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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유능성 증진 프로그램이 편모가정 중학생의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기술에 미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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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양중학교

춘해대학

본 연구의 목적은 편모가정 중학생이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신념을 갖고 원만한 대인관계기술을 습득하여 사회
적 유능성을 증진시키는데 있었다. 부산광역시 소재 K중학교 2학년 중 프로그램 참가를 희망한 20명을 실험집
단과 통제집단에 10명씩 무선으로 배정하였다. 프로그램의 효과 분석을 위하여 자기효능감 검사와 대인관계기
술 변화검사를 실시하였고, 프로그램 종결 2개월 후 2004년 4월 26일 실험집단을 대상으로 추후검사를 실시하
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첫째, 사회적 유능성 증진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 구성원들은 참여하지
않은 통제집단 구성원보다 자기효능감 점수가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 둘째, 사회적 유능성 증진 집단상담 프로
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 구성원들은 참여하지 않은 통제집단 구성원보다 대인관계의 변화 점수가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 이상과 같이 사회적 유능성 증진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편모가정 중학생들의 자기효능감과 대인관
계의 변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은 편모가정 중학생들의 사회적 유능성 증진에 효과
적이라고 할 수 있다.
주요어 : 사회적 유용성, 자기효능감, 대인관계기술

지난 30여 년간 산업화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는 도

이러한 가정의 구조적 변화는 청소년의 정서와 행동

시화, 대중사회화, 핵가족화 되었다. 이러한 사회의 변

측면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화는 가정의 외형적․내면적 모습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가정의 구조적 변화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부모의

모습까지도 변화시켰다. 가정의 구조적 변화라는 것

이혼이나 별거 비율에서도 나타난다. 2004년 통계청 보

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전통적인 가정의 모습이나 형
태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정의 규모, 가족 구성

도 자료에 의하면, 2003년 총 혼인건수는 304,900건
(쌍)으로 2002년 306,600건 보다 1,700건 (0.6%)

원의 수, 결손가정, 가정의 기능 등의 변화를 말한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2003년 총 이혼건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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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여

사회적응과 대인관계상의 부적응(박문용, 1989; 이경

21,800건(15.0%)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이혼이

용, 1987; 정진영, 1993) 등 부정적인 영향을 보고하

늘어나는 것은 부부간의 성격 차이, 경제 문제 및 자
기중심적 삶의 지향 등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관의 변

고 있다. 반면에 아버지가 없더라도 서로 잘 기능하는
가족이라면 자녀에게 긍정적일 수 있다고 하였고(류

화에 따라 나타난 현상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

승의, 1999; 장병림, 1965; Beal, 1980), 오지숙

은 결과적으로 편부나 편모가정과 같은 결손가정의

(2001)은 편모가정 여고생과 양부모가정 여고생의 자

증가를 가져오고 있다.

아존중감에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였다.

167,100건(쌍)으로

2002년

145,300건에

나아가 이혼으로 인한 가정의 변화를 살펴보면,

현실적으로 이혼율이 증가함에 따라 편부모 가정의

2000년 인구총조사 연구자료에는 편부모가구가
1,148,000가구로 1995년 조사자료 960,000가구

수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며, 핵가족
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결손가정이

에 비해 188,000가구(19.6%) 증가하였다. 그리고

잘 기능하고, 대리 모델이 있어서 긍정적 효과를 얻는

편모가구는

788,000가구로

경우는 소수라 볼 수 있다. 대체적으로 편모 가정에서

135,000가구(17.1%)가 증가하였다. 2000년 인구총

성장하는 청소년들은 양친가정에서 성장하는 청소년

조사에서는 편모가구는 편부모가구의 80.4%라고 분

들에 비하면 경제적, 정서적, 행동적 측면에서 어려움

석하고 있다(통계청, 2002). 이는 결손가정 중 편모가
정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자료이

을 겪고 있다는 것에 대해 학자들은 일치된 의견을 보
이고 있다(주동범, 정일환, 2001).

다. 뿐만 아니라 편모가정은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 가

그러나 편모가정이라고 해서 반드시 부정적인 요인

정의 경제적인 측면, 심리적인 측면과 사회적 인식에

만 있는 것은 아니다. 기능적으로 잘 보완된다면 오히

서 피해를 입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 자녀에 대한 경제

려 잘 기능할 수 있다는 연구가 되고 있다. 이러한 맥

적 투자나 심리적인 애착, 관심 등이 양친가족보다 적

락에서 적응유연성에 관한 보호요인이 관심의 초점이

어져서 청소년들의 정서적․행동적 측면에 영향을 끼친
다고 볼 수 있다.

된다. 보호요인이란 위험요인에 노출되었을 때 부정
적인 영향력을 중재하거나 완화시켜 결과적으로 문제

편모가정 가족구조가 청소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

행동이 야기될 수 있는 확률을 낮추는 변인이며, 취약

는가에 대해 일련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연

한 환경적 조건에서도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영향을

구에서 편모가정 학생은 학교 중도탈락의 위험이 높

최소화 시켜 청소년의 비행을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

다는 보고가 있으며(McLanahan, 1985; Shaw,

이다(박현선,

1982), 학문능력에 대한 부정적 지각(이재철,
1994), 우울(김지영, 2002), 남성모델 부재의 문제

1994). 그리고, 보호요인의 종류를 개인적 보호요인
과 환경적 보호요인, 가족관련 보호요인과 지역사회 보

성(김경희, 1986; 주정일, 1980; Fisher, 1976), 비행

호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유성경, 이소래, 2001;

또는 탈선(조아미 외, 1997), 경제적 문제(김주수, 이

Search Institute, 1998). 중요한 개인적인 보호요인

희배, 1986; 이범윤, 1983), 낮은 자아존중감 또는 부

으로 사회적 유능감(유성경, 이소래, 2001), 자신감과

정적 자기인식(김소연, 2002; 이광희, 1998; 이창균,

신념(김장대, 1998), 대인관계기술(박현선, 1998;

1994; McCandless ＆ Coop 1979), 정서적․심리적
불안감(권희진, 2003; 김순애, 1987; 최선애, 1984),

Garmezy, 1993)등을 들고 있다. 사회의 변화에 따
라 편모가정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지역사회 보호요인

923,000가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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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가족관련 보호요인을 강화하여야 한다. 아울러 편

술을 지닐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학생

모가정 학생의 개인적인 보호요인 강화도 더욱 필요

스스로 유능성을 높여감으로써 문제행동을 사전에 예

하다고 보인다.
그러나 이제까지 연구를 보면 사회복지 차원의 경

방하고 바람직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이라 생
각된다.

제적 지원을 위한 편모가정 실태조사(김미숙 외,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 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2000; 윤병철, 1998; 정진영, 1993), 편모가정 특성조

결손가정 중에서 편모가정 학생들의 개인적 보호요인

사(권희진, 2003; 김소연, 2002; 김순애, 1987; 김지영,

강화에 초점을 두고, 편모가정 학생으로 하여금 건전

2002; 류승의, 1999; 이범윤, 1983; 이창균, 1994)가

한 가치 및 신념을 갖게 하며, 개인적 혹은 대인관계

대부분이다. 많은 실태 및 특성조사는 이루어지고 있지
만 이를 토대로 편모가정 학생들의 보호요인 강화를

적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사회적 유능성 증진 프
로그램을 실시하고자 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편

위한 실질적인 상담프로그램의 실시는 적은 실정이다.

모가정 중학생의 자기효능감 및 대인관계 기술의 변

편모가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보호요인

화를 알아 보고자한다.

강화 프로그램 실시가 부진한 이유는, 첫째, 학교의 현
실은 입시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학습지도에 치중

편모가정의 특성

하고 있고 둘째,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성장을
도울 전문가 없으며 셋째, 학생이나 어머니 모두 편모
가정임을 드러내기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이혼의 경우 편모가정이라는 사실을 학교에는 밝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편모가
정 학생들은 사회적 편견에 대해 강한 분노(오지숙,
2001)와 자기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과 우울, 불안으
로 인해 대인관계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김소연,
2002; 정진영, 1993), 예방적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
을 놓쳐 비행으로 치닫기도 한다(차성숙, 2002).
최근의 학교상담의 동향은 문제해결의 상담이 아니
라 문제예방의 상담으로 가고 있다. 학생들이 안고 있
는 위험요인과 사회 변화에 따른 현실을 고려한 예방
적 개입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결손가정
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편모가정 학생들이 건전한
가치 및 신념을 갖게 하며, 개인적 혹은 대인관계적
효율성을 증가시켜주는 사회적 유능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들의 사회적
유능성을 높여 개인의 위험요인을 극복하고 사회적
소속감을 높이고, 높은 자존감, 효율적인 대인관계 기

가정은 각 개인에게 있어서 생활의 근거지이자 혈
연으로 맺어진 공동체이며, 한 국가나 사회를 구성하
는 최소의 기본단위이다. 따라서 가정집단은 구성원
들에게 사회생활능력과 의사소통 및 상호협력 등 적
응기술을 체득하게 해주며, 정서적 만족을 경험하는
곳이다. 개인을 둘러싼 다른 환경, 즉 학교나 사회에
서 기대할 수 없는 기본생활과 원초적 욕구에 대한 해
결이 가정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되었다(김형태,
1993). 그러므로 가정의 결손은 각 개인의 정서나 생
활에서 커다란 손상을 초래할 가능성을 안고 있다.
이제까지 가정에서 아버지는 경제적 역할의 담당자
로 인식되어지고, 자녀를 양육하는 데는 어머니의 태
도와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자녀교
육에 있어서 아버지 역할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
다. 아버지가 아동의 양육에 참여하는 시간량은 어머
니에 비해 적지만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미치는 영향
은 어머니의 영향 못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
문이다. 특히 사춘기의 자녀를 둔 집안에서는 아버지
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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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버지의 아동교육 역할은 어머니의 역할과 상호

에서 아버지의 죽음이나 이혼으로 인한 아버지의 부

보완적인 기능을 갖지만 특히 아동의 지적․사회적 발

재가 자녀에게 모두 영향을 미치지만 특히 이혼한 편

달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박아청,
1996).

모가정의 딸의 경우가 더 낮은 자아존중감을 보이고
있다고 하였다. Fisher(1976)는 정상아에 비해 편

부모역할은 경계가 모호하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모가정 남아가 남성다운 것을 배우는데 지장이 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고유한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 유

고 하였다.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도 더 복종적이

영주(1985)는 아버지는 생활비 조달자 역할, 자녀들

며, 덜 공격적이었으며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더

의 지위표본 역할, 이성적이고 공정한 판단자 역할,

욱 의존적 경향을 보였다고 한다. 반대로 자기의 여성

자녀의 좋은 동료적 역할을 하며 수입을 획득하기 위
하여 밖에서 생활하므로 가정과 자녀에 대해서 간접

적 성향을 감추기 위해 더욱 더 과격한 행동을 표현하
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버지 부재 아동은 지

성, 부재성, 소극성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했다. 또한

적, 사회적 발달이 늦으며 정서적으로 불안한 것으로

어머니는 자녀와 아버지 사이, 사회와 가족 사이의 관

보고 되고 있다(김순애, 1987; 양장애, 1983; 최선애,

계를 두텁게 해주며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기초 훈련

1984). 이창균(1994)은 편모가정 환경이 편모가정 학

을 시켜 사회에 내보내는 교량적 역할을 한다. 그리고

생의 자기 지각에 미치는 영향연구에서 학문능력에

어머니의 역할은 자녀의 성격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자녀의 교사, 자녀에게 표현적 역할을 담당한

대한 자기지각은 편모학생이 일반학생보다 부정적이
며, 사회성에 대한 자기지각은 편모가정학생이 더 부

다고 했다.

정적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오지숙(2001)은 편모가정

아버지의 자녀양육에 대한 영향은 아동의 인지발달

을 바라보는 사회적 편견에 학생들은 강한 분노를 드

은 물론이고 학업성취, 성역할 특성, 사회적 적응력,

러낸다고 보고하였고, 이범윤(1983)은 편모가정의 어

도덕성과 정서적 안정성에 크게 나타난다고 한다(강

머니는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됨

란혜, 1990; 최경순, 1992).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
이 강조됨으로 인해 자녀 양육에 아버지의 참여가 증

으로써 두려움을 갖게 되는 기회가 잦아 심리적 불안
감을 갖게 되고 이웃과 비교하여 열등감과 수치심을

가하고, 양육의 주체로서 그 역할에 관심이 증대되고

느끼게 되며, 독신으로 인한 불만이 자녀에게 신경질

있는 실정이다.

적으로 표현되는 경우, 자녀는 반항적이고 성격장애

이와 같이 아버지의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아버지

를 나타내기도 한다고 하였다. 김주수와 이희배

가 계시지 않는 가정의 문제는 상대적으로 더욱 커진

(1986)에 의하면, 모자가정의 정서적 안정성은 부자

다고 볼 수 있다. Shaw(1982)는 편부모가족에 속한
청소년은 양친과 함께 사는 청소년들과 비교하여 학

가정보다 안정되어 있으나 아버지라는 강력한 지주가
결여되기 때문에 사회적응력이 저해된다고 하였다.

교를 중도에 그만둘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발견하

김경희(1986)도 부 결손 남아가 책임감이 부족하며

였다.

의존적이고 비행률이 높다고 하였다. 또한 정진영

McLanahan(1985)도 편모가정에 사는 것은 청

(1993)의 연구에 의하면 편부모 가정의 자녀들은 정

소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것에 부적인 영향을

서적 불안정, 대인관계상의 문제, 학업성적 부진, 우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McCandless와 Coop(1979)
은 아버지의 유무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연구

울, 자신감 부족 등의 문제를 보인다고 밝히고 있다.
강해구(1988)는 결손가정 고교생들과 정상가정 고교

- 88 -

사회적 유능성 증진 프로그램이 편모가정 중학생의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기술에 미치는 효과 5 ❚

생들의 자아개념을 비교한 결과 결손가정 고교생들이

Cavell(1990)은 사회적 유능성에 관한 통합적 개

정상가정에 비해 자기실현, 자기신뢰, 대인관계 등에

념 모형을 제시하였는데, 사회적 유능성은 사회적 적

서 낮은 점수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박아청(1996)은
아버지가 안 계신 가정의 자녀는 정서적으로 보다 의

응, 사회적 수행, 사회적 기술이라는 하위요인으로 이
루어져 있으며, 각각에는 위계가 있어 사회적 기술이

존적이며 덜 공격적이고, 성취 지향성이 낮으며 성역

획득되어야 사회적 수행을 잘 할 수 있고, 사회적 수

할 특성에도 영향을 받는 등 발달과정상의 문제가 있

행을 잘 할 수 있어야 사회적 적응이 가능하다고 주장

다고 하였다.

했다. 그러나 Cavell의 모형은 실제상황에 접목시키

그러므로 아버지가 안 계신 편모가정에서는 어머니

는데 어려움이 있다. 왜냐하면 사회적 기술과 사회적

혼자서 가정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아
버지의 역할까지 책임져야하는 부담이 있다. 어머니

수행이 분리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Hartwig(1991)는 사회적 유능성을 측정하

가 수입을 획득하기 위한 경제활동에 치중해야 하므

기 위해서는 사회적 상황에서의 행동의 적합성 평가

로 일반가정의 어머니에 비하여 자녀에 대해 간접성,

와 사회적 기술에 대한 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

소극성을 띠게 된다. 그 결과 어머니는 자녀의 정서적

다고 주장했으며, 개인의 사회적 유능성을 측정할 때

안정, 가치관 형성, 가족 구성원의 교류를 위한 적극적

에는 사회적 상호작용이나 대인관계에 대한 것과 함

인 역할을 수행할 시간적․심리적 제약을 받게 된다. 그
러므로 자녀의 생활에 대해 관심과 이해의 폭을 넓히

께 자기효능감, 책임감, 친밀성과 같은 인성적 특성 등
을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 위해 각별한 노력이 요구되는 등 어머니의 고유한

그리고 Haggerty 등(1996)도 사회적 기술과 사회
적 수행능력이 실제로는 불가분의 관계이므로 이 두

역할의 수행에도 어려움을 갖게 된다.
따라서 편모가정의 자녀는 경제적 불안과 낮은 자

가지를 동시에 함께 향상시킬 수 있는 사회적 유능성

기개념, 심리적 불안, 대인관계 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증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프로그램

불러올 가능성을 갖게 된다.

내용에 공감, 사회적 문제의 효율적인 해결, 의사소통
기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영아
(2001)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유능성을 사회적 기술과

사회적 유능성

사회적 수의 통합체로 보고 이 개념의 특성을 충족시

최근 들어 사회적 유능성의 개념은 개인이 속해있
는 사회적 상황 속에서 적응적이고 기능적인 것으로
평가되는 기술, 태도, 능력과 감정의 통합체라고 정의
하게 되었다. 즉 사회적 유능성의 개념은 사회적으로
적절한 행동을 하는 수행능력 체계로서의 사회적 유
능성과 사회적 기술의 집합체로서의 사회적 유능성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접근은 사회적 기
술과 사회적 수행의 개념을 연결하기 위한 사회적 상
황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게 되었다(Haggerty,
Sherrod, Garmegy, & Rutter. 1996).

켜 주는 사회적 기술과 사회적 수행의 요인들로 자신
의 감정과 타인의 감정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 타인과의 의사소통 및 사회적 상호작
용 기술인 대인관계 기술과 자기효능감으로 보았다.
최송미(2003)의 연구에서도 사회적 유능성의 증진을
위해서는 개인 내적 요인과 대인관계적 특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러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사회적 유능성의 개
념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어떤 결과를 얻고자 하는 행
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낼 수 있는 개인의 신념을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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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타인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

혐오 경험을 무릅쓰고 행동을 지속하려는 정도를 결

여 대인관계 능력을 키워 사회에 잘 적응하는 능력으

정한다. 따라서 자기효능감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많

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유능성
을 높이기 위한 요인으로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 기

은 노력을 투자하고 선택한 행동은 오랫동안 지속되고
다른 행동에도 전이되어 어려운 과제에서도 노력을 더

술을 보고자 한다.

많이 투여하게 된다(Bandura, Jeffery, ＆ Gaidos,
1975). 따라서 높은 자기효능감은 다양한 장애로부터
의 회복과 치료에 성공적이라고 보고되고 있다

사회적 유능성과 자기효능감의 관계

(Bandura,

사회적 유능성의 인성 구조적 접근방법에서 강조되
는 개인의 특성이 자기효능감이라 할 수 있다. 자기효
능감이란 어떤 결과를 얻고자 하는 행동을 성공적으
로 수행해 낼 수 있는 개인의 신념으로 상황적 구체적
자신감의 강도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자
신감이란 수행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는 능력에 대
한 개인의 확실성의 정도 또는 믿음이라 정의된다
(Vealey, 1986). 일반적 자신감과 자기효능감의 개
념적 차이는 자신감은 믿음 또는 확신의 강도를 의미
할 뿐 인지된 능력의 구체화된 수준을 의미하지 않는
다. 하지만 자기효능감은 그 믿음의 강도와 인지된 능
력 수준의 구체화를 의미한다. 하나의 주어진 행동이
어떤 확실한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라는 개인의 추측
과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
행할 수 있다는 신념을 의미한다. 자기효능감은 상황
에 대처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행동을 얼마나 잘 조직
하고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과 관계가 있다.
즉 자기효능감은 ‘어떤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을 의미한다. 자기효능감은 어떤 행
동을 할 것인가 하는 행동의 선택과 그 행동을 끝마칠
때까지 어느 정도의 노력을 하고 지속시킬 것인가 하
는데 대한 판단을 하는 사고형태, 그리고 정서반응 등
에

영향을

미친다(Bandura,

1977a;

Bandura,

Hardy, ＆ Howells, 1980; Bandura ＆ Schunk,
1981).
자기효능감은 행동에 투여되는 노력의 양과 장애나

1986;

Litt,

1988;

O'leary,

1985).

반대로 낮은 자기효능감은 문제상황을 더 나쁘게 인식
하기도 하고 우울을 유발한다고 한다(이유정, 1985;
Lewinsohn,

1974;

Lewinsohn

＆

Hoberman,

1982).
Allen, Leadbeater, 및 Aber(1990)는 자기효능감
은 위험요인이 많은 환경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과제
수행을 위해 노력을 할 수 있게 하는 요인으로, 자기
환경을 조정하고 자기 결정력을 갖게 하며 창조적이
고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하는 원동력이다. 자기효능
감의 증진은 인지적 기술 습득 뿐 아니라 사회적 문제
상황에서 적응적 행동과 비폭력적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게 하여 사회적 유능성을 발달시킨다고
했다. 따라서 긍정적인 자기에 대한 판단은 사회적 유
능성의 획득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사회적 유능성 증진프로그램을 통하여 복교생의 자
기효능감이 매우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고 보고 하고
있다(주영아, 2001). 배정우(2003)는 대인관계능력
증진 집단상담을 통하여 고등학생의 자기효능감이 유
의미하게 증진되었음을 보고 하였다. 또한 다양한 집
단상담 프로그램을 통하여 자기효능감이 증진되었다
고 보고되고 있다(윤재웅, 2001; 이정은, 2002; 한혜
진, 2002).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기효능감은 행동에
대한 자기 신념으로 위험요인을 극복하고 사회적 유
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개인적 요인이 되고 있다. 따
라서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것은 개인의 사회적 유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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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 그러므로 사회적 기술과 사회적 유능성은 서

성을 높이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로 연관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과제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가는 사회적 기술의 차원이며 그 능력의
정도에 따라 사회적 능력의 정도가 좌우된다고 볼 수

사회적 유능성과 대인관계와의 관계
사회적 유능성의 개념은 환경상호론적 관점에서 가
장 많이 접근하고 있다. 환경상호론적 관점의 사회적
유능성은 인간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능력을 의미하
며,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적절한 기술을 사용하여 필
요한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
달해 나갈 수 있는 능력, 즉 사회적 기술이라 할 수 있
다. Gunzberg(1973)는 사회적 유능성이 사회적 지
식과 사회적 기술을 포함하고 자발적인 방향성도 갖
고 있다고 보았다. Water와 Sroufe(1983)는 사회
적 유능성이란 요구에 적응적으로 반응하고 융통성
있게 조화를 이루며 환경 안에서 주어지는 기회를 일
반화하고 활용하는 능력으로 보았다. Katz와
McClellan(1997)은 사회적 유능성은 인간이 환경
과 상호작용하는 능력을 의미하는데 자신이 속한 사
회구조 내에서 적절한 기술을 사용하여 필요한 사회
적 목표를 달성하므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달해 나
갈 수 있는 능력이라고 했다. Rubin, Booth, Rose
-Krasnor 및 Mills(1995)는 사회적 유능성을 사회
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타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개인적 목표를 성취하는 능력으로 간주하여 그 구성
요소로 사회적 목표 세우기,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사
회적 환경 판단하기, 합리적 전략을 선택하고 이행하
기, 성공할 수 있는 능력과 실패에 대해 유연하게 대응
하기의 네 요소를 들었다.
사회적 기술이란 어떤 구체적인 요소를 수행해 나가
는 과정상의 기술이라고 하였으며(McFall, 1982),
Kelly(1982)는 사회적 기술은 대인관계에서 사용하는
학습된 행동이라고 정의하였다. 사회적 기술을 개인
상호간의 감정 및 의견을 효율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차영희, 1995; Phillips,

있다(홍경자, 1990). 따라서 사회적 기술은 사회적 유
능성의 한 측면이자 요인이며, 사회적 기술의 사회적
수행이 대인관계 기술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대인관계 기술은 자신의 입장과 타인의 입장을 고
려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상호 작용할 수 있게 하고,
동시에 사회적 관계에서 갈등이 있을 때 부정적 결과
를 가져올 수 있는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했다(Danoff, 1996). 인간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
회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대인관계 능력이 사회적
유능성이라고 했다(Anderson ＆ Messik, 1974;
Waters ＆ Sroufe, 1983; Zigler ＆ TricKett,
1978). O'Mally(1977)는 사회적 능력인 대인상호
관계 능력을 자기와 타인에 대한 정체감을 확립하고
유지하는 기술로 간주하며, 타인의 역할을 수용하는
능력과 복잡한 인지적 사회적 기술, 효과적인 대인관
계를 위한 능력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Pellegrini(1985)는 사회적 유능성은 사회적으
로 유능한 성인과 또래와 의 관계에 상관이 있고,
그러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더욱 유능성이 증진된다
고 보고했다. 사회적 유능성은 행동의 인지적, 정서
적, 사회적 측면을 포함하며 사회적 능력을 갖춘 행
동들은 대체로 특수한 환경에서 적응적이고 기능적
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적으로 적응적인
행동은 개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공적으로 기능
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과정들이 상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주영아(2001)는 복교생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유
능성 증진 프로그램을 통하여 청소년의 대인관계능력
을 향상시킨 결과를 보고하였고, 이태영(2000)은
유아를 대상으로 사회적 유능감 증진프로그램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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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여 대인관계능력 향상을 보고하였다. 그리고

구통계학적 특징은 아래 표 1과 같다.

여러 상담 프로그램을 통하여 대인관계 기술이 유

집단상담자

의미하게 증진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김영선,
2002; 문선모, 1980; 배정우, 2003; 오세덕,
1989; 윤미경, 2002; 은혁기, 1999; 이미원, 2003;
최병식, 2002).

프로그램의 진행은 본 연구자가 맡았는데, 석사과
정에서 상담심리를 전공하는 자로서 한국상담학회 공

따라서 대인관계 기술이 높은 사람은 자신과 타인

인 2급 전문상담사, 한국학교상담학회 공인 학교상담

의 감정 상태를 정확히 인식할 수 있으며, 자신과 다

사 자격을 지니고 있으며, 200시간 이상의 집단상담

른 사람의 욕구와 기대를 명확히 알 수 있다. 이렇게
파악된 자신과 타인간의 요구와 기대를, 타당성에 근

참가 경험이 있고, 중학생을 대상으로 집단상담 프로
그램을 여러 차례 진행한 경험이 있다.

거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것에 따라 문제를 해결

사회적 유능성 증진 집단상담 프로그램

하며 사회적 유능성을 높여 나간다. 그러므로 대인관
계 기술의 증진은 사회적 유능성을 증진시키는 요인
이 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프로그램은 배정우(2003)의
대인관계능력 증진 집단상담 프로그램, 주영아(2001)
의 복교생을 위한 사회적 유능성 증진 프로그램과 학

방 법

교집단상담 프로그램(2003)을 토대로 하여 연구자가
연구목적에 따라 재구성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편모

피험자

가정 중학생을 위한 사회적 유능성 증진 집단상담 프
로그램으로서 자기효능감, 문제해결, 대인관계기술의

본 프로그램의 피험자는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K중

세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지적 측면과 정서적

학교 2학년 학생 중 편모가정 남․여학생을 대상으로

측면을 통합하여 내용을 재구성한 것이다. 이 프로그

하였다. 이들 중 사회적 유능성 증진 프로그램에 참여
하기를 희망한 20명의 학생들이다. 프로그램 참여를

램의 주제는 프로그램 소개와 집단원 알기, 자기 탐색,

희망한 학생들을 실험집단 10명과 대기자 통제집단
10명으로 무선 배정하였다. 이들의 인구학적 특성으

기술훈련Ⅰ, 의사소통 기술훈련Ⅱ, 주장하기, 자성예
언, 소감 나누기와 마무리 순으로 구성하였다.

로는 여자 12명(60%), 남자 8명( 40%)이며, 교육

프로그램의 단계는 Corey(1999)의 이론에 따라

가족 탐색 및 이해, 내 감정 알기, 문제해결, 의사소통

연한은 7.9년, 평균연령은 만 14세이다. 피험자의 인
<표 1.> 피험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징
구분

성별

부친부재 사유

학업 성취도

경제적 어려움

형제자매

남

여

사별

이혼

상

중

하

유

무

유

무

실험집단

4

6

2

8

2

4

4

7

3

7

3

통제집단

4

6

2

8

2

3

5

6

4

7

3

12

4

16

4

7

9

13

7

14

계

8
20

2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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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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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엔테이션과 탐색의 시기인 시작단계, 불안, 저항,

절 차

갈등을 다루는 시기인 전환단계, 바람직한 행동변화
를 일으키는 작업단계, 집단경험을 통합하고 종결하
는 마무리 단계로 구분하였다. 프로그램은 총 10회기

부산광역시 소재 K중학교에서 본 연구의 취지, 대

로 구성하고 인지적인 측면과 정서적인 측면의 조화

상자, 프로그램 내용과 실시 기간을 홍보하여 참가 신
청을 받았고 일부는 개인 면담을 통하여 의사를 물어

를 이루도록 고려하였다.

구성하였다. 참가 의사를 밝힌 학생을 대상으로 가정
통신문을 발송하여 어머니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였

측정도구

다. 최종적으로 22명이 신청하였으나 중도에 2명이
포기하여 실험집단과 대기자 통제집단에 각각 10명

자기효능감 척도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Bandura의 자기효능감
이론에 따라 자기효능감의 개인적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Sherer,

Maddux,

Mercandante,

Prentice-Dunn및

Jacobs(1982) 등이 제작한 척도를 홍혜영(1995)이 번
안한 것을 사용하였다(부록2). 이 척도는 일반적인 상
황에서의 자기효능감을 측정하는 일반적 자기효능감
17문항, 대인관련 사회적 기술 등이 요소와 관련 있는
사회적 자기효능감 6문항으로 총 23문항으로 구성되
었으며, Likert식 5점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 자기효
능감 척도의 하위 척도별 문항간 내적 일치도
(Cronbach α)는 각각 .89, .81이었고 전체는 .91이었
다.

씩 무선 배정하였다.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에 무선 배정된 실험집단과 대기자 통제집단 구성
원 모두에게 자기효능감 검사와 대인관계 변화 검사
를 실시하였다. 어머니의 동의를 받은 실험집단 참가
자 10명을 대상으로 1박 2일 동안 숙식을 함께 하며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프로그램은 매회 90분 씩 총
10회기의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프로그
램 종결 2일 후 프로그램의 실시 효과를 알아보기 위
해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구성원들
에게 각각 사전검사와 똑같은 내용의 자기효능감 검
사와 대인관계변화 검사를 실시하였다. 프로그램이
끝나고 아무런 처치를 하지 않았다. 프로그램 종결 2
개월 후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 구성원들에게
프로그램 효과의 지속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사
전․사후검사와 똑같은 내용의 자기효능감 검사와 대

대인관계 변화 척도
대인관계능력 측정도구는 Schlein과 Guerney
(1971)의 “Relationship Change scale”을 우리 실

인관계변화 검사를 실시하였다.

자료처리

정에 맞게 이형득과 문선모(1979)가 번안한 대인관
계 변화 척도이다(부록3). 이 대인관계 변화 척도는 7

사회적 유능성 증진 프로그램이 편모가정 중학생의

가지 하위영역 총 2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Likert식 5점 척도이다. 구체적인 하위영역으로는 만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
기 위해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과 실시 직후 실험집

족감, 의사소통, 신뢰감, 친근감, 민감성, 개방성, 이해
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하위척도별 문항

단과 통제집단을 대상으로 자기효능감 검사와 대인관

간 내적 일치도(Cronbach α)는 .71, .80, .71, .71,

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실험집단을 대상으로 추후

.69, .72, .79 이었고 전체는 .92였다.

계 변화 검사를 각각 실시하였다. 그리고 효과의 지속
검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SPSS/WIN 10.0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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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을 이용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자료를 각
척도별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검사 점수를 공변인으로 하여 사후검
사 점수를 공변량분석(ANCOVA)을 실시하였다. 그
리고 실험집단의 사전-사후-추후검사 점수를 각 척도
별로 반복측정 t검증(Paired t-test)하였다.

결 과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3와 같다.
표 3. 실험․통제집단의 자기효능감 사후검사의 공변량 분석
제Ⅲ유형
자유도 평균제곱
제곱합

변인 변량원

집단 1547.416
자 기
공변인 1866.151
효능감
오차
167.449

F

1

1547.416

157.099***

1

1866.151

189.458***

17

9.850

***p<.001

자기효능감에 대한 효과 검증

표 3를 보면 집단의 주효과는 F(1,17)=157.099,
p<.001 로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공변인의 효과

본 연구에서 실시한 사회적 유능성 증진 프로그램
이 편모가정 중학생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를 통제한 상태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자기효능
감 사후검사 점수를 비교해 본 결과 실험집단의 사후

검증하기 위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대상으로 사

검사 점수가 통제집단의 사후검사 점수에 비해 통계

전검사와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두 집단의 평균과

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자기효능감 하위변인별

표준편차는 표 2와 같다.

사후검사의 공변량 분석결과는 표 4와 같았다.

표 2. 실험․통제집단의 자기효능감 사전- 사후검사 평균과

표 4. 실험․통제집단의 자기효능감 하위요인별 공변량 분석

표준편차
구분

실험집단(N=10)
사전검사
사후검사
M SD
M SD

일반적
52.30
자기효능감
사회적
19.5
자기효능감
전 체 71.80

7.17

66.90

9.39

변인 변량원

통제집단(N=10)
사전검사
사후검사
M SD
M SD
55.7

6.91

일반적 집단
자 기 공변인
효능감 오차

54.5 6.92

4.30

21.9

4.09

18.8

2.53

19.5 2.22

10.75

88.80 13.13

74.50

7.21

74.0 7.32

제Ⅲ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1221.16

1

1221.16

136.77***

1071.61

1

1071.61

120.02***

151.79

17

8.929

16.02

1

16.02

9.05**

165.36

1

165.36

93.564***

30.04

17

1.767

사회적 집단
자 기 공변인
효능감 오차
*p<.01, ***p<.001

표 2에서 보면 실험집단의 자기효능감 사후검사 평
균이 통제집단 사후검사 평균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
타났다. 그리고 실험집단의 표준편차가 통제집단의
표준편차 보다 크다. 이는 실험집단의 구성원의 개인

표 4와 같이 자기효능감의 하위변인에서 일반적 자
기효능감 주효과는 F(1,17)=136.77, p<.001로 유의
미한 차이가 있었다. 사회적 자기효능감 주효과는

차가 심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사회적 유능성 증진에

F(1,17)=9.05, p<.01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공

미치는 본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전

변인의 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검사점수를 공변인으로 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의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자기효능감 사후검사

사후검사 득점을 비교하는 공변량분석(ANCOVA)을

점수를 비교해 본 결과 실험집단의 사후검사 점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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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집단의 사후검사 점수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게 높았다.

<표 6> 실험․통제집단의 대인관계 사후검사 공변량 분석

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 1

제Ⅲ유형
자유도 평균제곱
제곱합
집단
409.575
1
409.575
대인
공변인 1177.256
1
1177.256
관계
오차
412.844
17
24.285

은 수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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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와 표 4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프로그램 실시
후 실험집단의 자기효능감이 통제집단보다 향상되었

변인 변량원

F
16.865**
48.477***

표 6을 보면 집단의 주효과는 F(1,17)=16.865,
p<.01 로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공변인의 효과

대인관계에 대한 효과 검증
본 연구에서 실시한 사회적 유능성 증진 프로그램
이 편모가정 중학생의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를 검
증하기 위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대상으로 사전
검사와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두 집단의 평균과 표

를 통제한 상태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대인관계
사후검사 점수를 비교해 본 결과 실험집단의 사후검
사 점수가 통제집단의 사후검사 점수에 비해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준편차는 표 5과 같다.

그리고 대인관계 하위변인별 사후검사의 공변량 분
석결과는 표 8과 같았다.

<표 5> 실험․통제집단의 대인관계 사전사후검사 평균과
표준편차

<표 7> 실험․통제집단의 대인관계 하위변인 공변량 분석

실험집단(N=10)
사전검사
사후검사
M SD
M SD
만족감 13.10 2.33 14.80 2.10
의사소통 12.90 2.69 14.80 2.74
신뢰감 9.80 1.14 11.10 1.20
친근감 10.50 1.72 11.00 1.63
민감성 7.30 1.77
7.40 1.65
개방성 15.70 2.45 17.90 2.56
이해성 13.40 2.63 15.10 2.92
전 체 82.70 10.09 92.20 11.37
구분

통제집단(N=10)
사전검사 사후검사
M SD M SD
12.5 1.72 12.50 1.51
12.9 2.47 12.40 2.50
8.00 1.41 8.50 1.65
9.60 1.51 10.00 2.11
6.70 1.16 6.60 0.97
15.20 1.99 15.20 2.30
12.90 2.08 13.30 2.06
78.00 7.38 78.50 6.88

변인
만족감
의사
소통
신뢰감

표 5에서 보면 실험집단의 대인관계 사후검사 평균

친근감

이 통제집단 사후검사 평균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
났다. 표준편차는 실험집단이 통제집단보다 크다. 이

민감성

는 실험집단의 개인차가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사회
적 유능성 증진에 미치는 본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
보기 위하여 대인관계 사전검사 점수를 공변인으로
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후검사 득점을 비교하
는 공변량분석(ANCOVA)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개방성

이해성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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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량원
집단
공변인
오차
집단
공변인
오차
집단
공변인
오차
집단
공변인
오차
집단
공변인
오차
집단
공변인
오차
집단
공변인
오차
***p<.001

제Ⅲ유형
자유도 평균제곱
제곱합
16.84
1
16.84
41.15
1
41.15
18.95
17
1.12
28.80
1
28.80
80.49
1
80.49
43.51
17
2.56
3.28
1
3.28
23.19
1
23.19
14.21
17
.84
.25
1
.25
34.12
1
34.12
29.89
17
1.76
.47
1
.47
26.43
1
26.43
6.36
17
3.74
25.52
1
25.52
64.90
1
64.90
41.60
17
2.45
9.15
1
9.15
78.02
1
78.02
36.98
17
2.18

F
15.01**
36.91***
11.25**
31.45***
3.92
27.74***
.14
19.41
1.26
70.63***
10.43**
26.52***
4.21
35.86***

❚ 12 조영순, 이영순

표 7과 같이 대인관계 하위변인에서 만족감 주효과
는

F(1,17)=15.01,

p<.01,

의사소통

가 유의한 향상을 보였다.
자기효능감 하위 영역에서 실험집단의 사전검사와

주효과는

F(1,17)=11.25, p<.01, 개방성 주효과는 F(1,17)
=10.43, p<.01 로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하위
변인 가운데 신뢰감, 친근감, 민감성, 이해성 영역에

사후검사 추후검사 변화를 알아보면 표 9와 같다.
<표 9> 실험집단의 자기효능감 하위영역 사전사후추후검
사 점수 비교

서는 약간의 증진은 있었으나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

실험집단(N=10)

다. 그러나 공변인의 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 실험집
단과 통제집단의 대인관계 전체에서 실험집단의 사후

구분 사전검사

사후검사

추후검사

검사 점수가 통제집단의 사후검사 점수에 비해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M SD

M SD

M SD

표 6과 표 7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실험집단이 통
제집단보다 대인관계 기술이 향상되었다고 할 수 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 2는 수용되었다.

자기효능감 추후검사에 대한 효과 검증
본 프로그램이 사회적 유능성 증진에 미치는 효과
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실험집단의 자기효능감 사

t1

t2

t3

일반적
자 기 52.30 7.17
효능감

66.90 9.39

65.40 7.12 -3.91** -4.10** .40

사회적
자 기 19.50 4.30
효능감

21.90 4.09

22.90 3.73 -1.28

-1.89

-.57

t1 = 사전사후검사 비교, t2 = 사전추후검사 비교,
t3 = 사후추후검사 비교
**p<.01

전검사와 사후검사, 프로그램 종결 2개월 후의 추후

표 9에서 보면 하위 영역에서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검사 점수에 대해 반복측정 t검증(paired t-test)을

간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p<.01 수준의 유의미한 향상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8와 같다.

을 보였다. 그리고 사전검사와 추후검사 간 일반적 자

<표 8> 실험집단의 자기효능감 사전사후추후검사 점수
비교

기효능감도 사회적 자기효능감에서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지만 지속적인 증가현상은 보였다. p<.01
수준의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다. 그러나 사후검사와
추후검사 비교에서는 유의미한 향상은 보이지 않지만

실험집단(N=10)
구분 사전검사

사후검사

추후검사

M SD

M SD

M SD

자 기
71.80 10.75
효능감

88.80 13.13

t1

t2

t3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었다. 그러므로 프로그램 실
시 후 향상된 자기효능감이 안정적으로 지속된다고
볼 수 있다.

88.30 10.47 -3.17** -3.48** .09

t1 = 사전사후검사 비교, t2 = 사전추후검사 비교,
t3 = 사후추후검사 비교
**p<.01

대인관계 추후검사에 대한 효과 검증

표 8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실험집단의 자기효능감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를 비교해 보면 유의미한 향상
을 보였다. 사전검사와 추수검사 비교에서 추수검사

본 프로그램이 사회적 유능성 증진에 미치는 효과
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실험집단의 대인관계 사전
검사와 사후검사, 프로그램 종결 2개월 후의 추후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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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점수에 대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10

표11에서 보면 사전사후 검사 비교에서는 신뢰감만

과 같다.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다른 영역에서는 유의미한

표 10. 실험집단의 대인관계 사전사후추후검사 점수 비교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그러나 사전추후 검사 비교
에서는 민감성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

실험집단(N=10)
사전검사

사후검사

추후검사

M SD

M SD

M SD

대인
82.70 10.09
관계

92.20 11.37

t1

t2

이를 보이고 있다. 만족감, 의사소통, 신뢰감, 개방성,

t3

이해성에서는 p<.01 수준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친근감에서는 p<.05 수준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101.30 8.85 -1.98 -4.38*** -2.00

사후검사와 추후검사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지만 지속적인 향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학습된 대
인관계 기술이 시간이 경과하여도 안정적인 효과를

t1 = 사전사후검사 비교, t2 = 사전추후검사 비교,
t3 = 사후추후검사 비교
***p<.001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표 10에서 보면 대인관계의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비교에서는 전체적으로 유의한 향상을 보이지는 않았

논 의

지만 조금 향상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었다. 사전검사
보이고 있다. 사후검사와 추후검사 비교에서는 유의

본 연구는 편모가정 중학생의 사회적 유능성 증진
을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효과를 알아보고자

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지만 향상되는 결과가 나타났

하였다.

와 추후검사 비교에는 p<.001 수준의 유의한 향상을

다. 이는 프로그램의 효과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
음을 추측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연구 목적과 가설에 따
라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대인관계 하위영역별 사전사후추후검사 점수

첫째, 사회적 유능성 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

집단과 참여하지 않은 통제집단의 자기효능감 사전검
표 11. 실험집단의 대인관계 하위영역 사전-사후-추후검사 사를 공변인으로 한 사후검사 공변량 분석에서 실험
집단의 자기효능감 점수는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것
점수 비교
실험집단(N=10)
은 사회적 유능성 증진 프로그램에 참가한 피험자들

변화는 표 11와 같았다.

사전검사
M SD
만족감 13.10 2.33
의사소통 12.90 2.69
신뢰감 9.80 1.14
친근감 10.50 1.72
민감성 7.30 1.77
개방성 15.70 2.45
이해성

13.40 2.63

t1

t2

t3

-1.71
-1.57
-2.49*
-.67
-.13
-1.96

-3.55**
-3.18**
-3.82**
-2.55*
-.85
-3.65**

-1.73
-1.38
-1.03
-1.86
-.74
-1.71

사후검사
M SD
14.80 2.10
14.80 2.74
11.10 1.20
11.00 1.63
7.40 1.65
17.90 2.56

추후검사
M SD
16.2 1.48
16.3 2.06
11.60 .97
12.2 1.23
7.90 1.37
19.9 2.69

15.10 2.92

17.2 1.87 -1.37 -3.72** -1.91

t1 = 사전사후검사 비교, t= 사전추후검사 비교,
t3 = 사후추후검사 비교
*p<.05, **p<.01, ***p<.001

이 참가하지 않은 통제집단의 피험자들 보다 자기효
능감이 유의미하게 향상될 것이라는 가설 1이 지지되
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유능성 증
진프로그램이 자기효능감 증진에 효과적임을 나타낸
주영아(2001)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자기효능감에 대해 실험집단의 사전사후추후
검사 차이 검증에서 사전사후검사에서 유의미한 차
이가 있었다. 그리고 사전추후검사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사후추후검사 비교에서 자
기효능감은 유의미한 변화는 없었지만 사후검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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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진된 효과가 지속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인관계에 대해 실험집단의 사전사후추후검

이러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 원인을 추측해 보면

사 차이 검증에서 사전-사후검사에서 하위영역 신뢰

편모가정이라는 공통적인 아픔을 개방하고 집단속에
수용되면서 서로에 대한 신뢰감이 생겼다는 점이 크

감에서 p<.05 수준을 보인 것을 제외하면 별 유의미
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추후검사에서는

다고 하겠다. 그리고 프로그램 내용에서 자기탐색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하위영역에서도 민감성을

통한 긍정적 자아형성, 주장하기를 통해 스스로의 능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력을 깨닫게 되고 집단원들의 상호 피드백을 통해 인

만족감, 의사소통, 신뢰감, 개방성, 이해성에서는

정받는 경험을 하였고, 가족관계 탐색을 통해 객관적

p<.01 수준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친근감에서는

으로 자기를 인식하면서 기대감을 갖게 되었다. 자신
의 감정을 알아차리면서, 주로 아버지 부재에 대한 감

p<.05 수준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프로그
램을 1박 2일로 집중하여 실시하고 2일 후 사후검사

정이 드러났는데 이혼 가정의 경우 분노와 증오와 그

를 하였기에 사후검사에서는 대인관계 기술을 검증해

리움이 함께 있어 스스로도 혼란스러워 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개

촛불과의 대화를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하면서 자신의

월 뒤에 실시한 추후검사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

감정이 정화되고 정서적 안정을 유지하게 되었다. 성

는 것은 생활 속에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배운 대인관

공한 자기상을 그려보고, 자기에게 주는 메시지를 작
성하면서 스스로 신념을 갖는 기회가 되었다고 할 수

계 기술을 적용시켜 나가면서 효과가 증진되었다고
볼 수 있다. 사후추후검사의 대인관계는 유의미한 변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개인이 스스로 행동하여 성공

화는 없었지만 지속적인 증진을 보이고 있었다. 이는

을 경험한 성취경험, 다른 사람의 경험을 보고 자신도

프로그램을 통해 학습한 기술을 생활 속에서 적용시

수행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는 대리경험, 성공할 수 있

켜 나가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는 능력이 있다고 믿도록 설득하는 언어적 설득, 스트

결과를 가져온 원인은 다음과 같이 추측해 볼 수 있

레스 상황에서 생리적 각성을 일으켜 안정적인 상태
를 유지하는 정서적 각성을 통해 자기효능감을 얻을

다. 편모가정의 경우 어머니의 경제활동으로 학교에
서 귀가하여 혼자서 지내며 TV나 컴퓨터에 매여 있는

수 있다는 Bandura(1977b)의 주장과 맥락을 같이한

경우가 많고, 형제자매가 있다 하더라도 서로 관계가

다.

좋지 못하여 대화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실정이었

둘째, 사회적 유능성 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

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가족구성원 간에 서로의

집단과 참여하지 않은 통제집단의 대인관계 사전검사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이 의외로 힘들다고 보고하였

를 공변인으로 한 사후검사 공변량 분석에서 실험집
단의 대인관계 점수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것

다. 그런데 집단을 통해서 서로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피드백하기, 경청하여 상대방 마음 알아주기, 언어적

은 사회적 유능성 증진 프로그램에 참가한 피험자들

비언어적 메시지 실습을 통한 의사소통 방법 이해하

이 참가하지 않은 통제집단의 피험자들 보다 대인관

기를 통하여 자신이 수용되는 강한 느낌을 받았다. 그

계 기술이 유의미하게 향상될 것이라는 가설 2가 지지

리고 문제 상황의 내 느낌과 상대방 감정이해를 위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사회적 유능성 증진프로

역할 바꿔 해보기를 통해 자신의 반응양식을 알게 되

그램이 대인관계 기술 증진에 효과적임을 시사한 선
행연구와도 일치한다(이태영, 2000; 주영아, 2001).

면서, 나 전달법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집단원들
이 적극적으로 의사소통 훈련에 참여하고 서로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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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Social Competence Enhancement Program on
Self-Efficacy and Interpersonal Relation Ability of Middle
School Students from Single-Parent Families
Cho, Young-soon

Lee, Young-soon

Keumyang Middle School

Choonhae Colleg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social competence enhancement program for
middle school students from single-parent families on their self-efficacy and interpersonal relation ability.
Participants were selected from 22 voluntary middle school students from single-parent families. Among
those 20 students were randomly assigned to form an experimental group and a controlled group. The result
of this study was as follows ; First, the program was proved to be effective on the enhancement of
self-efficacy and interpersonal relations of middle school students from single-parent families. Secondly, the
effect of the program was consistently maintained until the follow-up test, 2 months after the completion
of the training program. The Social Competence Enhancement Program for this study was proved to be
effective to improve self-efficacy and interpersonal relations of middle school students from single-parent
families.
Key Words : Social competence, Self-efficacy, Interpersonal relation 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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