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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고등학생의 자기 존중감 및 대인관계 향상을 위한 TA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
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TA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TA 이론의 구성요소들을 중심으로 ‘미주리주’ 학교상담 프로그램 모델의
계획-설계-실행-평가의 4단계 개발모형을 참조하여 프로그램을 구안했다. 구안된 프로그램은 강원도
강릉시 소재 K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학년 학생 중 프로그램 참가를 희망한 10명의 학생을 실험집단으
로 구성하였고, 동질성 집단 10명을 통제집단으로 하여 7주간에 걸쳐 주 2회씩 10회에 걸쳐 사전-사후
프로그램을 효과를 측정하였다. 검사도구로는 자기 존중감검사와 대인관계검사를 사용하였으며, 본 연
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TA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가 후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자기
존중감 수준이 유의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 TA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고등학생의 자기 존중감을 향
상시키는데 효과가 있다. 둘째, TA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가 후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대인관계
수준이 유의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 TA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고등학생의 대인관계를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다. 이 연구는 고등학교의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TA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자기
존중감 및 대인관계를 향상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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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이러한 학교생활에서 보이는 다양한 학
교 부적응 행동은 다양한 요인과 관련된다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

고 하겠으나 그 중에서도 인격 형성의 중

는 과도기적인 변화의 시기로서 인간의 전

요한 시기에 건전한 성격발달의 기반이 되

생애 중 급격한 신체적, 지적, 정서적, 사

는 자기 존중감이 발달하지 못한 이유가

회적인 발달을 통해 독립된 개체로서의 위

크다고 하겠다. 또 하나는 자기 존중감이

치가 형성되며 성격형성이 완성되는 중요

적절하게 발달하지 못한 사람에게 나타나

한 시기이다(홍성애, 1988).

는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부정적인 자아상

특히 청소년기는 발달과정상 심리적 갈

으로 인한 무력감 때문에 타인과의 상호작

등이 극심하고 정신질환이 발병되는 주요

용을 통해 인간관계의 폭을 넓히려는 시도

위험시기로서, 이 시기에 정신건강문제를

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건강한 의사소

미리 예방하거나 적절히 관리하지 않으면

통 방식을 모르기 때문에 갈등을 겪어도

성인기까지 심각한 정신장애가 지속될 수

그것을 긍정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

있기 때문에 이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

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김영임, 2008).

은 어느 연령층보다 중요하다. 더구나 우리

청소년기에 있어 자기 존중감은 대인관

나라의 교육환경은 청소년들의 인성 측면

계를 원만히 유지시키며 건전한 성격발달

을 간과하고 있고 적절한 시기의 개입을

의 기반이 되고, 성취에도 영향을 끼치므로

방해하고 있으며 정신건강문제를 악화시키

인간이 궁극적인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는

고 있다.

높은 자기 존중감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학교는 개인의 잠재능력과 지적능력을

있다(이영화, 2004). 또한 청소년은 성장

개발하고 사회화과정을 습득시켜 전인교육

하면서 가정이라는 가족단위에서 학교라는

을 실현하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으며,

사회집단에 속하게 되고 이런 집단에서 맺

학생 개개인의 잠재능력과 특성을 개발하

은 대인관계의 경험이 만족스럽고 효과적

는 배움과 즐거움의 장소가 되어야 한다.

일 때 개인에게 건전한 인격발달과 정체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학교는 입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주지만 불만족스럽

시위주의 교육과정과 성적위주의 경쟁제도

고 비효과적일 경우 성장과 발달에 부정적

로 인하여 오히려 불안과 갈등을 유발시키

영향을 미치게 된다(조은주, 2005). 대인

는 스트레스의 장소로 변하고 있다(권이종,

관계능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이 또래 및 성

1993). 더욱이 학생들은 가정이나 사회에

인집단과 적응하지 못할 때 일차적으로 청

서도 늘 긴장과 스트레스를 받으며 생활하

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건강하고

고 입시위주의 대량 생산적인 학교교육은

건전한 자아발달에 집중하기보다는 스트레

이들의 심리적 스트레스를 더욱 증가시키

스 해소를 위해 소비하게 되며, 이차적으로

며, 결국에는 학교 부적응이나 청소년문제

정신병, 신경증, 비해 및 일탈행동을 야기

와 같은 학교병리현상을 촉진시키는 역할

한다(박경애, 이재규, 권해수, 1998). 그러

을 하게 된다.

므로 그들의 개인ㆍ가정ㆍ학교생활에서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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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되는 의미 있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생과 중학생들의 연구에 국한되어 고등학

발생하는 갈등을 긍정적으로 해결하려는

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

태도를 기르고 적절한 자기 표현력을 발달

며, 인간관계, 자아상태, 자아 존중감 향상

시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을 위한 TA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가지는

따라서 학생들에게 자신을 보다 긍정적

효과에 관한 연구들은 초등학생들 대상으

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을 키우고, 원만한

로 국한되어 있다. 또한 TA 집단상담 프

대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입

로그램의 설계에 있어서 고등학생의 발달

장과 마음을 이해하고, 자시의 생각, 의견,

과정상으로 볼 때 이성이 강화되는 시기이

느낌 등을 솔직하면서 적절하게 전달할 수

기도 하지만 감정의 지배를 많이 받는 시

있고 다양한 감성적 능력을 표현할 수 있

기이기도 함으로 발달적 특성과 수준에 맞

도록 대인관계 방식을 개선시키는 일은 매

는 TA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

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가 있다.

교류분석(Transactional Analysis : 이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성장과 발

하 TA)은 Eric Bern이 개발한 집단 심리

달의 촉진을 돕는 TA이론을 근거로 하여,

치료의 한 방법으로 개발되어 의료분야에만

고등학생들의 자아 존중감을 회복하고 대인

적용되었으나, 오늘날에는 집단치료로서 뿐

관계를 수준을 향상시켜서 집단상담 프로그

만 아니고 개인치료 및 상담의 방법으로 나

램을 구안하고, 이렇게 개발된 프로그램이

아가 학교에서 학생들의 지도방법으로 그

고등학생들의 자기 존중감과 대인관계 수준

효과와

을 향상시키는데 미치는 효과를 프로그램

유용성을

인정받고

있다(Elosn,

1977). TA 이론과 실제는 자아개념의 변

운영을 통해 밝히고자 한다.

화, 인간관계 증진, 자기 존중감 향상, 긍정
적인 생활자세로의 변화 등에 활용되 있다

Ⅱ. 이론적 배경

(김규수, 류태보, 2001). TA에서는 출생
후 5년간을 성격 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시
기로 보고 있다. 이 시기에 주양육자로부터

1. 교류분석이론

스트로크를 주고받으며, 세 가지 마음의 구
조가 형성되고, 인생의 초기 경험들을 바탕

TA는 Berne(1958)에 의해 개발되었는

으로 하여 자신과 타인에 대한 관점과 개인

데, 1950년대 중반 미국에서 정신분석이

의 기본적인 생활태도와 인생각본을 형성하

심리치료의 주류를 이루고 의사소통이론이

게 된다. 이렇게 형성된 인생초기의 각본은

정서문제에 응용되며, 집단치료가 중요한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자유롭게 재결단될

치료방법으로 등장하는 분위기 속에서 주

수 있다고 하였다(우재현, 1996).

목을 받기 시작하였다(류태보, 1996).
국제교류분석학회(ITAA)에서는

TA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선행연구를 살

TA를

펴보면, 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의 성격개선을

‘개인의 성장과 변화를 위한

위한 접근이 있고(유태보, 1994), 초등학

리치료법이며 성격이론’이라고 정의한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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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 1995). 또한 TA는 성격이론으로 인

합하여 궁극적으로는 자율성을 획득하도록

간 고통의 경감, 자기성장 및 자각의 증진

하는 것이다.

기법뿐 아니라 대인관계의 개선방법을 제

TA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구안과 실행

공해 주는 인간행동에 대한 이해체계라고

과정에서 연구자는 이와 같은 TA의 철학

말할 수 있다(Clarkson, 1992).

과 인간관을 견지하였다. TA 집단상담 프

인간의 사고방식이나 태도의 기본적인

로그램을 실행할 때 집단상담자는 인간의

부분은 유전적․체질적으로 부모로부터 받아

자율, 자유, 선택과 결정능력, 책임성을 집

들이는 것과 유아기의 경험에서 얻은 것에

단참여자들이 자기 것으로 내면화 해 나갈

의해 형성되며 그것이 그 후 인생을 규정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집단상담 프로그램

해 간다는 가설이 심리학 분야에서는 통설

에 참여한 내담자들이 자신의 삶에 대한

로 되어 있는데 TA도 이러한 가설에 입각

자신감을 갖게 되고, 또한 있는 그대로의

해서 구축된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우재

자신을 이해하고 수용하면서 새로운 선택

현, 2005). TA의 기본적 사고방식은 유아

에 도전하고, 나아가 그 선택의 결과를 책

기까지에 형성된 성격을 변화시키는 것이

임감 있게 받아들이게 된다면 자기 존중감

가능하다고 보고, 인간의 의식적인 변혁과

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향상되어 나

행동수정을 도모해 가는 것이다. 이 때문에

갈 것으로 기대된다.

TA는 자기이해, 타인이해, 자기와 타인의
관계이해 내지 조직과 사회의 이해라고 하

2) 자아상태와 자기 존중감 및 대인

는 세 가지로 구분하여 인간관계의 이해를

관계

깊게 하고 그것에 의해 사고혁신, 감정혁

TA의 기본적인 관심 영역은 자아상태로

신, 행동혁신이라고 하는 삼위일체적인 인

이것은 상응하는 행동패턴으로 나타나는

간행동의 변화를 도모해 가도록 하고 있다.

감정과 사고의 일관적인 체계이다.
Berne(1961)은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1) TA의 철학과 자기 존중감

내부에 세 가지 부분을 갖추고 그것에 의

TA는 평이성, 긍정성, 결단성 및 통합성

해 성격을 형성해 가는데, 이러한 것이 자

에 철학적 기초를 두고 있다. 인간의 긍정

아상태이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자아상태

성을 적극적으로 확인하는 가치체계 위에

를 ‘한 개인이 가지는 일관된 사고, 감정,

기초하고 있고 모든 인간은 자신의 사고,

그리고 이것과 연관된 일련의 행동양식을

감정, 행동 등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고,

통합한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정의하였다

또 책임질 수 있다고 확신한다. TA는 각

(우재현, 1995).

개인이 지니고 있는 긍정성이 과거로부터

자아상태의 기능분포와 자기 존중감은

물려받은 부정성을 극복하고 각본에 의해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갖는데, 기능분석에 의

고정된 삶을 자발적인 자유와 책임으로 재

한 각각의 자아상태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

결단에 이를 수 있다고 본다. TA는 사고,

음과 같다(김규수, 류태보, 2001).

감정, 행동의 세 가지 차원을 조화롭게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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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난, 질책을 하며, 양심이나 이상에 모두

열등감에 사로잡힌다든가 슬픔에 잠기기

깊이 관계하고 있다. 비판적 어버이 자아상

쉬운 면이 있다. 순응한 어린이 자아상태가

태에 있는 사람은 주장적이고 지시적이며

높은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 감

제한을 가하려하고, 규칙을 만들며 자신의

정이 높아 자신감이 부족하고 낮은 자기

가치체계를 강조하고 자신의 권리를 옹호

존중감을 보이는 경향이 있으며, 자유스런

하려 한다.

어린이 자아상태가 높은 사람들은 자기를

둘째, 양육적 어버이 자아상태는 어린이
성장을 도와주는 어머니 같은 부분이며 동

좋아하고 자신감이 있으며 자기 존중감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정적, 보호적, 양육적이다. 상대방이 원조
를 필요로 할 때 부모처럼 보살펴주고 위

3) 자아상태와 대화분석

로해 주며 따뜻한 말을 해준다.

TA는 한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는 데 있

셋째, 어른 자아상태는 우리들 내부에

어서는 자아상태를 분석하는 것이 유용한

있는 컴퓨터에 비유되는 부분이다. 어른 자

반면 두 사람 이상의 사이에서 벌어지는

아상태의 작용은 사실적이고, 엄밀하며, 정

행동을 이해하려면 두 사람 사이에 이루어

확하고, 비정서적이며, 비판단적이다. 또한

지는 교류를 분석함으로써 가장 잘 이해할

감정에 지배되지 않는 자유로운 입장을 취

수 있다고 본다.

하고, 울거나 웃거나 질책하거나 비꼬거나

대화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장점들이

걱정하거나 하지 않는다. 어른 자아상태는

많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점

지성․이성과 깊이 관련되어 있고, 합리성․생

은 일상생활 속에서 타인과 대화를 나눌

산성․적응성을 갖고 냉정한 계산에 의해 합

때 자신의 자아상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리적 작용을 한다.

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대화하

넷째, 자유스런 어린이 자아상태는 누구

는 상대방의 자아상태에 따라 효율적인 대

에게나 구속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화 방식이 달라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됨으

부분으로 양친 행실의 영향을 받고 있지 않

로써 효율적인 의사소통 기술을 터득하게

는 상태이다. 자유스런 어린이 자아상태는

된다. 즉 대인관계에서 생기는 언어적․비언

감정적, 본능적, 자기중심적, 적극적이며 호

어적 의사소통에 대하여 두 사람의 자아상

기심이나 창조성의 원천이기도 하다. 자기

태 부모자아, 어른자아, 어린이 자아를 이

존중감이 높은 사람들에게서 비교적 높은

용하여 교류패턴, 즉 상보교류, 교차교류,

자유스런 어린이 자아상태가 나타난다.

이면교류를 분석하여 그 자리에 적합한 의

다섯째, 순응한 어린이 자아상태는 순종
형이고 참을성이 있어 ‘말을 잘 듣는 아이’

사소통방법을 의식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
록 해 준다.

편에 속하므로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끌고

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타인과의 교류 없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의 자기를 항

이는 살아 갈 수 없다. 대화분석 활동을 연

상 억제하고 있으므로 내부적으로 여러 가

습해보면서 평소에 자신이 어떠한 교류패

지 문제를 숨기고 있다. 감정을 억압하고

턴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해보고 개선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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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찾아보게 하는 활동은 대인관계 향상을

래서 TA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구안할 때

목적으로 하는 TA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이고그램 막대그래프 그려보기와 이고그램

꼭 포함시켜야 할 부분이다. 대화분석 연습

검사를 프로그램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서

하기는 대인관계의 여러 가지 하위 요인

집단참여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자아상태를

중 의사소통, 민감성, 개방성, 이해성 향상

확인하는 기회를 갖게 할 필요가 있다. 그

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간접적으로는 친

리고 집단상담자는 자아상태의 높고 낮은

근감, 신뢰감, 만족도도 향상시켜 줄 것으

정도에 따라 각각 어떠한 긍정적 측면과

로 기대된다.

부정적 측면이 있는지를 바르게 이해시켜

세 가지 자아상태가 적절한 균형을 유지
하고, 언제 어디서라도 막힘없이 소통하면

서 자신의 성격을 부정적으로 왜곡시켜 인
식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한다.

서 자신의 자아상태를 필요에 따라 적절하

이고그램 검사결과를 집단참여자들에게

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게 하는 것

설명할 때에는 반드시 자아상태의 높고 낮

을 목표로 한다.

은 수준이 의미하는 양면성에 대하여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할애할

4) 이고그램을 통한 자기이해와 행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고그램 검사 결과

동변화

를 바탕으로 자신이 활성화 시키고 싶은

이고그램은 사람들이 각자의 기능적 자

자아상태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구체적으

아상태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로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지를 계획하고

있는지를 예시해주는 것으로써 다섯 가지

약속하는 ‘행동변화 계약맺기’ 활동도 프로

심리적 힘은 개인마다 그 양이나 균형이

그램 내용으로 구성하도록 한다. 행동변화

다르게 정립되어 있다. 또한 이고그램은 나

계약맺기 활동은 TA 집단상담 프로그램

이, 발달단계, 생활상황 등에 따라 상이하

실행 전반부에 배치하여 회기가 진행되는

게 나타나므로 각자의 개성이나 특성을 파

동안 집단상담자가 집단참여자들의 행동변

악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성격이 ‘좋

화를 격려하고 확인해 나갈 수 있게 한다.

다’, ‘나쁘다’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
러나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은 부모자아,

5) 대인관계 향상을 위한 스트로크

어른자아， 어린이자아가 균형 있게 짜여

와 시간의 구조화

지고 자아상태들 간에 경계가 뚜렷하며 상

스트로크는 인정의 단위를 나타내며, 긍

황에 따라 자아상태의 에너지 이동이 자유

정적, 부정적, 무조건적, 조건적, 언어적,

로우며, 특정한 자아상태에 쏠림이나 고정

신체적 스트로크 등이 있다. 부모들이 유아

화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의 감정이나 욕구를 에누리하거나 무시하

한 개인의 이고그램은 그의 인간유형,

거나 부정적 스트로크를 주면 그 아이는

가능한 문제유형, 성격 내의 강점과 약점을

‘I'm not OK’라는 인생태도를 형성할 우려

반영하며, 성장과 변화에 대한 안내도 구실

가 높고, 이것은 극단적인 경우 인격장애와

을 할 수 있다(김정희, 이장호, 1992). 그

연결되어 불행한 인간관계를 만들어 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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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패자 각본을 형성하게 된다. 부모가 아

본의 지시에서 비롯된다고 말할 수 있다

이에게 바람직한 스트로크를 주는 것에 실

(정성란, 2001).

패하는 흔한 이유는 자기 자신이 어린 시

Berne(1961)에 의하면 6세 이전에 어

절에 바람직한 스트로크를 충분히 받지 못

린아이들은 ‘자세의 욕구’에 따라 부모나

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보통 이러한 부

부모대리자들의 양육태도에 크게 영향을

모에게는 부적절한 어버이 자아상태와 더

받아 인생태도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것은

불어 상처 입은 분노하는 내면아이가 존재

한 어린아이의 자기관 및 세계관이라 할

하는 경우가 많다(우재현, 1995). 그리고

수 있는 것이다. 생의 아주 초기에 어린아

사람들은 스트로크를 받거나 주거나 회피

이는 자신에 관하여 어떤 결단을 하게 하

하거나 하는 과정 속에서 시간을 구조화한

는 메시지들을 받고 경험들을 한다. 이 결

다. 시간의 구조화는 폐쇄, 의식, 활동, 잡

단들이 기본적으로 긍정적(OK)이거나 부

담, 게임, 친밀의 여섯 가지 형태로 이루어

정적(not-OK)인 심리적 자세들을 형성하

지는데, 폐쇄는 스트로크를 회피하는 방식

는데 이에 따라 4가지의 인생태도가 형성

이다. 그리고 의식과 잡담은 표면적인 수준

된다. 즉 자기긍정-타인긍정의 인생태도,

에서 최소한도의 스트로크를 제공 한다. 한

자기긍정-타인부정의 인생태도, 자기부정

편 게임도 부정적인 것이긴 하지만 스트로

-타인긍정의 인생태도, 자기부정-타인부

크를 주고받는 행위이다. 활동과 친교는 승

정의 인생태도가 그것이다(정성란, 1993).

자다운 것으로 긍정적인 스트로크를 제공

자기긍정-타인긍정의 인생태도가 지배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긍정적이고 바람

적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은 자신 및 타인을

직한 스트로크는 친밀함을 나누는 것이다.

살아갈만하고 존중할만한 가치 있는 존재

본 TA 집단상담 프로그램에서는 스트로크

로 인식하며 인생을 긍정적으로 건강하게

주고받기 훈련과 자기 스트로킹, 생활 속

살 것이다. 반면에 자기긍정-타인부정의

스트로크 실천계획의 내용을 포함시켜서

인생태도가 두드러진 사람들은 항상 불평

학생들의 자기 존중감 향상과 대인관계 향

불만이 많고 뭔가 자신은 손해보고 있다거

상을 도모하도록 한다.

나 부당하다는 느낌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의 책임을 다른 사람이나 환경

6) 자기 존중감을 높이기 위한 각본

탓으로 돌릴 것이며 타인들을 믿지 못할

재결단

것이다. 또한 자기부정-타인긍정의 인생태

인생드라마는 그 사람의 탄생과 더불어

도가 강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모두

시작되고,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승자, 패자,

잘났고 잘 살아가는데, 자기 자신만 항상

박해자, 희생자, 구원자 등 다양한 역할을

부족하고 무기력하고 못난 존재라고 지각

연출하는 법을 배운다. 그리고 스스로 의식

하면서 열등감이나 우울한 감정에 빠져서

적인 차원에서는 알아차리지 못한 채 그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자기부정-타인부정

역할의 상보적인 역할을 수행해 줄 수 있

의 인생태도가 지배적인 사람들은 깊은 허

는 상대역을 찾게 된다. 이 모든 과정이 각

무감이나 절망감에 빠져서 자기 자신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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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살아갈만한

세 사이의 ‘정체감 대 역할 혼미 단계’에서

가치가 없는 부정적인 존재로 인식하게 될

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자기존

것이다(우재현, 1995).

재 인식, 고유한 자기존재 가치, 자신의 독

그런데 사람은 한 번 정해진 인생태도대

특한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의식 등 자기정

로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니다. TA는 사람들

체감(self-identity)을 형성하여야 하는데,

이 자신의 인생태도를 이해하고 재결단함으

만일 청소년들이 자기정체감을 확립하지

로써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본다.

못하고 역할혼미에 빠지면 상황에 따라서

Goulding(1972)은 개인이 자기 자신의 각

는 비행이나 범죄행위를 저지를 수도 있다

본을 쓰는 것이며, 따라서 자신이 자신 속

고 말하고 있다(강진령, 연문희, 2002).

에 구축한 강력한 어른 자아의 힘을 빌려서

이러한 관점들은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중․

의식적 노력을 통하여 각본을 다시 쓸 수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노

있다고 믿는다. 즉 재결단을 통하여 과거

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따라서

어린이 자아의 계획에 속박되어 있지 않고,

학교상담의 영역에서 학생들에게 자기발견,

통합적인 어른 자아를 바탕으로 보다 더 자

자기이해, 자기수용을 통해 긍정적인 자기정

율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다.

체감을 형성하고

따라서 TA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구성하
고 진행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학생들은

자기 존중감을 향상시키

도록 돕는 다양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에 관심을 갖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저마다 가지고 있는 인생각본을 분석해보
고 자신의 인생태도를 확인해봄으로써 어

2) 자기 존중감의 개념

떻게 인생태도를 개선시켜 나가야 할지를

자기 존중감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인식

새롭게 인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느끼는 감정과

변화는 자기 존중감은 물론 대인관계를 향

사고에 관련한 심리적 개념이다. 즉 자기

상시키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자신을 스스로 가치 있고 능력 있는 존재
로 인식하면서 각 개인의 내면에 지니게

2. 청소년기의 자기 존중감과 TA

되는 강력한 정신적 힘이라고 말할 수 있
다.

Rosenberg(1979)는

자기

존중감을

자기 존경의 정도와 자신을 가치 있는 사

1) 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성
청소년기의 특징은 신체적, 심리사회적,

람으로 생각하는 정도를 의미한다고 기술

인지적, 성격적 측면에서 독특하게 발달한

하였다. 그는 높은 자기 존중감은 자신을

다. Erikson(1963)은 심리사회 발달이론

존중하고 자신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으

을 통하여 인간은 누구나 발달과정에서 위

로, 낮은 자기 존중감은 자신을 거부하고

기나 갈등을 경험하게 되고, 갈등을 처리하

불만족하게 생각하며 자신을 멸시하는 것

는 방법이나 적응방식은 그 사람의 성격발

으로

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

자기 존중감은 개인이 자신에 대하여 형성

히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만 12세에서 18

하고 유지하는 평가 또는 가치판단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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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 대해 칭찬이나 비난하는 정도를 나

결론적으로 TA는 자기성장 및 자각의

타내고, 자신이 얼마나 유능하고 중요하며

증진 기법뿐 아니라 대인관계의 개선방법

성공적이고 가치 있다고 믿는가를 나타낸

을 제공해 주는 성격이론으로서 자기 존중

다고 기술하였다. Branden(1992)은 자기

감 향상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구안에

존중감은 인생의 역경을 극복하는 능력으

중요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해 준다. 그래서

로서 자기효능감과 자기존경감이 통합된

본 연구에서 구안한 TA 집단상담 프로그

것이라고 하였다(강승규 역, 1994).

램은 자기이해, 자기수용, 자기존중, 타인
이해, 타인존중의 마음과 태도를 갖도록 도
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3) 자기 존중감의 중요성과 TA
자기 존중감은 개인의 적응 및 건강한
성격 발달과 자아실현에 중요한 요소로써

3. 청소년기의 대인관계와 TA

그의 행동, 감정, 동기, 성취 및 대인관계
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영향을 미친다.

1) 대인관계의 개념

자기 존중감 수준이 높은 사람은 자기 자

Helder(1964)는 대인관계는 소수인 또

신과 타인을 잘 수용하고 자신과 타인의 능

는 두 사람 사이에 맺어지는 상호관계를

력을 잘 인식하며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

의미한다고 보았으며, 개인이 타인에 대해

는 반면에 자기 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부정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어떻게 느끼고 있

적인 태도로 소심하고 억압감을 갖고 있으

는가, 그는 타인을 어떻게 지각하고 있으며

며, 도전감이나 모험심이 적으며 타인에 대

타인에 대해 어떠한 행위를 하는가, 그는

한 의식과 의존심이 많아 문제를 스스로 해

타인이 무슨 행위 또는 생각하기를 기대하

결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는가, 그는 타인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반

긍정적인 자기 존중감을 형성하고 유지시켜

응하는가 하는 것이 대인관계의 국면이라

나가도록 돕는 것은 학생들의 학교생활이나

고 말했다. 그리고 Clarkson(1992)은 대

사회생활, 그리고 자아실현을 이루도록 돕

인관계를 인간 상호간에 의식적으로 혹은

는 측면에서 필수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부

무의식적으로 서로 영향을 미치고, 의사거

분이다. 특히 자기 존중감이 낮은 사람들은

래를 통하여 강화를 하는 특히 대인간의

대체로 부정적인 태도 때문에 매우 소심하

의사거래 시에 주고받는 인정표현에 의한

고 억압감을 느끼며 도전감이나 모험심이

사람들 간의 은유적인 공감이라고 정의하

적고, 타인에 대한 지나친 의식과 높은 의

였다. 이형득(1992)은 대인관계를 두 사람

존심으로 인해 일상생활 속에서 직면하는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 간의 역동적이고도

여러 가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어렵다

계속적인 상호작용의 복합적인 과정으로서

는 점을 생각해 볼 때 TA집단상담 프로그

그 관계를 형성하는 둘 또는 그 이상의 구

램을 구안하여 학교상담에 적용시켜 나가는

성원들 간의 상호지배, 상호의존적 요소를

노력은 고등학교 학생들의 자기 존중감을

내포하고 있다고 정의했다. 그리고 대인관

향상시키는데 큰 의의를 준다.

계의 기본요소는 자기이해, 타인이해 및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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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적 이해, 언어적․비언어적 의사소통으로

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잠시도 살 수 없는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이들 기본 요소들은

것이 우리 인간 실존에게 있어서 하나의

서로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역동적으

엄연한 사실이다. 즉 사람은 혼자서 살 수

로 상호 작용하는 관계에 있다(김기정, 이

없는 사회적 존재이다. 우리가 의식하든 의

정희, 1999). 이러한 대인관계 기본 요소

식하지 못하든 혹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들을 적절하게 갖출 때, 바람직한 대인관계

그리고 좋아하든 싫어하든 간에 우리의 삶

를 형성하고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

은 여러 가지 형태의 끊임없는 대인관계로

로 사람은 경험하게 되는 대인관계의 질과

이루어지고 있다(이형득, 1992).

양에 따라 자기성장 뿐만 아니라 대인관계
에 지대한 영향을 받게 된다.

이처럼 대인관계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는 데에 밑바탕을 이

이상에서 살펴 본 견해를 정리하면 대인

루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사회적 상호작용

관계란 두 사람,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 사

의 질을 좌우하는데 결정적 요인이 된다.

이에서 이루어지는 역동적이고 계속적인

생애의 전과정을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보

상호작용의 복합적인 과정이라고 정의할

내야만 하는 사회적 존재인 인간에게 어떠

수 있다. 그리고 대인관계를 향상시키기 위

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구축하느냐 하는

해서는 자기이해, 타인이해 및 공감적 이해

것은 한 개인의 일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를 넓히고, 언어적․비언어적 의사소통 능력

관건이 될 만큼 중요하다.

을 높여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TA와 청소년기의 대인관계
2) 청소년기의 문제행동과 대인관계

청소년기 중에서도 특히 부모로부터 정
신적ㆍ사회적으로 독립하려는 욕구를 강하

의 중요성
청소년기에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게 표출하고 또래관계에 보다 집착하게 되

있어서 친구들과 인간관계를 어떻게 잘 맺

는 시기이다. 그래서 친구관계를 형성하고

어 나가느냐 하는 것은 이들의 사회화 과

유지하는 일에 많은 에너지를 투자하고 몰

정에 중요한 요인이며, 동시에 여기에서 획

두하게 된다. 친구관계는 청소년들에게 심

득된 사회적 기술은 성인기의 성숙한 집단

리적인 성장과 사회적인 성숙으로 나아갈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수행 및 인간관계에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매개체가 된다. 친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영본,

구들과 또래집단과의 관계를 통해서 사회

1982).

화가 이루어지며, 건전하게 이루어진 사회

청소년기에 이르면 대인관계의 폭이 1차

화를 통하여 청소년들은 사회기술을 갖고

적 관계인 가족 위주에서 2차적 관계인 친

사회에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이

구, 선․후배, 교사 등으로 확대되고 깊이도

정희, 2001)

외형적인 관계에서 내면적인 관계로 깊어

TA 이론은 두 사람 사이에서 주고받는

지게 된다(권석만, 1997). 인간의 삶은 전

교류를 분석하여 건강한 의사소통을 할 수

부 관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간은 타인들

있도록 돕는 대인간 의사소통의 분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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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한 이론(우재현, 1995)이므로 청소년

관련성에 대해 그들이 공동으로 집필한

들의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집

The New TA for KIDS에서 교류분석이

단상담 프로그램을 구안하는데 있어 효과

아동들의 자아존중감 및 타인의 존중감, 개

적인 이론적 토대를 제공해 준다. TA의

인의 사회적 책임감, 비평적 사고, 자주적

구성요소 중 대인관계와 직접적으로 관계

인 판다력을 길러주는 강력한 기술이라고

된 부분은 자아상태의 구조기능분석과 대

밝히고 있다. 국내 연구를 보면 조수영

화분석, 스트로크 주고받기와 시간의 구조

(1992)은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TA

화 부분이다. 특히 청소년 문제와 관련한

상담을 실시하여 자아존중감 향상에 효과

부분이 스트로크이다. 두 사람이 상호작용

가 있었고, 이정자(1996)는 TA의 생활각

을 한다는 것은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스

본분석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대학생에게

트로크를 주고받는다는 의미이다. 반대로

실시한 결과 자아존중감을 증대시키는데

두 사람 사이에 상호작용이 중단되는 것은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정성란(1993)은 의

스트로크 교환이 단절되었다는 의미이다.

사거래분석의 자아상태 활성화 프로그램이

건강하고 생산적인 상호작용을 하도록 돕

대학생의 생활자세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

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대인관계 능력을

었고 자기긍정성을 향상시킨다고 하였으며,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게

오영준(1997)은 초등학교 5학년 아동에게

해 주어야 한다.

스트로크 집단상담을 실시한 결과 스트로

따라서 대인관계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크를 주고받은 아동들의 자아존중감 및 전

있는 요소들이 적절히 포함된 TA 집단상

인적 인간관계가 증진하였음을 밝혔다. 그

담 프로그램의 구안은 청소년들의 학교 문

리고 김남식(2003)은 실업계 고등학생을

제를 예방하고, 건강한 대인관계 능력을 향

대상으로 TA 집단 프로그램이 자율성을

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 장기적

증진시켰다고 하였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인 측면에서는 학교상담의 발전을 위해서
도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것은 TA이론에서 다루고 있는 여러 가지
영역이 자기 존중감의 향상에 긍정적인 효
과를 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

4. 선행연구 고찰

구자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TA집단상

1) 자기 존중감과 TA에 대한 선행

담 프로그램을 구안함에 있어 TA의 구성

연구

요소들 중에서 자아상태, 인생태도(생활자

자기 존중감과 TA에 대한 선행 연구를

세), 스트로크 기법 등을 포함시켜 구성함

살펴보는 것은 본 연구자가 TA집단상담

으로써 고등학생들의 자기 존중감 수준을

프로그램을 구안할 때 필요한 구성요소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확인하고 그 이론적 뒷받침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일이다. 먼저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2) 대인관계와 TA에 대한 선행연구

Freed(1984)는 교류분석과 자아존중감의

Berne(1961)은 인간의 적응문제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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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의사소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연령을 고려하여 대

분석하였다. 이렇듯 TA는 근원적으로 대

인관계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한

인간 의사소통의 분석으로부터 출발한 이

다면 대인관계 향상에 효과를 얻을 수 있

론으로 다른 심리치료 이론들보다 대인관

으리라 기대된다고 보고하였다.

계 이해의 기초를 보다 구체적이고도 명료

이와 같은 선행 연구 자료를 토대로 할

하게 보여주고 있다. 문선모(1980)는 대학

때 TA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전반적인 대

생을 대상으로 한 인간관계 훈련 집단상담

인관계의 변화 및 대인관계 하위요인들에

이 의사소통, 민감성, 개방성, 이해성 및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주는 것을 알 수

인간관계 원활성을 증진시켰다고 보고하였

있었으며, 본 연구에서 구안하고자 하는

다. 남궁기홍(1990)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TA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고등학생의 대인

잠재력 개발 집단상담을 정서적 접근방법

관계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으로 실시한 결과로 중학생의 상호 인간관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였다.

계의 하위요인인 신뢰감과 애정, 지각 및
존경심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유

Ⅲ. TA 집단상담 프로그램 구안

의한 차이가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도현
숙(1998)은 자기성장 상담프로그램을 정

1. 프로그램의 구안 방향

서적 접근방법으로 실업계 여고생에게 실
시한 결과 대인관계 척도의 하위영역 중

프로그램을 적용할 대상은 고등학교 학

개방성과 이해성 영역에서 유의한 효과가

생들이다. 따라서 학교 집단상담 활동을 위

있었다고 하였고, 김승국(1997)은 자기성

한 프로그램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학교

장 상담프로그램을 정서적 접근방법으로

수업 시간에 맞추어 활용할 수 있도록 1회

일반 교인들에게 실시한 결과 자기성장 상

기를 50분으로 상정한 프로그램을 구안하

담프로그램이 일반교인들의 인간관계에 긍

였으며, 학기당 17주간의 학사 일정 범위

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고했다. 윤정

안에서 여유를 가지고 탄력성 있게 프로그

순(2001)은 자기성장 상담프로그램을 정

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총 10회기의 프로

서적 접근방법으로 초등학생에게 실시한

그램으로 구안하였다.

결과 7가지 영역(만족감, 의사소통, 신뢰

본 연구자가 구안한 TA 집단상담 프로

감, 친근감, 민감성, 개방성, 이해성)에서

그램은집단 과정 속에서 집단원들이 역동

모두 유의한 효과가 있었다고 하였다. 이순

적인 인간 상호교류 과정을 통해 인간적

일(1997)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집중적 형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염두에 두

태의 게슈탈트 집단상담을 실시하여, 자존

고,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프로그램을 구안

감과 대인관계 변화 및 불안 감소에 효과

하였다. 첫째, 프로그램을 적용할 대상은

가 있으며 그 효과가 추후 검사에서도 지

일반적인 고등학생으로 한다. 따라서 예방

속되었음을

조민아(2004)는

적, 발달적 측면을 중시하여 프로그램을 구

집단 프로그램이 대인관계향상에 긍정적인

안한다. 둘째, 학교 집단상담을 전제한 프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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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이므로 고등학교 수업시간 속에서

그리고 평가단계에서는 각 회기별로 프로

적용될 수 있게 50분 단위로 프로그램을

그램을 진행하면서 프로그램에 대한 수시

구안한다. 셋째, 청소년들의 발달적 특징을

평가를 실시하였고, 10회기 째에 집단상담

고려하여 딱딱한 이론 중심보다는 신체적

을 종결하면서 사후검사를 실시하여 이를

인 활동을 수반하는 활동중심으로 프로그

토대로 TA 집단상담 프로그램 전체적인

램을 구안한다.

효과검증을 하였다.

내용 구성요소로는 TA의 구성요소인 자
아상태의 구조기능분석, 대화분석, 게임분

2) 프로그램의 목표

석, 각본분석, 시간의 구조화, 스트로크, 인

본 연구자가 구안한 TA 집단상담 프로

생태도를 고등학생의 수준에 맞도록 활동

그램의 최종 목표는 고등학생의 자기 존중

중심의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고,

감 및

자기이해, 자기수용, 자기개방, 자기존중,

라서 프로그램의 상위 목표로는 자기 존중

의사소통, 타인이해, 타인존중 요소를 고르

감 향상을 위하여 총체적 자기 존중감, 사

게 포함시켜서 집단원의 사고, 가치관, 태

회적 자기 존중감, 가정에서의 자기 존중

도, 행동이 변화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

감, 학교에서의 자기 존중감을 향상시키고,

도록 프로그램 구안 방향을 설정하였다.

대인관계 향상을 위하여 대인관계 만족도,

대인관계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따

의사소통 수준, 신뢰감, 친근감, 민감성, 개

1) 구안 절차

방성, 이해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설정하였

본 연구에서 구안한 TA 집단상담 프로

다. 그리고 하위 목표는 자기이해, 자기수

그램은 Gysbers와 Henderson이 1988년

용, 자기개방, 자기존중 높이기, I'm OK의

에 구안한 ‘미주리 주’ 학교상담 프로그램

인생태도 갖기, 의사소통 기술 및 능력, 타

모델의 계획, 설계, 실행 및 평가의 4단계

인이해, 타인존중 높이기, You're OK의 인

개발모형(김진숙, 2005, 재인용)을 토대로

생태도 갖기로 설정하였다.

구안하였다.
계획단계에서는 먼저 연구대상을 선정하
고, 집단 구성 계획에 따라 10명의 실험집

3) 프로그램의 구성과 세부 활동
내용

단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선행 연구 자료를

프로그램의 내용은 TA 이론의 전반적인

검토하여 프로그램의 세부 구성요소를 확

영역을 구성요소로 하여 그에 따른 활동내

인하였다. 설계단계에서는 프로그램의 구체

용과 회기별 활동을 표 1과 같이 설정하였

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각 회기별 주제 및

다.

활동내용을 세밀하게 작성하였다. 실행단계
에서는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본 연구자가
직접 실행하면서 각 회기마다 나타나는 학
생들의 반응과 연구자의 숙고과정을 통하
여 부족한 내용들을 수정하고 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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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TA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세부 활동 내용
회
기

주제

예 사전검사 및
비 오리엔테이션

1 만나서 반갑다!

2 TA가 뭐예요?

3 성격이 보인다.

4

5

행동변화 계약
맺기

행복한 교류를
하자!

프로그램 구성 요소

목표

세부 활동 내용

사전검사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
(일정안내, 서약서작성, 집단활동 유의사항
안내)
친근감 신뢰감 인사나누기 및 아이스 브레이킹(벽깨기 활동)
스트로크
형성 자기개방 별칭 짓기 및 자기소개
TA 상담이론의 철학과 인간관 이해
자아상태 구조분석
자기이해
자아상태의 개념 이해
자아상태 기능분석
마음 그림 그려보기
이고그램 그려보기
성격구조의 이해 및 실습
자아상태 장단점알기 자기이해
자아상태의 특징과 나의 성격
자아상태 활성화하기 자기수용
Ego-gram에 의한 자신의 성격진단
자아상태 활성화 방안
자기이해
자아상태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자기개방
자아의 오염과 배제
자기변화
자신의 행동 변화에 대한 계약

대화분석

6 인정받고 싶어라! 스트로크

7

행복 Up, 게임
Down

시간의 구조화
게임

8

인생태도 바꿀
수 있다.

인생태도

9

승자각본으로
살자.

각본분석

10

칭찬은 좋은
것이야!

스트로크

교류패턴분석(대화분석)
바람직한 의사소통 실습
의사소통 타인
교차교류, 이면교류의 느낌 나누기
이해 타인존중
OK NP 반응법
Ⓐ표현법
스트로크의 이해 및 실습
의사소통 타인 스트로크 연습
이해 타인존중 스트로크의 자기체험(거울속의 자신에게 말
걸기)
시간의 구조화 이해 및 실습
자기이해 타인
나의 하루 분석해 보기
존중
게임의 문제점 이해
자기이해
자기존중 타인 기본적 인생태도 이해 및 실습
존중
승자와 패자의 각본 이해
자기이해 자기
유언장 작성하기
변화
내가 만드는 나의 각본 재결단하기
칭찬 릴레이(친구에게 칭찬해주기)
타인이해 타인
느낌 나누기 및 나의 각오 발표
존중
사후 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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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방법

후설계(control

group

pretest-posttest

design)를 이용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1. 연구대상 및 표집방법

〈그림 1〉 실험설계 모형

본 연구자가 표집한 실험 집단의 모집단
은 강릉시내 K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학

O1

년 학생들이다.

O3

1학년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TA집단상
담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공고를 내서 1주
일간의 홍보기간을 거친 뒤 프로그램 참가

X

O2
O4

X : TA 집단상담 프로그램
O1, O3 : 사전검사(자기 존중감 검사, 대인관계 검사)
O2, O4 : 사후검사(자기 존중감 검사, 대인관계 검사)

희망서를 제출한 27명의 학생 중 예비 집
단을 통하여 10명의 실험집단과 10명의

3. 측정도구

비교집단을 선정하였다.
2007년 9월 7일에 예비회기를 시작으로

1) 자기 존중감 검사
본

10월 22일까지 주 2회씩 50분간 프로그

연구에

사용한

측정도구는

램에 참가하였다. K고등학교는 남녀공학

Coopersmith(1967)가 개발하고 최보가와

체제에서 남학교로 변경되는 과정이어서

전귀연(1993)이 사용한 자기 존중감 검사

부득이하게 집단원의 성별은 모두 남자로

(Self-Esteem Inventory; SEI)를 연구자

구성되었다.

가 연구 대상을 고려하여 고등학생 수준에
맞게 수정한 자기 존중감 검사 척도이다.
이 검사 도구는 4개의 하위영역과 전체

2. 연구문제 및 연구설계

32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모든 문항은
Likert 5단계 척도로서, 문항별 점수는 1

1) 연구문제
첫째, TA 이론에 기초한 고등학생의 자

점에서 5점이며, 역채점 문항은 역산하여

기 존중감 및 대인관계 향상 집단상담 프

반영하므로, 점수 획득 범위는 32점에서

로그램은 고등학생의 자기 존중감 수준을

160점까지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 존중감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는가?

수준이 높음을 나타낸다. 검사의 신뢰도는

둘째, TA 이론에 기초한 고등학생의 자

내적일치도(Cronbach α)가 하위영역별로

기 존중감 및 대인관계 향상 집단상담 프

.69∼.84이며 자기 존중감 전체 Cronbach

로그램은 고등학생의 대인관계 수준을 향

α 계수는 .92이다.

상시키는데 효과가 있는가?

2) 대인관계 검사
대인관계를 측정하기 위하여 Schlin과

2) 연구설계
본 연구는 유사실험 연구로서 대조군 전

Guerney(1977)의 관계변화 척도를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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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황에 맞게 문선모(1980)가 수정 보

② 내용분석

완하고, 이종렬(2005)이 사용한 것을 본

통계적 검증에 따른 양적 결과가 갖는

연구자가 연구 대상을 고려하여 문항의 난

신뢰성에 대한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이도를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상담자 관찰 분석, 내담자들의 경험보고서

만족감, 의사소통 신뢰감, 친근감, 민감성,

분석, 프로그램 평가서 분석을 수록하였다.

개방성, 이해성의 7가지 하위 영역과 총
2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모든 문항은

Ⅴ. 연구결과

Likert 5단계 척도이고, 각각 1점에서 5점
으로 점수 획득 범위가 25점에서 125점까
지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 수준이 높음

1. 자기 존중감 효과 분석

을 나타내며, 검사의 신뢰도는 내적일치도
가 하위영역별로 .61∼.83이며 대인관계
전체 Cronbach α 계수는 .92이다.

자기 존중감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실
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자기 존중감 사전․사
후 검사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한 결과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제집단은 사후

3) 자료 분석

검사 자기 존중감 평균이 103.00으로 사

① 통계처리

전검사 평균 93.30에 비해 9.7이 올랐는

본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을 위해서 실험
집단과 통제집단간의 동질성을 확보하고,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비교에 의한 프로

데, 실험집단은 사전검사 평균이 89.80이
던

량(MANCOVA)을 실시하였고, 기술 통계
치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자기 존중감
검사 및 대인관계 검사의 사전․사후 검사에
대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수집
된 자료는 SPSS/Window 12.0을 사용하

사후검사

평균은

107.90으로

18.1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램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두 집단의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를 비교하는 중다공변

것이

한편 자기 존중감의 4가지 하위 요인에
대한 사전․사후 검사의 기술적 통계는 표 3
과 같다. 통제집단과 실험집단 모두 네 영
역의 사후 검사 결과가 사전 검사의 결과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렇지만 통제집
단에 비하여 실험집단의 점수 변화 폭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여 통계처리 하였다.

<표 2> 실험․통제 집단 간 자기 존중감 검사 기술통계 결과
집단

사전

사후

M

SD

M

SD

실험집단(n = 10)

89.80

5.31

107.90

4.93

통제집단(n = 10)

93.30

10.99

103.00

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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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에서 TA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통

영역의 사후검사 점수를 다변량 공분산분

해 자기 존중감의 하위영역에 변화가 있는

석(MANCOVA)하였고, 그 결과 Wilk's λ

지를 알아보기 위해 자기 존중감 사전검사

값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실험집단과 통

총점을 공변인으로 하고, 자기 존중감 하위

제집단 간에는 자기 존중감 하위영역의 조

〈표 3〉 하위요인별 자기 존중감 검사 사전․사후 기술통계
실험집단(n = 10)

하위요인
M

총체적 자기 존중감
사회적 자기 존중감
가정에서의 자기 존중감
학교에서의 자기 존중감
총점

통제집단(n = 10)

사전

사후

사전

사후

18.30

22.30

17.20

19.40

SD

2.67

1.42

3.71

2.46

M

26.10

30.80

26.70

29.80

SD

3.07

2.10

4.22

3.52

M

25.60

29.10

30.50

32.50

SD

2.41

2.73

5.19

3.98

M

19.80

25.70

18.90

21.30

SD

3.12

2.83

2.81

1.64

M

89.80

107.90

93.30

103.00

SD

5.31

4.93

10.99

8.89

〈표 4〉 자기 존중감 검사 하위영역에 대한 사후검사 개체 간 효과검정 결과
분산원
하위변인
공변량 총제적 자기 존중감
사회적 자기 존중감
가족에서의 자기 존중감
학교에서의 자기 존중감
집단간 총제적 자기 존중감
사회적 자기 존중감
가족에서의 자기 존중감

SS

df

38.98
86.01
114.50
.62
19.85
199.40
45.13

1
1
1
1
1
1
1

학교에서의 자기 존중감
집단내 총제적 자기 존중감
사회적 자기 존중감
가족에서의 자기 존중감
학교에서의 자기 존중감
합계 총제적 자기 존중감
사회적 자기 존중감
가족에서의 자기 존중감

12.04
44.31
85.68
82.80
83.77
8299.00
21797.00
21159.00

1
17
17
17
17
20
20
20

학교에서의 자기 존중감

11426.00

20

MS
38.98
86.01
114.50
.62
19.85
199.40
45.13

F
14.95
17.06
23.50
.12
7.61
39.56
9.26

12.04
2.60
5.04
4.87
4.92

2.44

Wilk's λ =.188, ( F = 15.060, p =.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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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실험․통제 집단 간 대인관계 검사 기술통계 결과
사전

집단

사후

M

SD

M

SD

실험집단 ( n=10 )

84.70

3.77

96.60

4.77

통제집단 ( n=10 )

86.80

10.86

89.30

9.12

합된 점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표 5에서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의 대인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자기 존중감 하위

계 사전․사후 검사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

영역 중 총제적 자기 존중감(p<.05)과 사

출하였더니, 통제집단은 사후검사 대인관계

회적 자기 존중감(p<.05), 그리고 가족에

평균이 89.30으로 사전검사 평균 86.80에

서의 자기 존중감(p<.05)에서 통제집단과

비해 2.5점이 올랐고, 실험집단은 사전검사

실험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평균 84.70이던 것이 사후검사 평균은

수 있다.

96.60으로 11.9점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
났다.

2. 대인관계 효과 분석
<표 6> 하위요인별 대인관계 검사 사전․사후 기술통계 결과
실험집단(n=10)

하위요인
만족도
의사소통
신뢰감
친근감
민감성
개방성
이해성
총점

통제집단(n=10)

사전

사후

사전

사후

M

12.60

14.20

12.30

13.20

SD

0.97

1.55

1.89

1.48

M

12.80

15.60

14.20

14.30

SD

2.53

1.84

2.86

1.95

M

10.80

11.70

10.60

10.80

SD

1.23

0.95

1.51

1.23

M

11.20

11.80

11.00

11.40

SD

1.40

1.55

1.49

0.84

M

6.90

7.80

7.40

7.10

SD

0.99

1.03

1.51

1.60

M

15.90

18.80

16.90

17.30

SD

1.29

1.32

2.47

2.87

M

14.50

16.70

14.40

15.20

SD

1.08

1.70

2.22

1.69

M
SD

84.70
3.77

96.60
4.77

86.80
10.86

89.30
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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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인관계 하위 요인별 사전․사후 검

점수에 비해 떨어졌고, 나머지 6개 하위

사의 기술적 통계는 표 6과 같다. 통제집

영역에서는 사후 점수가 사전 점수에 비해

단은 민감성 영역에서는 사후 점수가 사전

높게 나타났다. 실험집단은 7개 하위 영역

<표 7> 대인관계 검사 하위영역에 대한 사후검사 개체 간 효과검정 결과
분산원
공변량

집단간

집단내

합계

하위변인

SS

df

MS

F

P

η2

만족도

14.20

1

14.20

8.94

.008

의사소통

17.04

1

17.04

6.10

.024

신뢰감

11.05

1

11.05

17.66

.001

친근감

2.29

1

2.29

1.51

.235

민감성

15.22

1

15.22

14.98

.001

개방성

50.04

1

50.04

21.45

.000

이해성

11.60

1

11.60

4.92

.040

만족도

7.42

1

7.42

4.67

.045

.216

의사소통

11.81

1

11.81

4.23

.055

.199

신뢰감

5.96

1

5.96

9.53

.007

.359

친근감

1.18

1

1.18

.78

.388

.044

민감성

4.31

1

4.31

4.24

.055

.200

개방성

18.29

1

18.29

7.84

.012

.316

이해성

14.31

1

14.31

6.06

.025

.263

만족도

26.99

17

1.58

의사소통

47.45

17

2.79

신뢰감

10.64

17

.62

친근감

25.71

17

1.51

민감성

17.27

17

1.01

개방성

39.65

17

2.33

이해성

40.09

17

2.35

만족도

3800.00

20

의사소통

4543.00

20

신뢰감

2557.00

20

친근감

2720.00

20

민감성

1145.00

20

개방성

6617.00

20

이해성

5151.00

20

Wilks' λ= 0.290, ( F= 3.854 , p = .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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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에서 사후 점수가 사전 점수에 비하여

3. 내용분석

높게 나타나고 있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인원이 각각 10명
표 7에서 TA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험

씩으로 적은 인원이기 때문에 통계적 검증

집단에 처치한 후 대인관계의 하위영역에 변

에서 양적 결과가 갖는 신뢰성에 대한 제

화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대인관계 사전

한점이 뒤따른다. 따라서 프로그램의 효과

검사 총점을 공변인으로 하고, 대인관계 하

성을 검증함에 있어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

위 영역의 사후검사 점수를 다변량 공분산분

하기 위하여 집단참여자들의 만족도 평가,

석(MANCOVA)한 결과, Wilk's λ 값이 유

경험보고서 및 상담자 관찰 내용을 분석하

의한 것으로 나타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였다.

에는 대인관계 4개 하위 영역의 조합된 점수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을

1) 만족도 평가

알 수 있다. 만족도, 신뢰감, 개방성, 이해성
의 4개 하위 영역에서 TA집단상담 프로그
램의 처치에 따른 차이가 p<.05에서 유의한
영향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TA집단상담 프로그램 종결 후, 참여한
학생들(n=10명)에게

프로그램의

만족도

평가를 위해 프로그램의 내용, 효과 및 진
행 방법 등에 관한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

〈표 8〉프로그램 만족도 평가결과
매우

문
항

구분

1

흥미도

교류분석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재미있는 정도는 어떠했나요?

1명
(10%)

2

유익성

교류분석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도움이 된 정도는 어떤가요?

3명
(30%)

3

참 여 다시 기회가 된다면 교류분석 집단상담 10명
희망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가요?
(100%)

0

4

권유도

이 프로그램을 다른 친구들에게도
권하고 싶은 마음은 어느 정도입니까?

2명
(20%)

8명
(80%)

5

진행자
만족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지도자에 대한
만족도는 어떤가요?

1명
(10%)

8명
1명
(80%) (10%)

평가지 내용

높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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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높음

보통

낮음

2

3

4

낮음
5

7명
2명
(70%) (20%)

0

0

5명
2명
(50%) (20%)

0

0

0

0

0

0

0

0

0

0

X2
17.00
df=4
p=.002
9.00
df=4
p=.061
10.00
df= 1
p=.002
24.00
df=4
p=.000
23.00
df=4
p=.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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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프로그램 만족도 평가결과는 표

성에 대한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해, 매 회

13과 같다. 각 문항에 대한 카이자승 검정

기가 끝날 때마다 학생들이 느낌나누기를

결과 흥미도, 참여희망도, 프로그램 권유도,

통해서 공유했던 내용들을 정리하였고, 경

진행자 만족도 질문에서 p<.05 수준에서

험보고서에 기술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유의한 반응을 나타냈다.

집단상담이 진행되는 동안 매회기 느낌
나누기 및 경험보고서 작성을 통하여 나타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TA에 기초

난 집단참여자들의 반응을 통하여 TA 집

한 고등학생의 자기 존중감 및 대인관계

단상담 프로그램이 집단상담 참여자들의 자

향상을 위한 집단상담프로그램은 전체적으

기 존중감을 향상시켰으며, 타인에 대한 이

로 집단참여자들에게 높은 만족도를 주었

해가 높아지고, 대인관계 만족도가 전반적

다고 평가된다. 이 만족도 평가가 보여주는

으로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의미를 자기 존중감과 관련지어 생각해 본

특히 자아상태의 구조와 기능분석에 대한

다면 먼저 집단참여자들이 대체로 집단상

이해가 깊어지면서 자기자신에 대한 이해와

담과정에 참여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

가족 및 친구 등 타인에 대한 이해도 높아

며, 이 프로그램을 다시 참여하고 싶어하고

져서, 점차적으로 I'm OK-You're OK의

친구들에게도 권해주고 싶어 하는 모습들

인생태도 특징이 증가되었다는 점이다.

속에서 I'm OK의 인생태도가 나타나고 있

결에서 나타난 자기 존중감 하위영역의

고, 이것은 곧 사회적 자기 존중감의 향상

유의한 향상이 단순한 검사결과만의 변화

과 총체적 자기 존중감 및 가정에서의 자

가 아니라는 점을 집단상담이 진행되는 과

기 존중감 향상이 통제집단에 비하여 유의

정 속에서 학생들의 언어적 행동 및 비언

한 차이를 보인 것을 반영해 주는 것으로

어적 행동의 변화를 통하여 보다 확실하게

해석된다. 한편 프로그램의 흥미도가 높고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집단상담을 진행

집단지도자에 대하여 긍정적 평가를 하는

하면서 TA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대인관계

모습 속에서 You're OK의 인생태도가 나

향상에 매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였는데,

타나고 있고, 관계변화 척도의 하위요인들

검사결과 대인관계 하위요인 중 유의한 차

중에서 만족도, 신뢰감, 이해성의 향상이

이를 보인 만족도, 신뢰감, 개방성, 이해성

통제집단에 비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

부분에서 검증되었다.

을 반영해 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Ⅵ. 논의 및 제언
2) 경험 보고서 및 상담자 관찰내용
본 연구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TA

분석
프로그램 만족도 평가 이외에도 집단참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 프로그

여자들의 경험 보고서, 상담자의 관찰 등

램이 고등학생들의 자기 존중감과 대인관

주관적인 반응을 분석하여 수록하였다. 통

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계적 검증에 따른 양적 결과가 갖는 신뢰

연구에 나타난 주요 결과를 논의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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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다.

습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

첫째, TA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실험집

다. 각 회기마다 실습을 통한 활동 속에서

단의 자기 존중감 향상에 유의한 차이가

역할 놀이를 하거나 느낌과 생각나누기를 계

나타났다. 자기 존중감 영역 중 총체적 자

속 주고받으며 대인관계 연습을 하기 때문에

기 존중감(p<.05)과 사회적 자기 존중감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성이 높아지고, 개방

(p<.05), 그리고 가족에서의 자기 존중감

적 태도를 가지게 되며, 다른 사람에 대한

(p<.05)에서 통제집단과 실험집단 간에 각

신뢰성과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이라고 볼 수

각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있다. 대인관계의 하위영역중 의사소통, 민감

본 연구의 프로그램 중 구조기능분석,

성, 친근감 영역에서는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이고그램, 행동변화계약이 자기 존중감에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구

이것은 사전검사 실시와 단기간의 프로그램

조기능분석을 통해 자신의 자아상태 및 자

적용 후 사후검사 실시라는 한계 때문으로

아상태의 기능을 학습하였고, 다른 구성원

이해된다. 따라서 추후 검사를 통하여 변화

의 자아상태를 살펴봄으로써 타인을 이해

정도를 알아본다면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

하는데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해 볼

행동변화계약은 구조기능분석을 토대로 자

때, TA 이론에 기초한 고등학생의 자기 존

기이해와 자기수용, 자기개방의 기회를 가

중감 및 대인관계 향상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짐으로써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아상태 활성

자기 존중감과 대인관계 향상에 유의한 효과

화를 높이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 있다. 한편 학교에서의 자기 존중감은

다음으로는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제기될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프

수 있는 문제점과 후속 연구의 발전을 위한

로그램 운영이 단기적으로 실시되어 학교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에서의 자기 존중감이 변화하는데 어려움
이 있음을 말해준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강릉에 소재
한 K고등학교 재학중인 남자학생들만을 대

둘째, TA 이론에 기초한 집단상담 프로

상으로 하였고, 프로그램을 실시함에 있어

그램은 학생들의 대인관계 향상에도 유의

학년, 성별 등이 균등하게 표집되지 않았기

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대인관계의 7가지

때문에 일반화에 대한 제한점이 따른다. 따

하위 영역 중 만족도, 신뢰감, 개방성, 이

라서 연구결과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성의 4가지 영역에서 p<.05의 수준에서

는 또 다른 표집을 통한 반복연구에 의해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검증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프로그램 중 교류패턴분석, 스

둘째, 본 연구의 대상자들의 정서적, 심리

트로크, 시간의 구조화, 게임이 대인관계에

적 상태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결과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대화

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분석과 스트로크를 통해서 학생들이 일상생

셋째,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학교에서

활에서 주고받는 말이나 태도, 행동 등을 학

자기 존중감과 대인관계 하위변인인 의사소

- 48 -

조병금․박민수 / 고등학생의 자기 존중감 및 대인관계 향상을 위한 TA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통, 민감성, 친근감에서는 유의미한 향상을

검사와 사후검사만을 실시하였으므로 연구

보이지 않아 후속연구를 통해서 이를 수정․보

결과에 대한 지속성의 여부를 파악할 수 없

완한 프로그램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할 수

다. 따라서 프로그램 종결 후에도 지속적인

있다.

프로그램의 제공이 필요하고, 대상자들의 변

넷째, 본 연구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

화를 측정하는 추후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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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velopment of a Group-counseling
Program Based in ransactional Analysis for
Enhancing Self-esteem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of Highschool Students

Cho, Byeong-geum

Park, Min-Soo

Dogye High School

Daegu Science College

This study was to systematically develop a group counseling program based in transactional
analysis for enhancing self-esteem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of highschool students, and validate
its effectiveness. The research question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what is the content of
group counseling program based in transactional analysis for enhancing self-esteem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of high school students? Second, how effect has the program to enhance
self-esteem of high school students? Third, how effect has the program to enhance interpersonal
relationship of high school students?
In order to solve the research questions, the following method was employed; First, by exploring
the characteristics of transactional analysis, and next, by reviewing the literature and experiential
studies about self-esteem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based in transactional analysis, the factors
of the program were extracted and the group counseling program was constructed.
To verify the constructed program, identified 20 students randomly distributed equally to
experimental group and control group. After the experiment,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sed using
MANCOVA test. And in order to complement the shortage of quantitative analysis, the journals of
participants and results of satisfaction test were analysed additionally.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TA group counseling program for enhancing
the self-esteem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of high school students can be constructed with
various factors involving structural and functional analysis on ego state; transactional analysis;
stroke; time structuring; game analysis; life position; life script analysis. Second, the self-esteem
test scores of experimental group members were improved significantly comparing with those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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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 group members. It shows that the constructed program is effective. Third,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test scores of experimental group members were improved significantly comparing with
those of the control group members. It shows that the constructed program is effective.
Key words : Transactional analysis theory, self-esteem, interpersonal relationship, development of group
counseling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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