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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studyconductedsocialskilltrainingwithchronicschizophrenics
andverified itseffectson socialskills,assertiveness,andinterpersonal
relationship.
Periodof researchwasfrom May25toSeptember,2005. Subjectsof
research were53chronicschizophrenicsbetween 23and 50yearsold
hospitalized in rehabilitation ward ofN NationalHospitalatNaju-city,
Jeonnam and27patientswereassignedtoexperimentalgroupand26to
controlgroup. Experimentalgroupwasdividedintothreegroupsandhad
socialskilltrainingfor90min,asession,twiceaweekfor5weeks.

Resultsofthisstudyaresummarizedasfollows.
1.Thefirsthypothesisthat“Experimentalgroupparticipatinginsocial



skilltrainingwillobtainhighersocialskillscoresthancontrolgroupnot
participatinginthetraining."wassupported(t=-6.663,p=0.000).
2.Thesecondhypothesisthat“Experimentalgroupparticipatinginsocial
skilltrainingwillobtainhigherinterpersonalrelationshipscoresthan
controlgroupnotparticipatinginthetraining."wasnotsupported(t=
0.525,p=0.604).
3.Thethirdhypothesisthat“Experimentalgroupparticipatinginsocial
skilltrainingwillobtainhigherassertivenessscoresthancontrolgroup
notparticipatinginthetraining."wassupported(t=-2.957,p=0.007).

Itwasconsideredfrom theaboveresearchresultsthatsocialskill
trainingenhancedsociallifeskills,personalrelationshipandself-assertions
ofchronicschizophrenicsinhospitalandimprovedtheirabilitiestosolve
andcopewiththeirownproblems.Thusitcanbeeffectiveprogram in
thesideofpsychosocialrehabilitation.

Withtheaboveresearchresults,itmakesthefollowingsuggestionsfor
futureandmoredevelopedresearch.
1.Forevaluationofcontinuouseffectsofsocialskilltrainingprogram,
follow-upresearchofthisprogram isneededaswellasresearch
immediatelyafterprogram.
2.Socialskilltrainingprogram wasperformedwithinhospitalenvironment
withhospitalizedpatients,butitsexecutionandevaluationincommunity
wherefuturesubjectsoftheprogram livearerequired.
3.Repeatedresearchesofcomparingcorrelationsamongage,education,
job,durationofdisease,frequencyofrelapse,ageoffirstattack,support
offamiliesandeffectsofsocialskilltrainingprogram aresuggested.



ⅠⅠⅠ...서서서 론론론

AAA...연연연구구구의의의 필필필요요요성성성
인간은 정서적,사회적,생물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타인과의 관계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동물이다.만약 자신의 욕구와 관심사에 대해 자신과 의
미 있는 사람과 대화를 나눌 능력이 없다면 하루하루는 무미건조하고 외로
울 것이며 사회적 접촉과 인간관계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친밀감,삶의 의
미,교육적 요소와 같은 생활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을 획득하지 못할
것이다.그러나 많은 정신과 환자들은 사회생활을 해 나가는데 중요한 대인
관계에서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정신질환의 대표적 질환이라 할 수 있는
정신분열병 환자들은 대부분의 경우 만성화의 과정을 밟으며 반복되는 재발
과 사회생활 기능의 장애를 경험 한다 (Lee,Han& Shin,1994;Hwang등,
1995).정신분열병 환자가 사회기술이 부족한 이유는 그들이 잦은 입원과 사
회적 격리로 인해 사회기술을 배울 기회를 놓쳐 버렸거나 배웠던 것 마저 잃
어버리는 것,심리적 위축 때문에 사회적 관계를 회피하는 것,혹은 증상의
영향으로 이전의 능력을 발휘하는 데 어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더하여 사회적 편견이 그들을 사회로부터 소외시켜 그들에게 사회기술을 익
히고 연습할 기회를 주지 않는 것도 사회기술 부족의 원인이 된다
(Honeycutt& Belcher,1991).그 외 다른 요인으로는 이러한 사회기술의 결
핍으로 인한 심한 사회불안이나 자신감 결여,상대방의 말을 정확하게 파악
하고 적절한 대안을 생각 해 내고 적절하게 표현하는데 필요한 인지기능 결
손,그리고 사회기술을 적절히 사용해도 그것을 효과적으로 강화시키지 못하
는 환경 등을 들 수 있다(Liberman,1982).
국외에서는 20여 년 전부터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새로운 방

법들이 개발되어 왔는데 그것은 생물학적 취약성과 사회 환경적 스트레스의
해로운 영향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는 절차들을 발전시키는 것이었다.그 중



의 주된 방법이 사회기술훈련이다.더욱이 신경정신약물과 사회기술훈련이
결합된 방법은 정신분열증을 위한 최선의 접근 방법으로 적용되고 있다
(Liberman& Corrigan,1993).
정신사회재활의 한 형태인 사회기술훈련은 재활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인정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직접적,적극적인 학습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문제해결 능력을 증진 시키고 정신증상에 대한 방어력을 부여
한다.사회기술훈련프로그램은 다양한 영역에 있는 개인,집단,가족을 위해
서 환경치료 및 작업 상황 등에서의 훈련을 위해서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인
정되고 있다(Anthony& Liberman,1986).또한 Davidson등 (1999)도 만성정
실질환자의 추후 정신건강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예측요소는 사회적응기
술이라고 제시하고 있어 만성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
고 있다.따라서 만성정신분열병 환자들이 고립되어 의존적이고 수동적인 생
활에서 벗어나 사회 속에서 한 인간으로서 사회적 환경과 상호작용하고 타인
들과의 교류를 통해 적절한 대인관계를 맺고 의사소통의 기회를 늘리며 치료
시설 이용 후 사회생활기술 이나 대인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사회기술훈련
은 매우 가치 있는 프로그램으로 여겨진다.
Bell등과(1993)전석균(1994)이용표 등(2001)은 직업재활서비스를 포함한

사회기술훈련이 사회적 기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정신병의 증상의 완화에
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이는 정신보건영역에서 사회적 기
능 향상을 중심으로 하는 재활접근 방법이 약물치료의 보조수단이 아니라 독
립적인 원리에 의한 하나의 접근방법으로 발전 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나타내 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재활치료의 궁극적인 목적은 환자들을 사회로 복귀시켜서 그들

이 속한 지역사회 내에서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맺고 가정,직장,사회생활
에 성공적으로 적응하여 독립된 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며
(전석균,1995;Vaccaro,Liberman,Wallace,& Blackwell,1992),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기술훈련 방법들이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고,그



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이용표,2003;박상규와 손명
자,2000).이런 재활치료의 목적 하에 실시되는 프로그램의 한 부분인 사회
기술훈련은 만성 정신질환자들이 기능면에서 부족한 대인관계 능력 및 사회
성을 향상시켜 원활한 사회적응에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이충순,
1997;Liberman.1988).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기술훈련 프로그램이 만성정신분열병 환자의 사회기술
향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프로그램은 전통적 훈련방법인 행동주의 모형에 인지적
훈련을 추가한 문제해결식 훈련방법 모형이다.이러한 훈련 방법의 필요성은
전통적인 사회기술훈련 방법으로 학습한 기술로는 실제 사회생활에서 사용하
는 것 과 같은 일반화 효과를 획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환자의 문제 해결능력
을 기름으로써 환자가 어떤 상황에서도 학습한 사회기술을 잘 사용할 수 있
을 것이라는(Trower등.1978;Edelstein등,1980;Foy 등,1983;Bellack
등,1989;Liberman등)가정 하에 이모형을 채택하였다.
이에 본 연구자는 사회기술훈련 프로그램이 만성정신분열병 환자의 사회

생활기술과 대인관계 및 자기주장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연구를 시
도하였다.

BBB...연연연구구구목목목적적적
1)사회기술훈련 프로그램이 정신분열병 환자의 사회생활기술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한다.
2)사회기술훈련 프로그램이 정신분열병 환자의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한다.
3)사회기술훈련 프로그램이 정신분열병 환자의 자기주장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한다.



CCC...연연연구구구가가가설설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제1가설:사회기술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

보다 사회생활기술 점수가 높을 것이다.
제2가설:사회기술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

보다 대인관계 점수가 높을 것이다.
제3가설:사회기술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

보다 자기주장 점수가 높을 것이다.

DDD...용용용어어어의의의 정정정의의의
111...사사사회회회기기기술술술훈훈훈련련련
① 이론적 정의: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상대방에게 정확히 전달하여 대인관계 에서 어떤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모든 행동으로 정의 할 수 있으며
넓은 의미로는 사회생활이나 대인관계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데
필요한 모든 기술이나 반응이며 좁은 의미로는 의사소통기술을 말한다.
(김철권.변원탄,1995).
②조작적정의:
정신재활연구소에서 개발한 ‘좋은 대인관계 교육 프로그램’과 삼성서울병원
정신과 낮병원의 ‘정신과 환자를 위한 통합재활 프로그램 워크북’의 ‘사회기
술훈련’부분을 토대로 본 연구자가 재구성 한 프로그램을 통해 환자들
이 의사소통의 방법을 알고 실행하며 감정표현,자기주장,갈등을 해결하는
기술을 말한다.



222...사사사회회회생생생활활활기기기술술술
①이론적 정의:
대인관계에서 자신의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감정들을 비언어적인 반응을 통
해 전달하는 능력을 말하며, 이러한 기술은 사회화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습득 되는 것으로 다양한 대인관계에서 표현되고 적절한 언어적,비언어적
반응들을 조정하여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김철권과 변원탄역.Liberman.1996)
②조작적 정의:본 연구에서는 박상규(1997)가 전석균(1997)과김철권,변원탄
(1996)의 자료를 참조하여 언어적,비언어적 내용의 14개 항목으로 구성 된
사회생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기술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333...대대대인인인관관관계계계
①이론적정의 :
증가된 자의식,타인과의 상호작용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능력에
기초하여 타인과 상호작용 하는 과정이며 사람들로 하여금 생산적으로 함께
일하고 효과적으로 함께 배우도록 허용해 주는 기술을 말한다.(김진희.송영
선,2003).
②조작적정의:
본 연구에서는 Schien과 Guerney의 대인관계척도를 Moon(1980)가 번역하
고 Cheon(1994)이 수정,보완한 것으로써 만족감,의사호통,신뢰감,친근감,
민감성,개방성,이해성의 7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된 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계가 좋음을 의미한다.

444...자자자기기기주주주장장장
①이론적 정의:의사소통과정에서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상대방을 불



쾌하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권리, 욕구, 의견, 생각, 느
낌 등 자신이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마음에 있는 그대로 솔직
하게 상대방에게 나타내는 장면에 따라 특별히 학습된 행동을
말한다(김진희.송영선,2003).
②조작적정의:본 연구에서는 Rathus에 의해 개발 된6단계 척도로 된 도구를
전석균(1994)이 5단계로 재구성 한 것으로써 사회기술훈련 효과
성 측정에 민감하여 평가수단과 사회기술훈련의 목적들을 구체화
하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된 점수를 말하며 점수
가 높을수록 주장적임을 의미한다.

555...만만만성성성정정정신신신분분분열열열병병병
①이론적정의:
미국의 정신의학회 DSM-Ⅳ(AmericanPsychiatricAssociation,1994)에 의해
진단 받고 최소한 2년 이상 유병기간을 가지고 일 상 생활,사회적,직업적
으로 역할에서 기능의 손상이 있으며 어느 정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를 의미한다(양옥경,1996).
②조작적 정의:본 연구에서는 DSM-Ⅳ의 진단기준에 의해 만성정신분열병
으로 진단 받고 나주 시 소재 N 국립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받고 있는
환자를 말한다.



EEE...연연연구구구의의의 제제제한한한점점점
1.본 연구는 일 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전체 환자에게 일반화하는 데 제한점이 있다.
2.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만성정신분열병환자의 대인관계,사회생활기술,
자기주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기술훈련 시간 외의 활동들을 통제 할 수
없었다.
3.프로그램 회기에 포함된 문제해결중심과정(6회기～8회기)에 가족의 참여의
기회를 갖지 못했다.



ⅡⅡⅡ...연연연구구구방방방법법법

AAA...연연연구구구설설설계계계
본 연구는 사회기술훈련 프로그램이 만성정신분열병환자의 사회생활기술,대
인관계,자기주장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 된 비동등성 대조
군 전후 설계이다.

BBB...연연연구구구대대대상상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N시 소재한 N 국립병원의 재활병동에 입원 해 있

는 23세 이상 50세 이하의 환자로서 언어적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지나치게
자신이나 타인에게 적대적이지 않고 본인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만성정신분열병 환자 중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상대방에게 적절하게 표현
하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욕구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환자 중 68명을
임의 표출하여 번호를 매긴 후 홀수군은 실험군에 짝수군은 대조군에 배정
하여 각 각 실험군 34명,대조군 34명이 배정되었다.
실험군은 효과적인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3집단으로 나누어 그룹 당 매회

90분간 주 2회 씩 5주 동안 총 9회의 사회기술훈련을 실시 한 후 사전검사와
동일한 내용의 사후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대조군은 사전검사를 실시 한 후 5
주 후에 어떤 훈련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한 내용의 사후검사를 하였다.
연구도중 실험군 7명(남자 4명,여자 3명)대조군 8명(남자 3명,여자 5명)
이 퇴원이나 증상 악화 등의 사정으로 탈락하였고 최종적으로 실험군 27명
(남자 15명,여자 12명),대조군 26명(남자 17명,여자 9명)으로 총 53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 하였다.



CCC...실실실험험험처처처치치치
본 연구에서 사용 된 사회기술훈련 프로그램은 Bellack, Mueser,

Gingerich와 Agresta(1997)의 정신분열병 환자를 위한 사회기술훈련을 근거
로 정신재활연구소에서 개발한 ‘좋은 대인관계 교육 프로그램’과 삼성서울병
원 정신과 낮병원의 ‘정신과 환자를 위한 통합재활프로그램 워크북의 ‘사회기
술훈련’부분을 토대로 본 연구자가 재구성한 것이다.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환자들의 의사소통의 방법과 실행,그리고 감정표현,자기주장,갈등을 해결
하는 문제 해결 기술 등을 관찰하며,역할연기,피드백,재강화,과제부여 등
을 통하여 일반화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말한다.실험군에게 5주 동안 주2
회,회당 90분간 나주 시 소재 N국립병원의 정신재활 치료과 소극장에서 본
연구자가 프로그램을 진행 하였다.이 프로그램에서는 대상자가 대인관계 시
에 필요한 의사소통시의 5가지 기본행동,대화의 시작-진행-마치기,긍정적-
부정적 감정 표현하기,자기 주장하기,문제 상황을 통한 문제해결 능력 및
대처능력 강화를 위한 훈련을 하는 것 이다.각 주별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제목 및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표표 111>>>사사사회회회기기기술술술훈훈훈련련련 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

회회회기기기별별별 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 내내내용용용
제1회 오리엔테이션 및 사전검사
-자기소개 및 인사 나누기
-워밍업
-사회기술훈련의 정의 공유
-사전평가(사회생활기술,대인관계변화,자기주장)

제2회 의사소통의 3가지 양식,5가지 기본적인 의사소통행동,경청
-워밍업
-나의 의사소통 행동양식 패턴은?
-5가지 기본적인 의사소통 행동 연습 (시선맞춤,얼굴표정,자세,목소리,
제스처)
-경청의 중요성 및 방법에 대한 실연(고개를 끄덕인다,마지막 말 반복 등)
-과제부여

제3회 대화의 시작,대화의 진행,대화의 마무리
-워밍업
-지난시간 내용 복습
-대화의 시작,유지,마무리하는 방법과 실연
-과제부여

제4회 감정표현하기 (긍정적,부정적)
-워밍업
-지난시간 내용복습
-감정표현하기에 대한 교육 및 실연
-부정적 감정표현에 대한 역할연기
-과제부여

제5회 자기주장하기
-워밍업
-지난시간 내용복습
-주장행동의 유형과 나의 주장 패턴은?



-요청하기와 연계한 주장행동에 대한 역할연기
-과제부여

제6회 문제해결중심상황 1
-워밍업
-지난시간 내용복습
-문제해결연습지를 통한 문제해결과정 연습
-참여자의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방법 찾아보기
-과제부여

제7회 문제해결중심상황 2
-워밍업
-과제수행기록지에 제시 된 문제 및 해결방법에 대한 토론
-다른 해결방법에 대한 토론 및 참여자들과의 역할연기
-과제부여

제8회 문제해결중심상황 3
-워밍업
-과제수행기록지에 제시 된 문제 및 해결방법에 대한 토론
-다른 해결방법에 대한 토론 및 참여자들과의 역할연기
-과제부여

제9회 마무리 및 사후평가
-워밍업
-과제수행기록지에 제시 된 해결방법에 대한토론 및 역할연기
-프로그램 전반적인 점검 및 중요내용 반복
-사후평가 실시(사회기술,대인관계변화,자기주장)



DDD...연연연구구구도도도구구구
111...사사사회회회생생생활활활기기기술술술척척척도도도
사회기술을 평가하기 위하여 박상규(1997)가 전석균(1997)과 김철권,
변원탄(1996)의 자료를 참조하여 14개 문항으로 구성한 사회생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시선접촉,자세,거리,제스처,얼굴표정,반응시간,태도의 자신감
등 비언어적인 내용과 말의 내용,말의 속도,음성의 크기,억양,말의 양,말
의 이해성,말의 적절성 등 언어적인 내용 등의 1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다.각 문항에 대해 ‘매우 적절하다’로부터 ‘매우 부적절하다’까지 5-1점을 주
어 점수화 하였다.점수가 높을수록 사회기술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93이었다.

222...대대대인인인관관관계계계변변변화화화척척척도도도
대인관계는 전석균(1994)이 번역, 보완한 대인관계변화척도 (RCS:
Relationshipchangescale)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이 도구는 25문항의 5점
평정 척도 (1=대단히 불만족스럽다 2점=다소 불만족스럽다 3점=그저 그렇
다 4점=다소 만족스럽다 5점=대단히 만족스럽다)로서 하위영역은 만족감(4
문항),의사소통(3문항),신뢰감(1문항),친근감(3문항),민감성(2문항),개방성
(2문항),이해성(3문항)의 7개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가
좋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92이었다.

333...자자자기기기주주주장장장척척척도도도
주장행동 도구는 Rathus(1973)가 개발한 주장행동척도(RAS:Relationship

assertiveness scale)를 전석균이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다.이 도구는 사회적
접촉을 피하는 것,자신의 감정과 의견을 표현하기를 주저하는 것,상대방에



게 합리적으로 요청하거나 비합리적 요청을 거절하는 것,자신의 권리를 주
장하지 못하는 것,애정 등을 표현하는 것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자기주장의
정도를 평가 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80이었다.

EEE...자자자료료료수수수집집집방방방법법법
사회기술훈련이 재활병동 입원환자의 사회생활기술,대인관계,자기주장의
기능 향상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사회기술훈련 실시 전에 실험
군과 대조군에게 질병관련 특성을 제외한 자료는 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해
대상자가 자기기입식으로 기록하였으며 대상자의 질병관련 특성자료는
구조화 된 질문지에 대상자가 직접 기록 하였고 연구자가 의무 기록지를
통해 보충 하였다.실험군은 3집단으로 나누어 그룹 당 매회 90분간 주 2회
씩 5주 동안 총 9회의 사회기술훈련을 실시 한 후 사전검사와 동일한
내용의 사후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대조군은 사전검사를 한 후 5주 후에 어떤
훈련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한 내용의 사후검사를 실시하여
사회생활기술,대인관계,자기주장에 미치는 효과를 같은 방법으로 다시
측정하였다.

FFF...자자자료료료분분분석석석방방방법법법
연구결과는 SPSS/를 이용하여 분석 하였으며 사용 된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1.연구 분석 방법으로는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검증을 위해
Chi-square분석과 t-test를 실시했다.
2.측정변수에 대한 사전,사후 점수의 차이 분석은 pairedt-test를



실시하였다.
3.실험군과 대조군의 점수차이분석은 t-test를 실시했다.



ⅢⅢⅢ...연연연구구구결결결과과과

AAA...실실실험험험군군군과과과 대대대조조조군군군의의의 외외외생생생변변변수수수의의의 동동동질질질성성성검검검증증증
실험에 들어가기 전 실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생변수에 대하여
실험군과 대조군을 대상으로 동질성 검증을 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가 없어 두 군이 동질 함을 알 수 있다<표 2>.



<<<표표표 222>>> 실실실험험험군군군과과과 대대대조조조군군군의의의 외외외생생생변변변수수수 동동동질질질성성성 검검검사사사 (((NNN===555333)))

구분 특성 실험군 대조군 전체 X2 pN % N % N %
성별 남자 15 (55.6)17 (65.4) 32 (60.4)0.535 0.465

여자 12 (44.4) 9 (34.6) 21 (39.6)
연령 20대이하 4 (14.8) 3 (11.5) 7 (13.2)5.702 0.058

30대 16 (59.3) 8 (30.8) 24 (45.3)
40대이상 7 (25.9)15 (57.7) 22 (41.5)

결혼여부 미혼 20 (74.1)19 (73.1) 39 (73.6)0.007 0.934
기혼 7 (25.9) 7 (26.9) 14 (26.4)

학력 초졸이하 2 (7.4) 1 (3.8) 3 (5.7)1.648 0.648
중졸 3 (11.1) 6 (23.1) 9 (17.0)
고졸 15 (55.6)12 (46.2) 27 (50.9)
대졸이상 7 (25.9) 7 (26.9) 14 (26.4)

종교 기독교 18 (66.7)11 (42.3) 29 (54.7)8.765 0.067
천주교 2 (7.4) 2 (3.8)
불교 2 (7.4) 6 (23.1) 8 (15.1)
없음 5 (18.5) 6 (23.1) 11 (20.8)
기타 3 (11.5) 3 (5.7)

직업 전문,기술직 5 (18.5) 2 (7.7) 7 (13.2)6.558 0.256
학생 3 (11.1) 2 (7.7) 5 (9.4)
농업,생산직 4 (14.8) 8 (30.8) 12 (22.6)
서비스업종사 5 (18.5) 1 (3.8) 6 (11.3)
사무직 3 (11.1) 2 (7.7) 5 (9.4)
무직 7 (25.9)11 (42.3) 18 (34.0)

거주지 광주 5 (18.5) 8 (30.8) 13 (24.5)1.474 0.479
광주 외 도시 12 (44.4) 8 (30.8) 20 (37.7)
농촌 10 (37.0)10 (38.5) 20 (37.7)

유병기간
              

5년이하 2 (7.4) 4 (15.4) 6 (11.3) 5.468 .243
6년~10년 (44.4) 6 (23.1) 18 (34.0)12
11년~15년 (14.8) 8 (30.8) 12 (22.6)4

(15.4) 11 (20.8)(25.9) 416년~20년 7
21년이상 2 (7.4) 4 (15.4) 6 (11.3)

발병나이
                

 

15세이하 3 (11.1) 2 (7.7) 5 (9.4) 3.298 .509

16세~20세 7 (25.9) 7 (26.9) 14 (26.4)

21세~25세 9 (33.3) 4 (15.4) 13 (24.5)

26세~30세 5 (18.5) 8 (30.8) 13 (24.5)

31세이상 3 (11.1) 5 (19.2) 8 (15.1)



BBB...실실실험험험군군군과과과 대대대조조조군군군의의의 효효효과과과성성성 검검검증증증
사회기술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 실험군과 대조군의 종속변수인

사회생활기술,대인관계,자기주장의 사전점수에 대한 동질성 검정을 위하여
t-test를 실시한 결과 사회생활기술 점수는 실험군 2.62점,대조군 2.55점
(p=.558)이었고 대인관계점수는 실험군 3.11점,대조군 3.30점 (p=
.069)이었으며 자기주장점수는 실험군 2.93점,대조군 점수는 3.05점 (p=.330)
으로 p<.05수준에서 두 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동일한
조건에서 실시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3>.

<<<표표표 333>>>실실실험험험군군군과과과 대대대조조조군군군의의의 효효효과과과성성성 검검검증증증

CCC...사사사회회회기기기술술술훈훈훈련련련 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 전전전후후후의의의 사사사회회회생생생활활활기기기술술술
사회생활기술은 실험군의 경우 실험 전 2.61점에서 실험 후 3.13점으로 유

의하게 증가하였으며(P=.000)대조군의 경우도 실험 전 2.52점에서 실험 후

재발횟수

5회이하
5회~10회
11회 이상

   

   

   11       (40.7)

   11      (40.7)

    5        (18.5)  

       

9

11

6

(34.6)

(42.3)

(23.1)

20

22

11

(37.7)

(41.5)

(20.8)

.272 .873

   전 체 27(100.0) 26 (100.0) 53 (100.0)

변수
실험군 대조군

t p
M ±SD M ±SD

사회생활기술 2.62 ±0.47 2.55 ±0.29 0.590 0.558
대인관계 3.11 ±0.68 3.30 ±0.59 -1.855 0.069
자기주장 2.93 ±0.50 3.05 ±0.34 -0.984 0.330



2.66점으로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P=.000).
사회기술훈련 프로그램 진행 후 특히 실험군의 사회생활기술이 언어적 사회
생활,비언어적 사회생활에서 모두 통계상 유의한 차이를 보여 행동적 수정
방법을 사용한 사회기술훈련이 사회생활기술의 증진에 효과적임을 입증 하였
다.
따라서“사회기술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사회생활기술점수가 높을 것이다”라는 가설은 지지 되었다<표 4>.

<<<표표표 444>>>사사사회회회기기기술술술훈훈훈련련련 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 전전전후후후의의의 사사사회회회생생생활활활기기기술술술(((NNN===555333)))

*p<0.05,***p<0.001

DDD...사사사회회회기기기술술술훈훈훈련련련 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 전전전후후후의의의 대대대인인인관관관계계계
대인관계는 실험군의 경우 실험 전 3.11점에서 실험 후 3.16점으로 약간

증가 되었으나 유의하지는 않았고 (p=.604),대조군은 실험 전 3.30점에서 실
험 후 3.48점으로 증가 하였으나 유의하지 않아(p=.069)실험전,후 변화에
있어서 두 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대인관계 하위영역 별로는 실험군에서 신뢰감(p=.039)과 대조군에서 친근감
(p=.028)영역에서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만족감,의사소
통,민감성,개방성,이해성 영역에서는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변수 구분 사전 사후 t pM ±SD M ±SD
언어적사회생활 실험군 2.61 ±0.48 3.13 ±0.50 -6.144 0.000***

대조군 2.52 ±0.28 2.66 ±0.31 -2.416 0.023*
비언어적사회생활 실험군 2.62 ±0.50 3.11 ±0.41 -6.310 0.000***

대조군 2.58 ±0.36 2.82 ±0.32 -5.744 0.000***
사회생활기술 실험군 2.62 ±0.47 3.12 ±0.44 -6.663 0.000***

대조군 2.55 ±0.29 2.74 ±0.30 -4.667 0.000***



따라서 “사회기술훈련 프로그램 후의 대인관계 점수는 사회기술훈련 프로그
램 전의 대인관계 점수보다 높을 것이다”라는 가설은 지지 되지 못하였다
<표 5>.

<<<표표표 555>>> 사사사회회회기기기술술술훈훈훈련련련 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 전전전후후후의의의 대대대인인인관관관계계계 (((NNN===555333)))

변수 구분
사전 사후

t p
M ±SD M ±SD

만족감 실험군 3.27 ±0.77 3.35 ±0.92 0.495 0.625
대조군 3.24 ±0.71 3.26 ±0.77 0.254 0.802

의사소통 실험군 3.06 ±1.13 3.02 ±0.89 -0.339 0.738
대조군 3.32 ±0.78 3.46 ±0.80 0.814 0.423

신뢰감 실험군 3.02 ±0.74 3.30 ±0.85 2.180 0.039*
대조군 3.29 ±0.90 3.45 ±0.66 1.090 0.286

친근감 실험군 2.99 ±0.98 3.28 ±0.99 1.396 0.175
대조군 3.18 ±0.98 3.63 ±0.58 2.336 0.028*

민감성 실험군 3.13 ±0.86 3.17 ±0.95 0.179 0.859
대조군 3.29 ±0.80 3.67 ±0.69 1.865 0.074

개방성 실험군 3.07 ±0.79 3.04 ±0.95 -0.175 0.862
대조군 3.16 ±0.66 3.27 ±0.54 0.800 0.431

이해성 실험군 3.22 ±0.94 3.09 ±1.06 -0.774 0.446
대조군 3.61 ±0.84 3.83 ±0.67 1.301 0.205

대인관계 실험군 3.11 ±0.68 3.16 ±0.75 0.525 0.604
대조군 3.30 ±0.59 3.48 ±0.47 1.897 0.069



EEE...사사사회회회기기기술술술훈훈훈련련련 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 전전전후후후의의의 자자자기기기주주주장장장
자기주장은 실험군의 경우 실험 전 2.93점에서 실험 후 3.25점으로 유의하

게 증가 하였으며(p=.007),대조군의 경우 3.05점에서 3.07점으로 증가를 보
이지 못하여서 (p=.572)두 군 간의 실험 전후 변화 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사회기술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
보다 자기주장 점수가 높을 것이다”는 가설은 지지되었다 <표 6>.

<<<표표표 666>>>사사사회회회기기기술술술훈훈훈련련련 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 전전전후후후의의의 자자자기기기주주주장장장 (((NNN===555333)))

변수 구분 사전 사후 t pM ±SD M ±SD
자기주장 실험군 2.93 ±0.50 3.25 ±0.44 -2.957 0.007**

대조군 3.05 ±0.34 3.07 ±0.38 -0.573 0.572



ⅣⅣⅣ...논논논의의의

본 연구는 사회기술훈련 프로그램이 만성정신분열병 환자의 사회생활기
술,대인관계와 자기주장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한 것으로써 5주간,9회기의
프로그램을 실시 한 후 사회생활기술,자기주장과 대인관계의 차이를 보고
자 시도한 연구이다.
사회기술 훈련 프로그램은 질병의 재발률을 감소시키고,환자들이 겪고 있는
대인관계나 사회적응 문제들의 해결에 유용하다는 결과를 제시하여 사회기술
훈련이 재활 프로그램 내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백은령.1992:이광자,
김경희,박정숙,최귀순,1996;전석균).그러나 만성정신분열병 환자에게 적
용 된 본 연구의 사회기술훈련 프로그램은 사회생활기술 및 자기주장에는 긍
정적인 변화가 있었지만 대인관계의 증진에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생활기술이 실험군에서 유의한 증가를 보여“사회기술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사회생활기술 점수가 높을 것이
다”.는 제 1가설이 지지(t=-6.663,p=0.000)받음으로써,사회기술훈련 프로
그램이 사회생활기술의 향상에 효과적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이것은 정신병
원에 입원한 만성정신분열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사회기술훈련 프로그램 후
얼굴표정,말의 내용,음성의 크기,말의 이해성 등의 일부의 기술을 향상시
킨 것으로 나타난 선행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박상규,손명자
2000).또한 김영란(2001)은 낮병동을 이용하는 만성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회기술훈련 프로그램이 언어적,비언어적 사회행동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이것은 참여자들이 반복되는 역할연기를
통해 자신의 말과 행동이 상황과 상대방에게 적절한 반응인지를 피드백,강
화,과제부여 등의 과정을 거쳐 적절하게 조절되어 사회생활기술향상에 긍정
적인 효과를 보여 주었다 .
기대했던 결과와는 다르게 본 연구에서는 사회기술훈련 프로그램이 대인관



계의 증진에 효과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따라서 “사회기술훈련 프로그
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대인관계 점수가 높을 것이
다”.는 가설이 지지 받지 못하였다(t=-0.525,p=0.604).이것은 김진희와 송영
선(2003)의 사회적응훈련 프로그램이 만성정신분열병 환자의 대인관계 향상
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확인한 결과와 상이하며,양수와 김현실(1999)의
연구에서도 사회기술훈련 프로그램이 실험군의 하위영역에서 만족감,신뢰감,
민감성,개방성에서 실험전후에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는 연구결과와도 다른
것이다.
이러한 논문의 결과는 사회기술훈련 프로그램을 통하여 대상자들이 어려웠
던 문제 상황을 함께 이야기해 보고 역할극을 하면서 해결과정을 공유하여
연구자와 동료들로부터 받은 긍정적 강화가 대인관계 향상에 긍정적으로 작
용했던 것으로 여겨진다.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사회기술훈련 전.후의 대인
관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고찰
해 볼 수 있다.첫째,본 연구의 대상자들의 유병기간이 최저 2년에서 28년
정도를 거치면서 음성증상이 강화되어 사회기술훈련 프로그램이 제공 되었음
에도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필요로 하는 포괄적인 대인관계의 향상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 같다. 둘째,5주 동안 주 2회 씩 총9회기라는 사회기술훈련
프로그램 제공이 의사소통,감정표현,자기주장 ,문제해결능력 증진 등을 포
함한 대인관계의 증진에 효과를 보기에는 짧은 중재기간 이었던 것 같다.셋
째,사회기술훈련 프로그램이 제공 된 장소가 병원내부라는 한정된 공간 이
었으며 과제수행 시에도 대상자가 이미 알고 있는 치료팀이나 입원동료가 대
부분이었으므로 다양한 환경이나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대인관계에서
효과적인 변화를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는 사회기술훈련 프로그램이 자기주장에 긍정적인 향상을 가져온

다는 손영주(1992), 김연화(1994),전석균(1994),현진희(1996)의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 줌으로써 “사회기술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
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자기주장 점수가 놓을 것이다”는 가설이 지지(t=



-2..957,p=0.007)되었다.이것은 입원 중인 만성정신분열병 환자를 대상으
로 사회기술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주장행동이 향상 되었다는 양수와 김
현실(1999)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며, 6주간의 사회기술훈련 프로그램을 적
용한 결과 대상자의 자기주장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입증한 이채영
(2000)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하였다.
결론적으로 만성정신분열병 환자들이 속한 지역사회 안에서 직접 사회기술

훈련을 체계적으로 적용한다면,수동적이고 의존적인 생활로 인한 사회적 퇴
행을 예방하고 그들이 속한 지역사회와도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독립된 한
인간으로서 사회적응을 하는데 유익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ⅤⅤⅤ...결결결론론론 및및및 제제제언언언

AAA...결결결론론론
본 연구는 만성정신분열병 환자를 대상으로 사회기술훈련을 실시하여 환자
들의 사회생활기술,대인관계,자기주장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시
도되었다.
자료수집 기간은 2005년 5월 25일부터 2005년 9월 7일 까지였으며 나주시
소재 N 국립병원의 재활병동에 입원 해 있는 23세 이상 50세 이하의 만성
정신분열병 환자 53명으로 실험군 27명,대조군 26명이었다.실험군은 3집단
으로 나누어 각 그룹별로 5주 동안 주 2회 씩 1회당 90분간 사회기술훈련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사회기술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사회생활기술 점수가 높을 것이다”.는 제 1가설은 지지되었다
(t=-6.663,p=0.000).

2)“사회기술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대인관계 점수가 높을 것이다”.는 제 2가설은 지지되지 못하였다“
(t=-0.525,p=0.604).

3)“사회기술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자기주장점수가 높을 것이다”.는 제 3가설은 지지되었다(t=-2.957,p=0.007).

이상의 연구결과로 볼 때 사회기술훈련은 입원중인 만성 정신분열병환자
의 사회생활기술과 자기주장을 증진 시켜 자신의 문제 해결 및 대처능력을



향상 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정신사회재활의 측면에서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BBB...제제제언언언
이상의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향후 더욱 발전된 연구를 위해서 다음

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한다 :
1)사회기술훈련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직
후 뿐 아니라 추후 측정 연구가 필요하다.
2)사회기술훈련 프로그램이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병원환경 내에서만 이루어
졌는데 추후 대상자들이 실제로 생활하게 될 지역사회에서 사회기술훈련 프
로그램을 시행 해 본 후 평가를 하는 것이 요구된다.
3)대상자들의 나이, 학력,직업유무,유병기간,재발횟수,초발연령,가족 내
의 지지정도와 사회기술훈련 프로그램 효과성과의 상관관계를 비교해 보는
반복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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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록록록ⅠⅠⅠ>>> 설설설문문문지지지

안녕하십니까?

사회기술훈련 프로그램에 참여 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본 조사는 귀하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의 효과를 측정하며 이 프로그램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이루어지는 것 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을 골라 솔직하고 성의 있게 답해
주시고 연구를 위한 목적 이외는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
드립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 합니다.

222000000555년년년 555월월월
보보보건건건학학학과과과 보보보건건건간간간호호호학학학 전전전공공공
연연연구구구자자자 임임임 광광광 례례례



일일일반반반적적적인인인 특특특성성성

※※※다다다음음음은은은 귀귀귀하하하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 상상상황황황에에에 관관관한한한 질질질문문문입입입니니니다다다...해해해당당당하하하는는는 곳곳곳에에에 ⋁⋁⋁표표표
혹혹혹은은은 알알알맞맞맞은은은 말말말을을을 기기기입입입하하하여여여 주주주십십십시시시오오오...

111...성성성별별별................................. ①①①남남남자자자 ②②②여여여자자자

222...나나나이이이.............................. ((( )))세세세

333...결결결혼혼혼상상상태태태 ①①①결결결혼혼혼 ②②②기기기혼혼혼

444...귀귀귀하하하의의의 최최최종종종학학학력력력은은은???
①①①초초초졸졸졸이이이하하하 ②②②중중중졸졸졸 ③③③고고고졸졸졸 ④④④대대대졸졸졸이이이상상상

555...귀귀귀하하하께께께서서서는는는 어어어떤떤떤 종종종교교교를를를 갖갖갖고고고 계계계십십십니니니까까까???
①①① 기기기독독독교교교 ②②②천천천주주주교교교 ③③③불불불교교교 ④④④없없없음음음 ⑤⑤⑤기기기타타타

666...귀귀귀하하하의의의 입입입원원원 전전전 직직직업업업은은은 무무무엇엇엇이이이었었었습습습니니니까까까???
①①① 전전전문문문직직직,,,기기기술술술직직직 ②②②학학학생생생 ③③③농농농어어어업업업,,,생생생산산산직직직 ④④④서서서비비비스스스종종종사사사

직직직 ⑤⑤⑤사사사무무무직직직 ⑥⑥⑥ 무무무직직직

777...귀귀귀하하하가가가 거거거주주주하하하고고고 있있있는는는 곳곳곳은은은 어어어디디디입입입니니니까까까???
①①① 광광광주주주 ②②② 광광광주주주 이이이외외외의의의 도도도시시시 ③③③ 농농농촌촌촌



질질질병병병관관관련련련 특특특성성성

※※※다다다음음음은은은 귀귀귀하하하의의의 질질질병병병관관관련련련 특특특성성성에에에 관관관한한한 질질질문문문입입입니니니다다다...
해해해당당당하하하는는는 곳곳곳에에에 알알알맞맞맞은은은 말말말을을을 기기기입입입하하하여여여 주주주십십십시시시오오오...

111...유유유병병병기기기간간간::: ((( )))년년년 ((( )))개개개월월월

222...첫첫첫 발발발병병병나나나이이이:::((( )))세세세

333...재재재발발발횟횟횟수수수::: ((( )))회회회



<<<부부부록록록222>>> 사사사회회회생생생활활활기기기술술술 척척척도도도(((SSSoooccciiiaaalllSSSkkkiiillllllsssSSScccaaallleeesss)))

평평평 가가가 내내내 용용용
매매매우우우
적적적절절절
하하하다다다
(((555)))

적적적절절절
하하하다다다
(((444)))

보보보통통통
이이이다다다
(((333)))

부부부적적적
절절절하하하
다다다
(((222)))

매매매우우우
부부부절절절
하하하다다다
(((111)))

111...시시시선선선접접접촉촉촉
상상상대대대방방방을을을 적적적절절절하하하게게게 바바바라라라본본본다다다...

222...자자자 세세세
공공공손손손히히히 그그그러러러나나나 당당당당당당한한한 자자자세세세로로로 말말말한한한다다다...

333...거거거 리리리
공공공손손손히히히 그그그러러러나나나 당당당당당당한한한 자자자세세세로로로 말말말한한한다다다...

444...제제제스스스처처처
말말말하하하는는는 동동동안안안에에에 고고고개개개와와와 손손손을을을 움움움직직직이이이는는는

등등등 제제제스스스처처처를를를 적적적절절절하하하게게게 사사사용용용한한한다다다...
555...얼얼얼굴굴굴표표표정정정 감감감정정정과과과 상상상황황황에에에 맞맞맞는는는 얼얼얼굴굴굴
표표표정정정을을을 짓짓짓는는는다다다 ...

666...반반반응응응시시시간간간
상상상대대대방방방의의의 말말말에에에 대대대한한한 반반반응응응시시시간간간이이이 적적적절절절하하하
다다다...
777...말말말의의의 내내내용용용

말말말의의의 내내내용용용에에에 핵핵핵심심심과과과 조조조리리리가가가 있있있다다다...
888...말말말의의의 속속속도도도

말말말의의의 속속속도도도가가가 적적적절절절하하하다다다...
999...음음음성성성의의의 크크크기기기
음음음성성성의의의 크크크기기기가가가 적적적절절절하하하다다다...

111000...억억억 양양양
말말말의의의 내내내용용용이이이나나나 감감감정정정에에에 따따따라라라 억억억양양양이이이
적적적절절절하하하게게게 변변변한한한다다다...

111111...말말말의의의 양양양
말말말의의의 양양양이이이 적적적절절절하하하면면면서서서도도도 충충충분분분하하하다다다...

111222...말말말의의의 이이이해해해성성성
말말말이이이 분분분명명명하하하고고고 이이이해해해할할할 수수수 있있있다다다...

111333...말말말의의의 적적적절절절성성성
대대대화화화하하하는는는 동동동안안안에에에 적적적절절절하하하게게게 질질질문문문하하하고고고

대대대답답답한한한다다다...
111444...태태태도도도의의의 자자자신신신감감감
행행행동동동에에에서서서 자자자신신신감감감이이이 넘넘넘쳐쳐쳐 보보보인인인다다다...



<<<부부부록록록333>>> 대대대인인인관관관계계계 변변변화화화척척척도도도

222000000 년년년 월월월 일일일 이이이름름름 :::

111...나나나는는는 인인인간간간으으으로로로서서서,,,나나나 자자자신신신에에에 대대대해해해서서서 ((( )))...
1)대단히 불만족스럽다
2)다소 불만족스럽다
3)그저 그렇다
4)다소 만족스럽다
5)대단히 만족스럽다

222...나나나는는는 인인인간간간으으으로로로서서서 다다다른른른 사사사람람람에에에 대대대하하하여여여 ((( )))...
1)대단히 불만족스럽다
2)다소 불만족스럽다
3)그저 그렇다
4)다소 만족스럽다
5)대단히 만족스럽다

333...다다다른른른 사사사람람람들들들은은은 나나나를를를 인인인간간간으으으로로로서서서 ((( )))사사사람람람으으으로로로 볼볼볼 것것것이이이라라라고고고 생생생
각각각한한한다다다...
1)대단히 불만족스러운
2)다소 불만족스러운
3)그저 그런
4)다소 만족스러운
5)대단히 만족스러운



444...다다다른른른 사사사람람람들들들은은은 자자자기기기 자자자신신신을을을 인인인간간간으으으로로로서서서 ((( )))사사사람람람으으으로로로 본본본다다다...
1)대단히 불만족스러운
2)다소 불만족스러운
3)그저 그렇다
4)다소 만족스러운
5)대단히 만족스러운

555...다다다른른른 사사사람람람들들들과과과 나나나의의의 관관관계계계는는는 ((( )))...
1)대단히 원만하지 못하다
2)다소 원만하지 못하다
3)그저 그렇다
4)다소 원만하다
5)대단히 원만하다

666...나나나는는는 다다다른른른 사사사람람람의의의 바바바라라라는는는 것것것이이이나나나 욕욕욕구구구를를를 ((( )))...
1)거의 깨닫지 못 한다
2)다소 깨닫지 못 한다
3)그저 그렇다
4)다소 깨닫는다
5)매우 잘 깨닫는다

777...나나나는는는 나나나 자자자신신신의의의 감감감정정정을을을 ((( )))...
1)거의 이해하지 못 한다
2)다소 이해하지 못 한다
3)그저 그렇다



4)다소 이해한다
5)잘 이해하는 편이다

888...나나나는는는 다다다른른른 사사사람람람의의의 감감감정정정을을을 ((( )))...
1)거의 이해하지 못 한다
2)다소 이해하지 못 한다
3)그저 그렇다
4)다소 이해한다
5)잘 이해한다

999...나나나는는는 다다다른른른 사사사람람람과과과 의의의사사사소소소통통통을을을 하하하는는는 것것것에에에 ((( )))...
1)매우 어려움을 느낀다
2)다소 어려움을 느낀다
3)그저 그렇다
4)다소 쉽게 느낀다
5)매우 쉽게 느낀다

111000...다다다른른른 사사사람람람에에에 대대대한한한 나나나의의의 민민민감감감성성성 (((감감감수수수성성성)))은은은 ((( )))...
1)매우 둔하다
2)다소 둔하다
3)그저 그렇다
4)다소 예민하다
5)매우 예민하다



111111...나나나는는는 다다다른른른 사사사람람람의의의 과과과실실실 (((잘잘잘못못못)))에에에 대대대해해해 ((( )))...
1)매우 온정적이지 못하다
2)다소 온정적이지 못하다
3)그저 그렇다
4)다소 온정적이다
5)대단히 온정적이다

111222...다다다른른른 사사사람람람에에에 대대대한한한 나나나의의의 표표표현현현이이이나나나 개개개방방방성성성은은은 ((( )))...
1)매우 적다
2)다소 적다
3)그저 그렇다
4)다소 많다
5)매우 많다

111333...나나나는는는 다다다른른른 사사사람람람의의의 느느느낌낌낌을을을 이이이해해해하하하는는는 것것것이이이 ((( )))...
1)매우 어렵다
2)다소 어렵다
3)그저 그렇다
4)다소 쉽다
5)매우 쉽다

111444...나나나는는는 다다다른른른 사사사람람람의의의 이이이야야야기기기를를를 듣듣듣는는는 것것것이이이 ((( )))...
1)매우 어렵다
2)다소 어렵다
3)그저 그렇다



4)다소 쉽다
5)매우 쉽다

111555...나나나는는는 다다다른른른 사사사람람람을을을 ((( )))...
1)거의 신뢰하지 않는다
2)다소 신뢰하지 않는다
3)그저 그렇다
4)다소 신뢰 한다
5)매우 신뢰 한다

111666...나나나는는는 다다다른른른 사사사람람람에에에 대대대하하하여여여 ((( )))...
1)매우 거리감을 느낀다
2)다소 거리감을 느낀다
3)그저 그렇다
4)다소 친근감을 느낀다
5)대단히 친근감을 느낀다

111777...인인인간간간관관관계계계에에에 있있있어어어서서서 나나나는는는 자자자신신신감감감이이이 ((( )))...
1)매우 적다
2)다소 적다
3)그저 그렇다
4)다소 많다
5)매우 많다



111888...나나나는는는 의의의견견견의의의 불불불일일일치치치가가가 있있있을을을 때때때,,,그그그것것것을을을 (((건건건설설설적적적으으으로로로)))((( )))...
1)매우 못 다룬다
2)다소 못 다룬다
3)그저 그렇다
4)다소 잘 다룬다
5)매우 잘 다룬다

111999...나나나는는는 다다다른른른 사사사람람람과과과 대대대화화화시시시에에에 어어어려려려움움움을을을 ((( )))...
1)매우 많이 느낀다
2)다소 느낀다
3)그저 그렇다
4)별로 느끼지 않는다
5)거의 느끼지 않는다

222000...나나나는는는 다다다른른른 사사사람람람에에에 대대대한한한 긍긍긍정정정적적적인인인 느느느낌낌낌을을을 ((( )))...
1)거의 표현하지 못 한다
2)다소 표현하지 못 한다
3)그저 그렇다
4)다소 표현 한다
5)많이 표현 한다

222111...나나나는는는 다다다른른른 사사사람람람에에에 대대대한한한 부부부정정정적적적인인인 느느느낌낌낌을을을 (((건건건설설설적적적으으으로로로)))((( )))...
1)거의 표현하지 못 한다
2)다소 표현하지 못 한다
3)그저 그렇다



4)다소 표현 한다
5)많이 표현 한다

222222...나나나의의의 개개개인인인적적적인인인 관관관심심심사사사를를를 다다다른른른 사사사람람람과과과 ((( )))...
1)전혀 나누지 않는다
2)별로 나누지 않는다
3)그저 그렇다
4)다소 나눈다
5)많이 나눈다

222333...다다다른른른 사사사람람람이이이 나나나에에에 대대대한한한 긍긍긍정정정적적적인인인 느느느낌낌낌을을을 표표표현현현할할할 때때때,,,그그그것것것을을을 믿믿믿고고고
받받받아아아들들들이이이는는는 경경경우우우가가가 ((( )))...
1)매우 적다
2)다소 적다
3)그저 그렇다
4)다소 많다
5)매우 많다

222444...다다다른른른 사사사람람람이이이 나나나에에에 대대대한한한 부부부정정정적적적인인인 느느느낌낌낌을을을 표표표현현현할할할 때때때,,,그그그것것것을을을 건건건설설설적적적
으으으로로로 받받받아아아들들들이이이는는는 경경경우우우가가가 ((( )))...
1)매우 적다
2)다소 적다
3)그저 그렇다
4)다소 많다
5)매우 많은 편이다



222555...나나나는는는 다다다른른른 사사사람람람과과과 앞앞앞으으으로로로 대대대인인인관관관계계계를를를 어어어떻떻떻게게게 해해해야야야 할할할지지지를를를
((( )))...
1)거의 이해하지 못 한다
2)다소 이해하지 못 한다
3)그저 그렇다
4)다소 잘 이해한다
5)매우 잘 이해한다



<<<부부부록록록444>>> 자자자기기기주주주장장장 척척척도도도

222000000 년년년 월월월 일일일 이이이름름름 :::

***질질질문문문을을을 읽읽읽고고고 보보보기기기에에에서서서 해해해당당당되되되는는는 번번번호호호를를를 찾찾찾아아아 쓰쓰쓰세세세요요요...
111:::매매매우우우 그그그렇렇렇지지지 않않않다다다... 222:::다다다소소소 그그그렇렇렇지지지 않않않다다다... 333:::그그그저저저 그그그렇렇렇다다다...
444:::다다다소소소 그그그렇렇렇다다다 555:::매매매우우우 그그그렇렇렇다다다

111...대대대부부부분분분의의의 사사사람람람들들들이이이 나나나보보보다다다 더더더주주주장장장적적적이이이고고고 자자자기기기표표표현현현을을을 잘잘잘하하하는는는 것것것 같같같
다다다...***((( )))

222...나나나는는는 '''부부부끄끄끄러러러움움움'''때때때문문문에에에 데데데이이이트트트를를를 신신신청청청하하하거거거나나나 받받받아아아들들들이이이는는는데데데 망망망설설설여여여
진진진다다다...*** ((( )))

333...음음음식식식점점점에에에서서서 주주주문문문한한한 음음음식식식이이이 마마마음음음에에에 들들들지지지 않않않을을을 때때때,,,종종종업업업원원원에에에게게게 음음음식식식에에에
대대대한한한 불불불만만만사사사항항항을을을 이이이야야야기기기한한한다다다...((( )))

444...비비비록록록 나나나의의의 감감감정정정이이이 상상상하하하는는는 일일일이이이 있있있더더더라라라도도도 상상상대대대의의의 감감감정정정을을을 상상상하하하게게게 하하하
지지지 않않않으으으려려려고고고 조조조심심심한한한다다다...***((( )))

555...만만만약약약 판판판매매매원원원이이이나나나 점점점원원원이이이 나나나에에에게게게 여여여러러러 가가가지지지 물물물건건건을을을 보보보여여여주주주면면면서서서 애애애를를를
썼썼썼다다다면면면 그그그것것것이이이 내내내가가가 꼭꼭꼭 원원원하하하는는는 것것것이이이 아아아니니니어어어도도도 '''안안안사사사요요요...'''라라라고고고 말말말하하하기기기
어어어렵렵렵다다다...***((( )))

666...누누누군군군가가가가가가 나나나에에에게게게 무무무엇엇엇인인인가가가 하하하기기기를를를 요요요청청청할할할 때때때 나나나는는는 그그그 이이이유유유를를를 알알알고고고



싶싶싶다다다고고고 말말말한한한다다다...*** ((( )))

777...나나나는는는 유유유익익익하하하고고고 활활활발발발한한한 토토토론론론을을을 기기기대대대할할할 때때때가가가 많많많다다다...((( )))
'
888...나나나는는는 대대대부부부분분분의의의 다다다른른른 사사사람람람들들들처처처럼럼럼 현현현위위위치치치 에에에서서서 더더더욱욱욱 발발발전전전하하하려려려고고고 애애애쓴쓴쓴
다다다...((( )))

999...자자자신신신을을을 정정정당당당화화화하하하기기기 위위위해해해,,,사사사람람람들들들은은은 가가가끔끔끔 나나나를를를 이이이용용용하하하려려려고고고 한한한다다다...***
((( )))

111000...나나나는는는 처처처음음음 보보보는는는 사사사람람람이이이나나나 낯낯낯선선선 사사사람람람들들들에에에게게게 말말말을을을 건건건네네네는는는 것것것을을을 좋좋좋아아아
한한한다다다...((( )))

111111...나나나는는는 종종종종종종 마마마음음음에에에 끌끌끌리리리는는는 이이이성성성에에에게게게 무무무슨슨슨 말말말을을을 해해해야야야 할할할지지지 모모모를를를 때때때
가가가 있있있다다다...***((( )))

111222...나나나는는는 공공공공공공기기기관관관이이이나나나 사사사무무무실실실로로로 전전전화화화하하하는는는 것것것을을을 주주주저저저한한한다다다...***((( )))

111333...개개개별별별면면면접접접보보보다다다 편편편지지지나나나 글글글로로로써써써 학학학교교교나나나 직직직장장장에에에 지지지원원원하하하는는는 것것것이이이 편편편리리리하하하
다다다...*** ((( )))

111444...나나나는는는 구구구입입입한한한 물물물건건건을을을 바바바꾸꾸꾸는는는 것것것이이이 난난난처처처하하하다다다고고고 느느느낀낀낀다다다...***((( )))

111555...만만만약약약 가가가까까까운운운 가가가족족족 (((친친친척척척)))이이이 나나나를를를 귀귀귀찮찮찮게게게 한한한다다다면면면 나나나는는는 괴괴괴로로로운운운 심심심정정정
을을을 표표표현현현하하하기기기 보보보다다다는는는 꾹꾹꾹 참참참는는는 편편편이이이다다다...*** ((( )))



111666...나나나의의의 말말말이이이 하하하찮찮찮게게게 들들들리리리지지지나나나 않않않을을을까까까 두두두려려려워워워하하하여여여 질질질문문문하하하는는는 것것것을을을 피피피
해해해왔왔왔다다다...***((( )))

111777...나나나는는는 때때때때때때로로로 논논논쟁쟁쟁이이이 벌벌벌어어어지지지면면면 내내내가가가 정정정신신신이이이 없없없을을을 정정정도도도로로로 동동동요요요되되되지지지
않않않을을을까까까 두두두려려려워워워진진진다다다...*** ((( )))

111888...만만만약약약 유유유명명명하하하고고고 존존존경경경받받받는는는 강강강연연연자자자가가가 내내내가가가 생생생각각각하하하기기기에에에 틀틀틀린린린 말말말을을을 한한한
다다다면면면 나나나의의의 생생생각각각이이이나나나 의의의견견견을을을 기기기꺼꺼꺼이이이 말말말할할할 것것것이이이다다다...((( )))

111999...나나나는는는 판판판매매매원원원과과과 물물물건건건 값값값에에에 대대대해해해 실실실랑랑랑이이이하하하는는는 것것것을을을 피피피한한한다다다...***((( )))

222000...내내내가가가 중중중요요요하하하고고고 가가가치치치 있있있는는는 일일일을을을 했했했을을을 때때때 나나나는는는 다다다른른른 사사사람람람들들들이이이 그그그것것것
을을을 알알알도도도록록록 노노노력력력한한한다다다...((( )))

222111...나나나는는는 나나나의의의 감감감정정정에에에 대대대해해해 개개개방방방적적적이이이고고고 솔솔솔직직직하하하다다다...((( )))

222222...만만만약약약 누누누군군군가가가가가가 나나나에에에 대대대해해해 근근근거거거 없없없이이이 나나나쁜쁜쁜 소소소문문문을을을 퍼퍼퍼뜨뜨뜨리리리고고고 다다다닌닌닌다다다
면면면,,,가가가능능능한한한 한한한 빨빨빨리리리 그그그 사사사람람람을을을 만만만나나나서서서 확확확인인인하하하겠겠겠다다다... ((( )))

222333...나나나는는는 '''아아아니니니오오오...'''라라라고고고 거거거절절절하하하기기기 어어어려려려울울울 때때때가가가 있있있다다다...*** ((( )))

222444...나나나는는는 나나나의의의 감감감정정정을을을 표표표현현현하하하기기기보보보다다다는는는 억억억누누누르르르는는는 편편편이이이다다다...*** ((( )))

222555...나나나는는는 음음음식식식점점점이이이나나나 상상상점점점의의의 형형형편편편없없없는는는 서서서비비비스스스에에에 대대대한한한 불불불만만만을을을 얘얘얘기기기한한한



다다다...((( )))

222666...누누누군군군가가가가가가 나나나에에에게게게 잘잘잘했했했다다다고고고 칭칭칭찬찬찬을을을 하하하면면면 즉즉즉시시시 무무무슨슨슨 말말말을을을 해해해야야야 할할할지지지
망망망설설설여여여진진진다다다...((( )))

222777...극극극장장장이이이나나나 강강강연연연회회회에에에서서서 옆옆옆에에에 앉앉앉은은은 사사사람람람들들들이이이 크크크게게게 말말말하하하면면면 조조조용용용히히히 해해해
달달달라라라고고고 요요요구구구하하하거거거나나나 다다다른른른 곳곳곳에에에 가가가서서서 이이이야야야기기기하하하라라라고고고 부부부탁탁탁할할할 것것것이이이다다다...
((( )))

222888...줄줄줄을을을 서서서 있있있는는는데데데 누누누군군군가가가가가가 새새새치치치기기기를를를 한한한다다다면면면 나나나는는는 그그그 사사사람람람과과과 다다다툴툴툴
것것것이이이다다다...((( )))

222999...나나나는는는 나나나의의의 의의의견견견을을을 즉즉즉각각각적적적으으으로로로 표표표현현현한한한다다다...((( )))

333000...나나나는는는 어어어떤떤떤 말말말도도도 즉즉즉시시시 이이이야야야기기기할할할 수수수 없없없을을을 때때때가가가 많많많다다다...***((( )))
참참참 고고고 :::***표표표시시시는는는 역역역전전전환환환 점점점수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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