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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요법이 성인 및 노인 우울에 미치는 효과: 체계적 문헌고찰
조선희
국립목포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Effects of Meaning-Centered Therapy on Depressive Symptoms in
Adults and Older Adults: A Systematic Review
Cho, Sunhee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Mokpo National University, Muan, Korea

Purpose: This study aimed to evaluate the effects of meaning-centered therapy (MCT) on depressive symptoms in
adults and older adults, excluding cancer patients. Methods: Ten databases were systematically to extract peerreviewed journal articles and dissertations in Korean or English. Two independent researchers assessed the risk of
bias and the quality of the report using Scottish Intercollegiate Guidelines Network criteria. Results: A total of 12 (five
Korean and seven non-Korean) studies were finally selected after removing 66 of the 78 studies assessed for eligibility
due to inappropriate subject inclusion and research design. Eleven studies reported that MCT was effective in reducing
depressive symptoms, except for one study using web-based MCT for cancer caregivers. Those studies also showed
that the effects remained at the patient follow-up sessions. Conclusion: The reviewed studies provide evidence
suggesting that MCT may be effective in reducing depressive symptoms in adults and older adults. However, it is
necessary to investigate the effectiveness of on-line MCT on the depressive symptom reduction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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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치료 시 비용 문제, 훈련된 전문가의 부족 등으로 전 세계 대상
자의 10% 정도만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
의미요법은 의미치료(logotherapy), 의미중심치료(meaning-centered psychotherapy)로 불리기도 하는데, 본 연구에

우울은 모든 연령의 사람들이 겪는 보편적인 정신건강 문제

서는 간호학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의미요법이라는 용어로

이며 전세계적으로 3억 명 이상이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다.

통일하여 사용하려고 한다. 의미요법은 Frankl [3]이 제시한

우울은 세계 질병 부담에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자살로 귀결되기

의미치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창조적 가치, 경험적 가치,

도 한다[1]. 우리나라 성인의 약 30%가 우울증이 의심되고 상

태도적 가치를 통해 궁극적으로 삶의 의미를 발견하도록 돕는

담받고 싶은 문제로 우울이 가장 많다고 보고되었다[2]. 약물

심리적 중재이다. 삶의 의미와 목적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기

치료가 필요한 중등도 이상의 우울과는 달리, 경도의 우울은

본적인 욕구이며 고통을 경감시키는 원동력이 된다[3].

심리사회적 중재만으로도 치료 효과가 있으나 사회적 낙인과

무작위 대조군 실험설계를 이용한 의미요법 연구가 본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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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시작된 것은 2000년 이후이며 대부분 말기 암 환자를 대

의 특성과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이다.

상으로 하고 있다[4-6]. 의미요법이 암 환자에게 적용되기 시작
한 이유는 의미요법이 다루는 주요 주제가 고통이며 고통의 의

2. 문헌 선정 및 배제 기준

미를 발견함으로써 부정적 정서가 감소된다는 의미요법의 원
본 연구는 코크란 연합이 제시한 PRISMA (Preferred Report-

리 때문이다. 암 환자에게 적용된 의미요법의 효과는 문헌고찰

ing Items for Systematic Reviews and Meta-Analyses)[9] 및

을 통해 통합적으로 분석되어 출판된 바 있다[7].
의미요법에서는 우울이 삶의 의미를 상실한 실존적 공허 상

한국보건의료 연구원이 제시한 체계적 문헌고찰 매뉴얼[8]에

태로 인한 현상으로 보며 의미요법을 통해 자신의 유일성을 찾

따라 시행되었다. 체계적 문헌고찰의 기술 형식인 핵심질문

고 고통의 의미와 삶의 의미를 발견함으로써 실존적 공허 상태

PICO-SD (Participants, Intervention, Comparisons, Out-

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본다[3]. 의미요법의 이러한 특성으로 인

comes, Study Design, PICO-SD)를 통해 데이터베이스를 검

하여 시설 및 지역사회에서 우울을 경험하고 있는 성인 및 노인

색하여 선정기준과 배제기준에 맞는 자료를 선정하였다. 연구

을 대상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실험

대상(participants)은 암 환자를 제외한 19세 이상의 국내외 성

연구를 통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

인 및 노인, 중재(intervention)는 의미요법 단일 또는 병합중

나 간호사가 시설이나 지역사회에서 우울한 대상자에게 의미

재, 비교집단(comparisons)은 의미요법을 받지 않은 비중재

요법을 계획하고 적용하려고 할 때 적용근거로 삼을 수 있는 근

집단, 결과(outcomes)는 우울, 연구설계(study design)는 무

거중심연구가 없으므로 문헌의 체계적인 고찰이 필요하다.

작위 대조군 실험설계, 비동등성 대조군 실험설계로 설정하였

체계적 문헌고찰은 기존의 연구자료들을 포괄적으로 수집

다. 의미요법 실험연구결과가 보고되기 시작한 1990년 이후부

하고 분석하여 연구질문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근거중심 연구

터 2018년 12월까지 발표된 국내외 학술지 및 학위 논문을 선

방법이다[8]. 중재의 효과크기 측정을 위해서는 메타분석연구

정하되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이 중복되는 경우 학술지 논문

가 필요하나, 우울을 종속변수로 하는 의미요법 실험연구 중 무

을 선정하였으며 한국어 또는 영어로 쓰인 논문으로 언어를 제

작위배정 실험설계 연구 및 통계량이 충분히 제시된 연구가 부

한하였다. 암 환자,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 대조군

족하므로 메타분석 연구를 통한 효과크기 분석보다는 우울감

이 없는 연구, 실험연구가 아닌 조사연구, 질적연구, 메타분석

소를 위한 의미요법의 내용과 형식을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것

및 종설, 포스터 및 학술대회 발표 자료, 원문이 없는 자료는 대

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미 문헌고

상에서 제외하였다.

찰이 이루어진 암 환자 대상 연구를 제외한 연구들 중에서 통계
량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은 문헌까지 포함하여 체계적 문헌고

3. 문헌 검색 및 선정

찰을 실시함으로써 우울 감소를 위한 성인 및 노인 대상 의미요
본 연구는 1990년부터 2018년 12월까지 국내외에서 출판된

법의 특성과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논문 중 성인 및 노인의 우울감소를 목적으로 한 의미요법
연구를 대상으로 하였고, 학위 및 학술지 논문을 포함하였다.

2. 연구목적

2019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국내외 총 10개의 데이터베
본 연구는 암 환자를 제외한 19~64세 이상 성인 및 65세 이

이스를 검색하였고 2명의 연구자가 독립적으로 2회 시행하였

상 노인의 우울감소를 목적으로 실시된 의미요법 연구문헌을

다. 국내 데이터베이스로 학술연구정보서비스(Research Infor-

분석하고 평가함으로써 의미요법의 적용을 위한 근거자료를

mation Sharing Service, RISS), 한국학술정보서비스(Kore-

제시하고자 함이다.

an 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KISS), 국가과학
기술정보센터(National Digital Science Library, NDSL), 코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리아메드(KoreaMed)를 이용하였고, 해외 데이터베이스로는
Cochrane Library, Medline, CINAHL (Cumulative Index to
Nursing & Allied Health Literature), EMABSE (EvidenceBased Medicine), PQDT (ProQuest Dissertations & Theses),

본 연구는 성인 및 노인의 우울감소를 위해 시행된 의미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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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OD (Digital Dissertations on Demand)를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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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는 PubMed 검색을 통해 확인된 MeSH어를 포함하

으로 13편을 추가하여 총 58,312편의 문헌 목록을 작성하였다.

여 관련 용어와 유사어로 선정하였다. 중재 대상이 성인 및 노

이 중 중복 자료 13,130편을 엑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제거한

인이므로 중재 관련 검색어만을 사용하였다. ‘의미요법’ OR

후 나머지 45,182편을 대상으로 제목과 초록을 확인하여 선정

‘로고테라피’ OR ‘의미치료’로 국내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였

기준에 맞지 않거나 배제 기준에 해당하는 논문 45,104편을 1차

다. ‘psychotherapy’ [MeSH] OR ‘meaning-centered inter-

배제하였다. 1차 배제 후 선정된 78편을 대상으로 전문을 확인

vention’ (ti, ab) OR ‘meaning-centered therapy’ (ti, ab) OR

하여 비실험연구 3편, 대조군이 없는 연구 1편, 동일한 데이터

‘existential psychotherapy’ (ti, ab) OR ‘logotherapy’ (ti, ab)

를 사용한 연구 1편, 중복 1편, 의미요법과 관련이 없는 연구 5

OR ‘meaning-centered’ (ti, ab)로 해외 데이터베이스를 검색

편,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19세 이하를 대상으로 한 연구

하였다. 1차 배제 후 선정된 문헌의 원문을 확인하여 결과 변수

26편, 결과 변수에 우울이 없는 연구 27편, 한글이나 영어로 쓰

가 우울이 아닌 연구를 최종 제외하였다.

이지 않은 연구 2편 등 배제 기준에 해당하는 66편의 논문을 2

검색된 제목 목록에서 중복된 연구를 삭제한 후 초록 내용을
확인하여 1차 선정하였고 전문을 검토하여 선정기준에 부합할

차로 제거하여 국내 5편, 국외 7편, 총 12편의 논문을 선정하였
다(Figure 1, Appendix).

때 최종 자료로 선정하였다. 저자를 포함한 두 명의 연구자가
자료 선별과 선정을 독립적으로 시행하였고 의견이 일치하지

2. 문헌의 일반적 특성

않을 시 전문을 다시 읽으며 자료 선정과 제외 기준에 따라 함
2010년 이전에 출판된 논문이 1편, 2012년 이후에 출판된 논

께 결정하였다.

문이 11편으로 의미요법의 실험연구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였
다. 학위논문이 5편, 학술지 논문이 7편으로 학술지 논문이 더

4. 문헌의 질 평가

많았다. 비무작위 대조군 실험연구가 9편인 것에 비해 무작위
최종 선정된 12개 논문의 질 평가는 SIGN (Scottish Inter-

대조군 실험연구는 3편에 불과하였다. 연구대상자 수가 31~60

collegiate Guidelines Network)의 무작위 대조군 실험 및 비

명이 8편이었고 20~30명이 4편이었다. 의미요법이 제공된 장

무작위 대조군 실험용 질 평가 도구[10]를 사용하였다. 저자를

소를 보았을 때 지역사회가 9편, 병원 외래나 주간보호센터가

포함한 두 명의 연구자가 독립적으로 질 평가를 실시한 후 토의

2편, 온라인이 1편이었다(Table 1).

과정을 통해 일치된 결과를 도출하였다. 내적 타당도 11문항은
핵심 연구문제의 명확성, 무작위 배정, 배정 은폐, 맹검 또는 표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elected Studies (N=12)

준화된 프로토콜로 시행됨, 처치 전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

Variables

Categories

n (%)

성, 실험처치 외의 다른 처치가 없음, 측정의 타당성과 신뢰성,

Publication
year

2008~2010
2011~2015
2016~2018

1 (8.3)
6 (50.0)
5 (41.7)

Publication

Published
Unpublished

7 (58.3)
5 (41.7)

Region

Asia (Republic of Korea,
Philippines, & Iran)
North America (United States of
America)

8 (66.7)

Study design

Randomized controlled trial
Non-randomized controlled trial

3 (25.0)
9 (75.0)

Sample size

20~30
31~60

4 (33.3)
8 (66.7)

Setting

Community
Hospital (outpatient) or day care
center
On-line

9 (75.0)
2 (16.7)

통계 분석의 적절성, 대상자 탈락률, 연구 시작 시점에서 할당
된 그룹으로 분석됨, 한 장소 이상에서 시행됨으로 구성되어 있
다. 각 문항에 대해 ‘예’, ‘아니오’, ‘기록되지 않음’으로 평가하
였다. SIGN의 질 평가 기준이 충족되어 연구의 결론이 바뀌지
않을 것으로 확신하는 경우 ‘++’, 몇 가지 기준에 불충분 사항
이 있으나 미충족된 부분으로 인해 연구의 결론이 바뀌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 ‘+’, 거의 모든 기준이 불충분하여 연구
의 결론이 바뀔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 ‘-’로 평가하였다.

연구결과
1. 문헌 선정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된 자료 58,299편에 참고문헌 검색

4 (33.3)

1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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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Flow of studies included from database search.

된 도구를 사용하였고 통계분석방법은 적절하였다. 중도 탈락

3. 문헌의 질 평가

률의 평가 항목에서 4편의 문헌은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탈락
선정된 12편의 질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선정된 모든 문

률이 0.0%였고, 6편의 문헌은 8.7~20.0%, 2편의 문헌은 각각

헌에서 핵심 연구문제를 명확하게 기술하였다. 무작위 대조군

25.0%, 38.3%의 높은 탈락률을 보였다. 탈락이 발생한 문헌 중

실험연구 3편 모두 무작위 배정 방법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1편

2편은 탈락 사유를 언급하지 않았다. 모든 문헌에서 연구대상

에서 배정 은폐 및 맹검을 실시하였다. 비무작위 대조군 실험연

자는 연구 시작 시점에서 할당된 그룹으로 분석되었다. 연구를

구 9편 모두 맹검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나 표준화된 프로토콜

한 곳 이상에서 실시하여 연구결과의 비교가 가능한 논문은 7

에 따라 중재가 시행되어 질 평가 기준을 충족하였다. 모든 문

편이었고, 단일 기관에서 실시된 논문은 5편이었다. 논문에 대

헌에서 처치 전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 확보를 위해 선정-

한 전반적인 평가는 8편이 ‘++’, 4편이 ‘+’로 판정되었다. 질적

배제 기준에 의해 연구대상자를 선택하였고 동질성 검증을 실

수준에 의해 연구의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하

시하였다. 모든 문헌에서 실험군과 대조군의 차이는 중재제공

였다(Table 2).

유무뿐이었으며 연구결과의 측정은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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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Quality Assessment of Included Studies based on Scottish Intercollegiate Guidelines Network
No. 1st author (year)

(N=12)

1.1

1.2

1.3

1.4

1.5

1.6

1.7

1.8

1.9

1.10

1.11

Overall
quality

1

Applebaum (2017)

Y

NR

NR

NR

Y

Y

Y

Y

25.0%

Y

Y

+

2

Robatmili (2015)

Y

NR

NR

NR

Y

Y

Y

Y

0.0%

Y

N

+

3

Aguinaldo (2015)

Y

NR

NR

Y

Y

Y

Y

Y

0.0%

Y

Y

+

4

Kim (2012)

Y

-

-

Y

Y

Y

Y

Y

0.0%

Y

N

++

5

Cho (2008)

Y

-

-

Y

Y

Y

Y

Y

0.0%

Y

Y

++

6

Kim (2016)

Y

-

-

Y

Y

Y

Y

Y

14.2%

Y

N

++

7

Kim (2018)

Y

-

-

Y

Y

Y

Y

Y

13.7%

Y

Y

++

8

Shim (2015)

Y

-

-

Y

Y

Y

Y

Y

10.0%

Y

N

++

9

Lee (2016)

Y

-

-

Y

Y

Y

Y

Y

8.7%

Y

Y

++

10

Bernstein (2016)

Y

-

-

Y

Y

Y

Y

Y

11.4%

Y

Y

++

11

Bernstein (2013)

Y

-

-

Y

Y

Y

Y

Y

38.3%

Y

Y

+

12

Cho (2013)

Y

-

-

Y

Y

Y

Y

Y

20.0%

Y

N

++

Y=yes; N=no; NR=not recorded; ++=high quality; +=acceptable; 1.1=clear question; 1.2=randomization; 1.3=adequate concealment;
1.4=blinding (protocol); 1.5=similarity at the start; 1.6=treatment difference; 1.7=valid and reliable measures; 1.8=adequate statistical analysis;
1.9=dropout; 1.10=intend-to-treat analysis; 1.11=multiple sites.

4. 의미요법 프로그램의 특성

3편이었다. 5회, 10회, 12회, 16회가 각 1편씩이었다. 프로그램
의 1회기 당 진행 시간은 60분이 5편으로 가장 많았고 90분과

1) 대상자 특성

120분이 2편씩이었다. 50분은 1편이었고 2편은 진행 시간이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총 5편이었는데, 그 중 60세 이상

언급되지 않았다. 주 당 운영 횟수는 주 1회가 7편, 주 2회는 3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1편,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편, 주 4회는 1편이었다. 기타로 분류된 1편은 웹 기반으로 제

연구는 4편이었다.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4편

공되는 온라인 의미요법이며 사전 설문조사 후 14주 이내에 5

이었고, 이 중 1편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였다. 성인과 노

개의 웹캐스트 의미요법 영상을 시청하고 인터넷 게시판을 활

인을 모두 포함하는 연구는 3편이었다.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용하여 피드백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Table 3).

연구는 5편이었고, 나머지 7편은 남녀 모두를 포함하는 연구였
다(Table 3).

효과 평가는 모든 연구에서 중재 직후에 이루어졌으나, 1편
의 연구는 5개의 동영상을 14주 이내에 자율적으로 시청하도

5편의 문헌은 경도 이상의 우울 증상을 가진 대상자에게 시행

록 하고 직후에 결과를 측정하였다. 추후 평가를 한 연구는 12

한 연구였고 그 대상은 BDI (Beck’s Depression Inventory)-13

편 중 8편이었으며, 4주 후 측정이 5편, 9주 후 측정이 1편, 12주

점수가 13점 이상인 대학생, GDSSF-K (Geriatric Depression

후 측정을 한 연구는 2편이었다. 의미요법 프로그램의 종류는

Scale in Depression Short Form-Korea) 점수가 5점 이상인

형식의 특성에 따라 병합 중재와 단일 중재로 나눌 수 있었다.

지역사회 노인, CES-D (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

의미요법과 다른 중재의 병합 중재는 8편이었고 의미요법 단

dies-Depression) 점수가 16점 이상인 여성이었다. 나머지 7

일 중재는 4편이었으며 이중 1편은 웹기반 의미요법이었다. 의

편의 문헌은 우울 증상을 가진 대상자와 일반 대상자가 통합된

미요법과 병합된 중재로는 자서전 쓰기가 4편으로 가장 많았

대상자였으며 그 대상은 암 환자를 돌보는 가족, 허약 노인, 알

고 독서요법, 원예요법, 음악요법, 운동요법 중재를 사용한 연

코올 중독자의 부인, 지역사회 노인, 중증 근무력증 환자였다

구는 각 1편씩이었다(Table 3).

(Table 3).
3) 의미요법 프로그램의 내용 특성
2) 의미요법 프로그램의 형식 특성
프로그램의 중재 회기는 8회가 5편으로 가장 많았고 6회가

의미요법 프로그램의 내용적 특성은 Table 3에 요약하여 제
시되어 있다. 온라인 기반의 의미중심치료인 Meaning-C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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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General Characteristics of Included Study
PStudy

Subjects

1st author
No
Study
(year)
Pub
Country
design

Character/
Exp. Cont.
Mean age
(n)
(n)
(M±SD)

Intervention
Setting

Type/Name/
Group size

D/N/M/F

Measurement
Scale
(Sig.)

Follow
up
(Sig.)
9 wks
later (-)

Depression score
Range Pre

Post

Follow
up

6.77

5.65

4.70

1 Applebaum
(2017)

P

RCT

USA

20

31

Informal On-line
cancer
caregivers/
50.10

Single/
14 wks/5/
Web-based
NR/5
Meaningsessions
centered
within 14
psychotherapy/1
wks

HADS
(-)

2

Robatmili
(2015)

P

RCT

Iran

10

10

Depressed
University
students/
NR

Single/
10 wks/10/
Logotherapy/10
60/
Once a week

BDI-13 4 wks
(+)
later (+)

0~39 14.00 6.50

3

Aguinaldo
(2015)

P

RCT

Philippine

15

15

Myasthenia Hospital
gravis
(OPD)
patients/
20~60

Combined/
Logobibliotherapy
/15

4 wks/8/
NR/
Twice a week

BDI-21
(+)

0~63

4

Kim
(2012)

U

NRCT

Korea

21

22 Frail elderly/ Day care
78.15±5.32 center

Combined/
Logotherpay
based
horticultural
therapy/21

3 wks/12/ GDSSF-K
50/
(+)
Four times a
week

-

0~15

0.18

-

5

Cho
(2008)

P

NRCT

Korea

19

21

Combined/
6 wks/6/
SCL-90-R
Autobiography/
120/
(+)
5~7
Once a week

-

0~52 50.74 43.37

-

6

Kim
(2016)

U

NRCT

Korea

12

12

Elderly/
79.50

Senior
center

Combined/
16 wks/16/ GDSSF-K
Music therapy
60/
(+)
based on
Once a week
Logotherapy/12

-

0~15

4.17

2.50

-

7

Kim
(2018)

U

NRCT

Korea

23

21

Depressed
elderly/
78.15±5.32

Senior
center

Single/
4 wks/8/90/ GDSSF-K 4 wks
Logotherapy/ Twice a week
(+)
later (+)
7~9

0~15

6.30

2.57

3.33

8

Shim
(2015)

U

NRCT

Korea

12

15

Elder/
63.75

Senior
center

Single/
4 wks/8/
GDSSF-K 4 wks
Logotherapeutic
120/
(+)
later (+)
programme/12 Twice a week

0~15

5.75

3.75

3.92

9

Lee
(2016)

U

NRCT

Korea

22

24

Combined/ 8 wks/8/60/
Exercise program Once a week
based on
meaningcentered
logotherapy/
5~10

KGDS
(+)

0~30

7.68

5.41

4.64

10

Bernstein
(2016)

P

NRCT

USA

25

29

Depressed
women/
45.05

Community

Combined/ 8 wks/8/90/
LogoOnce a week
autobiography/
3~5 & Individual

CES-D 12 wks
(+)
later (+)

0~60 32.10 18.60 19.10

11

Bernstein
(2013)

P

NRCT

USA

21

26

Depressed
women/
54.11

Community

Combined/ 6 wks/6/60/
LogoOnce a week
autobiography/
3~5 & Individual

CES-D 4 wks
(+)
later (+)

0~60 27.00 16.43 24.88

12

Cho
(2013)

P

NRCT

USA

20

20

Depressed
women/
51.75

Community

Combined/ 6 wks/6/60/
LogoOnce a week
autobiography/
20

CES-D 4 wks
(+)
later (+)

0~60 23.15 16.40 11.85

School

Wives of
Comalcoholics/ munity
44.37

Pre-frail
Senior
elderly
center
women
living alone/
81.10±5.72

-

0~21

7.40

NR -5.40 30.80
Different
between
groups

12 wks
later (+)

5.77

Exp.=experimental; Cont.=control; D/N/M/F=duration/no. of session/min of session/frequency; RCT=randomized controlled trial; NRCT=non-randomized
controlled trial; Sig=significance; Pub=publication; wks=weeks; P=published; U=unpublished; NR=not recorded; GDSSF-K=Geriatric Depression Scale in
depression Short Form-Korea; CES-D=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Depression; BDI=Beck's Depression Inventory; SCL-90-R=the Symptom Checklist
90-Revision; OPD=outpatient department; KGDS=Korean Geriatric Depression Scale; HADS=Hospital Anxiety and Depression Scale; USA=United States of
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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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ed Psychotherapy for Cancer Caregivers (MCP-C)는 미

4) 우울 측정도구

국 암 환자 가족의 부담감과 우울, 불안, 삶의 의미를 경감시키

선정된 12개 문헌에서 사용된 우울 측정도구는 다양하였다.

기 위한 프로그램이었다(Appendix 1번 논문 참조). 연구참여

GDSSF-K (Geriatric Depression Scale Short Form-Korea)가

자는 인터넷에 접속하여 훈련된 배우가 치료자에게 MCP-C

4편으로 가장 많았고, BDI-13 (Beck’s Depression Inventory-13)

치료를 받는 동영상 5개를 보고 웹 게시판에서 피드백을 주고

과 BDI-21이 각 1편씩이었다. CES-D (The Center for Epide-

받을 수 있었다. 주제는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교

miologic Studies-Depression)가 3편, HADS (Hospital Anx-

육, MCP-C 매뉴얼에 근거한 질문에 생각하고 응답하기이고

iety and Depression Scale) 사용이 1편, SCL-90-R (Symptom

영상을 본 후 토론 게시판에서 더 깊은 생각을 하도록 하였다.

Checklist-90-Revision)의 우울 항목이 1편, KGDS (Korean

프로그램 종료 후에는 개인 면담을 통해 프로그램에 대한 피드

Geriatric Depression Scale) 사용이 1편이었다(Table 3).

백을 받았다.
이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집단 의미요법은 기존의 의미치

5) 의미요법의 효과

료 프로그램과 유사하게 창조적 가치, 경험적 가치, 태도적 가

총 12편의 의미요법 실험연구 문헌을 대상으로 우울 감소 효

치에 따라 주제를 구분하고 있으나, 대학생의 발달단계 특성을

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분석한 결과, 온라인으로 동영상을 시청

반영하여 삶의 목표 설정, 목표달성 계획 등을 추가하였다. 과

하도록 한 온라인 기반 중재 1편을 제외한 11편의 논문이 우울

제 부여와 집단 토론을 통해 의미를 발견하도록 하는 점이 특징

감소에 유의한 효과가 있었다. 중재가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이었다(Appendix 2번 논문 참조).

4~12주 후에 효과를 추가로 측정한 연구가 총 8편이었는데, 온

우리나라 우울 노인을 대상으로 한 집단 의미요법은 삶의 회
고를 통해 자기 자신과 긍정성을 찾고 자신의 유일성, 자기초월

라인 기반 중재 1편을 제외한 7편의 논문에서 추후 측정 시에
우울 감소 효과가 유지되었음을 보고하였다(Table 3).

성을 발견하는 것을 주제로 하고 있었다. 프로그램 종료 후 포
커스 그룹 면담과 개인 면담을 실시하여 프로그램 참여 경험을
청취하여 내용분석을 시행한 것이 특징이었다(Appendix 7번
논문 참조).

논

의

본 연구는 성인 및 노인의 우울 감소를 위한 의미요법 프로

의미요법을 기반으로 하여 다른 요법과 병합한 연구 중에서

그램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수행한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

가장 많았던 것은 의미요법 자서전 쓰기(logo-autobiography)

이다. 연구결과, 프로그램 회기는 6~8회기가 많았고 주 1회 60

프로그램이었다(Appendix 5, 10-12번 논문 참조). 자서전 쓰

분 운영이 가장 많았으며 의미요법 단일 중재보다는 병합 중재

기가 삶을 회고하고 의미를 찾아 나가는 활동이므로 자서전 쓰

가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우울

기의 주제를 의미요법의 주제인 창조적 가치, 경험적 가치, 태

감소를 위한 의미요법의 핵심적인 특성, 프로그램 실행 시 고려

도적 가치에 따라 배열하였다. 알코올 의존자 부인에게 적용한

해야 할 사항, 추후 연구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연구에서는 결혼을 기준 시점으로 하여 삶의 변화를 탐색하도

첫째, 본 연구에서 분석된 의미요법 프로그램들은 대상자의

록 했다. 미국으로 이민 간 한국 여성에게 적용한 연구에서는

요구와 특성에 맞게 고안되어 있었다. 12편의 연구에서 노인을

이민을 기준 시점으로 하여 삶의 변화와 의미를 탐색하도록 하

대상으로 한 다섯 편의 연구는 노인의 건강 특성에 맞게 주제와

였다. 의미요법 자서전 쓰기 프로그램의 후속 연구에서는 대처

활동을 선택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

기술과 위기 후 성장이라는 주제를 추가하였다.

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 의미요법 연구에서는 자아통합감 증진

기타 병합 중재 연구로는 의미요법을 기반으로 한 독서요법

에 초점을 두고 과거와 현재를 돌아본 후 죽음의 의미에 대해

(logo-bibliotherapy) (Appendix 3번 논문 참조), 원예치료

생각하며 미래 삶의 의미를 탐색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었다.

(Appendix 4번 논문 참조), 음악치료(Appendix 6번 논문 참

특히, 우울 증상이 거의 없는 노인일지라도 자신이 직면하게 될

조), 운동요법(Appendix 9번 논문 참조)이 있었는데, 주된 프

미래의 죽음에 대한 불안이 있기 마련인데, 의미요법을 통해 죽

로그램 활동은 독서, 원예, 음악, 운동이나 회기 구성에서 의미

음불안을 다루고 삶의 의미와 죽음의 의미를 생각해 보게 함으

요법의 주제를 가져와 삶의 의미를 발견하도록 촉진하는 것이

로써 죽음불안 및 우울 감소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파악된다. 지

었다.

역사회 노인주간보호소에 있는 허약 노인을 대상으로 한 의미
요법 병합 원예치료 연구에서는 다양한 원예활동을 통해 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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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활동을 증진시키고 스트레스를 경감시키며 동시에 원

셋째, 분석된 12개의 의미요법 중에서 6~8회기를 주 1회 60

예활동과 내용적으로 연결되는 의미요법의 주제를 배열하여

분으로 운영하는 형식이 가장 많았다. 이는 대상자 특성과 탈락

12회기 동안 자신을 발견하도록 촉진하였다. 노인복지관 노인

방지를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회기가 더 많거나 회기 운

을 대상으로 의미요법을 시행한 연구[11]에서는 현재의 삶을 돌

영시간이 긴 연구에서도 우울 감소 효과가 있었으므로 회기의

아보기, 삶의 의미 찾기, 삶을 재인식하기 등의 세 가지 주제를

총 횟수나 일회기 운영시간은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해

정하고 각 회기마다 신체이완운동, 노래 부르기, 악기 연주하기

도 좋을 것이다. 암 환자를 대상으로 제공된 의미요법의 문헌연

등의 재미있는 활동을 구조적으로 연결 배치하여 활동적인 복

구[7]에서도 주 1회 8회기 60분으로 제공한 경우가 다수였으며

지관 노인의 특성을 반영하였다. 우울한 증상이 있는 지역사회

본 연구결과와 거의 일치한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집단 의미요법 연구[12]에서는 신체활동 등

넷째, 온라인 프로그램의 우울 감소 효과에 대한 재고가 필

의 활동요법을 전혀 하지 않고 의미요법만을 단일하게 구성한

요하다. 우울 감소를 위해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의미요법 연구

것이 오히려 장점으로 보인다. 자신의 유일성과 긍정성을 발견

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편의 연구결과[19]만으

함으로써 삶의 의미와 자기초월성을 탐색해가는 묵직한 주제

로 효과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온라인 프로그램

를 회기 동안 이어나가고 추후 포커스 집단 면담과 개인면담을

의 효과성 여부를 단편적으로 판단하기보다 오히려 암 환자 가

통하여 자신의 내적 변화를 말로 표현할 기회를 제공하였다.

족의 부담감과 연구참여 동기 부족, 인터넷 사용 환경 등 복합

둘째, 의미요법은 다른 활동요법과 적절히 병합되어 대상자

적인 요인을 분석하여 향후에 온라인 의미요법을 가장 적절한

의 우울 감소에 효과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

대상자에게 제공하고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

에서 분석한 12편의 연구 중에서 8편이 의미요법과 다른 요법의

로 생각된다. 본 연구대상에서 제외된 연구 중 초등학생[20]과

병합 중재 연구였다. 그 중에서 네거티브 편이 자서전 쓰기와 병

말기 암 청소년[6]을 대상으로 한 의미요법 CD 프로그램의 개

합된 의미요법(logo-autobiography)인데, 모두 Cho [13]가 개

발 사례가 있었는데, 인터넷 사용에 익숙한 초등학생과 청소년

발한 프로그램을 대상자 특성에 맞게 수정 ․ 보완[14,15]하여 후

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삶의 의미 발견이 효과적으로 이루어

속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킨 연구[16]이다. 네 편 모두 중년 또는

질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노년기 여성이며 알코올 중독자 가족이거나 미국 이민 후 우울

다섯째, 본 연구에서 분석된 연구 중에서 의미요법이 종료된

증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

후 개인 혹은 포커스 집단 면담이 이루어지고 그 내용을 질적으

의 이야기를 쉽게 꺼내놓고 하소연하지 못하는 환경에 있으므

로 분석하여 양적인 변화 이외의 깊이 있는 내적 변화와 삶의

로 자서전 쓰기를 통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특히 위기 상

의미를 발견한 내용을 제시한 연구[12]도 있었다. 의미요법 프

황에서 어떠한 태도를 취했었는지 생각해보게 함으로써 유일

로그램에서 대상자들이 작성한 자서전을 질적으로 분석한 연

성과 강인성을 깨닫게 하는 장점이 있다. 마지막 회기 때는 출

구[21]에서는 회기 중에 발견했던 대상자의 유일성과 긍정성,

판된 자신의 자서전을 보며 창조적 가치를 느끼고 자신의 삶을

강인성, 삶의 의미 등을 체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의미요법의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경험을 하는 것이 의미요법 자서전 쓰기

효과를 보여주었다. 의미요법의 효과를 양적인 자료의 통계적

프로그램만의 고유한 특성이다.

결과만으로 파악한다면, 대상자가 발견한 삶의 의미의 내용과

필리핀에서 개발 연구된 의미요법 독서치료(logo-biblio-

깊이를 나타내기 어려우므로 향후 의미요법 실험연구 시에 마

therapy)[17]는 중증 근무력증 환자 집단에게 주2회 8회기로

지막 회기 후 면담 과정을 추가하여 질적연구를 함께 수행할 것

제공되었는데, 독서치료의 내용이나 형식이 제시되어 있지 않

을 제안한다.

아 독서치료의 어떠한 특성이 중증 근무력증 대상자들에게 효

본 연구결과 의미요법이 성인 및 노인의 우울에 효과적인 것

과적으로 작용하였는지 알 수 없었다. 독서치료는 대상자가 주

으로 나타나 적용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어진 글을 읽음으로써 등장 인물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고 자신

분석한 일부 연구에서 정확한 통계치가 제시되지 않아 메타분

의 문제를 그 속에 대입하여 훈습(work through)할 수 있으며

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제 효과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통찰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18] 안

수 없었다. 주요우울장애, 기분저하증 등 임상적 우울 대상자

전한 방법으로 자기이해와 성찰이 가능하다. 향후 국내에서 독

에게 적용한 임상연구가 없어 모든 수준의 우울에 효과적으로

서치료의 장점을 활용한 의미요법의 개발과 다양한 대상자에

적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국어와 영어 이외의 다른 언어

게 적용한 연구가 필요하다.

로 출판된 연구결과를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본 연구결과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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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및 적용할 때 이를 감안해야 한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
하고 본 연구는 의미요법의 효과적인 회기의 횟수와 시간, 총
중재기간, 단일중재 및 병합중재의 특성 등을 분석함으로써 추
후에 이루어질 의미요법 프로그램 개발 연구에 중요한 근거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trial. Psycho-Oncology. 2010;19(1):21-28.
https://doi.org/10.1002/pon.1556
5. Breitbart W, Rosenfeld B, Pessin H, Applebaum A, Kulikowski
J, Lichtenthal WG. Meaning-centered group psychotherapy:
an effective intervention for improving psychological well-being in patients with advanced cancer. Journal of Clinical Oncology. 2015;33(7):749-754.

결

론

https://doi.org/10.1200/JCO.2014.57.2198
6. Kang KA, Kim SJ, Lyu CJ, You YG, Song MK. Development of a
CD program applied logotherapy to promote quality of life in

본 연구결과를 통해 의미요법이 성인 및 노인의 우울중재로
효과가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고 의미요법을 기반으로 다른 심
리요법 혹은 활동요법 등과 병합함으로써 적용 가능한 대상자
과 적용 방법을 다양하게 확장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의미요법이 우울중재로 구체적으로 얼마나 효과적인지

adolescents with terminal cancer.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hild Health Nursing. 2007;13(4):495-505.
7. Kang KA, Han SJ, Kim SJ, Lim YS. An integrative review of
meaning-centered intervention studies for patients with advanced or terminal cancer. Asian Oncology Nursing. 2018;18
(4):173-187. https://doi.org/10.5388/aon.2018.18.4.173

알기 위하여 메타분석을 시행하여 효과크기를 확인할 필요가

8. Kim SY, Park JE, Seo HJ, Seo HS, Son HJ, Shin CM, et al.

있다. 추후 연구에서 온라인 의미요법의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

NECA's guidance for undertaking systematic reviews and

하기 위하여 인터넷이나 모바일 사용이 익숙하고 시간 제약과

meta-analyses for intervention. Seoul: National Evidence-based
Healthcare Collaborating Agency; 2011. 271 p.

같은 이유로 치료자와의 만남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인터넷이

9. Moher D, Liberati A, Tetzlaff J, Altman DG. Preferred report-

나 모바일을 활용한 의미요법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연구를 제

ing items for systematic reviews and meta-analyses: the PRI-

안한다.

SMA statement. The British Medical Journal. 2009;339:b2535.
https://doi.org/10.1136/bmj.b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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