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dx.doi.org/10.5392/JKCA.2014.14.05.199

대인관계 향상을 위한 대상관계적 차문화치료 프로그램의 효과

-<U시>의 보호관찰 청소년을 대상으로- 
Effect of Tea Culture Therapy Program Based on Object Relations for the 

Improvement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of Juvenile Probationers 

: Focused on Juvenile Probationers in <U-city> 

김인숙

부산여자 학교 사회복지재활과

In-Sook Kim(ts3260@hanmail.net)

 요약

본 연구는 보호 찰청소년들의비행을 방하고재범을방지하기 한목 으로,보호 찰 청소년들의

사회 응에있어서핵심 부분이라볼수있는 인 계향상을 한 상 계 차문화치료 로그램을

개발하고실제 용을통해청소년들이 로그램참여 후 인 계에어떤변화과정을보이는지검증하

다. 로그램의효과성검증을 하여질 분석 양 분석을 병행한통합 근방식이실행되었다.

로그램 체 단계에서 체계 찰을 통해 이루어진 질 분석 결과,청소년들의 태도, 극 참여

정도, 인 계에 있어서의 진지함,분노조 감정의 이해 부분이 크게 향상되었다. 한 양 분석

결과,실험집단의 사 ,사후 비교에서 만족감,의사소통,신뢰감,친근감,민감성,개방성,이해성 등의 모

든 인 계 하 요인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향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심어 : 보호관찰 청소년 대인관계 대상관계 차문화치료

Abstract

Thepurposeofthisstudyistodevelopateaculturetherapyprogram developmentforthe

improvementofinterpersonalrelationshipofjuvenileprobationers,whichisakeyfactorof

socialadaptabilityofjuvenileprobationers.Afterdevelopingateaculturetherapyprogram,this

studyexaminestheeffectoftheprogramempirically,byapplyingtojuvenileprobationers.For

thispurpose,thisstudy employsan integrativeapproachofqualitativeandquantitative

methods.Itisshownfromthequalitativeanalysisthatjuvenileprobationers'positiveattitude,

activeparticipation,seriousnessininterpersonalrelationship,angermanagement,andsympathy

are considerably progressed.The results from qualitative analysis indicate that the

sub-dimensionsofinterpersonalrelationshipsuchassatisfaction,communications,trustfor

others,affinity,sensitivity,openness,andunderstandabilityaresignificantlyimproved.

■ keyword : Juvenile Probationers Interpersonal Relationship Object Relations Tea Culture Therapy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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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사회가발 해가면서우리사회에서문제가되고있

는것 의하나는청소년비행 는청소년범죄일것

이다.청소년 범죄의 문제는 갈수록 연령이 낮아지고

흉악해지는 상을나타나고 있어각국에서 이에 한

한형사제재수단을강구하기 한그방법을찾고

있는 실정이다[1].

청소년 비행이란 소년의 비행행 를 성인의 범죄행

로부터 분리하여취 하기 해설정한개념으로 미

성년인 청소년이 반사회 행 를 하거나 사회규범에

어 나는 행 를 하는 것을말한다.민하 (1992)은청

소년 비행을 폭행과 품갈취,강도,강간과 같은 인

비행,방화, 도,공공기물 괴등과같은 물비행그

리고무단결석과가출,음주,흡연,성경험등과같은지

비행 등으로 구분하 다[2].

많은 사람들에게 청소년 비행은 방되거나 해결되

어야할 사회문제로인식되고 있으며 청소년의 일탈

행동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해야한다고 생각한다.우리

나라 소년법 제1조에도 반사회성을 지닌 청소년의 환

경조정과품행교정을 한보호처분등의필요한조치

를하고,형사처분에 한특별조치를함으로써청소년

이 건 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 으로 하고 있

다.이에따라비행청소년을 상으로한치료 로그램

들은치료의효과를높이기 해치료에참가하는참가

자들의변화동기를높이는내용이강화되고있는추세

라고볼수있다.따라서보호 찰수강명령을받은청

소년들을 상으로 하는 치료 로그램 한 청소년들

의 자발 이고 극 인 변화 인식에 의한치료 로그

램일 때 그 효과를 기 할 수 있을 것이다[3].

한편,보호 찰 청소년의 비행은 개인의 문제라기보

다는 가족 계를 심으로 한 인 계에서의 부조화

로 나타나는문제이기 때문에 인 계 속에서 나타난

상황 요인을 고려한 분노조 ,가족 계 회복 등

인 계를향상시킬수있는 로그램이어야한다.그리

고 보호 찰청소년은 인내력과 집 력이약한 편이라

수동 학습방식의 수강 로그램 보다는 체험 주의

수강 로그램이 바람직하다.무엇보다도 보호 찰 청

소년은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 시기이므로 자신을 성

찰할 수 있는 통찰 로그램과 인 계를 향상 시킬

수 있는 로그램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특히 비행

의 개인 인 요인인 자아존 감과 자아정체성, 인

계등이높은청소년은상 으로비행을 지를가능

성이 낮음에 착안하여 자아존 감과 인 계,자아정

체성 향상을 한 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운 되어오

고 그 효과를 검증하기 한 연구들이이루어져왔지만

[4][5],기존의선행연구들은 부분양 인측면에서의

그 효과를 검증하고 있어서 수량 인변화에서 간과되

기쉬운정성 인부분의효과검증에 한연구가필요

한 시 이다.

한 연구 상들이 직 자기 검 방법으로 검사 도

구에 응답하는 데서 발생하는 평정의 오류 등과 같은

측정 방법상의한계에서 자유로울 수없다는한계 도

지 되고 있다.보호 찰 청소년들의 인 계 향상을

한 치료 로그램의경우 양 인 측정에서측정할수

없는 비언어 인 요소들과 그변화과정에 한 효과성

검증이 그 동안의 연구에서는 간과되어 왔고, 부분

그사례수가 고다양한상황들이존재한다는 을감

안할때치료의효과를 해서는질 인측면에서의변

화과정을 면 하게 탐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호 찰 청소년들의 비행을

방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해서 원인론 근인

상 계 차문화치료 로그램으로 인 계를향상할

수있는 로그램을개발하고 용한후 로그램참여

후 인 계가 어떤 변화과정을 보이는가를 검증하

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보호관찰 청소년의 특징

청소년기는 격한신체 ,성 변화에따른긴장과

불안과함께 인지와 자의식의발달로가치 의 변화를

겪게 되는 시기이다.이러한 청소년기의 격한 심리,

정서 변화는 청소년이 건 한 성인으로써 발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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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큰 험으로 작용하게 된다. 한 청소년기에 겪게

되는발달단계 기는청소년을불안정한상태로이

끌게되며,이러한 기는입시 주의교육과학교폭력,

유해 사회환경 등과 같은 사회 환경 험 상황과

맞물려 심각한 수 에 이르게 된다.

청소년 비행이라 함은 넓은 의미로는 반사회 행

와비사회 행 인불량행 를포함하며,소년의비행

행 를 성인의 범죄행 로부터 분리하여 취 하기

해설정된개념이다.비행청소년은비행행 를하는청

소년을일컫는말인데, 부분은법률 인개념보다넓

은 의미에서 비행청소년으로 정의한다.이러한 비행청

소년 보호 찰청소년은 법률 인 개념에서 범죄행

1), 법행 2),우범행 3)를하여가정법원에서보호

찰처분을받은청소년을일컫는말이다.따라서보호

찰청소년은 비행청소년의 표 인 이스일 뿐 아

니라 기청소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6][7].

한편,Myers(1980)는 보호 찰 청소년의 비행유발

이유에 한설명에서,열등감을지닌청소년들이자기

자신의 정 정체감을유지하기 해,자아의손상감

을 보상하기 해,그리고 우월감을 표 하기 해 비

행을 지른다고 하 다.즉 높은 자 심이 받을

때 공격 인행동을통해 자신의 우월감을유지하려는

경향이있다고하 다.그리고청소년의비행특성을구

분한이애령(2003)에의하면보호 찰청소년은자기나

타인을 비롯한 상황을 실 이고 객 으로 지각하

는 능력이 부족하여 경험을 왜곡하여 지각할 뿐 만 아

니라합리 인문제해결능력이부족하며,도덕성과가

치의식이 결여되어 있어 개인의 존재가치를 인정받고

자 하는 욕구가 지속 으로 좌 되는 것을 경험하며,

일반청소년에 비해 체로 부정 인 자아개념을 가지

는 특성을 보인다고 하 다[8].

보호 찰 청소년들은 체로 첫째,자존심이 낮으며

1)형벌법규에 되는 행

2)형벌법규에 되지만 13세 이하 10세까지의 형사미성년자가 한

행

3)형벌법규에 되지는 않지만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하지

않는 성벽,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에서 이탈하거나 범죄성이 있는

자 는부도덕한자와교제하거나자기 는타인의덕성을해롭게

하는성벽이있는자로서그의성격이나환경에비추어장래형벌법

령에 되는 행 를 할 우려가 있는 우범소년의 행

좌 감으로 축되어있고,둘째,주 의상황을고려하

지 못한 채 행동으로 옮기는 등 충동 이며 타인의 권

리와감정을공감하지못해타인의권리와감정의침해

에 해 죄의식을 많이 느끼지 못하며,셋째,가정에서

의부모와의 계가원만하지못하고많은갈등을겪고

있으며,그들이 지른비행을계기로사회 통제상황

에 놓이게 되면 더욱 큰 욕구좌 을 경험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한도움을잘청하지못하는경우가많

으며,넷째,일반청소년에비해문제해결능력이부족하

고스트 스상황에처했을때 한 처방법을사용

하지못하고있다[9-11]. 한,보호 찰청소년은부정

자아존 감과신체 공격성,짜증,집 력 하,좌

에 한 인내심 부족,부 합한 죄의식,언어 공격

성,반사회 태도,권 도 ,냉담함,여가시간의 미활

용,흥미와 심사의 부재,불건 한 래 계 등의 개

인 특성과 더불어 보호자의불충분한 지도감독과자

녀행동 통제 불능,부 한 훈육,자녀양육의 비일

성,부모와의 원만하지 못한 계 등의 가족 특성을

가지는경우가많고, 계형성 문제해결능력이부족

한 경우가 부분이다[12].

본 연구에서는 비행청소년 법률 의미에서 범죄

행 를 하여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으로 수강명령을

받아 로그램에 참석한 상자로 한정한다.

2. 대상관계이론과 차문화치료의 관계

상 계이론은 클라이언트의 어린 시 형성된 내

인 상 계가 재실제 사람들과의 계에서 반복

으로 나타나는 패턴을 이해하고 사회복지사와의

계를 치료 으로 활용하며 클라이언트의 자아구조를

강화하고자신과다른사람에 하여좀더 실 으로

수용 인 태도를 가지며 상담에서의 계경험을 실제

생활에 응가능할수있도록함을목 으로한다.목

을 달성하기 한 주요 목표는 내 상에 한 부

정 인 그리고 이거나 두려운 감정들을 정

인 감정과 마음속에 나란히 병존시킴으로써 클라이언

트의통합된자아기능을강화시키는것이라고볼수있다.

차문화치료란차문화치료사가 로그램참여 상자

들을 도와 심신명의 건강을 회복시키기 하여 차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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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계경험과환경을통해구체 이고체계 인

치료를 시행해나가는 것을 말한다.차문화치료 로그

램은 차 다루는 일과 련 된 제반 동작,즉 행동을 통

한 신체 기능을 향상시키고,차를 다른 사람과 함께

마시고 받는과정속에서의사소통 인 계

응을 한매개체로서의사회 기능을도와 다.그리

고 외로움과 고독 극복 정서 안정의 한 비공식

지지체계를구축하여정서 인안정을갖게해주며,그

리고인간의내면 성장과 평생교육의 장으로서 인지

기능 향상 등에 목 을 두고 개발된 로그램이다[3].

본 연구에서는 상 계를 용한 차문화치료 로

그램에서는 정 경험의 함입.분화,자기통합,행동

조성강화,친구와소통통합,가족속의분화,가족과소

통,통합,세상과 소통통합이다.보호 찰 청소년에게

편안하고 따뜻한 차문화 치료 환경을 제공하여 정

경험의 함입,정서 연결 할 수 있도록 하 다.진

행자는보호 찰청소년의역기능돌출행동에 해부

정 인측면을무시하지않으면서그속에 정 측면

성장 가능성을 볼 수 있도록 안아주기,받아주기,버텨

주기로수용하 다. 한‘빈찻상기법-내면아이’를통

해어린시 의상처를직면하고이해하고명료화와해

석으로 계치료를하 다.따라서본연구는보호 찰

청소년에게개인내 심리치료이론으로 상 계이론

을 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차문화치료 로그램의 구조가 안아주기,

돌 주기,버텨주기의흐름속에서정서 안정감을제

공하여 자기효능감이 능가하고,공격성감소하고 자기

통제증진되며, 인 계사회 응력을향상시킬수있

는 환경과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대인관계 향상을 위한 차문화치료 프로그램의 

이해

로그램에참여하는청소년들의 인 계를향상시

키기 하여 각 개인에 한 지속 인 심과 존경심,

수용의 정도,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충분히 할 수 있도

록 자연스럽고 허용 인 가정 인 분 기를 마련하

다. 한 인 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는 목표설

정하기,자아욕구의일반화하기,즉각 이고정확한피

드백,모델링,성공경험, 로그램의메커니즘으로 정

인 개인 강화와 자신의 체력과 신체기능을 조 하

는 느낌이 높아지는 것 등을 통해 인 계가 높아질

수있도록하기 해매회기마다명상,나의일주일지

낸생활이야기하기,자신안아주기를하 으며,가족화

그리기,미래의나의모습그리기,차의유래와성분효

능알기,다도구쓰임알기,빈찻잔요법,차생활 익

히기,차 우려내고 하기 등 하 내용을 심으로

이루어졌다.각회기별구체 인 로그램의내용은아

래의 [표 1]과 같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연구 상은 수강명령 40시간을 부가 받은 보호 찰

청소년으로 한정하 다.소년보호처분은 가정법원의

처분유형에 따라 1호에서 10호까지 분류되는데 그

에서 지속 이고 체계 인 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2호 처분인 수강명령 40시간을 공통으로

부과 받은 보호 찰 청소년을 상으로 하고 있다.

한본연구에서는보호 찰청소년,가족,그리고친구,

지역사회 노인을 포함한 지역사회 요소까지 로그램

에반 하 다. 한본 로그램의 인 계효과성을

평가하기 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비교하 다.

2. 연구설계 및 절차

로그램은 2013년 3월 21일부터 4월 19일까지 주 2

회,13시에시작하여 17시까지U시 보호 찰소 다

로그램실에서 진행되었다.강의실은 한옥의 안방느낌

이나는좌실로꾸며져있으며청소년들의주의집 시

간을 고려하여 50분 수업 후 10분간 쉬는 시간을 가졌

으며,1회기당4시간씩총10회기동안 로그램이진

행되었다.

3. 측정도구

인 계를측정하기 해Schlein&Guerney(1977)

의 relationshipchangescale을 문선모(1980)가 번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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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문항 수 문항 신뢰도
만족감 4 1, 2, 3, 4 .70

의사소통 4 9, 14, 18, 19 .76

신뢰감 3 15, 23, 24 .75

친근감 3 5, 11, 16 .68

민감성 2 6, 10 .64

개방성 5 12, 17, 20, 21, 22 .71

이해성 4 7, 8, 13, 25 .72

전체 25 .93

표 2. 대인관계 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 및 신뢰도 계수

회기 주제 내용

1
프로그램 및 자기소개

·
성격유형 찾기 나누기

방문 목적 및 향후활동 소개, 프로그램 목표, 우리들 약속
차명상, 차마시기, 별칭짓기, 입실예절
MBTI 성격 유형 나누기
프로그램 소감 나누기, 다음 시간 프로그램 소개, 명상 후 마무리

2 차마음 내마음

차명상, 참나다례
다박물관 견학
차의 유래, 차의 효능, 다도구 명칭 알기
차의 색, 향, 미를 통한 나의 마음 느끼기
프로그램 소감 나누기, 다음 시간 프로그램 소개, 명상 후 마무리

3 나를 위한 차만들기
“부풍향차보”로 몸차, 맘차, 영차, 내차 만들기
프로그램 소감 나누기, 다음 시간 프로그램 소개, 명상 후 마무리

4 자기분노 만나기
차명상, 참나다례
감정의 주사위, 다양한 감정 단어 표현 
프로그램 소감 나누기, 다음 시간 프로그램 소개, 명상 후 마무리

5
분노표출,

분노 위로하기
빈찻상 - 내면아이
프로그램 소감 나누기, 다음 시간 프로그램 소개,  명상 후 마무리

6 친구와 소통

차명상, 참나다례
예절 수업(입실예절, 방석예절)
절하는 법(공수, 남자절, 여자절)
호칭예절, 공공예절
프로그램 소감 나누기, 다음 시간 프로그램 소개,  명상 후 마무리

7 가족속의 나
차명상, 참나다례 
접빈다례
프로그램 소감 나누기, 다음 시간 프로그램 소개,  명상 후 마무리

8 가족과의 소통

차명상, 참나다례
부모님께 예, 절
가족다례
장점 부채 만들기
부모님과 함께 가족상담
프로그램 소감 나누기, 다음 시간 프로그램 소개, 명상 후 마무리

9 지역사회와 소통

차명상, 참나다례
지역사회 찻자리 봉사(다함께 차, 차, 차 행복다례)
어르신들과 소통의 장
프로그램 소감 나누기, 다음 시간 프로그램 소개, 명상 후 마무리

10 정리 평가

차명상, 참나다례
강점강화 차부적, 감사일기(희망 메시지)
자격증 취득, 상장수여
전체 프로그램 소감 나누기, 명상 후  마무리

표 1. 대인관계 향상을 위한 차문화치료 프로그램

인간 계척도를사용하 다.이척도는7가지하

역총25개문항으로구성되어있는5 likert척도이다.

하 요인은 만족감(4문항),의사소통(4문항),신뢰감(3

문항),친근감(3문항),민감성(2문항),개방성(5문항)

이해성(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문선모(1980)에서

하 요인의 내 신뢰도는 .86에 분포하 고,본 연구

에서 나타난 인간 계 척도의 신뢰도계수(cronbacha)

는 .93이다.분석을 해 설문조사 된 인간 계 척도의

하 역별 문항구성과 내 신뢰도는 다음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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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집단
(보호 찰 청소년)

나이/성별 학력
분류심사원
처분유형
(처분기간별)

분류심사원
처분유형
(범죄유형별)

보호 찰
처분경험

 1. 웃자 여/15 중재학 1 사기횡령사범 1회

 2. 뿅뿅 남/14 중재학 2 절도사범 1회

 3. 햇살 남/15 중재학 1,2,3,5 특수절도 2회

 4. 하늘 남/15 중재학 2,3 폭력사범 2회

 5. 날개 남/13 중재학 1 절도사범 1회

 6. 귤 남/15 중재학 2,3 폭력사범 3회

 7. 나무 남/16 중재학 1,2,4 절도사범 2회

 8. 시원한봄바람 남/15 중재학 1,2,3,5 상해 3회

 9. 수박같은 시원함 여/17 고등재학 2,3 절도사범 2회

 10. 동물의 나라 남/15 중재학 1,2,3 폭력사범 2회

표 3. 실험집단 보호관찰 청소년의 특성

실험집단
(보호 찰 청소년)

나이/성별 학력
분류심사원
처분유형
(처분기간별)

분류심사원
처분유형
(범죄유형별)

보호 찰
처분경험

1.최○○ 16/남 중재학 1,2,4 폭력,절도 1회

2.김○○ 15/남 중재학 2 폭력 1회

3.이○○ 14/남 중재학 2,3 폭력 1회

4.조○○ 18/여 고등재학 1 사기,횡령 1회

5.안○○ 19/남 고2중퇴 1,2,3,5 특수절도 2회

6.이○○ 15/남 중재학 2 절도 1회

7.강○○ 17/남 고등재학 1,2,4 폭력 2회

8.박○○ 19/남 고등재학 2,3 폭력 1회

9.김○○ 15/여 중재학 1 절도 1회

10.오○○ 16/남 중재학 1,2,3,5 상해 2회

표 4. 통제집단 보호관찰 청소년의 특성

4.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본연구의자료처리는사 ,사후검사설계의방법을

사용하 다.분석방법은실증 연구는유사실험디자

인설계인 한편 비동일 통제 집단디자인으로 실험집단

과 통제집단을선정하여 사 ,사후검사를 실시하 다.

그리고 이에 한 내용 측면을 세부 으로 연구하고

보완하기 해 질 분석을 진행하 다.비동일 통제

집단디자인이실험집단과통제집단의동질성이약하다

는한계를보완하기 해실험집단과최 한동일한집

단으로 구성하 으며,맨- 트니 유 검증을 실시하여

동질성 검증을 실시하 다.실험집단에서의 로그램

효과성을 분석하기 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 ,

사후의차이를검증하 는데 콕슨부호-서열검증을

실시하 다.마지막으로 통계 분석에서 나타나지 않

은 결과들을 로그램 개발에 용하기 하여 로그

램 회기별 과정평가와 개별사례분석을 바탕으로질

분석을 실시하 다.

Ⅳ. 연구결과

1.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일반적 특성

본 로그램의 상은 보호 찰 수강명령을 40시간

을 받은 13세에서 19세의보호 찰 청소년을 상으로

하 다.보호 찰 청소년은 U시의 보호 찰소를 이용

하고 있다.본 로그램에 참여한 보호 찰 청소년 외

에보호 찰청소년의부모,노인재가센터어르신, 로

그램 진행자,보조자 등이 참여하 다.여자 보호 찰

청소년 2명을 제외하고 모두 남자 보호 찰 청소년으

로 구성되었으며,본 연구에서의 로그램은 폐쇄집단

의형태로운 되기때문에집단의장 을최 한발휘

할수있도록집단구성원을10명으로선정하 다.선정

된 10명의보호 찰 청소년과 부모에게 로그램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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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실험집단 통제집단

Z
M(SD) M(SD)

보호
관찰
청소년

대인관계

만족감 7.4(1.09) 7.3(1.08) -.233

의사소통 6.3(1.5) 6.4(1.59) -.150

신뢰감 5.3(0.99) 5.4(0.96) -.623

친근감 5.1(1.6) 5.0(1.48) -.164

민감성 3.8(1.09) 4.1(0.88) -1.84

개방성 7.8(2.43) 7.9(2.23) -.227

이해성 7.7(1.05) 7.7(1.12) -.434

전체 43.4(7.66) 43.8(5.36) -.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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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대인관계 동질성 검증

과 취지를 설명하고 참여에 한 동의를 구한 뒤 모

두참여하 다[표3]. 로그램의효과성을비교하기

해 본 로그램에 참여하는보호 찰 청소년과 최 한

유사한 조건으로 10명을 통제집단으로 선정하 다[표

4].실험집단의 성향과 거의 유사하게 배치하 다.

2.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주요변수들의 동질성 

검증

실험집단과통제집단의동질성검증을 해맨- 트

니 유 검증(Mann-WhitneyUTest)을 실시하 다.실

험집단에서의 로그램 효과성을 분석하기 해 실험

집단과 통제집단의 사 ,사후의 차이를 검증하 는데

콕슨 부호-서열 검증(Willcoxon Matched-paris

Signed-ranksTest)을 실시하 다. 콕슨 부호-서열

검증은 자료의 정규성 가정이 만족되기 어렵고 표본수

가 을때,자료의분포에 한연속성과독립성에

한가정만을 제로t검정을 신하여집단의사 ,사

후 비교를 할 수 있는 표 인 비모수 통계방법이다.

로그램의효과성을 분석하기 해 사용된 주요변수

들에 한동질성을검증해보았다.다음의[표5]는실

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주요변수들의 동질성을 검증한

결과이다.

인 계를 하 요인별 결과로 살펴보면,만족감은

실험집단이평균7.4(SD1.09),통제집단이평균7.3(SD

1.08)이며,의사소통은실험집단이평균6.3(SD1.5),통

제집단이평균6.4(SD1.59)로나타났다.신뢰감은실험

집단이 평균 5.3(SD 0.99),통제집단이 평균 5.4(SD

0.96)이며,친근감은실험집단이평균5.1(SD1.6),통제

집단이평균4.1(SD1.88)로나타났다.민감성은실험집

단이 평균 3.8(SD1.09),통제집단이 평균 4.1(SD0.88)

이며,개방성은 실험집단이 평균 7.8(SD2.43),통제집

단이 평균 7.9(SD2.23)로,이해성은 실험집단이 평균

7.7(SD1.05),통제집단이 평균 7.7(SD1.12)로 나타났

다. 인 계 체 평균은 실험집단이 평균 43.4(SD

7.66),통제집단이 평균 43.8(SD5.36)이었고,각 하

요인들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통계 으로 유의미

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인 계의 수는 동질성을 가진다고할

수 있다.

3. 보호관찰 청소년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대

인관계 사전사후 비교

다음의[표6]은보호 찰청소년의 인 계의사

사후를 비교해 본 결과이다.그 결과 실험집단에서 만

족감,의사소통,신뢰감,친근감,민감성,개방성,이해성

등의 모든 하 요인에서 통계 으로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만족감은 사 검사에서 평균

7.4(SD1.09),사후검사에서는평균12.4(SD1.66)로5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의사소통은 사 검사에서

평균6.3(SD1.5),사후검사에서평균11.0(SD0.87)으로

4.7 높아진것으로나타났다.신뢰감은사 검사에서

평균 5.3(SD0.99),사후검사에서 평균 9.4(SD0.55)로

4.1 높아졌으며,친근감은사 검사에서평균5.1(SD

1.6),사후검사에서 평균 9.0(SD1.2)으로 3.9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민감성은 사 검사에서 평균 3.8(SD

1.09),사후검사에서 평균 6.2(SD1.11)로 2.4 높아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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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N
사 검사 사후검사

Z
M(SD) M(SD)

실험
집단

대인
관계

만족감

음의 순위
양의 순위

동률
합계

0a

10b

0c

10

7.4(1.09) 12.4(1.66) -2.810v**

의사소통

음의 순위
양의 순위

동률
합계

0d

10e

0f

10

6.3(1.5) 11.0(0.87) -2.826v**

신뢰감

음의 순위
양의 순위

동률
합계

0g

10h

0i

10

5.3(0.99) 9.4(0.55) -2.849v**

친근감

음의 순위
양의 순위

동률
합계

0j

10k

0l

10

5.1(1.6) 9.0(1.2) -2.834v**

민감성

음의 순위
양의 순위

동률
합계

0m

10n

0o

10

3.8(1.09) 6.2(1.11) -2.822v**

개방성

음의 순위
양의 순위

동률
합계

0p

10q

0r

10

7.8(2.43) 14.2(1.79) -2.814v**

이해성

음의 순위
양의 순위

동률
합계

0s

10t

0u

10

7.7(1.05) 13.2(1.56) -2.842v**

통제
집단

대인
관계

만족감

음의 순위
양의 순위

동률
합계

0a

1b

9c

10

7.3(1.08) 7.4(1.15) -1.001v

의사소통

음의 순위
양의 순위

동률
합계

0d

1e

9f

10

6.4(1.59) 6.35(1.40) -1.002v

신뢰감

음의 순위
양의 순위

동률
합계

0g

1h

9i

10

5.4(0.96) 5.5(0.77) -1.000w

친근감

음의 순위
양의 순위

동률
합계

0j

1k

9l

10

5.0(1.48) 4.9(1.24) -1.001v

민감성

음의 순위
양의 순위

동률
합계

0m

1n

9o

10

4.1(0.88) 4.2(0.77) -1.001
v

개방성

음의 순위
양의 순위

동률
합계

1p

1q

8r

10

7.9(2.23) 8.0(2.01) -.443v

이해성

음의 순위
양의 순위

동률
합계

1s

1t

8u

10

7.7(1.12) 7.9(1.14) -.575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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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사후 만족감<사전 만족감 b. 사후 만족감>사전 만족감 
c. 사후 만족감=사전 만족감 d. 사후 의사소통<사전 의사소통 
e. 사후 의사소통>사전 의사소통 f. 사후 의사소통=사전 의사소통
g. 사후 신뢰감<사전 신뢰감 h. 사후 신뢰감>사전 신뢰감 
I. 사후 신뢰감=사전 신뢰감 j. 사후 친근감<사전 친근감 
k. 사후 친근감>사전 친근감 l. 사후 친근감=사전 친근감
m. 사후 민감성<사전 민감성 n. 사후 민감성>사전 민감성 
o. 사후 민감성=사전 민감성 p. 사후 개방성<사전 개방성 
q. 사후 개방성>사전 개방성 r. 사후 개방성=사전 개방성
s. 사후 이해성<사전 이해성 t. 사후 이해성>사전 이해성 
u. 사후 이해성=사전 이해성 v. 음의 순위를 기준으로 
w. 양의 순위를 기준으로

표 6.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대인관계 사전사후 비교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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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개방성은 사 검사에서 평균 7.8(SD2.43),사후

검사에서평균14.2(SD1.79)로6.4높아졌고,이해성은

사 검사에서 평균 7.7(SD1.05),사후검사에서 평균

13.2(SD1.56)으로5.5 높아진것으로나타났다.즉차

문화치료 로그램에 참여한 보호 찰 청소년들은 만

족감,의사소통,신뢰감,친근감,민감성,개방성,이해성

등의하 요인들을포함하는 인 계가향상된것으

로 나타났다.반면 통제집단의 경우 인 계의 하

요인 모두에서 사 검사와 사후검사 수가 통계 으

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보호 찰

등에 한법률 반이며보호 찰수강 로그램참여

는 2번째이다.

4.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질적 대인관계 변화

로그램 기에는 비자발 수강명령이라 고개를

숙이며 설명을 잘 듣지 않고 로그램 참여시 약간 긴

장하고 어색한 분 기 속에서 몹시 지겨운 듯 표정을

지었으며,집단원들과도잘어울리지못하는행동을보

다.자신의소개를 해인디언별칭짓기를한후인

터뷰를통해서로에 한 심을가지도록유도하면

로그램 참여 동기를 증진 시키면서,성격검사를 통해

타인의성격이나와의틀림이아니라다름을알게되었

다.처음 해 보는 것이라 낯설어하면서도 호기심을 보

다.차의유래,효능,다도구명칭을알고난후,‘부풍

향차보’를 재연하기 해,차잎을 채다 후,몸차,맘차,

차,내차를 만들어 으로써 자신의 소 함을 알게

되었다.

로그램 기에는 자신이 차문화치료 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자신들이‘ 받는느낌을갖게되었다’

고하 으며,다른사람들한테차를어떻게 하는지

와 을 배움으로서 ‘인 계에서 의 요성을

알게되었다’라고하 다.다음은 상자들이 은소감

문의 일부이다.

“친구들에게차 을하면서,뭔가를할수있어행

복 했어요”(수박같은 시원함)

“차 수업하면서 행복감을 느 다”(나무)

친구에게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를 갖추

어 우린 차를 하니 스스로가 마음이 차분 해 지고

친구의 소 함도 체험을 하 다함.

“내 자신이 이 게 자랑스러워요”(햇살)

“ 를 낮추었는데도 기분이 안 나빠요”(귤)

로그램 참여 기는 축되어 있거나,부정 이고

공격 인 모습에서, 로그램 반기에는 비교 편안

한자세로차분해지며침착하고,올바른생각,남을생

각하는 배려심도 보 다.

“여기에 오면 마음이 차분해져요”(하늘)

“나도 나 에 이 학교에 오고 싶다”(수박같은 시원

함)

“한복 입고 을 배우는 이 무엇이지 조 은 알

것 같아요.”(시원한 바람)

특히 하늘의 경우는 기에는 진행자들이 손을 잡아

도 탁 뿌리치고 인사도 건성으로 하고,피곤하다는 말

을 자주하며, 심과 친 등 은근히 반항 이었지만,

기로 갈수록 멋지게 살고 싶고 사도 하고 싶다고

하면서 ‘귤’로 별칭을 바꾸었다.

기에 말없고,무표정 했으며,모든 것에 심이 없

었는데회기가거듭될수록이야기도많이하고발표도

하며,밝게 웃는 모습을 보 다.

로그램 후반에서 가족속의 소통으로 가족을 이해

하고가족과합류할수있는방법으로가족의생태계를

통해나를이해하고,가족갈등문제를재구조화해보

는 시간을 가짐으로서 자신의 내면의 동기와 갈등,

요한인물들에 한정서 태도,그의가치 등이투

사될 수 있었다.

부모님께 한복 입고 정성스럽게 우린 차를 하고

큰 3배를한후,부모님과많은 화를나 는시간을

가졌다.부모님들이 기뻐하는 모습에서 다같이 행복해

하 다.

한 지역사회 서비스센터에서 어르신께 직 우린

따뜻한 차를 하면서,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친애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 Vol. 14 No. 5208

와공경의마음으로큰 을올렸다.서로손을잡고

크 이션도하고 친조부처럼 정성스럽게안마도해 드

리며 노래도 같이 부르고 소통의 장이 되었다.스스럼

없이어르신들을안아도주고,격려의말 에고맙다고

인사의 말을 하기도 하 다.

“물건을 훔친 것이 부모님께 볼 면목이 없어요.”(동

물나라)

“엄마께 효도를 할 수 있어 감사해요”(햇살)

“엄마와함께할수있는좋은기회가되어서마음이

편하고 뿌듯하다”(날개)

“엄마의입장을이해할수있었고나의분노도좀가

라앉힐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참 좋았다”(동물나라)

“어른 공경하는 것도 새로이 알게 되었으며 뜻 깊은

하루가 되었다”(동물나라)

“어르신들의 격려에 힘을 얻을 수 있었고 마음이 행

복해졌다”(수박같은 시원함)

보호 찰 청소년의 인 계 향상을 한 본 로그

램 기에는구체 인목표도없고의욕도없던친구들

이 로그램 회차가 더해 갈수록 변화 하는 모습을 보

다.분노표출을 하고 난 후 표정들이 많이 부드러워

졌고,소감문작성시무성의하게하던것이표정이밝

아지고 수업에 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표 방법이 더

세 해 졌다.수업 시작 시 명상과 참나다례를 익힘으

로써마음가짐이 겸손해 지고 상 방을 인정하며차를

하는 빈다례를통해자신을낮추는법을알게되

었다고 볼 수 있다.

한 본 로그램의 기에는 상자들이 서로

받는느낌을받았고,그리하여친구들에게 하고

의 요성을 알게 되었으며 로그램의 후기에서는

가계를 통해 가족구성원들의 역할을 이해하게 되었고

가족의갈등을해소하고정서 인안정을가져올수있

었다.

따라서 보호 찰 청소년의 인 계 향상을 한 본

로그램을통해서청소년들의 태도와 극 참여 정

도, 인 계에 있어서의 진지함,분노조 감정의

이해 부분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다.

Ⅵ.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보호 찰 청소년들의 비행을 방하

고 재범을 방지하기 해서 원인론 근인 상 계

차문화치료 로그램으로 인 계를 향상할 수있

는 로그램을개발하고 용한후 로그램참여 후

인 계가 어떤 변화과정을 보이는가를 검증하 다

본 연구의 로그램은 보호 찰 청소년의 개인의 문

제행동인 비행교정에만 을 두기보다는청소년기

특성상 자아정체감 형성을 한 참나다례와 친구들과

을통해소통하는 빈다례,가족 계의조화를도

모하는 가족다례,그리고 지역사회 어르신과 연계되는

행복다례를 개발하여 인 계를 나자신,친구,가족,

지역사회까지통합 으로 상 계 차문화치료 로

그램으로 개발하 다.

로그램의 효과성을 살펴보기 하여 인 계의

요인이양 으로분석되었다.그결과는만족감이사

7.6(SD1.08),사후 12.6(SD1.65)로 5 으로 높아졌고,

의사소통은사 6.1(SD1.6),사후11.1(SD0.88)로5

높아졌고,신뢰감은 사 5.5(SD0.97),사후 9.5(SD

0.53)로4 높아졌고,친근감은사 5.0(SD1.5),사후

9.1(SD1.1)로 4.1 높아졌고,민감성은 사 3.6(SD

1.08),사후6.1(SD1.10)로2.5 높아졌고,개방성은사

7.8(SD2.44),사후 14.4(SD1.78)로 6.6 높아졌고,

그리고이해성은사 7.7(SD1.06),사후13.0(SD1.50)

로 5.3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의 하 요인들을 포

함하는 인 계가향상된것으로나타났다.실험집단

의사 ,사후를비교해본결과만족감,의사소통,신뢰

감,친근감,민감성,개방성,이해성등의모든 인 계

의 하 요인에서 통계 으로유의미한 향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 평가는 차문화치료 로그램을 10회기로 비

단계, 기단계, 기단계,후기단계,그리고 마무리단

계로 구성 하 다.그 결과 로그램을 통하여 변화된

모습은회기가갈수록모습이단정해지고밝은태도로

바 었으며,친구와 진행자를 하는 모습도 진지해지

고 자연스러워졌다.분노표출 다루기를 통해서는 자신

에 한 미해결된 분노와 감정을 이해하고 치유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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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으며,가족속의 나 만나기를 통해서는 가족문제를

탐색하여 가족의 요성을알고 가족의 정서 문제를

바르게 해결하고 참 계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뿐만아니라지역사회속에서어르신과행복다례를통

해 조손 계를 형성하여 좋은 계 체험을 하고 보다

폭넓은 인 계 경험을 하 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로그램은 기존의 다른 로그

램들[13-15]에비해특히 인 계측면에서강 을가

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는데,이는 로그램에심리내

으로는 상 계이론을 원인론 으로 근하며,

인 계를 보호 찰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

친구,지역사회 어르신 등을 함께 참여시킨 통합

계회복의 근에 기인한 정 결과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연구 결론을 바탕으로 제언하자면,보호 찰

청소년들에 해 의변화가필요하다.보호 찰청

소년의 비행의 원인을 개인 보다는청소년의 시

기상 특성과 가족 계,사회 환경 등을 포함한 다양한

요소를고려하는 이요구된다.그리고청소년개인

의문제요인보다는가족역기능에의한문제로인식된

다.따라서 보호 찰 청소년에 한 근은 건강환 가

족 계를 회복할 수있도록가족 계의 요성을확인

하고 우리사회가 극 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의 변화는 보호 찰 청소년에 한 사회

환경을 변화시키는데 요한 매개가 될 것이다.보호

찰청소년을 해개발된본 로그램을활용하고보

하기 해서 문가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그리고

보호 찰 청소년과 차문화치료에 한 지식을 겸비한

사회복지사의역량도요구된다.본연구에서개발된

로그램의 효과의 지속성을 평가하기 해 참여하 던

보호 찰 청소년을 상으로 심화과정 로그램을

용하여 사후 리 로그램도 필요하다. 부분의 보호

찰청소년 로그램은 보호 찰청소년집단을통합

으로 진행하므로 집단의 순수성이 해되고 치료의

효과도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그러므로 연령별 그리

고 범죄 유형별,처분기간별,그리고 보호 찰 경험 등

다양한 유형별 동질성이 확보된 치료집단 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성을 검증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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