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소년상담학회지

Journal of Korea Youth Counseling Association
2016. Vol. 1, No. 1, 209~229

현실치료 기법*을 적용한 성적자기주장훈련
프로그램이 여고생의 자기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강 돌 순**

본 연구는 강둘순(2005)의 성적자기결정에 대한 현실치료 관점과 기술의 습득에 관한 현실치료 기법을 적용한
고교생의 성적자기결정 프로그램을 여고생의 성적 자기주장행동에 맞게 수정 ․ 보완하여 만들었다. 이 프로그램
은 현실치료 기법을 바탕으로 성적자기주장훈련이 자기자존감에 향상에 도움이 될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자가 재직하고 있는 학교의 여고생을 대상으로 성적자기주장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자기존중감 척도의
점수를 비교해 보았다. 우선 집단 간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자기존중감 사전검사 점수를 변량분석(ANOVA)을
실시한 결과, 실험집단의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사전검사와 추후검사에서 모두 유의미한 향상이 나타났다. 본 연
구에서 얻은 결론으로, 성적자기주장 프로그램은 청소년의 의사소통에 대한 성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이 프로
그램을 활용할 경우 보다 효과적으로 청소년의 성적 발달을 도모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널
리 활용하여 보다 나은 청소년기의 올바른 성적자기주장을 통하여 자기자존감을 향상시키는 기회가 주어지고,
청소년들의 요구를 보다 실제적으로 수용하는 프로그램으로 수정, 보완되는 다양한 성적자기주장 프로그램이 지
속적으로 개발되기를 기대해 본다.

주요어 : 현실치료, 성적 자기주장, 자기존중감

I. 서 론

* 한국에 현실치료를 도입한 한국심리상담연구소에서 2011년 4월 23일 기존의 ‘현실요법연구회’를 ‘한국현실치
료학회’로 개명함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현실치료 기법으로 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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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현실치료 기법을 적용한 성적자기주장훈련 프로그램이 여고생의 자기존중감에 미치는 효
과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관련된
주요 용어에 관해 정의하고, 연구의 제한점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성폭행과 같은 성피해, 미혼모 발생 등이 부쩍 늘고 있는 현상은 사회적
인 여러 요인도 있겠으나, 특히 남⋅녀 간에 일어나는 이성의 성심리에 대한 이해 부족과 성적자기결
정에 따른 성적자기주장의 미숙에서 생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청소년기의 성과 사랑의 특성
을 살펴보면, 이성교제를 하고 있는 여고생의 심리특성상 자기주장이 미숙하고 충동적으로 행동하게
될 위험성을 많이 내포하고 있다.
2013년 본 연구자가 실시한 T시 남⋅녀 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성의식 조사에 의하면, 이성친
구가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고, 이성친구와 손잡기, 팔짱끼기 등 가벼운 신체접촉은 사귀자고
말한 첫날부터 가능하고, 입맞춤은 2명중 1명 정도가 경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이와 관련 문제 상
황이 발생하여 성상담 사례를 통해서 살펴본 자료에서도 자기존중감이 낮은 여학생이 자기의 성적의사
표현을 제대로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교제시 원치 않는 성접촉을 피할 수 있는 상황적 분별력과 대응력을 발휘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행동적 측면의 성교육의 한 부분으로 성적자기주장기술은 청소년시기에, 특히 원치 않는 성경험이나
임신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여고생에게는 그 필요성이 더욱 강조 된다. 현 시점에서는, 성교육
이 단순한 성지식 전달이 아니라 여고생들에게 사례를 통한 가상 상황 체험을 해보게 하는 것이 무엇
보다 중요할 것이다. 이렇듯 여고생들이 성적 행동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 중요함을 인식하여, 원치
않는 성접촉시 이를 효과적으로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는 성적자기주장 프로그램 운영의 필요성을
시급한 과제로 느끼게 되었다.
본 연구자인 강둘순(2005)의 연구에 의하면, 현실요법을 적용한 고교생의 성적 자기결정 프로그램이
성적자기결정에 대한 현실치료 기법의 관점과 기술의 습득 즉, 외부통제의 신념과 행동습관의 제거와
선택이론의 이해와 생활화를 통한 관계형성 능력 신장을 중심으로 성적자기결정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박영선(2009)의 현실요법을 적용한 성적의사결정 집단상담 프로그램
이 고교생의 성적자기주장행동에 미치는 효과연구에서도 성적자기주장 프로그램은 청소년의 의사소통
에 대한 성교육 프로그램으로 활용 할 경우 보다 효과적으로 청소년의 성적 발달을 도모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요구를 보다 더 실제적으로 수용하는 입장에서, 위의 두 논문을 바탕
으로 여고생의 성적 자기주장행동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한 학급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해보고
자 한다. 이는 현실치료 기법을 적용한 성적자기주장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지금까지 자신과
타인에게 주로 사용해 온 외부통제 행동습관들을 제거하고 그 대안으로 내부통제 행동습관을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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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를 체험하면서 행동습관이 자신에게 배이도록 하면 학생의 자기존중감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
라 여겨진다. 자기주장이나 자기존중감과 관련된 연구들은 대다수 특정집단을 대상으로 집단상담을 한
것으로, 학교 교육현장에서 교육 및 예방과 상담차원에서 전체 학급 학생을 대상으로 그 효과를 검증
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 스스로의 문제를 이해하고 바람직한 행동을 스스로 결정하며, 이를
책임감 있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인 현실치료 기법의 원리를 학습시켜, 성적자기결정에 따른 성적자기
주장이 자기존중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실증적으로 검토하여 그 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그
리고 이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모색하는 등 청소년 성문제의 현실적인 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현실치료 기법을 적용한 성적자기주장훈련 프로그램이 여고
생의 자기존중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로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현실치료 기법을 적용한 성적자기주장훈련 프로그램이 여고생의 자기존중감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가?

참고로, 본 연구에서 주요한 변인으로 사용되는 성적자기주장, 자기존중감에 대해 그 의미를 소개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적 자기주장이다. 자기주장이란 자신이 진정으로 상대방에게 주장하고 싶은
것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을 말하는데, 일부 국내 연구나 문헌에서 assertive training을 자기표현 훈
련 혹은 자기주장 훈련으로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향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성과 관련하여 개인의 주
장과 관련성이 더 깊으므로 자기주장과 연관 지어 정의 내렸다.
둘째, 자기존중감이다. 자기존중감이란 자기개념의 평가적 요소로서, 이는 자신에 관한 부정적 혹은
긍정적 평가와 관련된 것으로서 자기 존경의 정도와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정도를 의미
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여고생이 자신에 대해 느끼는 주관적인 지각정도를 말한다.
셋째, 현실치료(reality-therapy)이다.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타인이나 외부 상황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선택한다는 가정에서 출발하는 현실치료인데 이는
William Glasser(1998)의 선택이론으로 체계화되어 인간 생명체를 하나의 통제 체계로 보고, 인간의 행
동 및 정서는 개인의 통제 하에 있으며, 인간의 행동은 욕구의 충족을 위해 선택되고, 인간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통제력과 책임감을 갖는다고 한다.
또한 본 연구의 몇 가지 제한점을 제시하면, 첫째, 본 연구의 표집 대상이 경상남도 T시 소재 1개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으로 구성되었고, 관광산업이 발달하여 성에 다소 개방적인 지역특수성을 고려
한다면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다소 주의가 요구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남⋅녀 혼성학교
에서의 외현적인 간접 성행동의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집단프로그램 시작과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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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 사전검사, 사후검사 및 프로그램 종료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추후검사를 실시했으나 본 연구에
서 활용한 현실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단기간의 효과만을 가지고 검증한 것이다. 그러므로 지속성
에 대한 추후 처치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의 효과를 실험 집단원의 자기
보고식 질문지와 연구자의 주관적인 평가에 의존하여, 외현적인 행동의 측면을 직접 측정하지 못할 것
이므로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다소 주의가 요구된다. 다섯째, 본 연구는 연구자가 실험을 직
접 하는데 따른 실험자 효과(experimenter effect)가 연구결과에 효과를 끼칠 수 있으므로 연구자와 실
험자를 달리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될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본 장에서는 연구의 목적에 따라 성적자기주장훈련이 여고생의 자기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근거로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그리고 성적자기주장, 자기존중감, 현실치료 기법의
선행연구의 고찰과 현실이론의 집단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연구의 가설을 제시한다.

1. 성적자기주장
1) 자기주장 개념
웹스터 사전에 의하면 주장(assertion)이란 “긍정적으로, 확실하고 솔직하게, 또는 강하게 말하거나
주장하는 것”을 의미한다(Fensterheim와 Baer, 1975).

2) 성적자기주장훈련 관련의 선행연구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진 합리적 이기주의 관점에서 본다면 성접촉은 인간행동으로서 인간의 자유의
지에 의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그러나 장순복, 김소야자, 한인영, 박영주(2000)의 전국의 십대여학생
12,733명과 미혼모 146명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보호위원회의 보고서인 십대 여성의 임신 실태 및 예
방대책에서 성접촉, 성교, 임신, 유산 등을 경험하는 여성들은 이러한 경험을 하지 않은 10대 여성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성적자기주장훈련 정도가 낮았다.
청소년 자신들이 주장하는 원치 않는 성교와 임신예방법으로 자기주장 능력 향상을 가장 우선시 하
였고, 그 다음으로 사실적이고 감성적 성교육과 남성을 위한 성교육을 강력하게 제안하였다. 이는 성적
자기주장훈련이 십대 여학생의 성교나 임신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방법이자, 가장 취약한
부분이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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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선경(2000)의 이성교제를 하는 십대여학생의 성접촉과 자아존중감⋅자기주장의 관계 연구에
의하면, 이성교제를 하는 여학생들 중에 성접촉을 경험한 군의 성적자기주장훈련 정도가 성접촉을 경
험하지 않는 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낮았으며, 성접촉이 손잡기, 어깨동무, 가벼운 뽀뽀, 키스, 가슴만지
기, 성기만지기, 성관계하기 등의 수준이 심화됨에 따라 성적 자기주장 정도는 더욱 유의하게 낮았다.
반면에, 박숙영(2002)의 자기표현훈련 프로그램이 자기표현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연구에서 자
기표현훈련으로 자아존중감이 높아지고 또한 자기표현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주장이란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쾌하게 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하여 자신
의 느낌이나 감정, 견해 등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능력으로서 자기 주도적인 개념이다(Galassi, 1977).
그 중에서도 성적자기주장훈련은 성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몸에 대해 주인의식을 갖고 자기감정의 균
형, 자신의 이득, 자신의 자부심, 사회적으로 떳떳함 등을 추구할 수 있는, 자율성을 행사 할 수 있는
것으로 원치 않는 성접촉 상황에서 자신의 느낌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이선경 2000, 재인
용).
성적자기주장훈련은 효과적인 의사소통기술이며 여고생들이 이성교제 상황에서 원치 않는 성접촉을
피할 수 있도록 상황적 분별력과 대응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행동적 측면의 성교육의
한 부분이다. 김상순(1998)의 자기표현훈련 프로그램이 여고생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연구에서
자기주장 능력은 자기 자신을 높이 평가하는 자아 존중감과 연관되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는 자
신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향상되어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 성적자기주장훈련능력은 자신의 성 건강을 돌
보는 자율적인 건강행위로 보며(WHO, 1995) 이는 반복적으로 학습되고 훈련되는 본 프로그램의 구성
내용으로 유용하리라고 본다.

2. 자기존중감
1) 자기존중감의 개념
Coopersmith(1967)는 자기존중감이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가지고 있는 평가로써 자
신을 인정하는 태도나 불신의 태도를 나타내며 자신의 능력, 성공, 중요성, 가치 등을 믿는 정도를 말
하고, 한 인간의 자기존중감은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태도로 표시되는 가치에 대한 판단으로 명백
한 표현 등에 의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주관적인 경험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는 자기존중감의 수준
을 3단계로 나누어서 그 특징을 기술하고 있는데, 자기존중감이 높은 사람이 자기 자신과 타인을 잘
수용하며 주위환경이나 사회적 관계에 잘 적응하여 자신감과 성취감이 높아 긍정적인 삶을 살고 있다
고 한다. 그러나 자기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며 모험을 하는 일이 적고 타인에 대한 필
요 없는 신경과 의존심이 많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다고 한다. 또한 자신을 쓸모없고 무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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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고 생각하여 열등감에 빠지고 매사에 소극적인 생활태도를 지닌다고 하였다.
Rosenberg(1965)는 자기존중감을 하나의 특별한 객체, 즉 자기에 대한 긍정 또는 부정적인 태도로
정의하였다. 높은 자기존중감이란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인식하고 자신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감을
가질 때만 유지되며 낮은 자기존중감은 자신을 가치 없고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Rosenberg(1979)의 정의를 바탕으로 자기존중감이란 개인이 자신에 대하여 갖고 있는
주관적인 가치판단 또는 평가와 관련된 것으로서 자신에 대한 존경의 정도와 자기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는 정도를 말한다.

2) 자기존중감 관련의 선행연구
Erikson(1963)에 의하면, 청소년기에 들어서면서 안정된 사회적, 성적, 직업적 정체감이 확립되는 긴
과정이 시작됨에 따라 자기존중감의 결정요소가 변화된다고 하였다. 예컨대, 자신에 대하여 좋게 느끼
고, 사회적 또는 직업적 정체감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는 학생들은 부모, 교사,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
과 우호적으로 지내며, 상호 지지하는 관계를 맺는다고 하였다(Coopersmith, 1991; Harter, 1990).
집단상담과 자기존중감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김경희(2003)의 연구에서는 현실요법 집단상담
이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검정에서 자존감이 집단 전보다 집단 후에 향상되었음을 보
여주었다. 또한 이미혜(1997)의 현실요법 집단상담이 내적 통제성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연구에
서 집단 후 자존감이 향상 되었다고 보고 하고 있어, 청소년시기의 자기존중감은 청소년이 자아를 인
지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역할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수행하는지에 대한 자기 평가 의해서도 형성된다.
이 같은 자기평가는 타인에 의해 자신이 어떻게 평가받느냐에 대한 관점도 잠재적으로는 포함된다. 개
인의 자아가 발달하면서 타인으로부터 긍정적인 자존감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증대되고, 그 욕구는 자
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변화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외국의 선행연구를 분석해 보면, Rogers(1969)는 왜곡된, 낮은 자기존중감을 가진 자가 솔직
성,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 공감적 이해 등을 경험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크게 성장할 수 있다고 하였
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볼 때 집단상담은 자기존중감이 향상되어 자신에 대한 개념, 가치의 변화와 타
인과의 관계에 집단상담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최근에는 자기와 타인의 평가를 포함
하여 자기존중감 수준을 개인의 기질적인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파악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효율적인 성적자기주장훈련이 자기존중감의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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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실치료 기법의 고찰
1) 현실치료
현실치료 기법은 선택이론의 원리를 적용한 것이다. 즉 선택이론에서는 우리가 외부적인 것에 의해
서가 아니라 내부적인 것에 의해서 동기화된다고 가르친다. 따라서 우리의 기본욕구를 충족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믿는 행동들을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라고 본다. 자신의 삶이 좋든 나쁘든, 행복하든 불
행하든 간에 대부분 자신이 선택한 산물이다. 그러므로 선택이론에서는 자유과 책임감의 개념을 강조
한다. 현실치료 기법은 이러한 선택이론의 개념을 적용하여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으며, 그들이 원
하는 바를 얻기 위하여 현재 그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 무엇인가를 점검하고 이 행동의 효율성을 평가
하게 하는 질문을 포함시키는 절차를 포함한다. 일단 자신의 현재 행동이 가장 효율적인 것은 아니며
다른 책임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들은 더 나은 효율적인 행동을 택하게 되며
더 좋은 결단을 내리게 된다. 비록 비효율적인 행동일지라도 현재 선택한 행동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은 어렵다. 여기에는 많은 어려운 노력과 헌신, 신념 그리고 새로운 행동에 대한 모험이 뒤따르게 된
다.
현실치료 기법의 절차는 바램(want), 하고 있는 일(doing), 자기평가(self evaluation), 계획하기(plan)
등의 요소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과정에서 제기되는 5가지 일련의 질문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당신이
하고 있는 것이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데 도움이 되는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실행해 볼만한 다른
대안은 무엇인가, 가장 먼저 실행해 보고자 하는 대안은 무엇인가, 언제 실행하려 하는가 등이다. 현실
치료 기법 절차의 각 과정은 구성원간의 우정과 보호 그리고 신뢰의 관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Glasser(1990)는 누구든지 선택이론과 현실치료 기법을 이해함으로써 의식이 있는 한 책임 있는 인간
이 될 수 있고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고 자기 삶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한다. 현실
요법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가지 삶의 현장에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이론과 방법을
익혀서 성숙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에 목표를 둔다. 그러한 지향 때문에 현실
치료 기법과 그 방법의 주축이 되는 선택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청소년들이 자신의 몸에 대한 주인의
식을 갖고 자기감정의 균형, 자신의 이득, 자신의 자부심, 사회적으로 떳떳함 등을 추구할 수 있는 자
율성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원치 않는 성접촉 상황에서 자신의 느낌을 표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성적자기주장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프로그램의 목적은 청소년들이 이성간의 성접촉 상황에서 자기감정의 적절한 표현과 자기주장적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자기관리를 효율적으로 하여 책임성 있는 태도를 정립하여 행복한 삶
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즉, 타인과 관계할 때 상대의 욕구를 방해하지 않고 서로 간에 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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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루어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므로 결국에는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건강한 삶의 자세를 갖
도록 하는 것이다.

2) 현실치료 기법과 성적 자기주장훈련과의 관계
현실치료 기법가인 Thatcher(1983)와 Wubbolding(1984)은 현실요법을 기존의 자기주장훈련에 보완적
으로 결합시킬 때 보다 효과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기존의 자기주장훈련은 각 개인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동기유발이 어렵고 자신이 한 행동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자기주장적인
행동인지를 평가하고 선택한 행동의 결과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자기주장훈련 방법에 현실요법적인 방법을 통합 적용하는 성적자기주장훈련이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예상된다.
김경희(1996)도 자기표현, 진로탐색, 학습전략 등의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현실요법을 적용한 행동선
택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실시한다면 프로그램의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하였다. 적절한
선택을 통해 자기통제의 방법을 배우면 문제를 비난하는 대신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에너지를 사용
하게 된다. 자기통제력의 증가는 Glasser가 주장하는 책임감의 증가를 가져온다.
Glasser(1998)는 책임감을 ‘다른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능력을 빼앗지 않고 자신
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는 타인의 욕구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생
각과 느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자기주장행동이 바로 자기 통제에 의한 책임감 있는 행동임을 시사한
다.
또한 Glasser(1965)는 현실치료 기법이 아동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경미한 정서적 혼란에서 어떤 종
류의 심리적 문제를 가진 사람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 Glasser의 선택이론에서는 불안의 개
념을 허용하지 않으며 본질적으로 사람을 통제하기 위하여 자신이 선택한 행동으로 본다. 남일호
(1996)는 선택이론의 이해를 통해서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이 내적 통제에 의한 선택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게 되면 갈등상황에 직면했을 때 외부에 책임을 귀인하거나 도피하거나 불안해하는 소극적
인 문제 대처유형에서 적극적인 행동선택을 하게 되며 이로 말미암아 불안이 감소하였다고 주장하였
다. 그러므로 비자기표현의 정서적 원인 집단의 경우 현실요법을 적용한 자기주장 집단상담이 더욱 효
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현실치료 기법을 적용한 고교생의 성적 자기결정 프로그램 개발과 그 효과연구(2005, 강둘순)에서 현
실치료 기법을 적용한 고교생의 자기결정에 참여한 실험집단의 고교생이 통제집단의 고교생에 비해 성
적 자기의사결정 능력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 <.001). 이는 성적인 문제를 자기 의사로 결정되
었을 때 그만큼 자기주장도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존 자기주장훈련 방법에 질적인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현실치료 기법적인 방법을 통합
적용하면 성적자기주장훈련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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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실치료 기법과 자기존중감의 관계
현실치료 기법은,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타인이나 외부 상황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
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선택한다는 가정에서 출발하므로, 이 기법을 잘 이해하고 적용할시 이성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지배당하거나 지배하지 않고 평등하고 주체적인 관계를 만들
어 갈 수 있는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결국 자신의 질적인 삶을 위해 선택하고 결정하
는 능력인 성적 자기결정능력과 그 기본 요소인 성적 자기주장과 자기존중감을 신장할 수 있는 접근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자기주장이란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쾌하게 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하여 자
신의 느낌이나 감정, 견해 등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능력으로서 자기 주도적인 개념이라 볼수 있다..
그 중에서도 성적자기주장훈련은 성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몸에 대해 주인의식을 갖고 자기감정을 균형
있게 자율성을 행사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의사소통기술이다. 그리고 이성교제 상황에서 원치 않는 성
접촉을 피할 수 있도록 상황적 분별력과 대응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행동적 측면의 성
교육의 한 부분이다.
우애령(1994)은 현실치료를 통해 책임성이 학습되면 욕구충족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내
적 통제성이 상승되고 선택의 개념을 받아들이게 되며, 그 결과로 부적응증이 감소되고 자아 존중감이
상승되어 효율적으로 문제 집중적 대처를 실제 상황에서 잘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청소년기에 있는 여고생들에게 현실치료 기법을 적용한 활동 중심의 성적자기주장훈련 프로
그램을 바탕으로 한 성적자기주장에 대한 체험적인 지식을 갖게 하는 것은 그들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가꾸어 가는데 있어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4. 연구가설
본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및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현실치료 기법을 적용한 성적자기주장훈련 집단
상담 프로그램이 여고생의 자기존중감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
하였다.

가설 1. 현실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여고생은 참여하지 않은 여고생에 비해 자기존중감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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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본 장에서는 연구의 목적에 따라 연구 대상의 선정과 실험 설계, 연구에 사용할 연구도구,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을 소개한 연구 절차, 자료처리 순으로 연구방법을 기술하
고자 한다.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연구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상남도 T시의 남·녀 혼성고등학교 1학년 2개 학급을
대상으로, 1개 학급 35명을 실험집단으로 삼고, 나머지 학급의 35명 학생을 통제집단으로 총 70명의 학
생들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설계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설계는 사전-사후검사 통제집단 설계(Pretest-Posttest control
Group Design)이다(Campbell & Stanley, 1963). 독립변인의 성적자기주장훈련을 위한 실험처치에 앞서
종속변인인 자기존중감을 측정하는 사전검사를 실시하고, 실험집단에 10주 동안에 걸쳐 50분씩 10회의
실험처치를 한 다음, 실험처치가 끝난 직후 사후검사를 실시하여 종속변인을 측정하였다. 그리고 나서
한 달 후에 프로그램의 지속 효과로 추수검사를 실시하여 종속변인을 다시 측정하였다.

3. 연구도구
본 절에서는 연구에 쓰인 도구인 성적자기주장훈련 프로그램, 자기존중감 검사를 기술한다.

1) 성적자기주장훈련 프로그램
본 연구에 사용한 성적 자기주장능력 측정도구로는 여성 민우회에서 개발한 성적 자기결정 능력 점
수(Korean Women Link, 2001) 15문항과 장순복 외(2000)이 개발한 7문항을 이선경(2003)이 수정, 보완
한 22문항의 5점 척도로 얻어진 점수의 합을 말한다. 원하지 않는 성적인 접촉을 상대방이 시도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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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잘 표현하여, 이를 잘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인 성적 자기주장 능력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22점에서 최고 110점으로 점수의 합이 높을수록 성적자기주장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
뢰도 Cronbach α 계수는 이선경 등(2003)의 연구에서 .86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22문항을 1, 2번은 1, 3번은 2, 4, 5번은 3으로 각각 3점 척도로 변환하였으며, 설문지
문항 3, 4, 6, 7, 8, 16, 17, 18은 역점수로 환산하였다. 최고점 66점에서 최하점 22점으로 점수의 합이
높을수록 성적자기주장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 22점에서 44점은 하, 45점에서 55점은 중, 56점에서 66
점은 상으로 중, 상의 점수차는 11점, 하는 22점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의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는 Cronbach α = .82로 나타났으므로, 본 연구의 측정
도구는 신뢰할만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2) 자기존중감 척도
자기존중감 척도(Self-esteem scale)는 개인의 자기존중감 즉, 자기존중 정도와 자아승인 양상을 측정
하는 검사이다. 본 연구에서는 여고생의 자기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Rosenberg(1967)의 자기존중감 척
도(Self-Esteem Inventory: CSEI)를 백지숙(2000)이 번안‧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자기존중감이 특정 영역에 국한되지 않는 일반적 특성인 자신감, 자기 가치감, 자기평가
등을 포함하는 단일 차원의 질문지로서, 본 척도의 내용은 긍정적 자기존중감 5문항과 부정적 자기존
중감 5문항 등 모두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 범위는 최저 10점에서 최고 40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검사지의 신뢰도 척도 Cronbach' α = .82 이었다.

4. 실험내용 및 절차
1) 사전검사
본 연구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인 경상남도 T시의 남⋅녀 혼성학교 1학년 2개 학급을 대상으로, 1
개 학급 35명을 실험집단으로 삼고, 나머지 학급의 35명 학생을 통제집단으로 총 70명의 학생들을 대
상으로 실시하였다.
프로그램 시작 일주 전에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여 이해도를 높이고 자기존중감 검사(10문항)를 실시
하였는데, 어려운 단어나 어휘, 이해가 가지 않는 문항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도록 허락하였다.

2) 성적자기주장훈련 프로그램 실시
본 연구의 실험은 실험집단 35명을 대상으로 10주간 총 10회의 성적자기주장훈련 프로그램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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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각 회기는 50분으로, 통제집단에 대해서는 아무런 처치도 실시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성적자기주장훈련 프로그램은, 이론적 배경에서 고찰한 현실치료 기법과 선택이
론의 기본 정신에 바탕을 두면서 Wubbolding의 상담절차와 집단상담에서의 현실치료 기법의 적용에
대한 진행단계, 그리고 Glasser의 현실치료 기법을 적용한 집단상담과정 8단계, 기존의 자기주장훈련
프로그램들을 고려하였다.
강둘순(2005)의 현실치료 기법을 적용한 성적자기결정 프로그램을 참고로 하여 여고생들의 언어 수
준과 생활장면을 고려하여 성적자기주장훈련 프로그램으로 본 연구자가 제작 ․ 정리한 것이다. 현실치
료 기법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교육과 시범, 활동, 소그룹 조별 토의, 과제 순으로 진행하였으며 프로그
램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 1과 같다.

(1) 현실치료 기법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구성과 내용
본 연구에서는 현실치료 기법을 바탕으로, 성적 자기주장훈련의 필요성에 근거하여 한 회기씩 그와
관련된 성적 자기주장행동과 자기존중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프로그램의 초기단계에는 현실치료 기법의 상담 가꾸기에 중점을 두어 서로 친밀감과 참여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촉진단계에서는 현실치료 기법의 핵심요소인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좋은 세계의 탐색, 전행동, 선택
과 책임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하여 개인적 힘의 증대를 꾀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자신에 대한 긍정적
느낌과 타인이해, 성적 자기표현행동을 방해하는 정서적 요소인 불안을 줄이고자 하였다.
작업단계에서는 변화를 위한 행동절차로 성적 자기주장훈련 프로그램의 핵심 요소인 성관련 자기표
현행동, 요청하기, 거절하기, 나-전달법 등의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타인의 욕구충족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성관련 자기주장행동을 찾
고 역할연습을 통한 행동적 변화를 가져오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WDEP 상담절차를 각 회기별로
적용하여 구체적인 계획세우기에 중점을 두어 강한 행동적 동기유발을 꾀하였다. 그리고 성적 자기주
장훈련에 중점을 두어 역할연습과 행동시연을 포함한 활동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종결단계에서는 실천의지를 다짐하는 긍정적 피드백을 통하여 실생활에서 성적 자기주장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동기를 강화하였다.
각 회기마다 상담 환경 가꾸기와 변화를 위한 행동절차가 함께 지속적으로 어우러지도록 핵심주제
를 강조하고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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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현실요법을 적용한 성적자기주장훈련 프로그램
회수

주 제

내 용

1

◦ 즐겁게 참여해요!
∙ 잘하는 것, 되고 싶은 것
∙ 내 감정 알아차리기
- 감정릴레이게임

▣ 프로그램 소개 및 활동 안내
- 별칭 짓기 및 자기주장관련으로 자신을 좀 더 길게
소개하기
- 감정을 나타낸 그림을 보고 표정전달 릴레이 게임

2

◦ 마음속으로 여행을 떠나요!
∙ 나의 욕구와 원함
- 나를 행복하게 하는 나의 것
∙ 이성교제, 해도 괜찮을까요?
- 나의 이성교제 능력은 몇 점?

▣ 성적자기주장훈련 행동의 기초
- 이성교제시의 성적 상황(Brain storming)
- 이성과 사귈 때 가능한 성적 행동은?
(손잡기-어깨 손얹기-키스-애무-페팅-성교)

3

◦ 원하는 세계와 현실세계는 달라요!
∙ 좌절과 불행
∙ 사랑일까 열정일까
- 흔히 사귀는 이성과 이성친구의 차이점

▣ 성적자기주장훈련행동 : 시범실습Ⅰ
- 원하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알기 :
- 과연 여자 친구도 나와 같은 정도의 친밀감을 원할
까?

4

◦ 선택과 책임!
▣ 성적자기주장훈련행동 : 시범실습Ⅱ
∙ 내가 행복할 때와 내가 속상할 때 나타나
- 전행동(생각, 행동, 감정, 생리작용) 알기 : 선택 가능
는 신호
한 나의 행동
∙ 나는 싫어!(거부 vs 동의)
- 내가 만약 이런 경우라면?

5

6

◦ 자기표현행동을 선택해요!
∙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행동 계획
∙ 사랑게임
- 키스에 대한 남녀 생리적 반응 차이

▣ 성적자기주장훈련행동 : 역할연기 Ⅰ
- 원하는 것과 전행동 : 행동계획
-‘No’혹은‘Yes’라고 말하기 위해 알아야하는 것
은?
- 남자친구와 관계 유지하면서 성접촉을 방지하는 방
법

◦ 요청하고 거절해요!
∙ 잘 되었던 일 계속하기
∙ 나만의 Ting 규칙 만들기

▣ 성적자기주장훈련행동 : 역할연기 Ⅱ
- 원하는 것과 전행동 : 사진의 탐색 : 마음속에 있는
이성에 대한 아름다운 사진, 행복사진첩
- 부탁하고 거절하기(상황 I, II, III제시)

7

◦ 나의 문제를 말해요!
▣ 성적자기주장훈련행동 : 역할연기 Ⅲ
∙ 우리는 해결할 수 있어요(나-전달법)
- 나의 선택과 책임 : 책임감 기르기
∙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을 하게 되는 경우
- 성적의사결정 내리기 5단계 전법
일어날 수 있는 일들
- 개별 어려운 성적자기주장훈련 장면을 역할 연기

8

◦ 욕구를 조절해요!
∙ 나의 삶
∙ 이성친구가 성관계를 요구해요!

▣ 성적자기주장훈련행동 : 역할연기 Ⅳ
- 행동선택과 계획
- 최근상황 어려운 성적자기주장훈련 장면 연기

◦ 자기주장행동을 실천해요!
∙ 위험한 상황을 막기 위한 의사소통방법

▣ 성적자기주장훈련의 효과
-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신뢰하기
- 긍정적인 자신의 생각과 느낌 표현하기(칭찬)
- 상대방 상처주지 않고 성적자기주장훈련하기(거절,비
판)
- 타인의 칭찬과 비판을 상처입지 않고 수용하기

◦총평
∙ 긍정적인 피이드백 교환하기

▣ 새로운 각오
-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데이트 방법 모색하기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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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후검사 실시
성적자기주장훈련 프로그램의 전 일정을 모두 수료한 일주일 후 사전검사와 동일한 대상과 방법으로
자기존중감 검사를 실시하였다.

4) 추후검사 실시
성적자기주장훈련을 받은 실험집단의 실험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사후검사
가 끝난 30일 후에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사전검사와 동일한 자기존중감 검사를 본 연구자의 지도로
실시하였다.

5. 자료처리
집단의 측정도구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SPSS/WIN 22.0 Program을 사용하였다. 가설을 검증하는 방
법으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 검사의 차이를 통제한 상태에서 두 집단의 사후검사의 차이를 가
지고 변량 분석을 실시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을 검증하고 현실치료 기법을 적용한 성적
자기주장훈련 프로그램이 여고생의 자기존중감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Ⅳ. 연구결과
1. 동질성 검사
1) 자기존중감 검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을 검정하기 위하여 자기존중감 사전검사를 실시를 실시한 결과 두
집단의 평균, 표준편차 표 2와 같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기존중감 득점의 사전검사 결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에는 유의미한
차가 없다(P< .05). 그러므로 성적자기주장훈련을 실시하기 전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의 자기존중감
수준은 동질적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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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동질성 검정
실험집단(n=35)
변

자기존중감
*

통제집단(n=35)

인
M

SD

M

SD

77.18

10.70

79.73

9.59

t

자유도

2.412*

301

P < .05

2. 성적자기주장훈련 프로그램이 자기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1) 집단간 사전-사후검사 비교
성적자기주장훈련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실험집단(n=35)과 통제집단(n=35)으로 나눈 뒤,
프로그램 실시 전과 실시 후에 측정한 자기존중감 점수 득점의 집단 간 평균과 표준편차를 비교해 보
았다. 실험집단 사후검사의 평균이 통제집단의 사후검사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자기존중감 사전검사 득점을 변인으로 하
고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자기존중감 사전, 사후검사 점수를 비교하는 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변
인의 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자기존중감 사후검사 점수를 비교해 본 결과, 실
험집단의 사후검사 득점이 통제집단의 사후검사 득점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3과 같다.

표 3.
자기존중감 사전-사후검사의 평균 및 표준편차
실험집단(n=35)
변

인

자기존중감

사전

통제집단(n=35)
사후

사전

사후

M

SD

M

SD

M

SD

M

SD

77.18

10.70

84.79

9.40

79.73

9.59

71.50

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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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단내 사전-사후-추후검사 비교
자기존중감 향상 효과의 변화를 시간의 추이에 따라 살펴보기 위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검
사와 사후검사, 프로그램 종결 한 달 후의 추후검사 점수에 대해 대응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
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자기존중감 사전-사후-추후 검사의 비교
사전
변인

자기
존중감
*

사후

추후

집단

t
M

SD

M

SD

M

SD

실험

77.18

10.70

84.79

9.40

84.83

8.25

-2.91*

통제

79.73

9.59

71.50

9.03

71.21

8.98

2.15

P < .05, t = 사전-사후 비교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험집단의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점수를 비교한 결과, 자기존중감 변인에
서 유의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사전검사와 추후검사 점수에서도 유의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성적자기주장훈련을 받은 실험집단의 실험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사후검사와 추후검사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는 사후검사가 끝난 30일
후에 실시했을 때는 프로그램에 대한 기억이 옅어짐으로 유사 프로그램이라도 반복적으로 실시하면 효
과를 지속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여겨진다. 한편 통제집단의 자기존중감 변인의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사전검사와 추후검사, 사후검사와 추후검사를 비교해 보면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 않다.

Ⅴ. 논 의
본 연구는 성적자기주장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여고생을 대상으로 현실치료 기법을 적용한 성적자기
주장훈련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자기존중감 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여고생들이 자신의 성건강을 스스로 돌볼 수 있게 하여 바람직한 성행동을 스스로 결정하
며, 이를 책임감 있게 실천할 수 있도록 실제 학교 현장에서 보편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사회장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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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치 않는 성 접촉 및 임신 등의 여고생 성문제의 예방적인 대책차원으로, 보다 능동적이고 실제적
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의 기초 자료를 제시하는데 의의를 갖고자 하였다.
장순복외(2000)의 십대 여성의 임신 실태 및 예방대책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이성교제를 하고 있거나
이성교제를 한 경험이 있는 여학생이 이성교제를 하지 않는 여학생보다 자기존중감이나 자기주장 능력
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는, 급격히 변화하는 자신의 성적인 신체, 심리적인 변화와 사회
적인 성가치관의 혼돈 속에서, 청소년들 자신의 성적인 감정이나 욕구를 표현하는 것에 훈련되지 않았
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현실치료 기법을 적용한 성적 자기주장훈련 프로그램은 성적자기표현이 취약한 여고생들에게 자기
존중감 향상으로 타인의 욕구 충족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자기표현 방법
을 익혀서, 각자가 자기의 행동에 대한 자율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창조적인 삶을 선택하며 원만한 대
인관계를 형성하여 행복한 미래를 열어가도록 도움을 주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에 기초해서 본 연구는 청소년의 발달 단계에 적합하고,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성적
자기주장 프로그램을 활용함으로써 여고생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성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우리 사
회의 특수한 제도나 사회풍토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성적자기주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자존감 향상을
돕는데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
학교의 여고생을 대상으로 현실치료 기법을 적용한 성적자기주장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자기존중감
척도의 점수를 비교해 보았다. 우선 집단간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자기존중감 사전검사 점수를 변인
으로 하여 변량 분석(ANOVA)을 실시한 결과, 실험집단의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사전검사와 추후검사
에서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한 결과를 보였으며, 프로그램의 적용이 성적 자기존중감 능력을 상승시키
는 것으로 나타났다(P< .05.).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의 만족도 평가는 도움됨, 매우 도움됨의 빈도와 비
율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권성혜, 이수연(2005)의 자아존중감 훈련프로그램이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고 하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즉, 현실치료 기법을 적용한 성적자기주장훈련 프로그
램의 경험이 여고생의 자기존중감 향상과 성적자기주장력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후검사와 추후검사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프로그램의 효과가 안
정적으로 지속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성행동적인 면의 특수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 얻은 결론으로, 성적자기주장 프로그램은 청소년, 특히 여고생의 의사소통에 대한 성교
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이 프로그램을 활용할 경우 보다 효과적으로 청소년의 성적 발달을 도모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널리 활용하여 보다 나은 청소년기의 올바른 성적자기주장을 통하
여 자기자존감을 향상시키는 기회가 주어지고, 청소년들의 요구를 보다 실제적으로 수용하는 프로그램
으로 수정, 보완되는 다양한 성적자기주장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기를 기대해 본다. 따라서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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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의 성적자기주장에 대한 보다 과학적이며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의 연구가 행해져야 하며,
좀 더 심도 깊은 건설적인 논의가 더욱 활발히 행해져야 한다.
이상의 연구 논의와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를 더 보완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제언해보면, 첫째, 이 프
로그램은 여고생들에게 성과 관련하여 지식전달과 자존감향상으로, 현실적으로 가장 취약한 부분인 자
신의 의사를 분명히 하여 원치 않는 성경험이나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시도하였으나, 프
로그램의 효과검증 측면으로 보다 나은 남, 녀 청소년기의 성적자기주장력 향상을 위해서 수요자의 요
구를 보다 실제적으로 수용하고, 전체 성교육 프로그램 실행에 의한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꾸준히 수
정·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이 연구 결과로는 일단 형성된 자기주장 능력이 얼마나 장기간 유지될 수 있는가 하는 교육의
지속성에 대한 추후효과를 알 수 없다. 따라서 후속연구를 통하여 교육효과의 지속성에 대한 연구와
성적자기주장력의 강화를 위한 재교육의 시점을 찾아보는 것이 의미 있을 것이다.
셋째, 단기간을 이용해 프로그램을 진행하다보니 한 회기에 다소 많은 양을 다루는 바람에 학생 상
호간 의견 교환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학생들은 경험보고서나 인터뷰에서, 다른 학생들의 의
견이나 발표 내용에 대해 많은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또한 그것에서 자존감 향상에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장기간을 이용하여 학생 상호간의 활동을 충분히 활용한 성
적 자기주장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
자신의 일상생활을 조절할 수 있고,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과 관련하여 내린 선택이 존중받고,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는 가치 있는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질 때, 더 의미가 있는 인생이 될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성적자기주장력에 대한 보다 과학적이며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의 연구가 행
해져야 하며, 건설적인 논의가 더욱 활발히 행해져야 한다. 청소년의 모든 행동과 마찬가지로 성행동
주장과 결정에 관련하여서도 결정된 결과 이상으로 그러한 결정에 이르는 과정의 존중은 청소년의 성
장에 보다 유용한 경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강둘순(2005). 현실요법을 적용한 고교생의 성적 자기결정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권성혜, 이수연(2005). 자기성장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대인관계 향상에 미치는 효과. 대
구한의대학교 학생생활연구, 제10집, pp 97-112.
김경희.(2003). 현실요법 집단상담이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26 -

강둘순 / 현실치료 기법을 적용한 성적자기주장훈련 프로그램이 여고생의 자기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김상순(1998). 자기표현훈련 프로그램이 여고생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미치는 효과. 건국대학교 사회과
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인자 역(2001.). 당신의 삶은 누가 통제하는가(제4개정판). 서울: 한국심리상담연구소(원저 1984 출판)
김인자, 우애령 역(2003). 행복의 심리(제2판) 서울: 한국심리상담연구소.(원저 1998 출판)
남일호(1996). 대학생의 불안감소에 미치는 현실요법 프로그램 효과.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숙영(2002). 자기표현훈련 프로그램이 자기표현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
문.
박애선 역(2001). 21세기와 현실요법. 서울: 시그마프레스(원저 2000 출판)
박영선(2009). 현실요법을 적용한 성적의사결정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고교생의 성적자기주장행동에 미
치는 효과. 경남대학교.
여성민우회(2001). 성적 자기결정 능력 점수(Korean Women Link)
우애령(1994). 현실요법을 적용한 집단사회사업 프로그램 개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미혜(1997). 현실요법 집단상담이 내적 통제성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
문.
이선경(2003). 이성교제를 하는 십대여학생의 성접촉과 자아존중감 ․ 자기주장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장순복(2003). 여고생의 성적 자기주장 프로그램 참여 효과. 대한간호학회지, 제33권, 제5호.
장순복, 김소야자, 한인영, 박영주 (2000). 십대 여성의 임신실태 및 예방대책. 서울: 청소년보호위원회.
최민영(1995). 현실치료 집단상담이 여고생의 자기존중감 향상에 미치는 효과.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형심, 강만철(2001). 자기표현훈련이 여고생의 자아존중감 및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 교육연구
14(1), 23-47.
홍경자(1998). 자기표현력 및 주장력 향상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한양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대학
생활연구, 제6호, pp. 147-169
Campbell, D. T., & Stanley, J. C.(1963). Experinmental and quasi-experimental designs for
research on teaching. In N. L. Gage(Ed.). Handbook of Research on Teaching.
Chicago: Rand McNally, pp. 171-246.
Coopersmith, S.(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W. H. Freeman.
Erikson, E. H.(1963) Childhood and society.(2nd ed). York: Norton.
Fensterheim, H., & Baer J.(1975). Don't say yes when you want to say no. New York:
Dell Publishing Co.
Glasser, N. Ed.(1989). Control theory in the practice of reality therapy: Case Studies.

- 227 -

한국청소년상담학회지 제1권 제1호

Harper & Row Publishers, Inc.
Glasser, W.(1990). The choice theory: A new psychology of personal freedom. New York:
Haper Collins Publishers.
Glasser, W.(1998). Choice theory. New York: Harper ＆ Row.
Rogers, V., Merriam, K., & Munson, M.(1983). Sex education-curriculum issues. Journal of

Research and Development in Education 16(2), 45-52.
Rosenberg, M.(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Thatcher, J. A.(1983). The effects of Reality therapy upon self-concept and locus of

control for juvenile delinquents. Doctoral Dissertation. Kent State University.
WHO(1958). The first ten

years. The Health

organization.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Wubbolding, R. E.(1988). Using reality therapy. New York: Harper & Row.
Wubbolding, R. E.(1984). Using paradox in reality therapy. Journal of Reality Therapy,
Vol. 4(1), 3-9.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투고일자 2016.08.20 / 수정일자 2016.11.02 / 게재확정일자 2016.11.10

- 228 -

한국청소년상담학회지

Journal of Korea Youth Counseling Association
2016. Vol. 1, No. 1, 209~229

Reality Therapy Techniques Applied to Sexual Assertiveness
Training Programs: Effects in a Sense of Self-Esteem
of High School Girls

Kang, Dool-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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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s

made

by

revising

and

modifying

highschool

students’

sexual

self-determination program, which apply the reality therapy of a sexual self-determination
(kang, Dool-Soon, 2005) program to fit a school girl's sexual assertiveness action. This
program is composed of the contents to improve their self-esteem on the basis of sexual
assertiveness training.
I, the researcher, practiced the sexual assertiveness training programs to my highschool
students and compared their scores of self-esteem sense.

After conducting the analysis

of variance about self-esteem for comparing the difference among the groups, I could
find significant improvement in prior examination and inspection, prior examination of
results.
In conclusion of this study, the program of sexual assertiveness can be useful for
adolescents’ sexual development by means of sex education programs about teenagers’
communication rather than by using this program. I hope that adolescents could be given
the opportunity to promote their self esteem sense through right sexual assertiveness by
using this program. Also, I wish

diverse sexual assertiveness could be develop into more

practical programs by means of revision and modification continuous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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