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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IR 리더십 프로그램이 부적응 사회복무요원들의 
행동변화의지, 대인관계 효능감 및 자기관리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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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the PAIR Leadership Program on the Behavioral Change 
Will, Interpersonal efficacy, Self-Regulation for the Military 

Alternative Social Workers Maladju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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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사회복무요원들의 부적응 개선을 위한 대책으로, 개인특성을 고려한 환경전략의 일환인 PAIR리더십 
프로그램이 부적응 인원의 행동변화의지, 대인관계 효능감 및 자기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병무청 소속의 사회복무요원들을 중 복무 부적응군 20명과 평균수준의 적응군 16명을 대상으로 PAIR리더십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총 10회가 진행되었으며, 1회당 60분씩 진행되었다. 두 집단 모두 프로그램 시작 전과 종료 후 2회에 걸쳐 
행동변화의지 수준, 대인관계 효능감 및 자기조절 수준을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 PAIR리더십 프로그램에 참여한 부적응
군은 프로그램 참여 전보다 참여 종료 후에 자신에 대한 행동변화의지 수준, 대인관계 효능감 수준, 자기관리수준에서 모두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적응군 역시 행인관계 효능감수준과 자기관리수준에서 유의미한 변화를 보였지만 행동변화의지 
수준은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결과는 PAIR리더십프로그램이 복무부적응 사회복무요원들과 적응에게 행
동변화의지, 대인관계 효능감 및 자기관리수준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주제어 : PAIR리더십프로그램, 행동변화의지, 자기관리, 대인관계효능감, 사회복무요원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effects of PAIR leadership program which can make 
one’s own for solving problems of conflicts through understanding of self and the environmental. For this, the 
PAIR leadership were administered in 10 sessions for 60 minutes with 16 of the adjustment soldiers and 20 
of the maladjustment soldiers of the military alternative social workers. The pre-post on the behavioral change 
will, interpersonal efficacy and the self-regulation level were assessed. The results were as the PAIR he 
maladjustment soldiers group reported significantly higher score on level of the behavioral change will, 
interpersonal efficacy and the self-regulation. Also the adjustment soldiers reported significantly on interpersonal 
efficacy and the self-regulation. This results suggest that the PAIR readership program can be applied 
effectively for promotion of the behavioral change will, the self-regulation.

Key Words : PAIR leadership program, behavioral change will, Self-regulation, interpersonal efficacy, military 
alternative social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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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199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무제도는 의무적인

병역 이행을 사회서비스 분야에 대체 복무하도록 하여

국가인적자원의효율화를가져오기위한취지에서시행

되고 있다. 현재 고령화와 양극화 등의 확산으로 사회서

비스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시장과 정부 차원에서 공

급하는 사회적 일자리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

라 정부는 병역제도 개선을 통해, 공급이 부족한 사회서

비스일자리에대체복무자중사회봉사분야복무자를확

대하여 사회복무제도를 실시함으로서 부족한 수요를 확

충하였다.

병역판정검사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판정되면 사회

복무요원은 기초군사 훈련과 소양 및 직무교육을 받은

후 집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범위에서 복무를 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 복무기관은 기관 내에서 근무지에 배치와

업무를 지정하고 복무지도 및 관리를 하게 된다. 병무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6년도 사회복무요원은 총 27,322

명으로, 복지시설에 34.3%인 9,368명, 국가기관에 10.1%

인 2,764명, 지방자치단체에 37.8%인 10.337명, 공공단체

에 17.8%인 4,853명이배정되었다[1]. 24시간집단생활을

하면서함께숙식하고생활하며규칙적인훈련을받아야

하는일반군대와는달리사회복무요원들은집에서배정

된기관으로출퇴근을하며, 오전 9~18시까지 8시간주 5

일근무를하게된다. 18시 이후에는자유로운시간을보

낼수있다. 근무환경도군대와는달리, 일반인을대상으

로사회서비스와기초적인행정업무를진행한다. 그러나

이들도 일반 군에서 부적응 병사가 발생하는 것과 마찬

가지로 부적응을 경험하는 인원들이 발생한다. 일반 군

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응하기 쉽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새로운 상황들은 모든 개인에게 스트레스원이 될 수 있

다. 현재 사회복무요원들 중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려

운 경우 복무부적합자가 발생하게 되고 소집해제절차를

통해 복무를 중단하게 되기도 한다. 소집해제 기준은 동

일 질병이나 장애로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하였음

에도치유되지아니하여정상적인직무수행이곤란한인

원과성격문제로동료와마찰이심하거나폭력을행사하

는 등 타인에게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등으로 대인관계

의어려움및조직생활에적응을못하고정상적인직무

수행이곤란한인원들이해당될수있다[2]. 이러한중증

의 경우는 소집해제 대상이 되지만 경증의 부적응자 또

는 정상적인 적응능력이 있지만, 배치된 복무지의 특수

성으로인해심한스트레스를호소하거나부적응을일으

킨대상자들은소집해제에서제외된다. 현재사회복무요

원들의 부적응을 도와주는 지원프로그램이 부재하여 지

도관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복무요원들은일반군대와달리근무환경이다르

다는 점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일반 군부대에서 집단생

활을하는병사들은 24시간 상사의외부의통제하에업

무와생활이이루어지고있지만, 사회복무요원들은자신

의 집에서 출퇴근을 하므로 외부통제가 낮다. 이러한 상

황은 오히려 스스로 자기를 관리하는 전략이 더 요구될

수있다. 또한부적응인원들을위한프로그램구성은스

스로 자기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행동변화의지, 소통전략

및 자기관리리더십이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재 육군에서는 병역의무 과정 중에 발생한 부적응

으로식별된복무부적응자를대상으로그린캠프교육대

를 군단급 제대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보통 면담결

과와행동관찰, 검사결과,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상담결

과 등의 자료를 기초로 부적응 병사를 선별하며, 선별된

인원들은 일정기간 별도의 장소에서 특별 관리 속에 적

응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군단급 이하 각 사단급에

서도 부적응 병사들을 위한 다양한 부적응 캠프들이 운

영되고 있다. 그러나 군부대와 달리 현재 사회복무요원

들의 부적응 인원들에 대한 관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

다. 따라서 사회복무요원들의 자기관리 및 부적응 선별

과선별된인원들에대한관리를위한제도적장치와함

께 그들이 근무하고 있는 환경이나 근무방식을 고려한

부적응자 관리를 위한 체계적 제도 도입과 적절한 프로

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2. 이론적 배경 
리더십은크게특성적접근, 행동적접근, 상황적접근

으로 분류되어 논의 되어 왔다. 리더십의 상황적 접근이

란 모든 개인에게 모든 상황에서 효과적인 보편적이고

일괄된 리더십은 존재하기 어렵다. 구성원들과 상황적

맥락은 항상 변하며, 이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리더가

효과적 리더라고 보는 관점이다. 특성적 접근이란 타인

과구분되는타고난독특한자질이리더십의본질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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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으로리더와구성원의성격특성을고려한리더십전

략을 리더십의 핵심으로 본다. 행동적 접근은 리더의 실

제 행위에 역점을 두고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현

장관찰및기록에관심과함께리더의특정행동패턴을

리더십의본질로여기는관점이다[3]. Steve & Tomas는

리더의성공은상황적접근과특성적접근의상호작용에

달려있다고 하였다[4]. 즉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은 항

상동일하지않으며, 구성원들역시항상동일하지않다.

각 상황마다 각기 다른 구성원들의 고유한 성격특성과

잠재력을 고려한 의사소통 전략이 달라져야 할 필요가

있다. 한 가지 전략이 모든 상황에서 모두 효과적이기는

어렵기때문이다. PAIR리더십은상황적접근에그뿌리

를두고있지만효과적상황적접근을위해특성적접근

의 통합이 요구 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PAIR리더십

은 리더와 구성원의 각 성격특성을 고려하여 현재 요구

되는목표상황에맞는맞춤식전략을세우는리더십으로

정의된다[5].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도구는 리더십의 주체인 리더

자신과 구성원 및 목적상황에 대한 이해가 포함된다[3].

그러나 현재까지 리더 자신과 각 구성원들에 대한 이해

과정에서외부상황의변화에도불구하고변하지않는각

개인의 고유한 성격특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였다. 목

적상황은 리더의 재량범위, 업무수행 목적, 업무 특성과

요구되는 잠재력, 부하의 능력과 동기, 외부환경의 성질,

부하, 동료, 상관및기타상호작용을해야하는외부인들

의요구및역할등이포함된다. 이러한상황들은고정되

지 않고 항상 변화하는 것들이다. Hackman & Oladham

은 직무 특성이론을 통하여, 직무상황은 개인의 심리 및

성격적 특성요인이 목표를 완수하는 핵심변수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6].

상황이다르고사람이다르지만보편적이고일률적인

방식의 리더십역량 강화 접근은 이러한 각 상황 변화들

을대처하기에미흡하다는지적들과함께리더및각구

성원들의 동일하지 않은 특성들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

작하였다. 소통은상이한리더와구성원간의한쌍의개

별적 관계 속에서 형성되므로, 리더-구성원 간의 각 쌍

(PAIR)에 맞는 소통이 구성원들의 행동 및 결과의 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PAIR란 사전적 의미로 “짝”을

의미한다. PAIR리더십은 그 짝에 맞는 리더십을 발휘한

다는 개념에서 출발되었다. PAIR 리더십은 리더와 구성

원간의 각자 특성에 맞는 개별적 관계를 고려한 리더십

접근을 의미한다[5]. 즉, 리더, 구성원, 상황의 특성을 잘

파악하여 목적에 부합한 전략을 스스로 각 쌍(PAIR)에

맞게 세운다는 개념에서 출발한다. 변화하는 상황에 따

라 리더-부하의 각 개별 쌍의 특성을 존중하여 목적에

부합한 상황별 리더십 전략을 구사하는 개념이다.

Fiedler는 상황요인에 개인의 특성이 목표 성과에 영

향을 줄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7]. 즉 리더가 자신의

특성을이해하고현재상황을구성하는요소들을파악하

여 상황과 개인특성이 일치된 방식의 전략을 세우는 역

량이 목표성취에 중요하다. Steve & Thomas는 상황에

서 리더와 구성원 간의 관계 및 소통의 질, 리더가 가지

고 있는 성격특성과 직무특성 등이 리더십에 중요한 영

향을미칠수있다고하였다[4]. 이는 상황변화에도불구

하고 각 상황에 가장 적합한 역동적 리더십을 구사하기

위한전략으로그상황에존재하는개인들의집단및개

별특성 요인을 고려한 전략이 유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

다.

리더와 구성원들 간의 교환관계(LMX: Leader –

Member Exchange)이론가들은 리더와 구성원간의 성숙

한 소통관계 유지가 효과적 리더십에 중요한 요소로 보

고있다[8]. LMX이론은리더가모든구성원들에게동일

하고 보편적인 방식의 소통인 평균적 리더십 유형(ALS:

Average Leadership Style)의 비판으로 부터 출현하게

되었다. 즉 각 구성원들과 리더는 각기 자신의 특성대로

각기다르게지각하고다르게소통관계를시도한다고보

았다. 따라서 리더는 구성원들의 각기 다른 형태의 소통

관계를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전략은 리더와 부

하의태도및행동에중요한영향을미친다는것이다[9].

리더는 구성원들에게 다양한 피드백과 환경지원을 수행

하는 중에 각 구성원에게 일치된 피드백과 환경제공이

목표수행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이끌 수 있게

된다. ALS방식보다 LMX방식이 직무성과, 의사소통 및

관계 만족, 리더에 대한 신뢰, 직무 동기 및 목표를 향한

행동 변화 의지, 자기조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10].

이는 앞으로의 리더십 연구가 사람과 상황이 변화하

여도 일률적인 교육과 숙지를 통해 적용하였던 평균적

리더십(ALS)에서 변화된 상황에 맞는 유연하고 효과적

인 개별 맞춤식 또는 상황맞춤식 리더십 보완이 필요함

을 시사한다.

일반적으로성격특성은개인이가지고있는일관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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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한 특성으로 정의되며,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된다. PAIR리더십 프로그램은 각 개인의 독특

성을 인정한다. 개인이 현재 상황과 현재 인원을 대상으

로 목표하는 바를 가장 효과적으로 이끌 전략을 세우는

훈련에 초점을 둔다[5]. 각 개인이 처한 각 “상황과”, 각

“커뮤니케이션 대상”, “나”의 짝을 맞춰 목적에 부합할

효과적전략을리더스스로주도적이고능동적인전략가

로써 기능하도록 만드는데 중점을 둔다. 따라서 자기이

해와 타인이해를 기반으로 각 상황의 변화에 따라 상이

한 전략을 스스로 설계하는 연습과 훈련이 프로그램을

구성하며, 개인으로 하여금 대인관계 상황 및 다양한 상

황에 적응적 자기관리 전략을 세울 있도록 지향한다. 뿐

만 아니라 스스로 방법을 설계하는 능력을 증진하는데

초점을 두므로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변화할 계획을 세

우는데 유용할 것으로 여겨진다.

많은 치료자가 부딪히는 문제 중 하나가 여러 도움이

될만한서비스를제공함에도불구하고내담자가자신의

행동에 대해 변화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 상담상황이다.

행동에 대한 변화의지가 없는 경우 상담결과는 효과를

기대하기어려우므로, 적응프로그램이적절한행동변화

의지를갖는데기여할만한내용의구성이항상요구된다.

Donovan & Rosengren은변화를위해서새로운실행

에 대한 기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 자기 조절하

는것이중요하다고보았다[11]. Bandura는그일을해낼

수있다는자기효능감이행동변화에기여하는중요한영

향력을발휘한다고보았다[12]. 이러한점은적응프로그

램에 포함되어야 할 구성요소 중 하나가 부적응 상황에

서 언제라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대처전

략 연습과 훈련 내용이 구성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Rosenstock, Strecher, & Becker는 개인의 건강유지

행동은행동변화를하지않았을때얻게되는이득측면

과행동변화를선택하게될때부딪히는손실에대한계

산을통해의사결정을한다[13]고 보았다. 최근바람직한

적응을위한행동변화의지를높이는데개인의특성변인

을 고려한 연구들이 조명되면서 내담자의 심리. 성격 변

화과정을통한행동변화의지를유도하는접근들이시도

되고 있다.

보통군인들과달리사회복무요원들이접하는대상은

일반인들이다. 이들은아직청소년기로고등학교를졸업

한지 1~2년후사회경험이미흡한상태에서다양한민원

인들을 상대하는 업무경험은 대인관계 스트레스에 노출

되게할수있다. 대인관계와소통의문제는적절한도움

의 과정이 무시된 채 방치될 때 공격적인 행동, 위기나

자살행동, 주변인물들의폭행, 살해로이어지는극단적

인선택으로이어질수있는사고와위기에노출될수있

다[14].

Burhmester, Furman, Wittenberg, Reis는 대인관계

능력에는 자신을 개방하는 능력, 다른 사람을 정서적으

로지지하는능력, 갈등을다루는능력, 다른사람과상호

작용을 시작하는 능력, 자신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표현

하는능력이포함된다고하였다[15]. 만일대인갈등을다

룰 수 없거나 타인과 상호작용을 시작하는데 자신감이

없을 때, 또는 자신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표현하는데 효

능감이 없다면, 대인관계 욕구의 충족은 제한되며, 개인

은 불안, 우울, 욕구 좌절, 소외 등의 정서적인 어려움과

부적응을 겪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16].

Bandura는개인의부적응이독립적인외부요인에의

해서 영향을 받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특성과

환경에의한 ‘상호결정론’을주장하였다{12}. 개인의대인

관계 패턴은 개인차가 존재하며, 다양한 부적응은 외부

환경과개인의특성요인의상호작용으로나타나고, 개인

의 특성을 고려한 대인관계 전략은 효과적인 관계를 맺

는데 유용할 수 있다.

모든개인은각기다른사람들을만나고, 모두동일한

행동양식을 취하지만 어떤 사람과는 잘 소통이 되고 또

다른 사람과는 소통이 되지 않는 원인에는 개개인의 독

특성을간과한보편적인전략만을사용하는것과도관련

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개인이 자신과 만나는

각각의 관계에서 상황의 변화에 따라, 사람의 변화에 따

라맞춤식소통전략을세울수있는능력이있다면, 나와

타인의특성을더욱존중하면서능동적으로변화에대처

해갈수있을것이다. 이는대인관계와소통에서효능감

을가질수있으며, 자기관리에유용할것이다. 이를위해

각 개인의 특성에 맞는 효과적 대인관계 전략, 자기관리

전략에대한연습과훈련내용이포함된 PAIR리더십프

로그램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3. 연구내용
3.1 연구 가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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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1, PAIR리더십프로그램에 참여한 복무 부적응집

단과 평균수준의 적응집단은 프로그램 참여전

보다 프로그램 참여 후 대인관계 효능감 수준

에서 유의미한 향상을 보일 것이다.

가설2, PAIR리더십프로그램에 참여한 복무 부적응집

단과 평균수준의 적응집단은 프로그램 참여전

보다 프로그램 참여 후 자기관리 수준에서 유

의미한 향상을 보일 것이다.

가설3, PAIR리더십프로그램에 참여한 복무 부적응집

단과 평균수준의 적응집단은 프로그램 참여전

보다프로그램참여후행동변화의지수준에서

유의미한 감소를 보일 것이다.

3.2 연구 방법
3.2.1 연구 대상  
I 병무청 소속 부적응 사회복무요원 20명과 평균수준

의적응을보이는 16명을대상으로 PAIR리더십프로그램

을 진행하였다. 이들에게 행동변화 의지, 대인관계 효능

감, 자기관리에 대한 설문지를 프로그램 실시 전과 종료

후에시행하였다. 이들의평균연령은 21.6세였으며, 모두

남성이었다.

3.2.2 측정도구 
가. 행동 변화 의지 척도

Miller와 Tonigan(1996)이개발한 19개문항의자기보

고 질문지를 번안하여, 긍정적 행동변화 수준여부를 확

인하기 위한 본 연구 의도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 행동에 대한 인식과 긍정적 변화

를 실천하는 정도를 반영한다. 5점 리커트 척도로 본 연

구에서내적신뢰도계수(Cronbach’s ⍺)는 .82로 나타났다.

나. 대인관계 효능감 척도

Paulhus(1983)가 개발한 Spheres-ofcontrol battery

items는 개인적인 효능감과 지각된 통제력을 개인, 대인

관계, 사회정치적 범주로 구분하여 측정한 도구 중 전성

경(2004)이번안한 개인관계효능감척도부분을사용하

였다. 5점 척도로,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

서 측정된 신뢰도계수(Cronbach’s ⍺)는 .75이었다.

다. 자기관리 척도

자기관리척도는 조은주(2006)가 개발한 총 37문항의

척도로, 5점 리커트로계산되며, 점수가높을수록스스로

자신의생활관리를잘하고있다고지각하는것을의미

한다. 본연구에서내적신뢰도계수(Cronbach’s ⍺)는 .71
이었다.

3.2.3 프로그램 내용
본 프로그램은 전체 10회기로 이루어진 집단 프로그

램으로, 신경심리학적 원리에 기반한 4가지 성격유형에

따라 각각 대인관계 효능감 전략, 행동변화의지 및 자기

조절전략을각성격유형에따라맞춤식으로세우는연습

이 포함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sessi
on

main theme

1 Orientation: establishing rapport

2
Understanding of 4 personality traits based on
neuroscience

3 Self- understanding: activity workshop
4 Understanding Others: Activity workshop

5
Self-Management Strategy considering my
characteristics: Thinking and adjustment workshop

6
Self-management strategy considering my characteristics:
Emotional adjustment workshop

7
Communication strategy discussion workshop considering
other’s Personality trait through case

8
Practice of communication strategy considering partner’s
personality trait

9 My own strategy for reducing interpersonal anxiety
10 Wrapping and finishing

<Table 1> PAIR Leadership Program 

3.2.4 프로그램 진행 절차
I 소재병무청소속, 부적응사회복무요원들 20명과평

균수준의 적응을 보이는 16명을 대상으로 PAIR리더십

프로그램을 진행 하였다. 프로그램은 총 10회기로 진행

되었으며, 1회당 60분씩하루 4회기씩 3일간진행되었다.

두집단모두프로그램시작전과종료후 2회에걸쳐행

동변화의지, 대인관계효능감, 자기관리수준을포함한설

문조사를실시하였다. 사전-사후에대한 PAIR리더십프

로그램효과를검증하기위해 SPSS 20.0을 이용하여 t검

증을 실시하였다.

4. 연구 결과
4.1 부적응 영역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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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와 같이, PAIR리더십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상자들에게 “현재 가장 큰 부적응 영역은 무엇인가?”

에대한질문에대인관계갈등이 60%(26명), 환경변화에

대한 스트레스가15%(15명), 직무적응의 어려움이

15%(11명), 기타 10%로 보고하였다.

“부적응으로 나타난 가장 두드러진 증상은 무엇인

가?”에 대한 질문에는 심리적불안정이 35%(26명), 자신

감저하 35%(26명), 낮은 충동조절 20%(18명), 기타10%

로 보고하였다.

또한 “현재가장도움받고싶은영역을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인관계소통전략이 45%(35명)로 가장 높

게 보고되었고, 이어서 스트레스관리전략30%(23명)과

자기조절전략25%(20명)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부적응 병사들을 위한 적응 프로

그램 구성 시에 대인관계 갈등전략 및 소통전략, 효능감

전략등에기여할수있는내용이포함되어야함을시사

한다.

categories
frequ
ency
(n)

rate
(%)

The largest
maladjusted
area

Interpersonal conflict 42 60%
Stress of environmental
change

15 15%

difficulty in Job
adaptation

11 15%

others 7 10%

The most
prominent
symptoms of
maladjustment

Psychological instability 26 35%
Lower confidence 26 35%
Low impulse control 18 20%
others 7 10%

The area you
would like help
with

Interpersonal
communication strategy

35 45%

Stress management
strategy

23 30%

Self-regulation
strategy

20 25%

others 0 0%

<Table 2> Current maladaptive area

4.2 PAIR리더십 프로그램 참여자의 사전-사후 
    t검증 결과
본 연구의 분석방법은 대응표본 T검증을 하였다.

T-test 결과를 보면 t값이 -1.96보다 모두 작으며, 유의

확률이 0.05보다 작음으로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연구 결과, <Table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PAIR 리

더십프로그램에참여한복무부적응군들은프로그램참

여 전보다 참여종료 후에 자신에 대한 행동변화의지, 대

인관계 효능감, 자기관리 수준에서 유의미한 증가를 보

였다. PAIR리더십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응집단군 역시,

대인관계효능감과 자기관리는 사전에 비해 유의미한 수

준을유지하고있었으나, 행동변화의지는유의미한효과

를 나타내지 않았다.

variance
Pre post Within-group

difference
M(SD) M(SD) Pre-post

behavioral
change will

Maladjustment
Group

2.88
(1.01)

3.74
(0.81)

.001**

Adaptation
Group

2.55
(.791)

3.40
(0.89)

.021

interpersonal
efficacy

Maladjustment
Group

2.65
(0.72)

3.78
(0.80)

.000***

Adaptation
Group

2.86
(.673)

4.13
(.978)

.000***

self-
regulation

Maladjustment
Group

2.94
(0.93)

3.89
(0.80)

.006**

Adaptation
Group

2.83
(.870)

4.17
(1.027)

.000***

*p < .05, **p <.01

<Table 3> The results of the t-test of the Adaptation 
Group and Maladjustment Group.

5. 논의
본 연구는 부적응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적용한 PAIR

리더십 프로그램이 부적응 사회복무요원들의 행동변화

의지, 대인관계 효능감, 자기조절력에 미치는 효과를 검

증하고자 하였다. PAIR리더십 프로그램은 사람마다 각

짝에 맞는 적절한 대인관계 전략을 세운다는 개념으로

자기와 타인의 상이한 독특성을 이해하고, 내가 만나는

각각의 대인관계에서 1:1 맞춤식 소통 리더십 전략을 세

우는프로그램이다. 즉누구에게나일반적이고보편적인

행동이 아니라, 나와 타인의 특성을 존중하고 능동적으

로소통할수있는전략을스스로세우는대인관계프로

그램이다. 이를 위해 4가지 특성을 고려한 짝에 맞는 소

통방식을 훈련하였다.

PAIR리더십 프로그램에 참여한 부적응병사 20명과

적응군 16명의 대상자들에게 사회복무 중, “위기를 조장

하는영역”에대한조사에서, 대인관계갈등이가장높게

나타났고, “부적응으로나타난가장두드러진증상”은심

리적불안정이 35%, 자신감저하 35%로 보고하였고, “현

재 가장 도움 받고 싶은 영역”은 대인관계소통전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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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로가장높게나타났다. 이는사회복무요원들의적응

프로그램에대인관계효능감전략이비중있게포함되어

야 함이 시사된다.

PAIR리더십 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 연구 결과,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복무부적응 인원들은 프로그램 참여

전보다 참여종료 후에 자신에 대한 대인관계 효능감, 자

기조절전략이 유의미한 증가를 보였고, 적응군 역시, 행

동변화의지 수준을 제외하고 대인관계 효능감 수준, 자

기조절전략수준이유의한증가를나타냄으로써가설1과

가설2가 지지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가설3의 행

동변화의지수준의변화는부적응군에서는유의한수준

의 변화를 나타냈으나, 적응군에서는 다소 상승은 보였

으나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러한 결과는 복무적응

자 뿐만 아니라 부적응자들에게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통찰하고각상황마다개별문제해결전략을짤수있는

능력을 기르는 훈련은 대인관계에 자신감을 부여하는데

유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일반 군에서 그린캠프에 참여하는 부적응 병사들은

부적응 수준이 중증에 해당하지만, 본 연구에 참여한 사

회복부요원들의부적응수준은경증부적응에속하는수

준이며, 치료적자원도그린캠프참여자들보다우수하고,

다소 일시적인 부적응을 보일 가능성과 오래 축적된 고

착화된성격특성의발현일수있기때문에부적응의원

인을 고려한 중재가 필요할 것이다. 사회복무요원들의

부적응 관리를 위한 제도정착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프

로그램정착을위해더큰표집을통한많은기초연구가

시급히필요하다. 또한사회복무요원들은집에서배정된

기관으로출퇴근하는특성과일반병사에비해관리와통

제를덜받는특성은적응병사들에게도스스로자기관리

가 더욱 필요할 수 있다.

군대내 부적응 병사들에게 진행되고 있는 기존의 프

로그램들의 내용은 대부분 동기부여 중심의 활동으로,

참가자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에 초점을 둔다. 이러한

프로그램은구체적인현재자신의문제에대한원인정보

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파악하기

어려워 수동적인 참여자로 머물게 할 수 있으며 내담자

로 하여금 동기부여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다. 또한

구체적인 해결 전략을 세우기 어렵기 때문에, 일시적인

동기부여가생기더라도해결책을세우지못하는면은곧

문제 재발의 한계를 극복하기 어려웠다. 본 PAIR리더십

프로그램은 인지기반 프로그램으로 자신과 타인의 행동

원리에대한지식을익히고이를기반으로현재문제해

결전략과미래문제예방전략을스스로구상하고행동

실천방안을구체화하도록구성된프로그램의실험이필

요했다. 누군가 지속적으로 도와주지 않아도 스스로 지

속적으로전략을세울수있는전략능력자체를훈련시

키는프로그램은부적응문제재발가능성을낮추는데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매번 직면하는 부적응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고 발

표하는프로그램구성들은부적응인원들에게어떻게해

야 할 지에 대한 답을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였

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도로, 이후 스스로 자신의 문제에

대한 해결전략을 훈련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검증에

대한 시도들이 많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막연

함보다명료함을가져올수있어프로그램참여기간동

안에도무기력한태도에서적극적인태도로동기유발하

는 데도 도움이 되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통제집단이 부재하였다는

점이다. 이후 연구는 처치효과에 대한 비교집단을 둔 연

구가 필요하다. 둘째, 참여대상자가 36인으로 결과를 일

반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후 보다 많은 표본을 대상

으로한실험연구를진행함으로서전략훈련이이후문제

예방과 치료유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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