이가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

하여 동질성 검사를 실시하였고, 부정적 자아는 역산하여 통계치를 도출하였다. 그 결

과 사회복귀의지 전체는 t값이 .1.312, p값이 .148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위 영역인 긍정적 자신감(t=.000, p>.05), 부정적 자아(t=1.531, p>.05), 근로의욕

(t=.233, p>.05)으로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두 집단의 동질성은 검

증되었다. 본 연구의 사회복귀의지의 동질성 검사는 <표 7>과 같다.

<표 7> 사회복귀의지의 동질성 검사

2. 연구문제 검증

1) 집단상담프로그램이 산재근로자의 심리적 특성에 미치는 효과

프로그램 처치 후 실험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사후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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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N M SD t p

의사소통 능력
사전 20 3.03 .450

2.360 .022*
사후 20 3.37 .362

문제해결능력
사전 20 3.08 .413

3.187 .002**
사후 20 3.45 .351

심리사회 적응 

전체

사전 20 2.98 .596
4.432 .000***

사후 20 3.42 .567

사를 차이 분석하였다. 심리사회 적응 전체는 사전 검사에서 2.98점, 사후 검사에서

3.42점으로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였다(t=4.432, p<.001). 하위 영역을 살펴

보면 의사소통 만족도는 사전점수가 3.03점, 사후점수는 3.37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차이가 나타났다(t=2.360, p<.05). 문제해결능력은 사전점수가 3.08점, 사후점수는

3.45점으로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였다(t=3.187, p<.01). 이를 통해, 집단상담프로그

램이 산재근로자들의 심리적 특성을 긍정적으로 향상시켰으며 하위 영역인 의사소통

만족도와 문제해결능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상담프로

그램이 산재근로자들의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효과는 다음 <표 8>과 같다.

<표 8> 심리적 특성에 미치는 효과

*p<.05, **p<.01, ***p<.001

2). 상담프로그램이 산재근로자의 정신적 특성에 미치는 효과

가. 우울 수준에 미치는 효과

상담프로그램이 산재근로자의 우울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분석을 하기 위해 하위영

역별로 사전검사와 사후 검사를 진행하였다. 먼저 우울 전체사전검사를 진행한 결과,

3.98점이었고, 프로그램 실시 후 2.75점으로 우울 수준이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유의수준 1%에서 유의미한 차이로 나타났다(t=4.693, p<.01). 따라서 상담

프로그램이 산재근로자들의 우울 수준을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전검사에서 긍정적 우울 사전검사에서는 3.15점인데 반

하여 프로그램 실시 후 3.581점으로 긍정적 우울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2.878, p<.05). 부정적 우울 사전검사에서는 3.41점이었으나 부정적 우울 사후검사

에서 2.78점으로 부정적 우울수준이 감소하였다(t=4.691, p<.001). 상담프로그램이 우울

에 미치는 효과는 <표 9>와 같다.

<표 9> 우울 수준에 미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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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N M SD t p

사전 20 2.65 .788
4.295 .002**

사후 20 1.76 .391

구 분 N M SD t p

긍정적 우울 사전 20 3.15 .944
2.878 .041**

긍정적 우울 사후 20 3.81 .295

부정적 우울 사전 20 3.41 .841
4.779 .000***

부정적 우울 사후 20 2.78 .473

우울전체 사전 20 3.98 .693
4.693 .003**

우울 전체 사후 20 2.75 .253

*p<.05, **p<.01, ***p<.001

나. 상담프로그램이 산재근로자의 불안 수준에 미치는 효과

상담프로그램이 산재근로자의 불안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 프로그램 실시

전인 사전검사에서 2.65점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실시 후 사후검사에서 1.76점으로

불안 수준이 감소하였고, 이는 유의수준 1%에서 유의미한 차이로 나타났다(t=4.295,

p<.01). 이를 통해 상담프로그램이 산재근로자의 불안 수준을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고, 상담프로그램이 불안에 미치는 효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 불안 수준에 미치는 효과

**p<.01

다. 산재근로자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상담프로그램이 산재근로자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 프로그

램 실시 전인 사전검사에서는 자아존중감의 전체가 3.49점인데 반하여 프로그램 실시

후 3.75점으로 향상되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긍정적 자아존중감은 사전점수

에서 3.11점인데 반하여 사후점수에서는 4.14점으로 향상되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차이였다(t=-3.557, p<.01). 부정적 자아존중감은 사전점수에서는 3.18점이었으

나 사후점수에서는 2.31점으로 부정적 자아존중감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였다(t=4.310, p<.001). 이를 통해 상담프로그램이 산재근

로자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자아존중감에 미

치는 효과는 다음 <표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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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N M SD t p

자신감 사전 20 2.98 .377
-1.741 .241

자신감 사후 20 3.24 .463

부정적 자아 사전 20 3.44 .799
3.111 .006**

부정적 자아 사후 20 2.89 .645

근로의욕 사전 20 3.89 .698
-2.914 .017*

근로의욕 사후 20 4.51 .478

사회복귀의지 전체 사전 20 3.13 .316
2.360 0.22*

사회복귀의지 전체 사후 20 3.78 .408

구 분 N M SD t p

긍정적 사전 20 3.24 .988
-3.148 .003**

긍정적 사후 20 3.98 .544

부정적 사전 20 3.41 .841
4.877 .000***

부정적 사후 20 2.78 .473

자아존중감  사전전체 20 3.49 .693
-3.228 .010*

자아존중감 사후전체 20 3.75 .253

<표 11>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p<.05, **p<.01, ***p<.001

라. 상담프로그램이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의지에 미치는 효과

상담프로그램이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의지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사전사

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사회복귀의지 전체에 대한 사전검사를 진행한 결과, 사전

검사에서는 3.13점이었지만 사후검사에서는 3.78점으로 사회복귀의지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2.360, p<.05). 사회복귀의지 전체에

대한 통계치를 산출함에 있어 부정적 자아는 역산하여 계산하였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자신감은 사전검사에서 2.98점인데 반해 사후검사에서는 3.24점으로 향상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1.644, p>.05).

부정적 자아는 사전검사에서 3.44점이었지만 사후검사에서는 2.89점으로 부정적 자아

의 요인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였다(t=3.111,

p<.01). 근로의욕은 사전검사에서 3.89점이었고 사후검사에서는 4.51점으로 근로의욕이

향상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였다(t=-2.914, p<.05). 이를

통해 상담프로그램이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인 내용은 <표 12>와 같다.

<표 12> 사회복귀의지에 미치는 효과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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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1. 결론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 기업에도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치고, 막대한 손실과 자원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산업재해가 발

생하고 이에 대한 사후처리가 불완전하거나 방치될 경우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사고

로 인한 충격으로 인해 우울증, 업무를 계속하기 힘들 정도의 오래 지속되는 공포와

불안 증상, 가족 내 스트레스, 결혼 생활의 갈등 등 광범위한 정신과적 문제를 경험하

게 되어 직장과 가정을 모두 잃게 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산업재해를 사

전에 예방하기 위해 안전교육 등 사고예방대책이 산업현장에서 필수요건이지만 산업

재해 발생에 따른 대처방안도 적극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산재근로자를 위한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성을 평가

하고자 연구를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담 프로그램이 산재근로자들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고, 우울, 불안수준을

감소시켜 정신적 특성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결과

(Al-Mabuk 등, 1994)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상담프로그램이 통제집단에 비해 용서

와 희망, 자존감 정도를 증가시켜 불안과 우울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황

희선(2005)도 인지행동 집단프로그램에 참여한 연구대상자가 통제집단에 비해 우울감

이 감소하고 심리적으로도 안정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Dennis

Greenberge r & Padesky(2000)는 인지심리상담을 통한 핵심신념은 서서히 변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해지고 안정되어가고, 클라이언트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느끼는

방식에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인지행동모델에 근거한

상담프로그램은 산재근로자의 정신적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검증할 수 있었

다.

둘째, 상담프로그램이 산재근로자의 의사소통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을 증가시켜 심리

적 특성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상담프로그램을

통한 능동적인 정서조절방식과 지지적인 방식으로 정서를 조절할수록 심리적 안녕감

의 수준이 높았고, 회피-분산적 정서조절양식을 사용할수록 심리적 안녕감의 수준이

낮았다는 신주연, 이윤아, 이기학(2005)의 연구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김태희, 김갑숙

(2014)도 연구에서 정서를 표현해야 하는 상황에서 개인이 경험하는 양가감정이 적고,

정서를 표현하는 것에 대한 억제가 적을수록 심리적 요인과 사회적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따라서 산재근로자에게 상담프로그램을 통한 적극적인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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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심리적 안정감을 증가시켜 심리적 특성을 강화시키는 것을 검증할 수 있었다.

셋째, 상담 프로그램이 산재근로자의 자립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

과, 상담프로그램이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의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을 검증할 수 있었다. 이는 Steinberg & Avenevoli(2000)이 주장한 클라이언트의

특성, 기본적인 철학, 서비스 내용 그리고 전문가 역할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

사회복귀 프로그램이 클라이언트의 사회복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

구결과와 흐름을 함께한다. 그리고 이용표(2000)도 기술의 훈련은 클라이언트의 기

술을 다양화하고 사회적 역기능과 관련된 정신과적 증상을 감소시킨다고 나타났다.

따라서 상담프로그램을 통한 사회적 지원이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에 긍정적인 역할

을 하는 것을 검증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상담 프로그램이 산재근로자의 심리적 특성과

정신적 특성 그리고 사회복귀립 의지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

구에서 나타난 향상된 변화는 산재근로자에게 상담프로그램 적용의 유용성에 대한 의

미 있는 결과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매우 유의미한 효과로 나타난 상담 모델 적용성에 대한 검증된

자료를 산재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본 연구결과를 종합해 산재근로자들을 위한 사회복지 실천적인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의 확대이다. 본 연구의 상담 프로그램 적용이 산재근로

자의 정신적 특성 즉, 정신적 특성에 긍정적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었다. 프로그램 참

여자들은 과거의 부정적이고 비합리적인 사고의 왜곡된 인지체계를 프로그램 참여 후

에는 그들의 변화의 모습을 보이면서 행동실천의 당위성을 표출하게 되었고 실제적인

현실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해서 강한 욕구를 드러내었다. 이는 본 연구의 궁극적 목적

인 산재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현가능성의 반응으로서 이러한 반응의

독려를 위해 산재근로자의 문제로 나타나는 심리적 문제들에 개입하는 정서적 지원의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정서적 지지의 기반이 되는 보다

더 강화된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 산재근로자들이 건강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은 그들

의 삶의 질 향상과 절대적 상관관계가 있음으로 이러한 토대가 되는 합리적이고 안정

적인 심리 내ㆍ외적 요인들을 파악하고 이해하여 다룰 수 있는 정서적 지지 프로그램

의 확대를 제안한다.

둘째, 산업재해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과 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산재근

로자의 정신적 특성과 심리적 특성을 높이기 위해 상담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나 경제

적ㆍ사회적 문제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는 데는 한계에 부딪혔다. 프로그램 참여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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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부정적이고 비합리적 사고의 왜곡된 상담체계가 긍정적으로 전환됨으로서 행동 실

천의 당위성을 표출하였으나 현실적으로는 많은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다. 참여자들은

심리ㆍ정서적 문제와 함께 경제적ㆍ사회적 문제의 대안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들의 환

경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자원은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산재근로자들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 자녀들의 교육문제, 법률상담, 건강을 위한 병원 무료진료

등 현실적인 문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계기관과의 서비스 연계 등이 원활 하게 이

루어 질 수 있도록 정책적 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셋째, 산재근로자에 대한 인식 제고와 사회복귀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그동

안 산업재해는 정부나 해당 기업체만의 문제로 여겨졌던 산업재해가 구의역 스크린도

어·남양주 지하철 공사 사고 등 산업현장의 안전불감증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는 가운

데, 현대건설과 대림산업의 산업재해 은폐 문제 등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전

국민의 인식 전환에 커다란 역할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사건은 건설업계 전반

에 만연된 산업재해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정부차원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전담하는 상설기구의 설치, 산업

재해로 인한 근로자들의 심리적, 정신적 특성을 치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 등

이 기업체와 관공서 교육에 관련 내용 포함 의무화 등이 요구된다.

2. 향후 제도적인 실천방안 및 연구의 한계점

이 연구는 산재근로자를 위한 사회복지실천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산재근로자를

위한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성을 검증하였다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이

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담 프로그램이 산재근로자들의 의사소통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을 증가시켜

심리적 특성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산재근로자의 심리적 특성을 강화

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을 검증할 수 있었다.

둘째, 상담프로그램이 산재근로자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고, 우울, 불안수준을 감

소시켜 산업재해로 인한 충격을 이겨내고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상담 프로그램이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관계로 산업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정신․사회적인 증상으로

직장으로 복귀가 어려운 산재근로자들에게 직업재활의 가능성이 있음을 검증할 수 있

었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시간적, 공간적 한계점과 연구진행에서 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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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는 관계로 향후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여 연구를 진행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몇 가지 제약점

이 존재한 관계로 다음과 같은 연구의 한계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산재근로자라는 특성상 제한된 대상인원과 제한된 사례를 바탕으

로 연구가 진행된 관계로 연구 결과의 효과성을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둘째, 상담프로그램에 따른 산재근로자의 정신적 특성, 심리사회적 요인, 사회복귀

의지에 대한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시도하였으나 이들 변수 외에도 다양한 변수들이

정신적 특성, 심리적 요인, 사회복귀의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변인상의 한계

점이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상담 프로그램이 산재근로자의 회복과 치유, 사회

복귀 등에 미치는 영향이나 효과를 분석함에 있어 다양한 변인들을 고려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셋째, 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2015년 8월부터 연구자료 수집을 시점으로 2016년

6월까지 14개월에 걸쳐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연구기간이 한정적이고 단기간에 연구가

진행함에 따라 시간적인 한계점이 존재한다. 또한, 연구진행 범위를 A 산업공단 지역

을 중심으로 표본을 추출한 관계로 공간적인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가 지니고 있는 시간적, 공간적 제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방법과

관점을 가지고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치료․회복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실험집단을 대상으로 16회기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제한된 입소기간으로 퇴소자가 생기면서 프로그램 적용 후 일정기간이 흐른 다음에

진행되는 추수검사를 진행하지 못하여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제시

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인식하고 지속적인 연구

를 통해 연구결과의 시간차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본 연구는 20대부터 50대에 이르는 중장년층의 일반 한국인 산재근로자들

만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화를 위해 일반 한국인 산재근로자

뿐만 아니라 다문화사회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나 청소년 등 다양한 연구대상으로 확

대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를 계기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산업재해 발생 후 근

로자들이 정상적인 사회복귀가 가능하도록 효과적이고 적절한 대처방안에 대한 연구

가 향후에도 계속해서 진행되어 근로자들에 사회복지가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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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nfluences of Counseling Program Based on Cognitive

Behavioral Theory upon Injured Workers’ Psychological, Mental

Characteristics

Park, Eun-Jung, Choi, Kyung-Woon

This research developed a counseling program and analyzed the effectiveness to

figure out how the counseling program based on cognitive behavioral theory had

an effect on industrial injured workers’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mental

characteristics. The result of analysis thereby is as follows. .

First, it appeared that the counseling program enhanced injured workers’

self-esteem, reduced depression, anxiety level and had an affirmative effect on

mental property. Second, it appeared that the counseling program increased injured

workers’ communication satisfaction and conflict coping ways and had an

affirmative effect on mental property. Third, as the result of analysis on the

influences of the counseling program upon injured workers’ will of

independence, it could be verified that the counseling program had a

positive effect upon industrial injured workers’ will of social return.

Generalizing above results, it appeared that the counseling program had an

affirmative effect upon injured workers’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mental characteristics and the will of social return.

Keyword: Counseling Program, Industrial Accident, Mental Characteristics, z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