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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간호는 간호사와 대상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대상자에게 

제공된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자와 상호작용하는 간호사의 대

인관계 능력은 제공되는 간호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요

소로 작용한다. 정신간호영역에서 특히 강조하는 ‘치료적 도

구로서의 자기’란 바로 이러한 대인관계 상황에서 간호사가 

지닌 특성이 대상자에게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표현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간호사가 치료적 도구로서 자신을 

활용할 수 있을 때 대상자와의 상호작용이 대상자의 정신적

ㆍ정서적 측면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러한 관계를 

치료적 관계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간호교육에 있어서 간호학생의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목표가 된다. 그런데 이러한 능

력의 개발은 강의위주 전달식 교육과 암기를 통해서 얻어지

는 지식축적 차원의 교육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보며, 그렇

기에 이러한 목표에 성공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특별한 프로

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입각하여 최근 

간호교육 분야에서는 대인관계능력과 의사소통기술을 향상시

키기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간호학생에게 적용하고 그 효

과를 확인하는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다.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최근 실험연구들로는 특별한 의사소통훈련 프로그램을 개

발하여 적용하거나(김선아, 박정희 및 이현화, 2004; 현명선, 

강인애 및 공성숙, 2003),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존의 집단 프로그램을 간호학생들에게 적용(강은실, 조향숙 

및 강양희, 2002; 김현미, 2002; 이혜경, 2002)하여 그 효과를 

확인한 연구들이 있다. 

이 선행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다음의 세 가지 특징을 파악

하였다. 첫째, 연구의 실험처치는 주로 의사소통능력을 향상

시키기 위한 기술을 훈련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둘

째, 프로그램은 대부분 집단토의나 과제발표 등의 언어적 요

소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구조화되어 있고 셋째, 연구의 효과

변수로 대인관계 정도, 대인간 의사소통 정도, 자아존중감, 자

기개념 등을 측정하고 있다.

여기서는 이 세 가지 특징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본 연구

의 필요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첫째, 치료적 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는 자기를 계발하기 위

해서는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기술과 같은 간호사의 전문적인 

특성을 훈련하기 이전에, 간호학생 개개인이 지닌 개인적인 

특성을 이해하고 탐구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한다고 본다. 간

호사가 대상자와 관계 맺는 능력에는 간호사의 개인적인 특

성과 전문적인 특성이 포함되는데, 간호사가 대상자를 이해하

려면 먼저 자신을 이해해야 한다. 간호사가 자신을 어떻게 인

식하고 있는가에 따라 치료적 관계를 맺는 능력이 달라지기 

때문이다(이정숙 외, 2000). 간호사도 대상자와 마찬가지로 다

양한 욕구와 감정과 기대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대상자와의 

쌍방적인 상호작용 과정에 영향을 미치므로 간호사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의식적으로 탐구하지 않고 대상자에게 습관적

이고 자동적으로 반응하게 되면 그 상호작용은 치료적이 될 

수 없다. 그렇기에 자기행동에 대한 이해와 자신의 행동이 타

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를 통해 자기(self)를 탐구하

는 과정을 비중있게 다루는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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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자기(self)는 자신이 알고 있는 영역뿐만 아니라 자신

이 잘 알지 못하는 맹목의 영역과 무의식적 영역으로 구성(이

정숙 외, 2000)되어 있는데, 이러한 영역의 자기는 의식적인 

사고과정을 통한 논의나 언어적인 자기진술로는 파악하기 어

렵다. 이러한 자기의 영역은 주로 대인관계상황에서의 자동적

이고 즉시적인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데, 행위기법은 

이러한 행동을 유발시켜 심층적인 자기를 드러나게 하는 유

용한 방법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행위기법이란 일반적으로 사

이코드라마나 소시오드라마 및 역할놀이에서 사용하는 언어중

심이 아닌 행위중심의 다양한 기법을 총칭하는 용어(Sherbun, 

1990)로서, 보다 쉽고 강하게 심층적인 자기를 노출시키고 묵

은 감정을 드러내게 해준다(최헌진, 1999). 심층적 자기이해를 

위한 접근법으로 행위기법이 지닌 효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셋째, 프로그램의 효과는 프로그램이 도달해야할 목표를 측

정할 수 있는 도구를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간호학생을 위한 

자기이해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목표는 프로그램을 통해 치료

적인 도구로서의 자기를 계발시키는 것이라고 본다. ‘치료적 

도구로서의 자기’를 지닌 간호사는 자기 자신을 긍정적이고 

가치있게 생각하며 자신감있게 행동하게 되고 나아가서 정서

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며 대상자와의 치료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강은실 외, 2002). 자기(self)

는 자신이 속한 환경 안에서 타인과 구별되는 자기 자신으로

서 행동을 통해 표현되는데, 이는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행

동적, 및 사회적 차원으로 구성된다(이정숙 외, 2000). 자기의 

여러 차원을 칭하는 용어로는 자기개념, 자기지각, 자아존중

감등이 있는데 이중 자기개념(self-concept)은 자기의 인지적 

차원으로서 자신의 속성들, 즉 신체, 도덕, 성격 등의 영역에 

대한 신념의 세트이다. 자기지각은 자기에 대한 정서적 차원

으로서 자기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를 나타내며, 자아

존중감(self-esteem)은 자기에 대한 평가적 영역으로서 환경과

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다. 이처럼 자기는 다양한 차원으

로 구성되기 때문에 자기의 다양한 차원의 변화를 측정할 필

요가 있다.

이상과 같은 필요성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행위기법을 활용

하여 자기이해를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다양한 차

원의 자기(self)를 평가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행위기법을 이용한 자기이해 프로그램을 개발하

고 이를 간호학생에게 적용하여 자기개념, 자기지각, 자아존

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행위기법을 이용한 자기이해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 자기이해 프로그램이 간호학생의 자기개념, 자기지각, 자아

존중감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한다.

연구가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된 가설은 다음과 같다.

• 제1가설 : 자기이해 프로그램에 참여한 간호학생의 자기개

념은 참여 전에 비해 긍정적일 것이다. 

• 제2가설 : 자기이해 프로그램에 참여한 간호학생의 자기지

각은 참여 전에 비해 긍정적일 것이다.

• 제3가설 : 자기이해 프로그램에 참여한 간호학생의 자아존

중감은 참여 전에 비해 긍정적일 것이다.

용어의 정의
 행위기법

행위기법이란 사이코드라마나 소시오드라마 및 역할놀이에

서 사용하는 언어중심이 아닌 행위중심의 다양한 기법

(Sherbun, 1990)을 말하며, 본 연구에서는 워밍업단계, 행위단

계, 마무리단계로 진행되는 상황극에서 사용한 사회 측정학, 

이중자아, 독백, 방백, 정지화면, 거울기법, 역할교대, 가족조

각그림, 미래투사기법, 퇴행기법, 등뒤기법 등을 말한다.

 자기이해 프로그램

자기이해란 자신의 독특성을 인정하는 것이며 자신의 행동,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 자기와 타인을 향한 감

정, 욕구, 소원 및 인생의 목적에 대하여 자기 자신이 아는 

것을 말하며, 자기이해 프로그램이란 이러한 목적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자기이해 프로그램이란 

연구자가 다양한 행위기법을 활용하여 고안한 횡단적, 종단적, 

심층적 자기이해를 유도하는 총 6회기의 구조화된 집단활동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자기개념

자기개념이란 인간이 자기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개념

으로서 신체적 사항, 도덕적 관념, 성격적인 것, 가족에 대한 

것, 그리고 대인관계에 대한 모든 면에서 자신 및 주위환경에 

대한 생각, 관념, 태도, 신념 등을 의미(강은실, 2002)하며, 본 

연구에서는 이훈진(1997)이 개발한 자기개념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자기지각

자기지각은 자기에 대한 정서적 차원으로서 자기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를 나타내며, 본 연구에서는 김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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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가 개발한 자기지각 척도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self-esteem)은 자기에 대한 내적 이미지로서 환

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며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드러나는 자기의 평가적인 요소(이정숙,2000)로서, 본 연구에

서는 Rosenberg(1965)가 개발하고 전병재(1974)가 번역한 척

도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기이해 프로그램을 실

시한 후, 프로그램 참여 전후의 학생들의 자기개념, 자기지각, 

자아존중감 점수의 차이를 측정하여 그 효과를 평가하기 위

한 단일군 전후 설계의 유사 실험연구이다.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대상자는 C시에 있는 K대학교에 재학 중인 간호

학과 2학년 학생들로서 2004학년도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교

과목을 수강한 37명이다. 자료수집 기간은 2004년 3월에서부

터 4월까지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교과목의 전체운영시간에서 

전반 1/3에 해당되는 기간이었다. 행위기법은 집단의 크기에 

관계없이 어느 상황에서나 사용이 가능하며 다양한 변형을 

통해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Blatner, 1988)에, 연구대상자 전체

를 한 집단으로 구성하였으며 상황에 따라 6-7개의 소집단으

로 나누어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도 하였다. 1회기의 인지적 워

밍업 단계에서 대상자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연구참여의 

동의를 얻은 후 일반적 특성조사지와 구조화된 질문지로 사

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6회기의 마무리단계에서 사후조사를 

하였다. 연구시작 시에는 총 39명이 참여하였으나 수집된 자

료가 불충분한 대상자 1명과 6회기를 모두 참여하지 못한 대

상자 1명을 제외한 37명의 자료가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되

었다.

연구 도구
 실험도구 : 자기이해 프로그램 

본 연구에서 개발하여 실시한 ‘행위기법 중심의 자기이해 

프로그램’은 연구자가 개발한 회기당 100분, 총 6회기로 구성

된 프로그램이다. 본 프로그램은 중재연구방법에서 제시하는 

프로그램의 설계와 개발의 단계(Rothman & Thomas, 1994)를 

참조하여 문제를 분석하고 프로그램 개발의 계획을 수립하였

으며 이 과정은 본 연구의 서론부분에 기술하였다. 인간관계

와 의사소통 교과목을 운영해온 교육경험과 사이코드라마 및 

소시오드라마 지도자과정을 이수한 훈련경험 및 행위기법을 

이용한 집단프로그램 개발(김성재, 2003)경험을 바탕으로 본 

연구자가 자기이해 프로그램의 초안을 작성하였다. 프로그램

의 내용은 Johari's window(이정숙, 2000)를 이론적 토대로 하

여 연구자가 구성하였으며, 연구대상이 된 간호학생들을 면담

하여 다양한 대인관계상황의 예를 수집하였다. 프로그램 초안

은 1명의 상담심리학 전공 교수와 의사소통론 교과목을 운영

한 경험이 있는 2명의 간호학교수와의 논의를 거쳐 프로그램

의 목표와 내용을 수정한 구조화된 6회기 프로그램을 개발하

였다.

프로그램의 기본적 구조는 다음과 같다. 본 프로그램의 목

표는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자기이해로서 이는 자신의 행동,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 자기와 타인을 향한 감

정, 욕구, 소원 및 인생의 목적에 대한 이해를 의미한다. 프로

그램은 총 6회기, 매회기 100분으로 짜여있으며 각 회기의 내

<Table 1> Structure of the program
Phase Progress Goal Contents Preparation

The warm-up 
Cognitive warm-up Clarify the Goal Explanation of the theme

Name card 
Black board
Color clothes 
Color paper
Chair
Cushion

Affectiveㆍbehavioral warm-up Promote Spontaneity
Build up Rapport 

Physical warm-up
Verbal warm-up 

The action

Situation and scene setting Clarify the theme Group discussion

Self understanding through Action
Transection, Longitudinal,
In-depth self understanding

Express ‘open self’
Find ‘blind self’
Disclose ‘hidden self’
Explore ‘unknown self’

Sociometry, Double, Soliloquy, Mirroring, 
Role Reversal, Family Sculpture, Future 
Projection, Past Regression, 
Behind-the-Back

The sharing
De-role
Sharing of feeling

Catharsis
Self disclosure
Self Acception
Insight

Expression the feelings using body
Expression the feelings by action
Give and receiving Feedback
Express Empathy

Explanation of the task Understand the Task Explanation of The T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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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은 <Table 1>에 제시하였다. 

매 회기는 워밍업단계, 행위단계, 마무리단계로 진행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각 단계의 소요시간은 각각 약 25분, 50분, 

25분으로 구조화하였다. 매 회기 진행의 기본적 구조는 사이

코드라마 및 소시오드라마의 진행과정과 유사하며 각 회기에

서 다룰 주제를 미리 선정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각 

회기는 사이코드라마 및 소시오드라마 진행과정의 3단계, 즉 

워밍업단계, 행위단계, 마무리단계로 진행된다.

매회기의 기본적 구조는 <Table 2>와 같으며 각 단계의 진

행내용과 성취하게 될 목표를 제시하였다. 워밍업 단계는 참

여대상자들로 하여금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체적, 심리

적으로 준비시키는 과정으로서, 다양한 웜업 기법(김성재, 

2001)을 이용한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워밍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지적 워밍업에서는 회기의 주제를 소개하고 목표를 

구체화하며, 정서적ㆍ행동적 워밍업에서는 자발성을 촉진시키

고 집단원간의 신뢰관계를 형성하여 집단 활동에 적극 참여

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1회기의 인지적 워밍업은 자기이해 

프로그램의 목적과 행위기법에 대한 소개로 구성되며, 2회기

부터 6회기까지의 인지적 워밍업의 내용은 지난 회기의 집단 

활동과 과제수행에 대한 검토와 본 회기의 주제에 대한 소개

로 구성되어 있다. 행위단계의 활동내용은 회기에 주제에 해

당하는 상황을 소개하고 집단으로 하여금 그 상황을 구체적

인 장면으로 설정하고 그 장면에 등장하는 구체적인 인물(역

할)들을 정하여 실연하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다양한 사회

측정학과 행위기법을 활용하여 자신도 타인도 다 알고 있는 

자기영역(공개적 자기)을 포함하여 자신만 아는 자기영역(숨

겨진 자기)과 타인에게만 알려진 자기영역(맹목의 자기) 및 

타인도 자기도 모르는 자기영역(미지의 자기)이 표현되고 개

방될 수 있도록 고안하였다. 또한 이를 위하여 횡단적 자기이

해, 종단적 자기이해, 심층적 자기이해의 과정을 적용하였다. 

본 프로그램에서 활용하는 대표적인 행위기법(김성재, 2003)

은 주로 표현되지 못하는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게 지지하

는 ‘이중자아’, 실연자가 장면을 멈추고 행위에서 빠져나와 자

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큰소리로 자세하게 말하는 ‘독백’, 행위

로부터 빠져나와 집단을 향해 자기의견을 말하는 ‘방백’, 행위

를 진행하면서 장면을 자세하게 검토하기위해 쓰는 ‘정지화

면’, 한 실연자의 행동을 다른 실연자가 똑같이 행위함으로써 

자신의 행동을 보게 하는 ‘거울기법’, 상대방과 입장을 바꾸어 

실연하는 ‘역할교대’, 그밖에 ‘미래투사기법’, ‘퇴행기법’, ‘등

뒤기법’등(김성재, 2001)이다. 마무리단계는 실연했던 대상자

들이 집단으로 되돌아와서 자신의 경험을 집단원들과 나누는 

역할 벗기와 느낌 나누기 및 과제설명으로 구성된다. 역할 벗

기는 실연자들로 하여금 행위했던 역할에서 벗어나 본래의 

자기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며, 느낌 나누기는 자유로운 토론

을 통해서 자기를 개방하고 피이드 백을 주고 받으며 자기통

찰에 대한 느낌을 나누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마무리단계의 

마지막은 회기의 목표를 구체화할 수 있는 개인별로 수행할 

과제를 주어 회기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달성하도록 구성하였

으며, 6회기의 마지막은 프로그램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각

자의 자기 변화에 대해서 발표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자기개념 척도

자기개념척도는 이훈진(1997)이 개발한 30개 문항의 척도로

서 ‘전혀 그렇지 않다’ 0점에서 ‘항상 그렇다’ 4점으로 측정되

며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자기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

로 평가한다. 긍정문항과 부정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정

문항은 역산하여 측정한다. 점수범위는 최저 0점에서 최고 

120점으로서 5문항의 6개의 소척도 즉, 신체적 자기개념, 도

덕적 자기개념, 성격적 자기개념, 가정적 자기개념, 사회적 자

기개념 및 능력에 대한 자기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구개

발 당시는 신뢰도는 Cronbach's α = .92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 .82였다.

 자기지각 척도

<Table 2> Session of the program
Session Goal Contents Theme Techniques

1 Program orientation 
Practise of Action Methods

Self expression to clarify 
‘open self’

If I were a flower....
Well, I'll tell you about this person... Pretending Play

2 Transectional self 
understanding I

Self reflection to find 
‘blind self’ 

Life that I want and hope
Three things that I want to change

Magic Shop
Empty Chair

3 Longitudinal self 
understanding I

Self acceptance through 
disclosure of ‘hidden self’

Let's play with Mom and Dad
Person who I can't forget Past Regression

4 Longitudinal self 
understanding II

Self exploration through 
disclosure of ‘hidden self’

I'll show my future after 10 years 
My funeral Future Projection

5 In-depth self understanding Discovery of ‘unknown self’ Aladdin's magic lamp
Suffered interpersonal relationship Role Reversal

6 Comprehensive self 
understanding Presentation of changed self Things that can be changed and cannot 

be changed 1 minute spe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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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지각 척도는 김정희(1987)가 제작한 Likert식 5점 척도

로서 긍정적인 형용사 25개, 부정적인 형용사 5개로 자신을 

표현한 총3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각각의 형용사들에 대

해 그것이 어느 정도 자신을 잘 나타내고 있는지를 ‘전혀 그

렇지 않다’ 0점에서 ‘확실히 그렇다’ 4점으로 측정하며, 부정

적인 문항을 역산처리 하였을 때 점수의 범위는 최저 0점에

서 최고 120점으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 지각이 긍정적임

을 의미한다. 김정희(1987)의 연구에서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 .79였다. 

 자아존중감 척도

Rosenberg(1965)가 개발한 척도를 전병재(1974)가 번역한 것

으로서 10문항의 Likert식 4점 척도이며 5개 긍정적 문항과 5

개 부정적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거의 그렇지 않다’ 1점

에서 ‘항상 그렇다’ 4점으로 측정되며 부정적 문항을 역산하

여 점수범위는 최저 10점에서 최고 40점까지로서 점수가 높

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영자(1996)의 연

구에서 Cronbach's α = .79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 .80이었다.

자료 분석 방법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SPSS PC를 이용하여 전산처리하

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서술적 통계분석으로 하였으며, 

대상자의 프로그램 참여전과 후의 자기개념, 자아존중감 및 

자기지각 점수의 변화는 Paired t-test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3>과 같다. 대상자의 연령

은 평균 19. 51세였고 연령범위는 18세에서 23세까지였다. 종

교가 없는 대상자가 16명으로 전체의 43%를 차지했으며, 기

독교 13명(35%), 천주교 5명(13.5%), 불교 3명(8.1%)였다. 가

정의 경제적 수준이 상위권에 속한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5명

(13.5%)이었고, 전체 대상자의 62.2%(23명)가 중위권, 24.3%

인 9명은 하위권에 속한다고 응답하였다. 거주상태를 보면 부

모님과 같이 사는 대상자가 12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32.4%이

고, 어머니와 함께 사는 대상자는 3명(8.1%)이었으며 대상자

의 59. 5%인 22명이 자취를 하거나 친척집에서 기거하고 있

었다. 자신의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지각한 대상자는 10.8%( 4

명)이었고 별로 건강하지 않다고 지각하는 대상자는 16명으로 

43.2%였으며, 대체로 건강하다고 지각하는 대상자는 15명으로 

40.5%였고, 아주 건강하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2명으로 전체의 

5.4%였다.

<Table 3> General characteristics
Demographic   Characteristic Frequency(N) %

Age

18yr
19yr 
20yr
22yr
23yr

 6
24
 3
 2
 2

16.2
64.9
 8.1
 5.4
 5.4

Religion

Protestant
Catholic
Buddhist
Anything else
Disbelieved

13
 5
 3
 0
16

35.1
13.5
 8.1
 0.0
43.2

Economic 
status

High
Middle
Low

 5
23
 9

13.5
62.2
24.3

Residence

with Parent
with Mother
Living alone/ living 
with friend

12
 3
22
 0

32.4
 8.1
59.5
 0.0

Perceived 
health status

Bad
Poor
Good
Very good

 4
16
15
 2

10.8
43.2
40.5
 5.4

Total 37 100   

가설검증
행위기법 중심의 자기이해 프로그램이 간호학생의 자기개

념, 자기지각,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를 Paired t-test 로 분

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제1가설 : ‘자기이해 프로그램에 참여한 간호학생의 자기개

념은 참여 전에 비해 긍정적일 것이다’라는 제1가설을 검정한 

결과 프로그램 전후의 자기개념 평균점수는 75.46±12.64에서 

75.97±10.85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어(t=-3.84, p=.000**) 제 1가설은 지지되었다.

자아개념 척도의 하위요인 중에서 신체적 자기개념의 평균

점수는 11.03±2.90에서 12.16±2.85(t=-3.84, p=.000**)로, 성격

적 자기개념의 평균 점수는 11.84±3.52에서 12.38±3.18(t= 

-2.87, p=.007**)로, 가정적 자기개념의 평균점수는 14.95 ± 

3.34에서 15.75±2.94(t=-2.20, p=.038**)로, 사회적 자기개념의 

평균 점수는 12.35±3.25에서 13.19±2.93(t=-2.46, p=.019**)으로 

프로그램 참여전보다 참여후가 증가하였으며 그 차이는 통계

적으로 의미가 있었다.

한편, 도덕적 자기개념의 평균 점수는 13.24 ± 2.85에서 

13.43±2.49(t=-0.60, p=.532)로, 능력에 대한 자기개념의 평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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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12.04±2.51에서 12.95±2.18(t=-1.29, p=.207)로 프로그램 

참여 전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의미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2가설 : ‘자기이해 프로그램에 참여한 간호학생의 자기지

각은 참여 전에 비해 긍정적일 것이다’라는 가설을 검정한 결

과, 프로그램 전후의 자기지각 평균점수는 64.08 ± 15.12에서 

67.66±12.79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어 제 2가설은 지지되었다(t=-2.93, p=.006**).

제3가설 : ‘자기이해 프로그램에 참여한 간호학생의 자아존

중감은 참여 전에 비해 긍정적일 것이다’라는 가설을 검정한 

결과, 프로그램 전후의 자기지각 평균점수는 28.54±4.40에서 

31.27±3.51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어 제 3가설은 지지되었다(t= -6.19, p=.000**).

논    의

행위기법중심의 자기이해 프로그램에 참여한 간호학생의 자

아개념점수는 참여 전 평균 75.46점(표준편차=12.64)에서 참여 

후 평균 75.97점(표준편차=10.85)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통계적

으로 의미있는 차이(t=-3.84, p=.000**)를 보였다. 자아개념의 

하부척도에서 있어서도 신체적 자기개념, 성격적 자기개념, 

가정적 자기개념, 사회적 자기개념의 평균점수는 모두 프로그

램 참여전보다 증가하였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의미(p 

<.05)가 있었다. 그러므로 행위기법 중심의 자기이해 프로그

램은 자기개념을 긍정적으로 향상시키는데 유용한 프로그램임

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자기개념을 높이기 위

하여 간호학생들에게 집단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그 효과를 

본 선행연구의 결과(김선아 등, 2004; 김현미, 2002; 이혜경, 

2002)와 대부분 일치되는데, 특히 같은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간호대학생의 자기개념을 측정한 강은실 등(2002)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이를 통해 평균 20세 전후의 간호학생들의 자기개념은 아

직 유동적으로 변화가능하며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들의 반응

을 통해서 영향을 받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이는 간호학과 

1,2학년 시기에 제공되는 자기성장과 자기개발을 목적으로 하

는 프로그램이 매우 효율적으로 간호학생의 자기개념을 긍정

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다. 자기이해

라는 용어는 자주 통찰이라는 용어와 상호교환되어 사용되는

데, 이는 자신이 의식하지 못했거나 잘 모르던 동기, 관계, 느

낌, 충동 등을 깨닫게 되는 것(최명식, 윤아랑 및 이기학, 

2005)을 의미한다. 특히 행위기법은 개인의 갈등상황이나 어

려움을 언어로 표현하기보다는 행위로 표현함으로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심리적 차원을 탐구하여 통찰하도록 돕

는 방법(Blatner, 1988)이기 때문에, 자기를 이해하기 위한 적

절한 도구가 되었을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자기개념이 확립

되는 이 시기에 횡단적, 종단적, 심층적인 이해과정을 통해 

자기를 통찰한 경험은 자기를 구성하는 다양한 영역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이는 사이코드라마가 자기를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하고(양재혁, 1996) 긍정적인 

자기개념을 갖게 한다(고강호, 1996)는 선행 연구결과와 일치

되는 연구결과이다. 

한편, 도덕적 자기개념의 평균 점수와 능력에 대한 자기개

념 점수는 각각 13.24±2.85에서 13.43±2.49(t=-0.60, p=.532)로, 

12.04±2.51에서 12.95±2.18(t=-1.29, p=.207)로 변화하여 통계적

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덕적인 

신념이 다른 영역에 비해 비교적 고정불변적인 특성을 지녔

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여겨지며, 능력은 인지적인 평가

나 정서적인 요소라기보다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사실에 기

초를 둔 평가(김정숙, 2000)이기에 실제적인 성취를 통해서 

강화되지 않는다면 변화하기 어려운 영역이었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프로그램 전후의 자기지각의 평균점수는 64.08±15.12에서 

67.66±12.79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t=-2.93, p=.006**), 이는 행위기법중심의 자기이해 

프로그램이 자기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느끼도록 하는데 

<Table 4> Effect of the program on self-concept, self-perception, and self-esteem
Variable

Before program

Mean ± SD

After program

Mean ± SD
t p

Self-concept
   body self-concept
   ethical self-concept
   personality self-concept
   family self-concept
   social self-concept
   ability self-concept

75.46 ± 12.64
11.03 ±  2.90
13.24 ±  2.85
11.84 ±  3.52
14.95 ±  3.34
12.35 ±  3.25
12.04 ±  2.51

75.97 ± 10.85
12.16 ±  2.85
13.43 ±  2.49
12.38 ±  3.18
15.75 ±  2.94
13.19 ±  2.93
12.95 ±  2.18

-3.84
-4.10
-0.60
-2.87
-2.20
-2.46
-1.29

.000**

.000**

.532

.007**

.038*

.019**

.207
 Self-Perception 64.08 ± 15.12 67.66 ± 12.79 -2.93 .006**
 Self-Esteem 28.54 ±  4.40 31.27 ±  3.51 -6.19 .000** 

* < .05  **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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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이었다고 해석된다. 자기지각은 자기에 대한 정서적 차

원으로서 자기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를 나타내는데, 

행위기법에서는 옳고 그른 것에 대한 판단이나 현실에서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타진 없이 모든 행위표현이 허용되는 가

상적인 실험의 장(최헌진, 1999)이기 때문에, 연구대상자들은 

미래에 대한 자신의 바램이나 변화하고 싶은 자기요소를 지

금-여기의 장에서 실연하여 표현함으로서 자신에 대하여 희망

적이고 긍정적으로 느끼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

다. 이는 자신이 희망하는 삶을 무대에서 연기해 보임으로서 

자기 수용력의 증가와 자신이 지닌 잠재력이 증가되었다고 

보고한 연구결과(고강호, 1996)에 의해 뒷받침될 수 있는 견

해라고 본다.

자아존중감 점수는 같은 척도로 프로그램 전후의 차이를 

비교한 강은실 등(2002)의 연구와 김현미(2002) 연구의 점수

차이의 t 값이 각각 5.180(p=.039), 5.02(p=.001)인데 비해, 본 

연구의 전후 자아존중감의 차이의 t 값은 .619(p=.000)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행위기법중심의 자기이해 프로그램이 자

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데 더 큰 효과가 있음을 말해주는 것

이라고 본다. 자아존중감은 자아개념의 평가적 영역으로서 긍

정적이거나 부정적일 수 있는데, 행위기법중심의 자기이해 프

로그램은 집단원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기를 수용하고 

자신의 가치와 한계에 대하여 건강한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아존중감이 더욱 향상되었다고 본

다. 또한 사이코드라마가 간호학생의 정신건강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인 집단상담이 될 수 있다고 보고한 연구(고영애, 

2003)결과도 본 연구결과를 지지해준다고 본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본 연구결과 간호학생들을 위한 자

기개발 영역에서 행위기법을 이용한다면, 안전한 실험상황에

서 다양한 역할연기를 통해 실제적인 경험을 하지 않고서도  

개인이 지닌 다양한 정신적, 정서적, 행동적 정보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논의는 사이코드라마의 경험분

석을 통해 보고된 자아발견, 타자발견, 감정정화, 긍정적 사고

전환, 자신감 획득 등의 사이코드라마의 효과(고영애, 2003)와

도 일치된다. 특히 집단적으로 수행한 행위기법은 다양한 대

인관계 상황이나 사회적 상황을 구체적 장면으로 설정하여 

연기함으로써 자신과 타인을 깊이있게 이해할 수 있는 효율

적인 교육 방식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자신도 알지 못

했던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며 억눌렸던 감정을 개방적으로 

표현함을 통해서 정화(카타르시스)를 경험하며,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자신의 문제나 문제행동을 보게 되어 

자기에 대한 통찰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처방식을 

탐색하고 개발할 수 있는 행동연습의 방법이 될 수 있기에 

특히 정신간호교육에서 다양하게 활용된다면 매우 유용하리라

고 사료된다.

끝으로 간호학생들을 대상으로 행위기법을 이용한 자기이해 

프로그램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사항을 고려할 것을 제안한다.

첫째, 프로그램 진행자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며, 특히 

행위기법이 익숙하지 않은 프로그램 초기의 워밍업 단계에서 

행위기법을 충분히 훈련할 것을 권한다. 또한 대상자들의 자

발성을 고취시키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대상

자들과의 라포형성과 행위기법에 대한 진행자의 신념있는 자

세가 요구된다.

둘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상자들이 매 회기 사이 기간

동안 소집단을 구성하여 이전 회기에서 다루었던 주제나 집

단 활동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과제물 할당

한다면 보다 다차원적인 깊이있는 자기이해 프로그램이 될 

것이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행위기법을 활용한 자기이해 프로그램을 개발하

고 C시에 있는 K대학교에 재학 중인 간호학과 2학년 학생 

37명에게 이를 적용하여 그 효과를 검증한 단일군 전후 실험

설계에 의한 연구이다. 자료수집 기간은 2004년 3월에서부터 

4월까지였으며 자기이해 프로그램 참여전후에 대상자의 자아

개념, 자기지각, 자아존중감 점수를 측정하여 그 차이를 

Paired t-test로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행위기법중심의 자기이해 프로그램에 참여한 간호학생의 자

아개념점수는 참여 전 평균 75.46점(표준편차=12.64)에서 참

여 후 평균 75.97점(표준편차=10.85)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t=-3.84, p=.000**)였다. 자아개념

의 하위척도에 있어서 신체적 자기개념, 성격적 자기개념, 

가정적 자기개념, 사회적 자기개념의 평균점수는 모두 프로

그램 참여전보다 증가하였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의미

가 있었다. 그러므로 행위기법 중심의 자기이해 프로그램은 

자기개념을 긍정적으로 향상시키는데 유용한 프로그램임을 

확인할 수 있다.

• 행위기법중심의 자기이해 프로그램에 참여한 간호학생의 자

기지각 점수는 참여 전에 평균 64.08점(표준편차=15.12)에서 

참여 후 67.66점(표준편차=12.79)으로 증가하였으며 이 차이

는 통계적으로 유의(t=-2.93, p=.006**)하였다. 그러므로 행

위기법중심의 자기이해 프로그램은 자신에 대하여 느끼는 

정도를 긍정적으로 향상시키는데 기여함을 알 수 있었다.

• 행위기법중심의 자기이해 프로그램에 참여한 행위기법중심

의 자기이해 프로그램에 참여한 간호학생의 평균 자아존중

감 점수는 참여 전 28.54점(표준편차=4.40)에서 참여 후 

31.27점(표준편차=3.51)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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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차이(t=-6.19, p=.000**)가 있었다. 이를 통해 행위기법

중심의 자기이해 프로그램은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데 효

과적인 프로그램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요약하면 행위기법 중심의 자기이해 프로그램은 자기개념, 

자기지각, 자아존중감을 긍정적으로 높이는 효과가 있음을 검

증하였다. 

본 연구는 대조군이 설정되지 않은 단일군 전후 설계에 의

한 유사 실험연구로서 실험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생

변수를 고려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신중을 기하여야한다. 또한 일개 대학 간호학과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므로 그 결과를 전체 간호대학생에게 확

대 해석할 수 없다.

이 연구결과를 근거로 하여 다음과 같은 후속연구를 제언

을 하고자 한다.

첫째, 대조군을 설정한 무작위 할당의 실험연구 설계를 통

해서 혼동변수의 영향을 배제한 가운데 본 프로그램의 효과

를 검증하는 후속연구를 제안한다. 

둘째, 자기이해를 통해서 긍정적으로 변화된 자기개념, 자

기지각, 자아존중감이, 의사소통능력과 대인관계정도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의사소통능력과 대인관계능력을 효과

변수로 측정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본 프로그램의 효과가 지속되는 기간을 확인하기 위

해 일정한 시간간격으로 추후조사를 실시하는 연구설계로 반

복 연구할 것을 제안한다.

넷째, 행위기법중심의 자기이해 프로그램과 언어중심의 집

단 프로그램의 효과를 비교하는 연구를 제안한다.

다섯째, 행위기법이 지닌 효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참여후의 변화경험의 의미와 구조를 밝히는 질적연구를 시도

할 것을 제안한다.

여섯째, 행위기법을 활용하여 의사소통기술을 훈련하고 대

인관계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제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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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a Self-Awareness Program
Using Action Methods for Nursing Students

Kim, Sungjae1)

1) Department of Nursing, Kangwon National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 to develop a self-awareness program using various action methods and 
b) to experiment the effects of that on self-concept, the self-perception and the self-esteem in nursing students. 
Method: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37 nursing students. Using one-group pretest-posttest quasi-experimental 
research design, we conducted the experiments of a self-awareness program during the period of six weeks from 
March through May of 2004. Results: The scores of the posttest on self-concept, self-perception and self-esteem in 
nursing students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scores of the pro-test. Conclusion: The results of our 
experimentation showed that a self-awareness program using various action methods was very effective to enhance 
self-concept, self-perception and self-esteem in nursing students. In particular, different action methods of 
psychodrama were shown to be a useful tool in exploring the areas of blind self and unknown self.

Key words : Nursing student, Self concept, Psychodra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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