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유아교육연구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2004. 12. Vol 9. No. 4, pp. 57-75.

부모의 심리적 자세 변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 TA이론을 중심으로-

이병래* *

본 연구는 대학생에게 적용하기 위한 심리적 자세 변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려는 것이다 . 개발된 프로그램을 교양심리학 교과목 시간에 7주간 매
주 2시간씩 적용하였고, 「심리적 자세」 검사도구를 사용하여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의 변화점수 차이를 분석하였다 . 연구결과 실험집단이 비교집단에 비하여 자신에
대한 심리적 자세 와 타인에 대한 심리적 자세 의 점수가 더 크게 증가하였고,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의의 있었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심리적 자세 변화를
위한 프로그램은 대학생의 심리적 자세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데 효과적인 것으
로 나타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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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나지만 그가 들은 대로 행동하고, 그렇게 행동하면서 일생을 보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맨 처음 부모에게 예속 당하게 되고 어린 시기의 영향은 대부
분 그 후에도 영원히 지속된다(James & Jongeward, 1978; 이원영 역, 1994). 예를 들면, 부모로
부터 칭찬과 지지와 격려와 찬사와 같은 긍정적 평가와 피드백을 받은 유아는 자기존중감
(self-esteem)과 자기가치(self-worth)를 느껴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게 되지만,
부모로부터 부정적인 평가와 피드백을 받은 유아는 이러한 피드백이 내면화되어 자신에 대
해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게 된다(제석봉, 1996). 결국 한 인간이 타인과 바람직한 관계
를 맺을 수 있는 정서적 능력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삶의 초기에 부모로부터 어떤 정서적 경
험을 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이때 자녀는 부모의 외현적 행동과 내면적 가
치관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기존의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연구의 결과들은 대체로 부모의 외현적 행동인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태도, 양육행동 등 육아방식과 관련된 연구결과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이들
연구 결과에 의하면 특히, 자녀의 성격이나 정서적 측면은 부모의 영향중에서도 부모의 육
아방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들 연구들은 연구자에 따라 형식과 유형에
서 다양한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대체로 자녀의 낮은 자존심, 자제력 부족, 충동성, 공격성,
적대감, 반항적인 특성들은 부모의 거부(Stagner, 1961; Campbell, 1973; Hurlock, 1978; 이원영,
1983), 지배(Baldwin, 1949; Schaefer, 1965; Maccoby & Feldman, 1972), 무관심이나 부정적인 태
도(Rosenberg, 1965; Hoffman, 1979) 등과 관련이 많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반면에, 부모의
애정적인 육아방식(Kagan & Moss, 1962; Becker, 1964; 이원영, 1983), 수용적인 태도(Jersild,
1968), 자율성을 인정하는 태도(Clarke-Stewart & Hevey, 1981; 이원영, 1983)는 자녀들의 성격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형성시킬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Berne이 정립한 상호교류분석이론(Transactional Analysis Theory)에서는 이러한 부모의
육아방식들은 부모 자신의 심리적 자세가 외현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한다. 상호교류
분석이론은 대인간 의사소통과정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독특한 용어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부모 자아 , 어린이 자아 , 어른 자아 , 게임 , 생활각본 , 심리적
자세 , 스트로크 등과 같은 용어들이다. 이러한 용어들 중에서도 심리적 자세는 상호교류분
석이론의 핵심이 된다(Berne, 1966; Harris, 1971; Elson, 1979).
심리적 자세(Psychological Life Position)는 자신이나 타인 또는 세계에 대한 기본적인 신념을
나타내며, 자기의 결단과 행동을 정당화시키는 데 사용되는 심리적 태도로 정의할 수 있다
(Stewart & Joines, 1987). 즉, 사람은 살아가는 과정에서 자신과 타인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에
서 바라보느냐 아니면 부정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느냐 하는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게 된다.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심리적 자세 와 타인에 대한 심리적 자세 를 모두 가지고 있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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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은 자신에 대한 심리적 자세를 긍정 또는 부정의 형태로 가질 수 있고, 타인에 대한 심
리적 자세도 긍정 또는 부정의 형태로 갖게 된다. 결국, 개인은 긍정·부정의 자세로 구분되
는 자기와 타인에 대한 심리적 자세를 각각 갖게 되는데,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부정의
심리적 자세를 서로 조합하게 되면 자기긍정-타인긍정, 자기긍정-타인부정, 자기부정-타인긍
정, 자기부정-타인부정의 4가지 심리적 자세 유형으로 나타낼 수 있다(Berne, 1964; Harris, 1971).
부모는 위에서 제시된 4가지 심리적 자세 중 어느 한 가지의 심리적 자세를 가지게 될 것
이고, 그러한 부모의 심리적 자세는 자녀 양육 과정에 반영되어 자녀의 성장·발달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들 각각의 특성과 자녀에 대한 영향을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자기긍정-타인긍정의 자세 : 이러한 자세는 가장 건강한 자세로서 기쁨 등과 같은 긍정
적인 정서(Allen, 1973) 및 정서적 안정성(Thamm, 1972), 그리고 자신과 타인에 대한 높은 수
용성(Allen, 1973; Thamm, 1972; Fine & Poggio, 1977)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 자세를 가진
사람은 우울해하거나 불안하게 느끼지 않았고(Allen, 1973), 다른 자세를 가진 사람들보다 긍
정적인 인정자극(stroke)을 더 많이 받은 것(Allen & Webb, 1975)으로 보고되었다. 따라서, 현
실적으로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해 자기긍정-타인긍정의 심리적 자세를 갖는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건설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들은 모든 사안을 타당한 측면에서 바라보고
인간의 중요성을 수용할 줄 안다. 그리고 그들은 삶은 영위할 만한 가치가 있다 고 느낀다
(Harris, 1971). 이러한 심리적 자세를 가진 부모에게서 자라나는 유아들은 승자(winner)적 각
본 을 갖게 되어, 자신과 부모를 사랑하게 되고 함께 잘 지내며, 성장한 후에도 다른 사람과
더불어 잘 지낼 줄 알게 된다.
자기긍정-타인부정의 자세 : 이러한 심리적 자세의 특징은 보다 이지적이고 자유분방하
며, 결손가정 출신자녀에게 많이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고(Thamm, 1972), 권태와 부적응 행동
과 관련되었으며(Allen, 1973), 대인관계에서 가장 파괴적인 자세(Fine & Poggio, 1977)를 보였
다. 따라서, 이러한 심리적 자세를 가진 사람은 외견상으로 보면 승자인 것 같지만, 이들은
항상 자기는 타인보다 한 단계 높아야 하고, 타인은 한 단계 낮아야만 한다는 확신을 갖는
다. 이런 사람은 당분간은 그렇게 하는 것이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계속되는 노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대인관계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승자와 패자간의 심리적 역동
성은 항상 한 단계 밑으로만 취급당하던 타인이 짜증을 내어 그를 거부하거나 무시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 그 사람은 승자 의 입장에서 패자 의 입장으로 전락하게 될 수 있다(James
& Jongeward, 1978). 비행자나 범죄자들은 종종 이 자세를 취하며, 극단적인 경우에는 살인을
하는 정신병적 행동을 보인다(Harris, 1971). 이러한 자세를 가진 사람들은 당신의 삶은 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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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가 없다 고 느끼는 사람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모에게서 자라나는 유아들은
자신이 희생당하거나, 박해받는다고 느끼는 자세로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박해하기 쉽
다. 성장한 후에 그들은 자신들이 불행하게 된 이유를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비난하기 쉽다.
자기부정-타인긍정의 자세 : 이 자세는 부정적 부모관과 불신감(Thamm, 1972), 우울, 불
안, 도피 및 자살경향(Thamm, 1972; Allen, 1973), 대인관계에서보다는 개인 내적인 면에서 자
기 파괴적인 경향(Fine & Poggio, 1977)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심리적
자세를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자신을 무기력하다고 느끼게 되어 나의 삶이
별로 가치가 없다 는 판단을 하게 된다. 따라서 위축되고, 우울증을 경험하며, 심각한 경우에
는 자살을 하기도 한다(Harris, 1971). 이런 부모에게서 자라나는 유아들은 대개 패자(loser)각
본 을 갖게 되어 부모가 자기와 함께 있어준다 하더라도 자신은 사랑 받을 만한 가치도 없
고 함께할 자격도 없다는 결단을 하게 된다. 이처럼 패자각본을 형성하게 되면, 타인에게 희
생되거나 패배 당하는 주제(themes)들을 쌓아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자기부정-타인부정의 자세 : 이러한 자세는 가장 나쁜 심리적 상태이며(Allen, 1973), 결손
가정 출신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고, 부모로부터 이해 받지 못하고 있다는 감정
(Thamm, 1972), 내부 지향적이기도 하고 또한 외부 지향적이기도 한 양면에서의 분노, 그리
고 죄책감, 불신감, 대인공포, 원한과 자신 및 타인에 대한 부정적 감정(Fine & Poggio, 1977)
들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심리적 자세를 가진 사람은 모
든 것이 다 부정적인 것으로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을 부정적으로 판단하며,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믿으려 한다. 만일 자기 자신이 이와 같이 따분하고 진부한
심리적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이 시도하는 대부분의 일들은 막다른 골목에 빠져버
리게 될 것이다. 즉, 삶의 흥미를 잃고, 정신분열증을 보이며, 심한 경우에는 자살 또는 살인
을 하는 경우도 이런 심리적 자세를 가진 사람들에게서 많이 나타난다(Harris, 1971). 이러한
부모에게서 성장한 유아는 삶은 전혀 가치가 없는 것이다 라고 느끼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에 착안하여 이병래(1997)는 부모의 심리적 자세와 유아의 정서지능
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연구결과 아버지가 자기긍정-타인긍정 자세의
유형을 가지고 있는 유아는 자기인식 능력, 자기조절 능력, 타인인식 능력, 타인조절 능력에
서 모두 높은 정서지능 능력을 보이고 있었으며, 어머니가 자기긍정-타인긍정 자세의 유형
을 갖고 있는 경우에도 같은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후 김영란(2004), 김월량
(2000), 최미선(2000)이 이병래(1997)의 연구와 동일한 주제에 대하여 서로 다른 방법으로 연
구하였으나, 그 결과는 유사하거나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심리적 자세는 유아의 자아개념(김민수, 1999; 김선애, 1999), 유아의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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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김경희, 2000), 유아의 사회성 발달(남명옥, 2004), 유아의 사회·정서발달(김현옥, 2002;
김형옥, 2001),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이경숙, 2002), 부모 자신의 가정 내 역할 수행(김영미,
2001)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존중한다면, 부모의 심리적 자세를 긍정적으로 높일 수 있는 부
모교육 프로그램이나, 미래 부모가 될 예비부모를 대상으로 이들의 심리적 자세를 변화시키
기 위한 실천적 노력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자녀는 부모가 자기긍정-타인긍정의 심리
적 자세를 가지게 될 때 가장 행복하게 성장·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심리적 자세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킨다는 목표
를 두고, 예비부모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그들의 심리적 자세를 변화시키기기 위한 프로그램
을 개발하고 그 적용 효과를 검증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
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 대학생을 대상으로 그들의 심리적 자세를 변화시키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연구문제 2 : 개발된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그 효과를 검증한다.
2-1 : 심리적 자세 변화 프로그램은 대학생의 자신에 대한 심리적 자세 를 긍정적
으로 변화시킬 것인가?
2-2 : 심리적 자세 변화 프로그램은 대학생의 타인에 대한 심리적 자세 를 긍정적
으로 변화시킬 것인가?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른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치원 교육 현장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방향을 제시
하게 될 것이다. 유아교육기관에서는 매년 부모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면서도 가시적 효과를
기대할 만한 구체적인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아직 적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부모 자신의 삶의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원리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자신에 대한 관점과 타인에 대한 관점을 변화시키려는데 중점을 둔다. 따라서 부모 자신의
심리적 변화는 삶에 대한 폭넓은 관점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셋째, 자녀에 대한 부모의 교육방식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자기긍
정-타인긍정 자세는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는 배려의 형태로 표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유치원 교사와 예비교사의 인성교육 프로그램 구성을 위한 기본 원리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프로그램 적용 대상은 달라도 부모와 교사는 올바른 교육을 준비한다는 점과, 교
육자로서의 인간적인 성숙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프로그램 적용을 위한 기본 원리는 같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섯째, 상호교류분석이론을 교육적 상황에 적용하기 위한 후속연구의 파생을 기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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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상호교류분석이론은 1950년대 미국의 Berne(1910～1970)이 개발한 후 계속 발전되어온
성격이론(Stewart & Joines, 1987)으로서 대인간 심리적 관계를 개선하는데 유용한 이론(Steiner,
1974; Stewart & Joines, 1987; 제석봉, 1996)이 되었지만, 아직 우리나라 교육현장에서는 그다
지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Ⅱ. 심리적 자세 변화 프로그램의 개발
1. 프로그램의 개발 절차
심리적 자세 변화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개괄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이론적 근거 및 프로그램 구성 요소 탐색
② 예비 프로그램(1차 시안) 구성 및 적용
③ 예비 프로그램(1차 시안) 평가 및 문제점 수정·보완
④ 수정·보완 프로그램 적용
⑤ 수정·보완 프로그램 평가 및 문제점 수정·보완
⑥ 본 프로그램 완성
⑦ 본 프로그램 적용 및 평가
⑧ 보고서 작성
이와 같은 프로그램 개발 과정을 거쳐 완성된 본 프로그램의 구성 체계는 다음 [그림 1]
과 같다.

교육 내용의 선정

교육 목표의 설정

및 조직

교수-학습과정

평 가

feed-back
[그림 1] 심리적 자세 변화를 위한 프로그램 구성체계

2. 프로그램의 개발 원리
1) 프로그램의 기본 방향
본 프로그램의 기본 방향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심리적 자세를 인식하고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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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추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데 있다. 효율적인 부모-자녀관계의 형성 여부는 부모의
심리적 자세 유형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본 프로그램은 전체 7회의 활동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간은 나름대로의 심리적 자세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점을 인식한다.
둘째, 인간의 심리적 자세는 유아기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절대적인 영향을 받으며 형성
하게 된다는 심리적 과정을 이해한다.
셋째, 인간의 심리적 자세는 자신의 결단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한다.
넷째, 자신의 심리적 자세를 바람직한 유형으로 변화시키려는 결단을 유인한다.
2) 교육내용
개인의 독특한 심리적 특성이 변화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심리적 특성을 인식하고 스스로
변화시키려는 결단과 행동적 실천이 수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TA(Transactional
Analysis)이론을 바탕으로 교육내용을 선정하였고, 사회적 현상에서 노출되고 있는 교육내용과
유관한 실제 예시들이 주요한 교육내용으로 선정되었다.
3) 교수 -학습 과정
교수-학습 과정은 사회적 현실에서 발생된 최근의 사례를 중심으로 관련이론을 접목하여
해석하고, 학습자 자신의 상황과 연계하여 회상해보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이에 대한 구체적
인 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사례 소개(학습자 또는 교수자) 및 토의 주제 선정
② 선정된 주제에 대한 소집단 토의
③ 소집단별 토의 결과 발표 및 평가(의견 나누기)
④ 발표 사례에 대한 이론적 해석
⑤ 자기 자신에 대하여 회상해 보기
이러한 과정을 효율적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학습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과제를 준비하게
하였다.
첫째, 사례 수집하기로서 신문, 방송, 잡지 등 각종 매스미디어와 인터넷을 통하여 자녀교
육과 관련된다고 생각되는 자료를 자유롭게 수집하여 그 내용을 정리하고, 내용에 대한 자
신의 생각을 comment해서 제출하기(5회)
둘째, 매회 교수-학습 과정에서 회상했던 내용을 자신의 기록장에 기록하기(6회)
셋째, 자신의 심리적 자세 형성 과정에 대하여 회상해 보기(1회)
넷째, 미래 자신의 자녀에게 편지하기(1회)

64 열린유아교육연구 (제9권 제4호)

4) 평 가
프로그램 활동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실시하였다.
첫째, 매회 주제와 관련하여 얼마나 진지하게 자기 자신에 대하여 회상하고 있는가?
둘째, 자신의 심리적 자세 형성 과정에 대하여 얼마나 진지하게 회상하고 있는가?
셋째, 미래 자녀와의 대화를 얼마나 진지하게 전개하고 있는가?

3. 프로그램의 구성
본 연구를 위하여 개발된 심리적 자세 변화 프로그램의 주제별 구성 내용은 다음 < 표
1> 과 같다.
<표 1> 프로그램 구성 내용(전체 7회 전개 / 1회는 2시간임)
주 제(1) : 인간의 생활과 심리적 자세의 관계
활동시기
학습목표

제9주차
개인의 삶의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각본에 대하여 이해한다.
개인의 행동은 심리적 자세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이해한다.
각본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이유

학습내용

심리적 자세의 유형과 특징
프로그램의 취지와 방향을 소개

교수-학습활동
확장활동

강의 및 회상,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계약서 작성
평소 나타나는 나의 모습을 나의 심리적 자세 유형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회
상해 본다.

주 제(2) : 부모의 각본 메시지와 유아의 심리적 자세 형성
활동시기
학습목표

제10주차
부모의 각본 메시지가 자녀의 심리적자세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한다.
자신의 심리적 자세를 분석하고 평가한다.
부모의 각본 메시지와 유아의 지각

학습내용

부모가 자녀에게 보내는 각본 메시지의 종류
어머니-유아-아버지간의 각본 메트릭스

교수-학습활동
확장활동

토의, 강의, 회상
부모님이 보내준 메시지 중에서 지금도 마음에 나아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 느낌이 어떠했는가에 대하여 회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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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제(3) : 부모의 금지 및 강요가 유아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
활동시기
학습목표

제11주차
부모의 금지명령이 유아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을 이해한다.
부모의 강요가 유아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을 이해한다.
부모의 금지명령 유형

학습내용

부모의 강요 유형
라켓감정과 스템프

교수-학습활동

토의, 강의, 회상
부모님이 나에게 보내준 금지명령은 어떤 것이었는가? 그리고 내가 해주었으

확장활동

면 하고 바랐던 부모님의 요구는 어떤 것이었는가에 대하여 회상해 보기
이러한 금지 또는 요구에 대하여 나의 느낌은 어떠했는지에 대하여 회상해 보기

주 제(4) : 인간이 심리적 게임을 하는 의미
활동시기
학습목표

제12주차
인간의 심리적 게임에 대하여 이해한다.
게임의 특징

학습내용

사람들이 게임을 하는 이유
게임의 유형

교수-학습활동
확장활동

토의, 강의, 회상
나의 생활 속에서 어떤 심리적 게임의 유형을 발견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회
상해 보기. 그리고 친한 친구에게 자신의 심리적 게임유형을 확인해 보기

주 제(5) : 자기 자신에 대한 바람직한 심리적 자세를 갖추기 위한 변화 추구
활동시기
학습목표

제13주차
자신의 각본 형성 기원을 실습과정을 통하여 분석해 본다.
인간의 심리적 자세는 자신의 결단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한다.
나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내용

학습내용

유아기에 의미 있었던 이야기 분석
나에게 현재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교수-학습활동
확장활동

내용별 워크숍 전개
자기 자신에 대한 바람직한 심리적 자세를 갖추기 위한 계획을 설정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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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제(6) : 타인에 대한 바람직한 심리적 자세를 갖추기 위한 변화 추구
활동시기
학습목표

제14주차
타인에 대한 바람직한 심리적 자세를 갖추기 위한 변화를 추구한다.
주위의 사물에 대한 소중함을 인식한다.
부모로서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심리적 자세

학습내용

스트로크의 의미와 중요성
존재물에 대한 의미와 가치 인식

교수-학습활동

토의, 강의, 회상
나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 회

확장활동

상해 보기
주위의 존재물들에 대하여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었는가에 대하여 회상해 보기

주 제(7) : I'm OK-You're OK
활동시기

제15주차
건강한 심리적 자세의 가치를 인식한다.

학습목표

자율적 인간상의 요인을 이해한다.
자신의 변화를 위한 재결단을 유인한다.
자율적 인간으로 변화하기 위한 3가지 능력

학습내용

기존의 각본으로부터 자유로워 지기
I'm OK - You're OK 서약

교수-학습활동
확장활동

토의, 강의, 회상
미래 나의 자녀에게 부모로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회상하고 글로
써보기

Ⅲ. 프로그램 평가를 위한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대학생을 위한 심리적 자세 변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교육 현장에 적용
하여 그 효과를 밝혀보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이러한 의도를 밝혀보기 위하여 충남 소재 J대
학에서 심리학 교양 강좌를 수강하고 있는 사범계 동일학년 72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실
험집단(33명)과 비교집단(39명)으로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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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설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실험설계는 전후검사 비교집단 실험설계(pretest - posttest control group
design)이며, 이를 도식화하여 제시하면 < 표 2> 와 같다.

<표 2> 실험설계
집 단

사전검사

실험처치

사후검사

실험집단

O1

X1

O3

비교집단

O2

O4

O1, O2 : 심리적 자세 사전검사
X1 : 심리적 자세 변화 프로그램 적용
O3, O4 : 심리적 자세 사후검사

O1과 O2는 사전검사로서 심리적 자세를 검사하였다. 그리고 X1은 실험처치로서 본 연구
에서 개발한 심리적 자세 프로그램을 적용하였으며(< 표 1> 참조), O3과 O4는 사후검사로서
사전검사와 동일한 심리적 자세를 검사하였다.
본 연구의 사전검사는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제9주차 첫 수업시간(2004년 4월 26일)에 실험
집단과 비교집단 동시에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사는 프로그램이 종료된 다음 주(제16주차) 수
업시간(2004년 6월 14일)에 사전검사와 동일하게 실시되었다.

3. 검사도구
본 연구를 위한

심리적 자세 검사도구는 연구자가 개발한 것이다. 380명을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 자신에 대한 심리적 자세 의 신뢰도는
리적 자세 는

= .8998로 나타났으며, 타인에 대한 심

= .8079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신뢰도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관한 각

문항별 신뢰도 분석의 결과는 < 표 3> 과 같다.
< 표 3> 에 제시된 바와 같이 심리적 자세 검사도구는 자신에 대한 심리적 자세 24문항,
타인에 대한 심리적 자세 24문항 등 전체 4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단계의 평정척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1, 2, 3, 4, 5로 표기되어 있다. 각 문항의
내용이 자기 일상생활과 아주 그러한 편이면
는 숫자를, 중간 쯤이면

5 라는 숫자를, 대체로 그러한 편이면

3 을, 거의 그렇지 않으면

2 를, 전혀 그렇지 않으면

4라

1을 표

시하게 하여 각각 5, 4, 3, 2, 1로 점수화 하였다. 그러나 문항에 따라 5 에 표시했을 때 긍
정적 심리적 자세를 나타낼 수 있고, 반면에 부정적 심리적 자세를 나타낼 경우도 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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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부모의 「심리적 자세」 검사도구의 문항별 신뢰도 계수(Cronbach
자신에 대한 심리적 자세
문항
번호

문항

문항삭제시

9

.8947

13
14

번호

)

타인에 대한 심리적 자세

문항삭제시

5

.8955

.8969

8

.8930

.8959

11

.8952

16

.8964

15

.8950

22

.8966

23

25

.8949

28

27

.8952

30

.8955

31

.8995

문항
번호
2

문항삭제시

문항
번호

문항삭제시

.8078

3

.8038

6

.8041

10

.8019

20

.7989

12

.8004

24

.8027

18

.8018

.8949

34

.8011

21

.7995

.8982

36

.8000

26

.7995

33

.8940

42

.8026

29

.8017

41

.8943

45

.8031

35

.8007

43

.8967

47

.8029

38

.8002

37

.8980

49

.8976

50

.7991

44

.8072

40

.8990

53

.8953

52

.8015

48

.8019

54

.8964

55

.8977

56

.8057

51

.8006

문항전체

= .8998

문항전체

= .8079

신에 대한 심리적 자세 검사 문항 중 12문항(5,8,11,15,23,28,33,41,43,49,53,55), 타인에 대한 심
리적 자세 문항 중 12문항(3,10,12,18,21,26,29,35,38,44,48,51)은 5 에 표시했을 때 부정적 심리
적 자세를 나타낸다. 따라서 이들 문항의 점수는 역산하여 처리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심리적 자세 유형을, 점수가 낮을수록 부정적 심리적 자
세 유형을 나타내게 된다.
4. 실험절차
본 연구는 부모의 심리적 자세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예비부모
인 대학생을 위한 심리적 자세 변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교육현장에 적용하여 그 효
과를 밝혀보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개발된 심리적 자세 변화 프로그램을 실험집단에 7주
간에 걸쳐서 적용하였다(< 표 1> 참조).

5. 자료분석 방법
수집한 자료는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의 차이를 밝히기 위하여, 사전검사에 대한 사후검
사의 증가점수를 대상으로 집단 간 독립표본 t검증(t-test)을 실시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SPSSWIN 프로그램을 활용하였고, 검증을 위하여 설정한 유의도 수준은 = .0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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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프로그램 평가에 대한 결과 및 해석
1. 자신에 대한 심리적 자세 변화
본 연구에서 개발된 심리적 자세 변화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이 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집단과 적용하지 않은 비교집단간의 자신에 대한 심리적 자세 변화 정도를 비
교해 보았다. 이를 위하여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각각의 평균 증가점수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자신에 대한 심리적 자세 의 집단별 사전·사후검사 및 증가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 표
4 > 와 같으며, 그에 따른 증가점수의 t검증 분석 결과는 < 표 5> 와 같다. 아울러 자신에 대
한 심리적 자세 의 집단별 변화 점수를 비교하면 [그림 2]와 같다.
< 표 4 > 와 < 표 5> 에서와 같이 자신에 대한 심리적 자세 변화에 대한 검사결과, 실험집
단의 평균 증가점수는 4.03이고, 비교집단의 평균 증가점수는 1.76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
분석 결과 증가점수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t = 3.46, p = .001].
이 결과를 통해서 볼 때, 본 연구에서 개발된 심리적 자세 변화를 위한 프로그램은 대학
생의 자신에 대한 심리적 자세 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표 4> 자신에 대한 심리적 자세의 사전·사후검사 및 증가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사전검사

사후검사

증가점수

N
M

SD

M

SD

M

SD

실험집단

33

69.96

10.03

74.00

8.93

4.03

3.28

비교집단

39

71.51

11.19

73.28

10.47

1.76

2.21

전체

72

70.80

10.63

73.61

9.73

2.80

2.96

<표 5> 자신에 대한 심리적 자세 증가점수에 대한 t검증 결과
N

M

SD

실험집단

33

4.03

3.28

비교집단

39

1.76

2.21

전 체

72

2.80

2.96

t

p

3.46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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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자신에 대한 심리적 자세의 집단별 변화 점수 비교

2. 타인에 대한 심리적 자세 변화
심리적 자세 변화 프로그램이 타인에 대한 심리적 자세 변화에 효과적인지를 분석해 보
았다. 이를 위하여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각각의 평균 증가점수의 차이를 비교하여 검증하였
다. 타인에 대한 심리적 자세 의 집단별 사전·사후검사 및 증가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
표 6> 과 같으며, 그에 따른 증가점수의 t검증 분석 결과는 < 표 7> 과 같다. 아울러 타인에
대한 심리적 자세 의 집단별 변화 점수를 비교하면 [그림 3]과 같다.
<표 6> 타인에 대한 심리적 자세의 사전·사후검사 및 증가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사전검사

사후검사

증가점수

N
M

SD

M

SD

M

SD

실험집단

33

76.27

8.86

80.93

7.11

4.66

4.18

비교집단

39

77.82

6.23

80.10

6.18

2.28

1.46

전체

72

77.11

7.53

80.48

6.59

3.37

3.23

<표 7> 타인에 대한 심리적 자세 증가점수에 대한 t검증 결과
N

M

SD

실험집단

33

4.66

4.18

비교집단

39

2.28

1.46

전체

72

3.37

3.23

t

p

3.33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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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타인에 대한 심리적 자세의 집단별 변화 점수 비교

< 표 6> 과 < 표 7> 에서와 같이 타인에 대한 심리적 자세 변화에 대한 검사결과, 실험집
단의 평균 증가점수는 4.66이고, 비교집단의 평균 증가점수는 2.28이었다. 통계분석 결과 증
가점수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t = 3.33, p = .001].
이 결과를 통해서 볼 때, 본 연구에서 개발된 심리적 자세 변화를 위한 프로그램은 대학
생의 타인에 대한 심리적 자세 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에게 적용하기 위한 심리적 자세 변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
다. 개발된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심리학 관련 교과목 시간에 매주 2시간씩
전체 7주간 적용한 후에, 자신에 대한 심리적 자세 와 타인에 대한 심리적 자세 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에 의하면, 실험집단은 자신에 대한 심리적 자세 가
보다 긍정적인 측면으로 변화된 반면, 비교집단은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점수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과정에서 적용한 심리적 자세 변화 프로그램
이 대학생의 자신에 대한 심리적 자세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인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 따라서 유아교육기관에서도 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자신에 대한 심리적 자세
변화를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으로 활용해 볼 가치가 있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둘째, 타인에 대한 심리적 자세 에서 실험집단은 사전검사에 비해 사후검사 결과 긍정적
인 측면으로 변화를 보인 반면, 비교집단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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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적용한 심리적 자세 변화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타인에 대한 심리적 자세 를 긍정
적으로 변화시키는데도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유
아기 부모의 타인에 대한 심리적 자세 를 변화시키기 위한 부모교육 전략으로 활용할 필요
가 있겠다.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추구하고자 했던 연구문제에 대한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적 자세 변화 프로그램은 자신에 대한 바람직한 심리
적 자세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둘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적 자세 변화 프로그램은 타인에 대한 바람직한 심리
적 자세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아울러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유치원 교육 현장에서 부모의 심리적 자세를 변화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적용 방안
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유아는 부모의 심리적 자세 유형에 따라 독특한 형태로 영향을 받
기 때문이다.
둘째, 대학생과 고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그들의 심리적 자세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
한 프로그램 적용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좋은 부모의 자질은 갑자기 배워지는 것이 아
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후속 연구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자신에 대한 심리적 자세 의 변화에 대하여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따른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자신에 대한 심리적 자세가 높고 낮은 정도에 따라 프로그램 적용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둘째, 타인에 대한 심리적 자세 의 변화에 대해서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따른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그 이유는 타인에 대한 심리적 자세 도 자신에 대한 심리적 자세 의
경우와 같은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견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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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Psychological Life
Position Change Program for Undergraduate

Lee, Byung - Na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nd applicate Psychological Life Position Change Program
for Undergraduate. First, developed Life Position Change

program and put in practice it to college

students during the term. And verified the effects of the program by applying to the students.
thus, results indicated that the program developed in this study was efficient to improve positively
Psychological Life Position to himself and Psychological Life Position to other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