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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미혼 커플의 정서능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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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위기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커플 관계에서의 갈등을 다루기 위해 
비대면 정서도식 커플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미혼 커플의 정서인지 및 정서조절 향상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
는 데 있다. 연구절차는 프로그램 개발 절차와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 절차로 이루어졌고, 구체적으로 8단계의 프로그램 
개발과정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연구대상은 미혼 커플 11쌍(22명)으로 총 4개의 집단으로 구성되었으며, 
주 1회(2회기)씩 총 5주(10회기) 동안 진행되었다.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은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을 통해 실시하였
다. 양적 분석 결과, 참여자들의 이성관계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향상되고, 커플들의 관계정서도식에 유의한 변화가 있음
을 확인하였다. 참여자들의 프로그램 소감문에 대한 질적 분석한 결과, 참여자들의 정서이해가 향상되고, 커플관계가 
개선되었으며, 커플 집단상담만의 집단효과가 있었다. 끝으로, 본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비대면, 정서도식, 정서조절, 커플 집단상담, 미혼 커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develop an un-tact group counseling program to deal 
with the conflicts in the relationship of unmarried couples and to verify the effect of the program for 
improving emotional cognition and emotion regulation of unmarried couples. The research procedure 
consisted of the program development step and the program verification step, and in detail, 8 steps 
of program development processes were established. The subjects of the research were 11 unmarried 
couples, and 4 group were organized. The group counseling program was conducted once a week (2 
sessions), a total of 10 sessions for 5 weeks. The effect was analyzed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As a result of quantitative analysis, the participant's relationship satisfaction was significantly improved 
and there was a significant change in some relationship emotional schemas of participants. As a result 
of qualitatively analysis through participant's program review, participant's emotional understanding 
and the couple relationship were improved, and the group effect of the couple group counseling was 
found. Finally,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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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코로나-19 팬데믹과 미혼 커플 관계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위기는 세계 경제의 붕괴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의 장기화로 이어졌으며, 개인의 
복지와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1]. 많은 연구들은 코로나 
19-팬데믹이 특히 불안, 우울, 자해, 자살과 같은 개인의 
정신건강 및 행동에 극적으로 영향을 미쳤음을 밝혀냈다
[2,3]. 또한, 코로나-19는 가족 관계[4], 사회적 관계[5], 
낭만적 관계[1] 등 대인 관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이래 커플 관계
에서의 갈등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6,1]. 코로나-19
로 인한 세계적인 격변 속에서 개인은 실업이나 경제적 
어려움, 업무 스트레스와 같은 높은 수준의 외부 스트레
스 요인을 경험하고 있으며[7] 이는 커플 관계와 상호작
용의 질을 떨어뜨리거나[8] 갈등의 증가 및 관계 만족도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9].

미혼의 커플 관계는 성인 초기에 강조되는 주요한 발
달 과업인데[10] 커플 관계에서의 갈등은 전반적인 정서
적 고통을 일으킨다[11]. 이러한 커플 관계의 관계향상을 
위해서는 정서조절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데[12] 미
혼 커플의 부적응적인 정서조절 전략은 서로 간의 효과
적인 상호작용을 방해하거나 관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저해시킬 수 있고[9], 부정적인 정서를 적절히 조
절하고 관리한다면 커플의 관계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13]. 개인의 정서조절 전략은 커플 모두의 심리적 
안녕에 영향을 미치며[14], 관계의 질과 미래를 예측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15]. 이러한 개인의 정서조절 
능력을 적응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변화를 이해하고 포
용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해야 하며, 다양한 상황에 반응
하는 타인의 감정과 행동에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16].

 
1.2 정서도식치료

정서도식치료는 새로운 형태의 인지행동치료로, 정서
조절의 어려움을 개선하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16]. 정서도식[17]이란 개인이 정서를 느끼고 표현하는 
특정한 틀이다. 개인은 이를 활용하여 정서를 인식 및 이
해하고, 정서를 통제 및 조절하며, 이때 정서는 개인 혹
은 또 다른 정서의 변화 및 유지에 영향을 미친다. 정서
도식모델[17]에 따르면, 개인은 정서도식과 신념에 따라 
정서에 기능적 혹은 역기능적으로 대처하게 되고 그에 
따른 이차적인 정서를 경험하게 된다. 정서도식모델은 

정서 인정, 정서 재인식 및 오해 해소, 공감, 정서처리, 
스트레스 감소 등 다양한 기술을 통합적으로 활용한다. 
이를 통해 개인의 역기능적 신념과 행동을 교정하여 개
인이 정서를 적응적으로 처리하고 표현하는 것을 돕고, 
정서를 조절하는데 도움을 준다[18]. 또한, 정서도식모델
은 자신이 가진 정서도식이 자신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지 검증함으로써 자신에게 도움이 되거나 도움이 되
지 않는 전략들을 구별하고, 이러한 정서 경험을 자신의 
삶에 통합시킬 수 있다. 이 모델은 개인의 역량강화를 목
표로 하는데[19] 개인은 정서도식치료를 통해 자신의 정
서도식을 적응적으로 수정함으로써 개인이 합리적으로 
정서를 느끼고 표현하며, 부정적 감정을 효과적으로 활
용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정서도식모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ig. 1과 같다.

Fig. 1. Emotional Schema Model[19]

정서도식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참여자들의 정서조절 
어려움을 감소시키는 것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
다. 정서도식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혼 여성들
은 정서조절의 어려움, 목표행동 처리의 어려움, 충동조
절의 어려움, 정서조절전략 접근에 대한 한계와 정서인
식의 부족이 감소했고[17], 과민성 대장 증후군 여성들은 
부적응적 정서도식과 정서조절의 어려움이 감소했고 적
응적 정서도식이 증가했다[20]. 사회불안장애가 있는 여
성들은 정서도식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건
강염려와 사회불안을 포함한 불안증상 및 부정적 정서도
식이 감소했고, 긍정적 정서도식 및 정서조절이 향상되



비대면 정서도식 커플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관계갈등경험이 있는 미혼 커플의 정서능력 향상에 미치는 375
었다[21].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관계의 어려움
을 겪는 커플들이 증가하고 있고, 코로나-19에 대응하여 
다양한 비대면 집단상담이 실시되고 있다[22-23]. 따라
서 본 연구는 커플 관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미혼 커
플들을 대상으로 정서인지 및 정서조절을 향상시키기 위
한 비대면 정서도식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연인 관계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미혼 커플
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모집
한 커플 20쌍 중 집단 지도자의 사전 면담을 거쳐 커플 
12쌍을 선별하였고, 한 집단에 커플 3쌍(6명)과 집단 지
도자 2명, 총 4개 집단으로 구성하였다. 이들 중 한 커플
이 프로그램 도중 탈락 의사를 밝혀 최종적으로 집단 지
도자를 제외한 커플 11쌍(22명)이 참가하였고, 프로그램
은 5주에 걸쳐 주 1회, 2회기(3시간)씩 총 10회기(15시
간) 진행하였으며, 참여자들의 평균 나이는 남자 26.5세
(SD=2.74), 여자 24.4세(SD=2.19)였다.

 
2.2 측정도구

2.2.1 이성관계 만족도 척도
이성관계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부부를 대상으로 만

들어진 척도를 권정혜와 채규만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한
국판 결혼 만족도 검사[24]의 문항을 이성교제로 변환한 
이성관계 만족도 척도[25]를 일부 수정한 이유진의 척도
[26]를 사용했다. 본 척도의 하위요인은 총 4개(전반적 
만족, 정서적 의사소통, 문제해결 의사소통, 공유시간)이
고, 총 41문항이며, 응답방식은 5점 Likert 척도(전혀 그
렇지 않다=1~매우 그렇다=5)이다. 본 척도는 각 하위요
인의 점수가 높을수록 이성관계에 대한 만족도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본 척도의 내적 합치도
(Chronbach’s α)는 선행연구[26]에서 .85, .85, .74, 
.74, 본 연구에서 .93, .87, .91, .80이다.

 
2.2.2 관계정서도식 척도
      (Relationship Emotional Schema Scales)
커플 관계에서의 정서도식을 측정하기 위해 Leahy가 

개발한 관계정서도식 척도[27]를 번안하여 사용했다. 본 
척도의 하위요인은 총 14개(이해가능성, 타당화, 죄책감/
수치심, 정서의 구별, 가치, 통제, 무감각, 합리성, 지속기
간, 동의, 수용, 반추, 표현, 비난)이고, 하위요인별 1문항
에 자신의 정서에 연인이 반응하는 방법 중 가장 좋아하
는/싫어하는 정서도식 유형 3가지를 묻는 문항을 포함하
여 총 16문항이며, 응답방식은 6점 Likert 척도(매우 그
렇지 않다=1~매우 그렇다=6)이다. 본 척도는 각 하위요
인의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정서도식 유형의 수준이 높
은 것으로 해석한다.

 
2.2.3 한국판 STAXI 척도(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Korean version)
분노경험과 분노표현 방식을 측정하기 위해 한덕웅 등

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한국판 STAXI 척도[28]를 사용했
다. 본 척도의 하위요인은 총 6개(분노경험을 측정하는 
상태 분노, 특성 분노-기질, 특성 분노-반응/분노표현을 
측정하는 분노억제, 분노표출, 분노통제)이고, 본 연구에
서는 정서 경험의 특성 및 반응과 표현 방식을 알아보고
자 검사 당시의 분노 상태를 측정하는 상태 분노를 제외
하여 총 34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응답방식은 4점 Likert 
척도(전혀 아니다=1~매우 그렇다=4)이다. 본 척도는 특
성 분노의 점수가 높을수록 분노를 경험하는 기질/반응 
특성 수준이 높다고 해석하고, 분노표현의 점수가 높을수
록 해당 분노표현 방식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한
다. 본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선행연구[28]에서 .75, .84, 
.74, .73, .81, 본 연구에서 .92, .81, .86, .58, .85이다.

2.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양

적, 질적 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양적 분석은 SPSS 
22.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각 척도의 내적 합치도를 산
출하였고, 각 변인들의 정규성 검증 및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이후 각 변인들의 정규성이 가정되지 않아 
측정 변인의 사전-사후 차이검증에 대응 t분석 대신 윌콕
슨 부호 순위 검정(Wilcoxon Signed Ranks Test)을 
실시하였다. 추가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마지막 회기 
때 실시한 프로그램 만족도 및 소감문의 내용에 대한 질
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2.4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검증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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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대 등[29]의 순환체제모형, 김성회와 박경희[30]의 
프로그램 개발 모형을 참고하였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
에서는 기획, 설계, 실시, 평가 단계를 실시하였으며, 자
세한 내용은 Table 1과 같다.

 
2.4.1 프로그램 기획 단계
첫째,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이를 위

해 정서 및 프로그램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비대면 정서도식 커플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 
조사 및 개발 계획을 수립하였다.

둘째, 프로그램 요구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관
계에서의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해당 문제를 극복한 미
혼 커플 5쌍을 대상으로 합의적 질적 연구(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를 실시하였다. 합의적 질적 연
구는 특정 사건에 대해 어떻게 경험하고 해석하는지를 
탐구하는 질적 연구 방법으로 사람들의 요구사항을 구체
적으로 파악하기에 적합한 방법이다[31].

요구조사에 따르면, 관계에서 의사소통의 어려움, 자
기중심적/회피적 태도, 특성/생각/경험의 차이가 갈등을 

유발하였고, 그로인해 격양/침체된 부정적 정서를 경험
하거나, 갈등을 해결/회피하기 위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비대면 정서도식 커플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목
적 및 목표를 수립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관계에서의 갈
등을 경험한 미혼 커플의 정서조절 능력을 향상시키고 
자신 및 연인의 정서에 대한 이해와 관계를 증진시키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설정하였다. 첫째, 자신의 정서에 대한 이해
를 증진한다. 사회적 관계는 주변과 자신의 존재를 구별
할 수 있는 자기인식에서 비롯되므로, 자신의 정서에 대
한 이해는 연인을 이해하는 선행 요소이다. 둘째, 연인의 
정서에 대한 이해를 증진한다. 연인의 정서에 대한 이해
는 연인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을 돕고 커플 관계에서 발
생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돕
는다. 셋째, 정서도식 이론을 바탕으로 정서조절에 대한 
지식, 기술, 태도 습득을 통한 연인 간의 관계를 증진하
도록 돕는다.

Development and Effectiveness Verification of Program

Program Planning

Program necessity 
review

- Checking the necessity of program development
- Preceding research
- Theoretical Foundation

⇩
Needs assessment - Survey of needs assessments

- Analysis of needs assessments 
⇩

Program purpose and 
goal setting - Setting the purpose and goal of program

⇩

Program Design

Evaluation scales 
selection - Selecting scales to evaluate effectiveness verification of program

⇩
Content composition - Selecting program contents and the intervention strategy 

- Expert Check and Confirm program
⇩

Program Practice Program practice - Program practice

⇩

Program Evaluation

Program evaluation - Effectiveness verification of program
- Content analysis of program

⇩
Final program 

confirmation and 
management

- Final program confirmation and management

Table 1. Study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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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프로그램 설계 단계
첫째,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척도를 선

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커플 관계에서의 만족도를 측정
하는 이성관계 만족도 척도, 개인의 정서에 대한 연인의 
정서도식을 측정하는 관계정서도식 척도, 분노의 특성 및 
표현 방법을 측정하는 한국판 분노 상태-특성 표현 척도
를 선정하였다.

둘째, 프로그램의 내용요소 선정하였다. 내용요소에는 
선행연구에서 분석한 정서도식 이론과 최근 집단상담 프
로그램의 요소들을 반영하였다.

프로그램 구성을 도입 단계, 정서도식 단계, 의사소통 
및 가치와 신념 단계, 종결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프로그램의 내용요소를 선정하였다. 첫째, 도입 단계에
서는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집단원 간 친밀감
과 공감대를 형성한다. 둘째, 정서도식 단계에서는 정서
와 정서도식의 기본 개념에 대해 배우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서도식을 탐색한다. 또한 커플 관계에서 자신과 
연인의 정서도식을 탐색해보고 커플 관계에서 갈등으로 
인한 반응들인 부정적 정서와 행동들을 다루는 방법을 
습득한다. 셋째, 의사소통 및 가치와 신념 단계에서는 연
인 간에 효과적으로 의사소통 할 수 있는 의사소통 기술
을 배우고, 서로의 가치를 탐색하고 공유하는 경험을 통
해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힌다. 넷째, 종결 단계에
서는 연인 간에 고마움, 미안함, 사랑을 표현함으로써 서
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프로그램을 통해 배운 점과 느낀 
점을 집단원과 나눔으로써 자신의 삶에서 나타난 변화를 
되새기고 집단원 간 격려와 지지를 표현하는 시간을 가
진다.

또한, 지금까지 구성된 프로그램을 토대로 전문가들의 
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타당도 검증은 가족 및 커플 
관련 상담전공 교수 3인에게 각 회기별 목표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과 회기별 활동의 적절성 여부를 묻는 5점 
Likert 척도 세 문항과 개방형 질문으로 2차례에 걸쳐 실
시하였다. 이러한 타당도 검증을 거쳐 프로그램을 확정
하였다. 프로그램은 총 10회기로 도입 단계(1회기), 정서
도식 단계(2~7회기), 의사소통과 가치 및 신념 단계(8~9
회기), 종결 단계(10회기)로 구성되었다.

2.4.3 프로그램 실시 단계
프로그램 실시를 위해 연인 관계에서 갈등을 겪고 있

는 미혼 커플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커플 20쌍이 프로그
램 참여를 신청하였고 사전 면담을 거쳐 최종적으로 커
플 12쌍이 선정되었으며 커플 3쌍씩 4집단으로 분류하

여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이중 한 커플이 프로그램 도
중 탈락 의사를 밝혀 최종적으로 커플 11쌍이 참여하였
다. 프로그램 운영 기간은 2021년 2월부터 2021년 7월
까지이며, 집단 당 주 1회, 2회기(3시간)씩 총 10회기
(15시간) 진행하였다.

2.4.4 프로그램 평가 단계
프로그램 평가에서는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을 위해 

사전 사후검사에 활용된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확
인하고, 윌콕슨 순위 부호 검정을 활용하여 양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마지막 회기 때 
실시한 프로그램 만족도 및 소감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질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3. 결과
3.1 최종 프로그램 구성

개발된 비대면 정서도식 커플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미
혼 커플 간 갈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완화하고 커플의 정
서조절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관계증진을 돕는 것을 목
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프로그램의 내용요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도입 단계(1회기)는 프로그램 내용과 과정을 소개하고 
구조화하며 집단원 간의 친밀감 및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정서도식 단계(2~7회기)는 정서도식 이론을 중심으로 
나와 연인의 정서 및 정서도식을 이해하고 연인 간 갈등 
상황에서 건강한 반응을 할 수 있는 지식, 기술, 태도를 
배우는 활동으로 구성되었다. 2회기는 정서 반응의 다양
한 형태를 이해하고 자신의 정서를 탐색하는 회기이다. 
3회기는 14가지 정서도식에 대해서 이해하고 자신의 정
서도식을 확인하는 회기이다. 이를 통해 집단원 자신의 
정서도식을 확인함으로써 특정 정서를 느낄 당시의 자신
의 반응에 대해 이해하고 객관적 입장에서 자신을 바라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 4회기는 타당화에 대해 배우
는 회기이다. 이를 통해 집단원은 특정 상황에서 특정 정
서를 느꼈던 자신을 타당화하고, 타당화를 받지 못한 상
황에서의 적응적 대처방법을 익힌다. 5회기는 분노의 정
의와 유형을 배우고 자신의 분노 유형을 살펴본 후 분노 
상황에서 나 전달법을 통해 분노를 적절히 표현할 수 있
는 방법을 익히는 회기이다. 6회기는 14가지 정서도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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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범주를 커플 관계에 적용하는 회기이다. 이를 통
해 집단원은 분노 상황에서 각 커플만의 대처 방법을 파
악할 수 있다. 7회기는 마음챙김에 대해 배우는 회기이
다. 이를 통해 집단원은 마음챙김으로 정서 수용능력을 
증진시키는 연습을 하고 자신의 정서를 수용 받지 못하
는 상황에서 적응적인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 

의사소통 및 가치와 신념 단계(8~9회기)는 커플 간의 
의사소통을 향상시키고 가치와 신념을 확인하는 단계로 
구성되어있다. 8회기는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의사
소통 기술 증진과 원만한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확인하는 회기이다. 9회기는 자신과 연인의 가치를 공유
하고 이해하는 활동으로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는 방법을 
배우는 회기이다.

종결 단계(10회기)는 연인에 대해 고마움, 미안함, 사
랑을 표현하고 프로그램을 통해 배운 점과 느낀 점을 집
단원과 함께 나누는 회기이다. 전체 프로그램의 내용 및 
목표는 Table 2와 같다.

3.2 사전 사후 효과성 검증
3.2.1 정규성 검정
본 연구의 효과성 검증에 앞서 프로그램 참여 집단의 

정규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 수는 22명이

므로 비교적 적은 수의 표본에 활용하는 정규성 검정 기
법인 Shapiro-Wilk 검정 기법을 사용하였고 일부 변인
들의 정규성 가정이 충족되지 않았다.

 
3.2.2 기술통계
이성관계 만족도에서 전반적 만족의 평균은 증가하였

고, 공유시간의 평균은 감소하였으며 문제해결 의사소통
과 정서적 의사소통의 평균 점수에서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관계정서도식에서 14개의 하위요인 중 이해가능
성, 타당화, 죄책감, 정서의 구별, 가치, 동의, 수용, 반추, 
표현의 평균이 증가하였고, 이를 제외한 다른 요인들에서
는 평균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판 STAXI 척도
에서 분노 통제의 평균은 증가하였고, 특성 분노–기질과 
특성 분노-반응, 분노표출, 분노억제의 평균은 감소했다. 

3.2.3 윌콕슨 부호 순위 검정
일부 변인들에 대해 정규성이 가정되지 않아 본 연구

에서는 대응 t분석 대신 비모수적 통계방법인 윌콕슨 부
호 순위 검정을 통해 사전사후 분석을 실시했다. 이성관
계 만족도는 이성관계 만족도 총합과 정서적 의사소통에
서 사전사후 점수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성관계 만족도 총합은 음의 순위 6명, 양의 순위 
16명으로 사전사후 점수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Step Session Title Purpose & Session content
Intake & 

Pre-questionnaire 0 Intake - Intake & Pre-questionnaires for the program

Introduction 1 Orientation
- Group orientation
- Structure the group counseling program
- Raise the rapport and the cohesion between the members

Emotional Schema

2 Emotion - Understand and explore one’s own emotions
3  Emotional schema - Understand emotional schema 

- Recognize one’s own emotional schema
4 Validation - Understand the meaning of validation
5 Anger and 

I-Message
- Understand the definition and type of anger and recognize one’s own anger type.
- Apply the I-Message in anger situation.

6 Applying the 
emotional schema 

- Apply the emotional schema on couple’s relationship.
- Check one’s own coping with methods in anger situation.

7 Mindfulness - Raise emotional acceptance ability through mindfulness.

Communication & 
Value

8 Communication 
skills - Understand communication skills to validate partner’s emotion.

9 Together - Understand each other’s values
- Share one’s own value and respect each other’s value

Completion 10 Thanks, Sorry, I 
love you

- Share one’s own thought and feeling about all process of the program. 
- Deliver gratitude, sorry and love to a partner

Post-
questionnaire 0 Post-

questionnaire - Post-questionnaires for the program

Table 2. Contents in th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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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1.966, p<.05), 정서적 의사소통은 음의 순위 6명, 
양의 순위 13명, 동률 3명으로 사전사후 점수 간 유의미
한 차이가 있었다(Z=-2.036, p<.05). 

관계정서도식은 타당화, 정서의 구별, 가치, 동의에서 
사전사후 점수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타당화는 음의 순위(사전검사 점수가 사후검사 점수
보다 높은 참여자) 3명, 양의 순위(사후검사가 사전검사
보다 높은 참여자) 14명, 동률 5명으로 사전사후 점수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Z=-2.429, p<.05). 정서의 구
별은 음의 순위 3명, 양의 순위 13명, 동률 6명으로 사전
사후 점수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Z=-2.526, p<.05). 
가치는 음의 순위 3명, 양의 순위 13명, 동률 6명으로 사
전사후 점수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Z=-2.260, 
p<.05). 동의는 음의 순위 3명, 양의 순위 13명, 동률 6
명으로 사전사후 점수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Z=-2.397, p<.05).

한국판 STAXI는 모든 하위요인에서 사전사후 점수 
간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p>.05). 자

세한 내용은 Table 3과 같다.

3.3 질적 분석
질적 분석은 무응답을 제외한 20명의 프로그램 만족

도 및 소감문을 통해 집단원의 심리와 소감의 의미를 파
악하고 주제를 도출했다. 

3.3.1 프로그램 만족도
프로그램 만족도에 대한 응답방식은 5점 Liket 척도 

(매우 불만족이다=1~매우 만족이다=5)이고, 전체 프로
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4.80점, 커플관계 증진에 대한 만
족도는 4.70점, 분노조절에 대한 만족도는 4.30점, 프로
그램 진행자에 대한 만족도는 4.95점, 개인적 목표 달성 
정도는 4.32점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Table 4와 
같다.

Scales Subscales mean(SD) sign ZPre-test Post-test - + =

Korean Dating 
Relationship 
Satisfaction 
Inventory

General presentation 3.53(.92) 3.81(.98) 7 14 1 -1.90
Problem solving communication 3.41(.91) 3.41(.91) 7 15 0 -1.45

Sharing time 3.54(.90) 3.41(.91) 12 10 0 -1.11
Emotional communication 3.53(.99) 3.53(.99) 6 13 3 -2.04*

Total 3.50(.88) 3.75(.94) 6 16 0 -1.97*

Relationship 
Emotional 

Schema Scale

Comprehensibility 3.77(1.63) 4.36(1.62) 3 11 8 -1.40
Validation 3.50(1.79) 4.59(1.79) 3 14 5 -2.43*

Guilt/Shame 2.18(1.26) 2.23(1.45) 6 6 10 -.20
Differentiation 3.77(1.69) 4.77(1.51) 3 13 6 -2.53*

Values 3.00(1.72) 3.77(1.51) 3 13 6 -2.26*

Control 2.64(1.62) 2.32(1.73) 7 6 9 -.93
Numbness 2.55(1.87) 2.32(1.52) 7 6 9 -.54
Rationality 3.00(1.66) 2.50(1.79) 10 3 9 -1.87
Duration 2.68(1.59) 2.50(1.37) 10 5 7 -.88

Consensus 3.36(1.53) 4.14(1.61) 3 13 6 -2.40*

Acceptance 3.82(1.56) 4.09(1.57) 6 11 5 -.70
Rumination 2.86(1.55) 2.91(1.54) 11 8 3 -.12
Expression 3.68(1.76) 4.27(1.64) 5 11 6 -1.39

Blame 2.64(1.76) 2.18(1.59) 8 4 10 -1.60

Korean STAXI 
Inventory

Trait Anger Temperament 2.09(.90) 1.90(.67) 8 7 3 -1.36
Reaction 1.86(.59) 1.80(.38) 6 11 5 -.22

Anger 
Expression

Anger-In 2.15(.59) 2.09(.51) 10 10 2 -.075
Anger-Out 1.92(.62) 1.85(.37) 7 7 2 -.227

Anger-Control 2.39(.58) 2.43(.50) 10 10 2 -.075

Table 3. Wilcoxon Signed Rank Test Change Index Results          (n=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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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s mean
How satisfied are you with this program? 4.80
Did this program improve your couples relationship? 4.70
Did this program help your anger control? 4.30
How satisfied are you with the leaders of this program? 4.95
How much did your personal goals at the beginning of 
the program achieve? 4.32

Table 4. Satisfaction survey of program

3.3.2 프로그램 소감문
소감문의 내용은 ‘본 프로그램에서 의미 있었거나, 인

상 깊었거나, 좋았던 점은 무엇입니까?’, ‘본 프로그램에
서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은 무엇입니까?’, ‘프로그램을 마
치며 느낀 점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라는 질문에 대한 
참여자의 응답으로 구성되었다. 소감문을 분석한 결과, 
본 연구진은 ‘정서이해’, ‘관계향상’, ‘집단효과’라는 3개의 
주제를 상정했다. 

 
가. 정서이해
집단원들은 본 프로그램을 통해 정서도식을 중심으로 

자신의 정서를 파악하고 자유롭게 표현하는 경험을 하였
다. 또한, 연인과 집단원의 정서를 듣고 이해함으로써 타
인의 마음과 입장을 이해하는 폭이 확장되었음을 경험하
였다. 이를 종합하여, 본 연구진은 참여자들이 자신, 연
인, 타인의 정서에 대한 이해가 향상되었으므로 ‘정서이
해’라는 주제를 상정했다.

 
“내 스스로의 감정을 잘 파악하고, 내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하
는 방법을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참여자 7>

“내 정서와 타인의 솔직한 정서와 마음을 듣고 타인을 이해하
는 마음이 한층 더 성장한 거 같습니다.”<참여자 5>

“상대방의 속마음을 알 수 있고, 더 구체적으로 나에 대해 이
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어서 좋았
고...” <참여자 8>

 
나. 관계향상
연인 간의 관계향상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참여한 집

단원들은 본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과 연인의 정서 이해 
및 의사소통 기술을 향상시켜 갈등 상황에 적용함으로써 
연인 간의 관계가 향상되는 것을 경험했다. 이를 종합하여, 
본 연구진은 연인 간의 ‘관계향상’이라는 주제를 상정했다.

“다른 커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우리를 대입해보며 관계가 
더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고, 갈등도 줄어든 것 같다.”<참여자 
13>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었고 주위 사람들에게 정말 추천해주
고 싶습니다.” <참여자 20>

“애인과 갈등 과정에서도 조금씩 바뀌려고 노력을 한다면 지
금보다 훨씬 괜찮은 모습으로 연애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참여자 16>

 
다. 집단효과
집단원들은 본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커플들도 자신의 

커플과 유사한 주제의 갈등을 겪고 있음을 발견했다. 이
를 통해 집단원들은 위안을 얻거나 갈등 해결의 실마리
를 찾고 반면교사로 삼기도 하였으며, 다른 집단원들로부
터 공감과 수용을 경험하는 등 집단 안에서 깊은 상호작
용을 경험했다. 이를 종합하여, 본 연구진은 개인 상담 및 
커플 상담과는 차별성을 가지는 커플 집단상담만의 ‘집단
효과’를 주제로 상정했다.

 
“가장 좋았던 부분은 커플끼리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
았는데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잘 해보고 싶은 참여자들끼리 모
여서 얘기를 나눠서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커플들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 어떻게 사귀고 있는
지 듣는 것도 좋았고, 또 고민을 얘기하면서 조언을 듣는 것도 
매우 좋았습니다.”<참여자 12>
 
“같이 참여했던 사람들이 좋았고 동병상련의 느낌이 들었습니
다. 비슷한 얘기들을 서로서로 터놓고 하다 보니 내가 겪은 비
슷한 상황들이 떠올랐고 공감하게 되고 서로서로 말들이 잘 
통하는 느낌이 좋았습니다.”<참여자 20>
 
“일상에서는 기회가 잘 없는 커플 간 소통의 창구라는 점에서 
본 프로그램의 의미가 크다. 내가 겪는 문제를 나누고 다른 커
플들에게 공감받는 것만으로 힐링이 되고 그렇게 타인을 힐링하
는 올바른 방법도 배우게 된다.”<참여자 11>

4. 결론
코로나-19 팬데믹은 개인의 정신건강뿐 아니라 커플 

관계에서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데 이러한 갈등을 잘 
다룬다면 관계 만족도가 향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커플 관계에서의 갈등을 다루고자 비대면 정서도식 커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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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미혼 커플의 정서인지 및 
정서조절 향상에 미치는 효과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문헌
고찰을 통해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요구조사 인
터뷰 및 합의적 질적 연구를 통해 프로그램의 요구를 평
가하며,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또한, 구성된 프로그램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
문가 3인에게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피드백을 받았다. 
프로그램은 커플 11쌍(22명)을 4개의 집단으로 나누어 
주 1회, 2회기(3시간)씩 총 5주간 10회기(15시간)로 진
행되었다. 그 결과, 이성관계 만족도와 정서적 의사소통
이 유의미하게 증가했고, 관계정서도식의 하위요인 중 
타당도, 정서의 구별, 가치, 동의가 유의미하게 증가하였
다. 이는 갈등경험이 있는 커플이 본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커플관계 만족 수준이 향상되고, 정서적인 의사소
통 수준이 향상되며, 연인이 나의 정서를 이해해주는 수
준이 향상됨을 의미한다. 추가로, 프로그램 만족도 및 소
감문에 대한 질적 분석을 실시한 결과, 프로그램 만족도, 
커플 간 관계 증진, 분노조절 향상, 진행자, 개인 목표에
서 모두 4.30점 이상의 높은 점수가 보고되었고, ‘정서이
해’, ‘관계향상’, ‘집단효과’라는 3가지의 주제를 도출하
였다. 이를 종합하여 본 연구는 개발한 비대면 정서도식 
커플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19 팬데
믹으로 인해 비대면을 활용한 개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22], 커플관계에서의 갈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1,6] 갈
등경험이 있는 커플이 프로그램을 참여함으로써 커플 관
계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최근에 소개된 새로운 인
지행동치료 방법 중 하나인 정서도식치료 기반의 집단상
담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정서도식치료는 
개인이 자신의 정서를 인식 및 이해하고, 통제 및 조절하
는 방식인 정서도식에 대해 배우고 자신의 부적응적인 
정서도식을 적응적인 정서도식으로 수정할 수 있게 도와
준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은 자신뿐 아니라 
커플의 정서도식에 대해서도 배움으로써 서로 간의 이해
가 향상되었다. 또한, 정서도식치료는 개인의 역량강화
를 목표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집단원이 프로그램이 
종결시 프로그램 효과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
을 통해 배운 자신과 연인의 정서도식, 적응적 의사소통 
기술 등 개인의 정서능력을 향상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측정도구에 대
한 한계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적응적인 정서조절을 

도와주는 정서도식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하나
의 척도로 한국판 STAXI를 활용하였다. 특성 분노의 경
우 프로그램을 통해 정서도식과 관련된 개인의 역량이 
향상됨으로써 분노를 인식하는 역량 또한 향상되었다고 
추론할 수 있지만, 분노표현 중 분노조절이 유의미하게 
높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프로그램을 개선하여 재측정하거나 다른 정
서의 조절 수준을 측정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
서는 커플 관계에서의 정서도식을 측정하기 위해 관계정
서도식척도를 활용하였는데 척도의 타당화가 되어있지 
않다는 점에서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타당화된 관계정서도식척도를 활용해볼 필요가 있다. 둘
째, 연구 설계에 대한 한계점이 있다. 정서도식치료는 개
인의 역량강화가 목적으로,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도 참
여자의 정서능력이 향상되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사전사후 검사 외에도 추후 검사를 통
해 강화된 개인의 정서능력이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의 프로그램은 초기
에 대면으로 구성되었으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로 인해 비대면으로 수정하여 진행하였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대면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대면/비대면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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