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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을 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효과
Effects of Personality Education Program for University Students

박은민 

동신 학교 상담심리학과 

Eun-Min Park(empark@dsu.ac.kr)

 요약

본 연구에서는 학 신입생들을 상으로 인성교육 로그램을 실시하고 그 효과를 조사하 다. 본 연구

에서 실시된 로그램은 이주희 등(2010)이 학생을 상으로 개발한 인성교육 로그램 지침서를 토 로 

진행되었다. 본 로그램은 학에서 한 학기 동안 교양강좌로 활용할 수 있도록 13회기로 구성되었으며 

매 회기는 강의 50분과 실습 활동 로그램 100분으로 이루어져있다. 본 인성교육 로그램의 효과를 검증

하기 해 배부된 설문지  (pair)을 이루지 않거나 락된 것을 제외한 실험집단 19명과 통제집단 20명

을 상으로 심리․사회 성숙 검사 질문지를 사 -사후-추후에 실시하여 비모수 통계검정인 맨-휘트니 검

증(Mann-Whitney U test)과 공변량 분석(ANCOVA)을 실시하여 효과를 살펴보았으며, 참여자에게 로

그램 참여 소감문을 작성하도록 하여 로그램 효과에 한 부분을 질 으로 분석하 다. 연구결과 사 -

사후 검사에서 인성교육 로그램을 실시한 실험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해 심리․사회 성숙 체 수와 하

요인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보 으며, 사 -추후 검사에서도 실험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해 심리․사회 성숙 

체와 하 요인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보여 인성교육 로그램은 일정기간인 10주가 경과하여도 지속 으

로 효과가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성교육 로그램은 학생들의 심리․사회 성숙 향상에 도움이 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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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d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effects of psycho-social maturity personality 

improvement program for university students. This program based on the book written by Lee 

et al.(2010) to improve the personality for university student was used. The program consisted 

of a total of 13 session and every session consisted of a 50 minutes lecture and 100minutes 

activity program. The researcher carried out the pre-test, post test and follow up test regarding 

psycho-social maturity and conducted Mann-Whitney U test and the ancova. The results showed 

who had participated in counseling groups reported significant improvement of psycho-social 

maturity total scores and sub scores, while the control group did not report any significant 

improvements. After 10 weeks follow-up point, these changes experienced by the experiment 

group on the improvement of the psycho-social maturity. Finally the personality program helped 

improve the psycho-social mat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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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최근 우리사회는 청소년 래 문화에서 발생하는 반

사회  문제에 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다. 청소년들의 

폭력과 폭행, 왕따, 그릇된 성 문화, 사회의 책임의식 결

여 등의 행동은 사회 인 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러한 기감은 가정 역할의 붕괴와 지식 주의 교육

에 따른 결과로 보여진다. 부모들은 자녀들의 성  향

상에만 지나친 심을 갖고 학교는 학생들의 성 과 좋

은 상 학교 진학에만 심을 기울이고 있다. 가정과 

학교 장에서는 학생들의 건 한 인격 형성에 심을 

기울이기 보다는 성취 결과에 의미부여를 하고 있다. 

성  주의 교육 풍토에서 성장하여 학에 진학한 

학생들은 인간 계 형성과 학 생활 응에 어려움

을 경험하고 있다[1]. 이들은 인간 계를 어떻게 맺고 

스트 스에 어떻게 처하며 해결해야 하는지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표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해 많은 어려움

을 겪는다. 이러한 어려움은 학생활에 소극  태도, 

학과에 한 소속감 하, 공분야에 한 낮은 학업

성취와 질  하를 래하게 되고, 이는 나아가서 

학에서의 도탈락발생과 졸업 후 직장생활에 응하

지 못하는 악순환을 래하고 있다[2]. 권석만(2001)과 

경표(2001)도 인간 계가 직 인 원인이 되어 학

생들이 학교에 응하지 못하고 취업 후에도 갈등을 경

험하는 것으로 보고하 다[2-4]. 따라서 학은 학생에

게 단순한 정보과 공 지식을 달하기 보다는 미래를 

살아 갈 수 있는 지혜와 문제해결 능력, 재능과 꿈과 희

망을 이룰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도록 인성을 강화하는 

교육활동이 필요하다[2]. 

학의 역할  하나가 효율 인 사회인을 배출하는

데 있으므로, 체계 인 인성교육을 통해 응 인 인간

계를 할 수 있도록 비된 인재를 배출하여야 할 것

이다. 기업이 학교육에 요구하는 인재상은 인성  측

면을 강조하며 의사표 력과 인 계 능력을 갖춘 인

재를 바라고 있다[3]. 따라서 학에서도 사회변화에 부

응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할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학생 시기는 많은 인간 계 갈등을 경험하는 시기

로[4][6] 가치를 명료화하고 꿈과 목표를 설정하고 실

시켜 나가기 해 구체 인 인생계획을 세우는 성숙, 

친 성  정체성 발달이 요한 발달과업 시기이다[7]. 

학에서 바람직한 인성을 형성하는 경험은 학생들

이 성숙한 성인으로 비하여 사회로 나갈 수 있는 충

분한 시간이다. 좋은 인성 형성은 학생 스스로도 노력

하고 연습하는 시간이 필요하나 혼자서 훈련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학 교육 환경에서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학은 학생들이 바람직한 인간으로 성장․발달하

도록 심을 기울여 인간 계 등을 유연하게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조력하는 과정이 필요하다[8]. 이러한 조력 

과정은 인성교육을 통해 가능하리라 여겨진다. 인성교

육이란 사람 됨됨이, 인격, 성격, 행동 습 , 태도, 가치

 등을 바람직하게 기르기 한 교육을 총칭한다. 

학생을 한 인성교육은 학생들로 하여  자신의 정

체감을 확립하고, 건 하고 조화로운 인성을 형성함으

로써 양식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 유능한 시민을 기르

기 해 필요하다. 미국에서 인격교육의 이론화에 상징

인 인물인 Lickona(1988)는 인격교육의 목표를 자기

심에서 탈피하여 동과 상호 존 을 지향하게 하고 

도덕 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게 하고 공평함, 따

뜻한 배려, 정당한 권 와 민주  가치에 한 존 심

에 바탕을 둔 하나의 공동체 만들기 등에 두어야 한다

고 주장한다[9].

여러 의견을 종합하면 인성이란 ‘인간다움’, ‘인간의 

본성’ 는 ‘인간이 추구해야 하는 바람직한 품성’이라

는 의미에서 ‘덕목(virtue)’이나 ‘인격(personality)'을 

가리킨다[10-12]. 한 가치 단의 상이 아니라 있는 

그 로의 인간, 그리하여 ‘한 개인의 독특한 특성, 행동

양식, 성격(personality)'을 기술하는 개념으로 받아들

이기도 한다[13]. 한 인성이란 보편 으로 받아들여

지는 도덕 인 가치의 내면화한 상태를 반 하는 행동

을 의미하기도 하며, 개인이 주체 으로 자아존 감을 

가지고 자기표 을 정확히 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을 바르고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하며, 자기 자신

을 존 하고 수용하게 하는 인성교육은 정 인 자기 

수용 태도를 갖게 하여 자기 자신에 한 신뢰와 정

인 자아상으로 자신을 리하고 조 하는 능력을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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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키며[14][15] 청소년의 사회성숙에 정 인 향

을 미친다[16-18]. 그러므로 학생들이 삶의 문제에 

성숙하게 처할 수 있는 능력과 정 인 자아개념을 

갖도록 인성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매우 요하다.

Mckeach와 Doyle(1966)은 성숙을 성장, 발달과 동의

어로 보았다[19]. 성장은 신체  발달을 의미하고, 성숙

은 행동  변화를 의미하며, 발달은 유기체가 출생 시

부터 죽을 때까지 변화하는 것으로 정의하 다[20]. 청

소년 성숙은 어느 한 요인의 수 에 의해 좌우되는 것

이 아니라, 총체 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여러 성숙 

하 요인들을 동시에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20]. 청

소년기는 자신의 인생을 비하는 결정  시기이며, 개

인의 심리  갈등과 정서  혼란을 경험하고 이를 극복

해야 하는 시기이다. 성숙한 사회인이 되기 한 다양

한 비를 하는 청소년은 신체  성숙과 심리  변화 

외에도 사회  성숙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21]. 송명

자, 이 림(2008)은 학생을 상으로 인간 계훈련 

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인간 계 변화와 심리사회  

성숙이 정 으로 변화 된 결과가 나타났으나 모두 하

요인들이 구체 으로 고려되지 않았다[1].

심리․사회  성숙이란 한 개인이 사회 으로 잘 

응하기 해 가져야 할 심리  특성과 건 한 인격 특

성  정신 건강 등을 의미하는 사회  특성이다[22]. 

심리․사회  성숙의 발달이란 심리  특성과 사회  

내용을 지닌 특정 심리  차원으로 청소년기와 기 성

인기 동안에 속하게 그리고 요하게 나타나는 심리

․사회  특성에서의 발달  변화를 지칭한다[23]. 

그러므로 변하는 사회에서 심리․사회 으로 성

숙함을 지닌 바람직한 인성을 갖춘 사람이 되도록 해야 

한다. 개인의 높은 심리․사회  성숙도는 인 계에

서 남을 존 하며 이해와 욕구가 충돌하게 되면 상호 

양보하거나 타 할  알고, 이웃 간의 화목과 조화를 

도모하는 등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존재

를 나타낸다. 이와 같이 심리․사회  성숙도를 갖추기 

해서 인성교육의 역할이 필요하다[24].

학자 간 공통 으로 강조되는 심리성숙 요인은 첫째, 

정  사고가 요구된다. Harris(1983)에 따르면 인간

은 성장하면서 정 인 삶의 자세를 취하는데 정  

사고를 가질 때 인간 계와 성취에 효율 이라 한다

[25]. 둘째, 정서  안정감이다. 정서  자극 상황에 직

면했을 때 정서  자극을 올바르게 지각하고 수용하여 

안정감 있고 정서  반응에 자유로운 상태를 의미한다

[22]. 한 개인이 정서를 얼마나 조 하거나 잘 활용하느

냐는 성숙수 과 련이 있다는 것이다[26]. 셋째, 자아

정체감이 요구되는데 본질 으로 불변하는 자기 자신

에 한 인식이다. 넷째, 자아존 감으로 개인이 자신의 

가치, 성, 요성에 해 평가하는 것이다. 다섯째, 자

기 효능감으로 과제 수행에 필요한 동기, 인지  원천, 

행동의 방향을 이끌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 한 단

이며 성과에 필요한 신체 , 지 , 감정  원천이다. 여

섯째, 정서  감수성으로 심리  방어기제, 가면, 울타

리를 모두 벗어버리고 완 한 정서  개방과 솔직함을 

이루어 감정과 정서를 있는 그 로 표 한다.

심리성숙과 함께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한 발달과 

정 인 응을 해서는 사회 성숙이 함께 이루어져

야 한다. 청소년의 사회성숙은 한 지  발달을 토

로 사회생활 속에서 만나는 문제를 효과 으로 이해

하고 해결할 수 있게 한다[27]. 

사회성숙의 구성요인에는 첫째, 인 계로 사람과

의 계를 통해 도움을 주고 받으며 인간으로 바람직한 

성장을 한다. 둘째, 사회 친화력으로 사회 안에서 더불

어 살아가는 공존  존재로 기본 의  범 을 바탕으

로 타인과 쉽게 어울리고 화합하는 능력이다. 셋째, 학

교생활 응력은 변화된 학교생활 조직에 잘 응할 수 

있는 능력이다. 넷째, 의사소통기술로 다른 사람과 

하면서 감정, 태도, 생각, 신념을 달하는 과정으로 타

인과의 감정, 의견 등을 교류하면서 의사소통기술을 습

득한다. 다섯째, 자기 리 능력으로 미래 성취를 해 

즉각 인 욕구나 충동을 자제하고 자기를 리하는 일

이다[26]. 여섯째, 사회  유능감으로 타인과 상호  

인 계에서 정 , 발 , 우호 인 인간 계를 형성, 

유지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이다. 일곱째, 공동체 의식

은 자기와 타인 그리고 인류 체의 이익을 시하려는 

의식으로 더불어 사는 삶에 반드시 요구된다[28]. 

학생 시기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비춰지는지’에 한 고민을 통하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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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 해 생각하고 타인과의 친 감을 형성하는 것이 

요하므로[1][29] 자아개념과 계능력을 개발하여 성

숙한 인간 계를 구축하기 하여 심리․사회  성숙

이 요하다[4][30].

그러므로 학에서는 학생들이 정  자기상을 

형성하고 인 계 능력을 향상 할 수 있도록 인성교육 

로그램을 개발하여 효과 인 교육성과에 한 연구

가 지속 으로 이루어져 실제 교육 장에 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근이 필요하다고 단된다. 인성은 다차

원  모습을 지니므로 심리․사회 발달 역에 알맞게 

균형 있는 로그램이 개발되어, 인성의 정  발달을 

해 한 인성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인성교육을 연구한 선행 연구에서 다루어진 

인성교육의 효과와 향에 한 근은 단편 인 요인

의 변화를 검증하는데 한정되어 있다. 학생들의 성장

과 발달은 특정한 분야에 치우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

라 종합 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성교육 실시 후 심

리․사회 성숙의 체 인 변화를 확인해보는 작업이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본 인성 교육 로그램은 자기 자신에 한 탐색을 

기 로 인 계에서 타인에 한 민감성을 갖추어 사

회에서 성숙한 인간 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구성하

다. 자기탐색 역은 자기 자신에 한 이해와 자신의 

정서에 한 인식  이해, 인생의 요한 가치  확립

을 한 역으로 하  주제는 ①‘자기 이해’, ②‘자기 

정서 탐색’, ③‘자기 선택과 책임’, ④‘가치  명료화’이

며, 인 계 역은 상호 간 계 증진을 한 효과

인 자기표 과 의사소통, 타인 이해 역으로 하  주

제는 ⑤‘자기소개’, ⑥‘자기표 ’, ⑦‘타인이해’, ⑧‘자기

주장’, ⑨‘효과 인 의사소통’으로 나 었다. 

연구목  달성을 한 연구문제는 첫째, 인성교육 훈

련을 실시한 실험집단은 통제집단과 비교하여 심리 성

숙도가 향상되고 그 효과는 훈련 후 일정한 시간이 경

과하여도 지속 으로 유지될 것일까? 둘째, 인성교육 

훈련을 실시한 실험집단은 통제집단에 비교하여 사회 

성숙도가 향상되고 그 효과는 훈련 후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여도 지속 으로 유지될 것일까? 이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 참여한 상자는 D 학교 2011년도 교양

강좌를 신청한 28명의 신입생  인성교육 로그램에 

결석하지 않고 추후검사까지 실시한 19명을 상으로 

실험집단을 구성하 다. 성별은 남학생이 9명 여학생이 

10명이었고 공은 공학계열 3명, 한의과계열 6명, 보건

복지계열 8명, 사회과학계열 2명이었다. 통제집단은 같

은 지역에 치한 E 학교 25명의 신입생들 에서 추

후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5명을 제외한 20명의 학생이

다. 성별은 남학생 15명, 여학생이 10명이었고 공은 

법학계열이 10명, 경 계열이 15명이었다. 연령은 실험

집단과 통제집단 모두 19～20세 사이 다. 

2.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방법
1) 프로그램 개발 
본 연구에서 실시된 인성 교육 로그램은 이주희, 

박희 , 박은민(2010)이 학생을 상으로 개발한 인

성교육 로그램 지침서를 토 로 사용되었다[31]. 

2008년에 개발된 로그램을 토 로 학생들의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2010년에 수정하여 로그램이 완성되

었다[32]. 

로그램 개발을 한 선행 작업으로 기업체 인사담

당자를 상으로 직원 채용 시 요하게 여기는 인성 

특성을 조사하여 나온 결과에 기 하여 개발되었다

[33]. 기업조직에서 요구하는 인성 특성을 분석한 이유

는 학 교육 과정을 통해 기업에서 요구하는 응 인 

인재를 양성하기 함이다.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직원

의 인성 특성은 첫째, 자기탐색  자기이해 역이 가

장 요하 으며, 둘째 인 계 역에서의 응 인 

특성을 요시하 으며, 그 다음으로는 업무태도  리

더십을 꼽았다[33]. 이러한 결과에 의거하여 본 인성교

육 로그램 개발서는 자기이해 향상과 인 계 능력

을 향상시키는 내용으로 구성하 다. 

2) 로그램 내용  실시방법

이주희 등(2010)이 개발한 인성  교육 로그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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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주제 기 지식강의(50분) 활동 로그램(100분)

1 프로그램 개요
인성 의미

․ 인성 이해
․ 인성교육 목적 및 필요성 프로그램 개요 및 진행방법 소개

2 효과적인 
자기소개

․ 인사하기
․ 효과적으로 자기 소개하기

․인사하기-인터뷰
․긍정적인 첫인상
․자기소개문 쓰기
․자기 소개하기

3 자기이해
․ 나는 누구인가
․ 자기이해의 중요성
․ 자기노출

․내가 보는 나, 남들이 보는 나, 되고 싶은 나
․나를 찾아서 빙고게임

4 자기정서탐색
․ 자기정서
․ 정서의 종류
․ 자기정서 탐색의 중요성

․감정카드게임
․자기정서 표현하기(얼굴, 몸)
․자기감정 표현 빙고게임

5 자기표현 ․ 자기표현에 대한 이해
․ 효과적인 자기표현

․이웃 사랑 신체 활동
․감정 표현 연습
․신체 그리기 활동

6 타인이해
․ 타인이해
․ 역할수용
․ 타인관점수용

․박수치기 활동
․친구 특성 찾기 활동
․공동 그림 그리기 작업

7 자기선택과 책임 ․ 선택과 책임을 지는 삶
․ 선택 상황에서 도덕성 발달 수준 확인

․갈등상황 선택하기
․두 개의 나의 모습 보기

8 자기주장
․ 자기주장의 이해
․ 자기주장의 필요성
․ 주장행동의 유형

․자기주장 기초 연습
․자기주장이 어려웠던 상황 적기
․자기주장 상황극 만들어 보기

9 가치관 명료화 1
․ 가치관 명료화의 중요성
․ 가치관의 구성요소
․ 가치관 명료화에 대한 이해

․가치관 경매
․내게 소중한 것 찾기

10 가치관 명료화 2 ․ 역할모델의 의미
․ 자신만의 역할모델 찾기

․나만의 역할 모델을 찾아라
․대학생활 동안 나는...

11 의사소통 1 ․ 의사소통의 의미
․ 경청과 반영적 경청 

․경청하는 역할 해보기
․앵무새 대화
․한 쌍의 대화

12 의사소통 2 ․ 말뜻을 알아듣는 기술
-내용확인

․신체를 이용한 글자전달 게임
․일방통행-쌍방통행 의사소통

13 의사소통 3
․ 부탁하기
․ 거절하기
․ 칭찬하기

․효과적인 대화기술 연습
․부탁하기
․거절하기
․칭찬릴레이

표 1. 대학생을 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구성 내용

로그램 구성 내용의 하 주제는 인성의 의미, 자기소개 

 자기이해, 자기표 , 자기 개방  자기주장, 정서  

안정, 가치  명료화 그리고 인 계증진을 한 의사

소통훈련으로 구성되었다[33]. 로그램 실시는 본 연

구자가 실시하 다. 본 인성  교육 로그램은 교양강

좌에서 20～30명의 학생들을 상으로 실시할 수 있도

록 만들어졌다. 인성  교육 로그램은 주당 3시간으로 

기 지식 강의 1시간과 구조화된 집단 활동 로그램 2

시간으로 구성되었으며 체 13회기로 이루어졌다.

기 지식 부분은 참여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

으로 강의 심으로 진행되었으며, 구조화된 집단 활동 

로그램은 참여자들이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직  작

성할 수 있도록 워크북 형식으로 교재를 구성하 다. 

교재에는 매 회기 활동목표, 실제 로그램 도입, 개, 

마무리 순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매 회기 로그램이 끝

난 후 느낀 을 작성할 수 있도록 후기가 제시되어 있

다. 실제 활동 로그램은 회기별 내용에 따라 개별 작

업, 2인 혹은 3인 1조 작업, 6～8인의 소집단 작업, 체 

토론 작업 등으로 구성되어 진행되었으며 실시장소는 

학의 일반 강의실에서 진행되었다. 기 지식 강의가 

끝난 후 쉬는 시간에 소집단 활동이 가능하도록 의자배

치를 한 후 실시하 다. 본 로그램의 개 인 구성

내용은 [표 1]에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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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는 심리성숙검사, 사회

성숙검사로 2개의 측정도구를 사용하 다. 심리․사회 

성숙검사는 Doll(1975)의 Vineland Social Matuary 

Scale과 김승국, 김옥기(1985)의 ‘사회성검사도구’, 서

연, 황상민(1993)의 ‘사회성숙도 검사’등을 참고하여 김

홍규(2006)가 개발한 심리성숙검사와 사회성숙검사를 

사용하 다[34]. 심리성숙도 검사 하 요인은 6개로 각 

요인마다 7개 문항을 두어 총 42문항으로 구성되었으

며, 하 역은 정  사고, 정서  안정감, 자아정체

감, 심리  자아효능감, 자아존 감, 정서  감수성이며 

사회성숙도 검사의 하 역도 9개 요인으로 7개 문항

을 두어 총 63문으로 구성되었다. 하 역은 인 계, 

사회  친화력, 학교생활 응력, 의사소통, 자기 리능

력, 사회  유능감, 사회생활 응력, 리더십개발, 규

범․공동체 의식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5  평정

척도이고 수가 낮을수록 성숙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

한다. 척도개발 신뢰도와 본 연구에서 측정한 신뢰도 

계수는 [표 2]와 같다.

표 2. 신뢰도 계수

하 역
척도개발 
신뢰도

본 연구 
신뢰도

심리
성숙도

긍정적사고 .77 .73
정서적 안정감 .77 .74
장아정체감 .69 .66
자기효능감 .87 .84
자아존중감 .85 .73
정서적감수성 .63 .64

사회
성숙도

대인관계 .73 .67
사회적 친화력 .82 .75
학교생활적응력 .78 .76

의사소통 .82 .69
자기관리능력 .73 .71
사회적 유능감 .75 .68
사회생활적응력 .73 .77
사회적 효능감 .81 .70
공동체의식 .82 .89

4. 자료처리
인성교육 로그램 실시에 따른 효과를 검증하기 

해 통계 로그램 spss 19.0을 사용하여 첫째, 실험집단

과 통제집단 사이에 종속측정치에 있어서 동질성을 확

보하기 해 비모수통계 분석 방법인 맨-휘트니 검증

(Mann-Whitney U test)을 실시하 다. 비모수통계 방

법은 모집단이 정규모집단이라는 사실을 모른다고 가

정하거나 모집단분포에 한 특성을 알지 못할 때 사용

하는 가설검증으로 본 연구에서는 30이하의 작은 사례

수를 분석하기 해 사용하 다. 둘째, 사후 검사와 추

후 검사 시 측정시기별로 상담 조건 간, 즉 실험집단과 

기 통제집단간의 치료 효과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알

아보기 해서 사 검사를 공변인으로 하여 ANCOVA 

분석을 실시하 다. 사후검사는 13회기에 추후검사는 

10주 후에 실시되었다.

Ⅲ. 연구결과

1. 심리․사회 성숙의 사전 검사 동질성 비교
학생들을 한 인성  로그램이 학생의 심리․

사회 성숙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하여 본 로그

램을 실시하기 ,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을 검

증하기 해 각 변인별 사 검사 수에 해 맨-휘트

니 검증(Mann-Whitney U test)을 실시하 다. [표 3]

을 살펴보면 의사소통 능력과 자기 리 능력이 유의수

에 근 하게 나타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차이

가 있는 것으로  집단 간 사  동질성이 확보되지 않았다.

2. 상담 조건 간의 상담효과 비교 분석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의 동질성이 확보되지 않아 

동질성을 확보하여 사후 검사와 추후 검사 시 측정시기

별로 상담 조건 간, 즉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의 치료 

효과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해 종속측정치

에 하여 사 검사를 공변인으로 하여 ANCOVA분석

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 제시한 바와 같이, 심리․사회 성숙 체와 

하 변인은 사 -사후 검사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수가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성교육 로그램 참여가 참여자들에게 심리․

사회 성숙 향상과 각 하  변인의 정 인 효과를 가

져다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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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척도 집단 N 평균순 순 합 U Z

심리적 성숙(총점) 실험집단 19 21.53 409.00 161.00 -.82통제집단 20 16.93 338.50
긍정적 사고 실험집단 19 22.16 421.00 149.00 -1.16통제집단 20 17.95 359.00
자기효능감 실험집단 19 20.50 389.50 180.50 -.27통제집단 20 19.52 390.50
자존감 실험집단 19 20.21 384.00 186.00 -.11통제집단 20 19.80 396.00

정서적안정 실험집단 19 21.71 412.50 157.50 -.92통제집단 20 18.38 367.50
자아정체감 실험집단 19 23.37 444.00 126.00 -1.81통제집단 20 16.80 336.00
정서적감수성 실험집단 19 19.21 365.00 175.00 -.43통제집단 20 20.75 415.00

사회적 성숙(총점) 실험집단 19 23.24 441.50 128.50 -1.73통제집단 20 16.93 338.50
대인관계 실험집단 19 20.50 389.50 180.50 -.27통제집단 20 19.52 390.50
사회친화력 실험집단 19 21.79  414.00 156.00 -.96통제집단 20 18.30 366.00

학교생활적응력 실험집단 19 20.68 393.00 177.00 -.37통제집단 20 19.35 387.00
사회 적응력 실험집단 19 24.55 366.50 103.50 -2.44통제집단 20 15.68 313.50
자기관리능력 실험집단 19 23.61 448.50 121.50 -1.94*통제집단 20 16.58 331.50
사회적 유능감 실험집단 19 22.61 420.50 140.50 -1.40통제집단 20 17.52 350.50
사회적 효능감 실험집단 19 22.58 429.00 141.00 -1.39통제집단 20 17.55 351.00

의사소통 실험집단 19 24.26 461.00 109.00 -2.29*통제집단 20 15.95 319.00
공동체의식 실험집단 19 21.32 405.00 165.00 -.71통제집단 20 18.75 375.00

*p<.05 ,**p<.01,***p<.001

표 3. 실험집단 및 통제집단 사전검사 동질성 검증

인성 교육 로그램을 실시 후 10주가 경과된 후에도 

학생들에게 심리․사회 성숙 차원에서 효과가 있는

지를 확인하기 해 실시된 추후분석 결과에서도 심

리․사회 성숙 체와 하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났다. 이는 인성교육 로그램이 학생들의 심리․

사회 성숙 향상에 정  효과를 가져다주고, 이러한 

효과는 로그램 종료 10주 후에도 지속되고 있다는 것

을 나타낸다.

3. 상담효과의 질적 분석
인성교육 로그램을 통한 상담효과를 질 으로 분

석하 다. 로그램 종결 회기에 참여자들에게 로그

램 참여 후 느낀 과 좋았던 에 한 소감문을 개별

으로 작성하도록 하 다. 로그램에 해 개인 으

로 느낀 들을 주제에 따라 분류한 내용은 다음 [표 5]

와 같다. 체 인 주제군은 자기에 한 인식과 인

계 부분, 그리고 만남의 의미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겠다. 주제에 따른 구체 인 의미진술은 다음과 같다. 

참여자들은 인성교육 로그램 참여를 통해 자신에 

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경험과 소집단 작업을 통해 

학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친 감을 느끼고 깊이 있는 

계형성 경험을 통해 타인에 한 이해의 폭을 확장하게 

되었으며 인 계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들을 소집단 

안에서 배우면서 의미 있는 인 계 경험을 갖은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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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척도 집단
수정된 사후값
M(SD)

F
(사 /사후)

수정된 추후값
M(SD)

F
(사 /추후)

심리적 성숙 실험 2.19(.03) 416.85*** 2.22(.03) 388.56***통제 2.50(.03) 2.50(.03)
긍정적 사고 실험 1.97(.13) 5.39* 2.00(.08) 35.46***통제 2.22(.13) 2.38(.08) 
자기효능감 실험 2.38(.04) 353.58*** 2.35(.06) 178.13***통제 2.56(.04) 2.58(.06)  
자아존중감 실험 1.88(.07) 86.33*** 1.99(.04) 217.37***통제 2.25(.07) 2.22(.04)
정서적 안정 실험 2.18(.14) 44.96*** 2.35(.03) 555.52***통제 2.75(.14) 2.53(.03)
자아정체감 실험 2.42(.06) 111.26*** 2.40(.06) 93.42***통제 2.66(.06) 2.69(.06)
정서적감수성 실험 2.30(.05) 234.99*** 2.27(.06) 139.46***통제 2.57(.05) 2.55(.06)
사회적 성숙 실험 2.16(.03) 407.50*** 2.18(.04) 192.37***통제 2.47(.02) 2.47(.04)
대인관계 실험 1.85(.06) 93.70*** 1.90(.07) 55.41***통제 2.17(.06) 2.16(.07)
사회친화력 실험 2.48(.06) 129.77*** 2.61(.09) 60.10***통제 2.87(.06) 2.87(.08)

학교생활적응력 실험 2.36(.05) 196.99*** 2.27(.07) 95.23***통제 2.68(.05) 2.68(.06)
사회적응력 실험 1.93(.07) 62.85*** 2.03(.09) 47.01***통제 2.32(.07) 2.36(.09)
자기관리능력 실험 2.49(.06) 250.20*** 2.41(.06) 190.05***통제 2.76(.05) 2.78(.06)
사회적 유능감 실험 2.41(.06) 61.57*** 2.38(.06) 77.39***통제 2.64(.06) 2.65(.06)
사회적 효능감 실험 2.16(.06) 99.79*** 2.26(.05) 154.43***통제 2.51(.06) 2.52(.05)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력 실험 1.81(.04) 204.26*** 1.85(.03) 419.55***통제 1.97(.04) 1.98(.03)
공동체 의식 실험 2.04(.06) 204.14*** 1.94(.07) 133.89***통제 2.21(.05) 2.22(.07)

*p<.05 ,**p<.01,***p<.001

표 4. 측정 시기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치료효과 비교 

로 보인다. 따라서 참여자들은 교육 집단에서의 만남에 

큰 의미부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단된다.  

Ⅳ. 논의 및 결과 

본 연구는 학 신입생들을 상으로 교양강좌에서 

인성교육 로그램을 실시하여 심리․사회  성숙의 

변화를 확인하기 해 실시되었다. 학신입생들이 

학에서 갈등과 혼란에 처하는 방법을 체계 으로 배

우지 않는다면 인간 계의 어려움과 학 응에 부정

인 향을  것이며 궁극 으로는 졸업 후 사회생활

에도 어려움을 경험할 것이다. 따라서 학 신입생들이 

효과 으로 학에 응할 수 있는 인성교육 로그램

을 통한 의미와 효과를 살펴보고자 하 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로그램은 첫째, 1학기 교양수

업에 사용하기 해 총 13회기로 1주에 3시간으로 구성

되었다. 로그램 형식은 강의 1시간과 실습 로그램 

2시간으로 구성되었다. 신입생들이 로그램에 직  참

여하기 쉽도록 워크북 형식으로 로그램 교재를 구성

하여 자신의 활동 내용을 워크북에 작성하도록 하 다. 

집단구성은 각 회기마다 체집단 28명을 6명～7명의 

소집단으로 구성하거나 체집단으로 구성하여 진행 

한 후 마무리 시에는 체 앞에서 소집단별로 발표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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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군 주제 의미 진술

자기 인식 자신에 대해 알게 됨
․내가 바꾸어야 할 성격을 알게 되었다.
․내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
․활동을 통해 자신에 대해 깨닫고 나를 알게 되었다.
․내 자신의 뒤를 돌아보게 되었다.

대인관계

타인과 만남을 통한 
관계 형성 경험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깊이 있는 관계 형성이 좋았다.
․다른 친구들과 이야기해 볼 수 있다는 게 좋았다.
․다양한 친구들을 많이 알고 관계가 깊어지는 부분이 좋았다.

타인과 교류를 통해 배움 ․타인과 이야기하는 과정을 통해 타인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타인과 나의 생각을 결합하여 나은 방식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대인관계 형성 시 
주의할 점을 알게 됨 ․대인관계 형성 시 주의할 점들을 알게 되었다.

만남 만나는 시간이 즐겁고 유익함

․활동을 통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즐거웠다.
․즐겁고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었다.
․활동하는 것이 재미있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즐거웠다. 
․안식처와 같은 시간이다.

표 5. 프로그램에 대한 소감문 분석

록 하 다. 이러한 소집단 훈련 로그램은 새롭고 낯

선 학 환경에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타인과 이야기

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에 한 이해의 폭과 상 에 

한 이해의 폭을 확장시켜 정 인 성장과 발달을 통해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단된

다. 참여자들 부분은 처음에는  이야기 하는 것을 어

색하고 불편해 했지만, 활동을 통해 친 감을 느낀 후

에는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 고 상 방 이야기에도 귀

를 기울이게 되었다. 이는 집단 상담 결과가 계 향상

에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 결과[1][35][36]와 일치한다.

둘째, 로그램 진행 방식에 있어서 교육 강의와 집

단상담 형태를 통합하여 진행하는 것이 효과 이라고 

단된다. 김동원 등의 연구에서도[35] 로그램 진행

시에 강의 방식과 집단 상담을 동시에 실시한 결과 

인 계 증진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37]. 본 연구에서도 교육 강의를 통해 학생들 스스

로 자기 문제를 진단한 후 소집단 로그램 참여하는 

방식은 자기 통찰 향상과 인 계의 이해 폭을 향상시

키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단된다. 

셋째, 본 연구는 인성교육 로그램이 학 신입생들

의 심리․사회  성숙에 정 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성교육 로그램을 실시한 실험집단은 통

제집단에 비해 심리․사회 성숙 체와 심리 성숙 하  

요인인 정  사고, 자아효능감, 자아존 감, 정서  

안정, 자아정체감, 정서  감수성에서 유의한 변화를 보

으며 사회 성숙 하  요인인 인 계, 사회친화력, 

학교생활 응력, 사회 응력, 자기 리 능력, 사회  

유능감, 사회  효능감, 의사소통, 공동체 의식에서 유

의한 변화를 보 다. 

심리성숙 차원에서 변화가 발생한 이유는 학 신입

생들이 낯선 학환경에서 친 한 계 경험을 못하다

가 로그램에 참여 후 타인과 깊이 있는 만남을 통해 

친 감을 느끼고, 정서 탐색을 한 감정 그리기 작업

과 감정 빙고 게임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구체 으로 

인식하게 되었으며 표 하지 못했던 감정 부분들을 표

하는 작업과정을 통해 자신의 내면에서 새로운 경험

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정 인 경험들이 자

아효능감, 자아존 감, 정서  안정과 정서  감수성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요인이라고 단된다. 

사회성숙 차원에서 변화가 나타난 이유는 침묵하며 

공동화 그리기 활동을 통해 의사소통의 요성과 공동

체 의식을 함양시키고, 타인 치 보지 않고 자기 주장 

활동을 통해 인 계 갈등 해소방안을 습득하고, 삶에

서 요한 가치 을 생각하며 인생 설계 활동을 통해 

자기 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타인 이야기를 듣는 경청 

훈련을 통해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요성에 한 인식

이 인 계, 사회 응력, 자기 리 능력, 의사소통, 공

동체 의식이 변화한 이유라 단되며, 집단 활동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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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친 감 형성 경험과 자기개방 경험은 정  사고, 

사회친화력, 사회  유능감을 느끼도록 한 요인이라고 

단된다.

한 10주 후에 실시된 추후검사에서도 사 검사에 

비해 심리․사회 성숙 체와 모든 하 요인에서 유의

한 변화가 보고되고 인성교육 로그램 효과는 일정 시

간이 경과하여도 지속 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통제집단은 사  검사에 비해 사후검사와 

추후검사에서 유의한 변화가 보고되지 않았다. 따라서 

교양강좌를 통한 인성 교육 로그램은 학생의 심

리․사회 성숙에 지속 인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교육 로그램에 참여한 참여자들이 경험한 정

인 의미에 해 살펴보면 자기 인식, 인 계, 만남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교육 로그램 참여 후 몰랐

던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며 자기 이해의 폭이 

확장되는 경험을 하 다고 단된다. 한 다양한 사람

들과의 지속 인 교류는 친 감과 깊은 계를 경험하

게 하 으며, 인 계에서 의사소통 시 주의해야 할 

부분들을 알게 된 것에 의미부여를 하고 있다고 단된

다. 한 학에서 화를 나  수 있는 상을 만나지 

못한 신입생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표 할 수 

있는 시간에 해 안식처로 표 하며 만남에 의미부여

를 크게 하고 있었다.  

이는 손진희(2008)가 청소년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인성교육 참여가 심리․사회 성숙에 도움을 주었다고 

보고한 연구결과와 일치한다[20]. 본 연구에서 인성교

육 로그램에 참여한 학 신입생들은 집단에서 자기

이해와 자기개방 경험을 통해 심리  성숙도 향상과 

인 계 측면에 한 이해와 확장을 통해 사회  성숙도

를 향상시켰다. 사회  성숙도가 높을수록 인간 계 문

제가 야기되지 않게 된다는 조윤경(2002) 연구결과[38]

와 사회  성숙도가 높은 사람은 사회  맥락과 요구 

속에서 심리 으로 잘 응하고 성장하며 하게 기

능한다는 서 연과 황상민(1999) 연구결과[39]와도 일

치한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송명자와 이 림(2008)이 학

생을 상으로 한 연구[1]에서 인간 계훈련 로그램

이 학생들의 인간 계 문제를 이해하고 보다 극

으로 처하는 방법을 학습시키고 나아가 인간 계를 

개선하고 발달시키는데 도움을 주어 심리․사회  성

숙도에 정 인 효과를 보고한 연구결과와도 일치하

다. 김세 , 변상해(2012) 연구에서도 집단상담 훈련 

로그램이 다양한 인간 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

들을 내면속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

로 참여자들의 정  자아상을 확립하고 사회  구성

원으로 개인의 행복을 의미하는 심리  안녕감을 갖도

록 하 다고 보고하 다[41]. 이형득(1982)[39]과 Corey

와 Corey(2006)[41]는 의사소통훈련이 강화된 집단활동 

로그램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욕구와 감정 그리고 생

각을 찰하고 더 잘 깨닫게 되었고, 인 계에서 

극성을 보이며 타인에 한 이해와 심을 가질 수 있

다고 하 다. 인간 계 훈련[42]은 자기이해를 통한 자

기계발로, 다양한 인간 계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에 

한 통찰력을 키우고 인 계를 원활히 할 수 있는 

기틀을 제공해 다. 

인성교육 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기에는 자

신에 해 생각해보고 타인과 이야기 하는 상황을 어려

워하고 두려움을 가졌지만 지속 인 만남을 통해 자기

이해의 폭과 타인이해의 폭을 넓 갔다. 매 시간 진행

되는 강의와 훈련을 통해 참여자들은 의사소통의 어려

움과 부담에서 벗어나게 되었으며, 반복 인 의사소통 

훈련을 통해 자신과 타인의 감정과 욕구를 잘 알아차리

게 하 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참여자들은 훈련을 마

친 후에 계에서 개방 이 되었고 자발 이 되어 자신

감을 갖는다는 보고를 하 다. 이 같은 보고는 집단 훈

련을 통해 자신의 느낌을 보다 자유롭게 표 하게 되는 

경험을 통해 포용 인 계를 형성한다는 연구결과

[42-44]와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 이와 같이 교양강좌

를 이용한 인성교육 로그램은 학 신입생들에게 자

기 이해의 폭을 확장시켰으며 타인이해  타인수용을 

통해 인 계를 친 하게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데 효

과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학에서 교양강좌로 인성교육 

로그램을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심리성숙과 사회성

숙 향상에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

다. 학에서 인성교육 실시는 학생들을 심리․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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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성숙한 인성으로 길러내어 응 인 사회인으

로 성장하도록 하는데 도움을  수 있으므로 교양강좌

를 통한 인성교육 로그램이 도입되고 활성화될 필요

성이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의 인성 역  심리․사회 성

숙을 향상시키는데 효과 이라는 연구결과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첫째, 학생 인성은 하나의 하 역에 국한되어 발

달하는 것이 아니라 체 인 발달과 함께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 까지 인성교육과 련된 많은 연구들은 

학생의 성숙을 이루는 하  발달 역에 련된 단순 변

인만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인성교육이 학생들의 

성숙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심리성

숙과 사회성숙을 동시에 선정하여 살펴보았다. 둘째, 인

성교육은 학생의 심리성숙에 유의미한 향을 미친

다. 학생들에게 자신감을 갖게 하고, 끊임없이 노력하

게 하는 정  사고와 정서  자극을 수용하고 안정감

을 유지하는 정서  안정감, 자신에 한 확고한 의지

를 갖게 하는 자아정체감에 많은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인성교육은 학생의 사회성숙에 의

미 있는 향을 미친다. 타인과의 만남을 통해 사회 속

의 문제를 간 으로 경험하고 이해하는 경험은 성숙

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 있어서 몇 가지 제한 을 살펴

보면 첫째, 본 연구는 학 교양강좌 수강생들로 구성

되어 있어, 자발 으로 참여하 다 하더라도 학  이수

에 한 부담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로

그램의 효과검증 상에 있어 제한된 표본수로 이루어

졌다는 측면이다. 작은 표본 수는 본 연구를 일반화하

는데 한계가 따를 수 있으므로 추후에 이루어지는 연구

에서는 더 많은 상과 많은 분반을 통하여 효과검증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인성교육 로그램 연

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는 참가자의 지각을 통한 자기

평정만으로 이루어졌다. 객 이고 타당한 자료를 얻

기 한 찰자 보고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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