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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  목  감 코칭 집단상담 프 그램  학생  주  안 감과 계에 어 한 향  미

치는지 알아보는 것 다. 연 상 는 J 학  재학생 24 , 실험집단과 통 집단에 각각 12 씩 었다.

감 코칭 집단상담 프 그램  주 1  2시간씩 총 10  실시하 다. 주  안 감과 계 검사  사  ‧ 

사후에 실시한 후 과 도  공변량 (ANCOVA)  통해 살펴보았다. 연 결과, 감 코칭 집단상담 프 그램  

참여 학생들  주  안 감과 그 하  생 만 도, 에  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계  하   사 통과 개 , 민감 에  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는 감 코칭 집단상담 프 그램  생

만 도   향상시킴  주  안 감  게 었 , 계에  사 통  향상시키고 타

 해하고 개  할 수 는  도움  다는 사실  검 하 다.

주 어 : 학생, 감 코칭, 집단상담 프 그램, 주  안 감, 계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effect of group counseling program through emotion 

coaching on the subjective well-being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of university students. The study subjects 

were 24 students at J university, and 12 students were assigned to experimental group and control group 

respectively. The emotion coaching group counseling program was conducted for two hours, once a week, ten 

times in all. The subjective well-being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test was conducted before and after the 

test, and the degree of effectiveness was examined through covariance analysis.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group counseling program of emotional coaching showed meaningful results in subjective well-being and 

sub-factors such as life satisfaction and positive emotion. In addition,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in 

communication, openness, and sensitivity among sub-factors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ed. First, the emotional coaching group counseling program improves subjective well-being 

by improving life satisfaction and positive emotion, and it was proved that it improves the communication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helps others to understand and openly communi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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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 학생들의 고민 학업과 진로문제 다음

으로 큰 비 을 차지하는 것이 인 계문제이며 여기에

는 이성교제, 친구문제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인 계

에서의 어려움은 부정 인 정서와 한 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 실제로 인 계에서의 혼

란이우울, 불안, 무력감 좌 등으로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해 임민아❲2❳는 학에 입학

하면서 갑자기 확 된 인 계에 응하지 못할 경우,

불안과 좌 감을 더 크게 느끼게 되며 이는 다시 자신감

하와 사회 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으로연결될 수

있다고 언 한 바 있다. 이처럼 인 계의 어려움과 부

정 정서를 경험하는 학생이 증가하고 있는 상의

배경으로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성과주의와함께 개

인 간의 유 약화를 꼽는 시각도 존재 한다❲3❳. 성과

주의 사회에서 편화된 개인들은 타인의고통과 어려움

을 공감하고 같이 나 기보다 자신의고통에만 매몰되는

경향이 있으며, 그 결과 우울, 불안, 신경증 등이 증가하

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재 우리나라 학생

들의 모습과도 상당 부분 일치하는 면이 있다. 무한 경쟁

의 틈바구니 속에서 혼자 생존해야 한다는 압박감으로

인해 자신과 자신의 상황에 해정서 으로나 인지 으

로 부정 인 인식을 갖고 있는 학생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은 태어남과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과 끊임없이

계를 가지고 이런 계들이 원만하고 친 한 계를

가지게 될 때기쁨과 행복을 느끼게 된다. 만족스러운

인 계는 심리 , 정서 으로 안정감을 갖게 되지만, 타

인과의 계에서 끊임없이 갈등을 겪게 되면 정서 인

어려움을 갖게된다. 이는 스트 스의원인이 되어 자신

의 주 안녕감에 부정 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상과 맞물려 삶의 반 측면에 한인지

정서 평가로서의 주 안녕감에 해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 안녕감은 정서 안녕감인 정 정서와

부정 정서, 인지 안녕감인 생활만족으로 이루어진다

❲4❳. 정서 안녕감은 정 정서반응과 부정 정서

반응을 모두 포함하는데, 이는 서로 독립 으로 나타날

수 있다. 생활만족은 개인이 설정한 기 과 비교하여 자

신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 단과정을 의미한다❲5❳. 주

안녕감은 한 개인이 스스로 행복하다고 여기는 정

도로 주 안녕감 수 이 높다는 것은 많은 정 정

서경험, 은 부정 정서경험, 높은 생활만족을 하는 상

태라고 할 수 있다❲6❳.

생활 만족도와 정서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는 주

안녕감과 련된 개입방법으로서 최근 주목받고 있는

것이 감정코칭이다. 감정코칭은 감정코칭을 통한 지지로

자신의 감정을 충분히 읽어주고 공감해주면서 행동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깨닫게 되면 살아가는 동안 마주

하게 되는 선택의 순간에 자신이 원하는 바를 분명히 알

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있도록이끌어주며나아가인간

의 행복한 삶에도 요한 향을 주게된다고 한다❲7❳.

감정코칭 집단상담 로그램은 집단의 상호작용을 통

하여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고 수용하며, 타인의 이야기

를 경청하게 되고 자신을 있는 그 로 개방하여 감정을

충분히 다룸으로써 정정서와 부정정서를 효과 으로

경험할 수 있는 로그램이다. 감정코칭의 효과와 련

하여 박연주❲8❳는 감정코칭을 통한 정서 지지가

인 계능력에 정 향을 미쳤음을 보고하 다.

지 까지 감정코칭은 주로 부모교육 분야에서 다 져

왔으며, 련 연구 한부모-자녀 계에 이 맞춰진

것들이 부분이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주

안녕감 정서 요인의 요성이 강조되고, 이를 증진

시키기 한 방법으로서 감정코칭의 유용성이 주목받고

있는 시 에서 감정코칭의 용 상을 굳이 부모들로

한정할 이유는 없을 것이며, 특히 인 계 문제와 결부

된 정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 집단 역시

외는 아닐 것이다. 김희은‧이미 ‧김인규❲9❳의 연구

에서 이론 근거에 따른 학생 상 집단상담 로그

램 에서 인지이론을 사용한 집단상담 로그램이 가장

많았다고 보고하듯이, 그동안 학생 상의 로그램

에는 문제해결을 한 인지․행동 에서 근하는

것들이 주를 이룬 반면 감정에 을 맞춰 용한 로

그램은 그리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런 맥락에서

학생을 상으로 감정코칭을 용한 집단상담 로그램

을 시도해 과 동시에 이러한 로그램이 학생의 주

안녕감 향상과 그에 따른 정서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

지, 인 계에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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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첫째, 감정코칭 집단상담 로그램은 학생의주

안녕감에 효과가 있는가?

둘째, 감정코칭 집단상담 로그램은 학생의 인

계 증진에 효과가 있는가?

2. 연   

2.1 연 상

연구 상 실험집단은 J시 소재 J 학교 2학년에 재

학 인 학생들로 본 로그램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

14명으로 구성되었다. 이 도탈락자 1명과사후설문

지를작성하지 않은 1명을 제외한 12명의 자료가최종분

석 상이 되었다. 통제집단은 본 로그램에 한 설명

을 듣고 비 참여자로등록한 2학년 학생 12명으로 구성

되었으며, 이들에게는 별도의 로그램을 실시하지 않았

다.

2.2 연 차

본 연구는 3단계에 걸쳐 진행되었다. 1단계는 로그

램 구성단계로서, John Gottman과 최성애의 감정코칭

로그램의 내용 학생에게 합할 것으로 단되는

내용들로상담심리학과 교수와감정코칭 문강사 2인의

자문을 받아 로그램을 재구성하 다. 2단계는 로그

램 실시단계로서, 2014년 4월 2일부터 6월 11일까지매주

1회에 2시간씩 10회기를 실시하 다. 3단계는 로그램

효과 검증단계로서, 집단 간 주 안녕감과 인 계

의 변화 차이를 확인하기 해 로그램 개입 후 실험

집단과 통제집단을 상으로 주 안녕감 척도

(Subjective Well-being; SWB)와 인 계 척도

(Relationship change scale)를 실시하 다.

2.3 측 도

2.3.1 주  안 감척도

      (Subjective Well-being; SWB) 

학생의 주 안녕감을 측정하기 해 Diener 등

❲10❳이 개발한 정 부 정서척도((Intensity and

Time Affect Survey; ITAS)를 이용하여 정 인 정서

경험과 부정 인 정서경험을 측정하 다. 생활만족도를

측정하기 하여 Diener 등❲6❳이 개발한 삶의 만족도

척도를 류연지❲11❳가 한국 으로 번안한 생활만족도

검사(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를 사용하

다. 응답자는 제시된 정서에 하여 지난 한달 간 그 정

서를 얼마나 자주 느 는지를 묻는 질문에 하여 7

Likert 척도(1= 그 지 않다, 7= 매우 그 다)로 평

정하도록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 각각의정서는 .61에서 .92 범 의 내 합

치도를 보여주었다. 사랑과 기쁨 수를 합산한 정

정서는 .85, 두려움, 화, 창피함, 슬픔 수를 합산한 부정

정서의 Cronbach's α 계수는 .92으로 나타났다.

생활만족도 검사는 응답자 자신의 기 에 의해 자신

의 삶을평가하는방식으로측정되고, 7 Likert 척도(1=

그 지 않다, 7= 매우 그 다)로 5개의 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다. 본 연구의 Cronbach's α 계수는 .83으로 나

타났다.

2.3.2 계 척도

      (Relationship change scale)

Schlein과 Guerney의 ’Interpersonl Relationship

Scale’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문선모❲12❳가 번안

하여 김흥기❲13❳가 수정한 25문항의 척도를 사용하

다. 이 인 계 검사는 만족감, 의사소통, 신뢰감, 친근

감, 민감성, 개방성, 이해성의 7가지 하 역을 포함하

고 있으며 각 문항은 상자의 태도와 문항의 내용이 일

치하는 정도에 따라 5 Likert 척도(1=그 지 않다, 5=

그 다)로 평정하도록 되어있다. 본 연구의 Cronbach's

α 계수는 .92로 나타났다.

2.4 프 그램   실시

학생을 상으로 한 감정코칭 집단상담 로그램을

구성하기 하여 국내에서 실시되고 효과가 검증된 감정

코칭 근 로그램들의 내용을 탐색, 분석하 다. 본 연

구에서는 학생을 상으로 한 감정코칭 집단상담 로

그램을 구성하기 하여 John Gottman과 최성애의 감정

코칭 문강사 자격과정 매뉴얼[14]과 선행연구를 참고

로 하여 상담심리학 교수 1인과 감정코칭 문강사 2인

의 감수를 통하여 학생의 특성에 맞도록 계향상과

자아 성장 주제를 심으로 로그램을 재구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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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 구성 내용은 본 로그램의 이해를 돕는 도

입단계와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여자신과 타인의

이해를 돕는 자기감정에 한 이해와 타인감정에 한

이해 단계, 효과 인 화방법을 통한 계향상 단계와

자아성장 단계, 종결 과정인 마무리 단계로 총 10회기에

걸쳐 구성되었으며 각 120분씩 실시되었다. 로그램의

구성 내용은 <Table 1>과 같다.

2.5 료

연구에서는 학생 상 감정코칭 집단상담 로그램

의 효과를 검증하기 해 SPSS 21.0을 사용해 t-test와

공변량분석(ANCOVA)을 실시하 다. 먼 ,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 동질성 확인을 해 t-test를 실시하 다.

로그램 효과검증을 해 주 안녕감과 인 계의 각

하 변인 사 검사 수를 공변인으로 투입하여 사

수의 향력을 통제한 후, 사후검사 수를 종속변인으

Step Session Subject Main Activities

도입

1 소개하기

로그램 소개

별칭짓기

특 원게임(나를 알리기)

2 마음열기

나의 기분 표정으로 그려보기

지 의 나

장 찾기(서로 장 찾아주기)

자기감정에 한

이해

3
자기 감정

인식하기

나의 감정날씨

나는 어떤 사람인가?

뇌의 특성과 기질

4
감정

표 하기

감정 보드게임-하트로 가는 신나는 여행

I - message 달법 연습

타인감정에 한

이해

5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고

이해하기

감정날씨차트

인 계 지도 그리기

6

호오포노포노 동 상 시청

화해시도 체크리스트

인 계에서 갖고 싶은 것과 버리고 싶은 것 상징물 작업

계향상

7
계를

향상시키는

화법

습득하기

감정 알아맞히기 게임

계를 망치는 4 가지 독(비난, 방어, 경멸, 담쌓기) 과 해독제

역할극 - 4가지 독과 해독제

8
세 가지 화방식(다가가는 화, 멀어지는 화, 원수 되는 화) 내용 강의

다가가는 화 연습

자아성장 9
나의

삶의 목표

나의 삶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와 걸림돌을 생각하고 기분, 생각 어보기

최상의 경험 나 기

마무리 10 나의 소원
신체본뜨기(소원을 이룬 자신의 모습 표 하기)

집단경험 나 기

<Table 1> Emotional Coaching Group Counseling Program Contents

Variables
Experiment group Control group

t p
M SD M SD

Subjective well-bing 110.25 18.90 117.33 17.814 .945 .355

Life satisfaction 18.67 4.44 18.25 4.41 -.231 .820

Positive emotion 29.33 8.67 34.67 4.77 1.867 .075

Negative emotion 63.33 15.06 66.08 16.41 .428 .673

Interpersonal relations 83.67 15.11 91.50 13.30 1.348 .191

Satisfaction 13.33 1.97 14.50 1.17 1.77 .091

Communication 13.25 3.42 41.83 3.38 1.142 .266

Confidence 10.42 2.19 10.58 2.07 .192 .850

Friendliness 10.33 2.57 11.50 1.68 1.316 .202

Sensibility 7.17 1.47 7.42 1.166 .462 .648

Openness 14.92 3.90 16.33 2.61 1.047 .306

Understanding 14.50 2.15 14.67 3.28 .147 .884

<Table 2> Homogeneity Test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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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여 공변량분석(ANCOVA)을 실시하 다.

3. 연 결과

3.1 집단상담 프 그램  주  안 감과 

    계에 미치는 과검

3.1.1 집단 간 사  동질  검  

로그램 효과 검증의 첫 단계로 주 안녕감 척도

의 하 척도인 생활만족도와 정정서, 부정정서, 그리고

인 계에 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사 동질성

검증 결과 <Table 2>와 같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두 집단의 동질성이

확인되었다.

3.1.2 주  안 감  공변량 

실험집단에서 나타난 주 안녕감 수 향상이 통

제집단과 비교했을 때 통계 으로 유의미한지 알아보기

해 공변량분석(ANCOVA)을 실시하 다. 공변량 분석

결과 주 안녕감의 각 변인들의 사 검사 수를 공

Variables Variable source df MS F

Subjective well-bing covenant 1 2846.18 37.78***

Intergroup 1 389.66 .20*

error 21

Life satisfaction covenant 1 195.73 32.59***

Intergroup 1 44.26 7.37**

error 21

Positive emotion covenant 1 224.38 5.95*

Intergroup 1 187.54 4.97*

error 21

Negative emotion covenant 1 1059.89 11.15

Intergroup 1 11.19 .12*

error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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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3> Subjective well-bing covariance analysis

Variables Variable source df MS F
Interpersonal covenant 1 594.27 16.96*

Intergroup 1 16.15 .46

error 21
Satisfaction covenant 1 21.85 14.98***

Intergroup 1 .25 .17
error 21

Communication covenant 1 19.95 5.41*
Intergroup 1 37.01 10.04**

error 21
Confidence covenant 1 4.96 1.40

Intergroup 1 .27 .08
error 21

Friendliness covenant 1 14.05 4.93
Intergroup 1 .00 .00

error 21
Sensibility covenant 1 4.78 7.65**

Intergroup 1 .17 .28
error 21

Openness covenant 1 31.87 7.07*
Intergroup 1 36.14 8.02**

error 21
Understanding covenant 1 15.03 6.56*

Intergroup 1 11.46 5.00*
error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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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4> Interpersonal covarianc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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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량으로 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후 수를 비교

하 다. 그 결과는 다음 <Table 3>과 같다.

<Table 3>에나타난 바와 같이, 실험집단과통제집단

은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 다(F=.20, p<.05).

하 변인에서 생활만족도(F=7.37, p<.01)와 정정서

(F=4.97, p<.05)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 고, 부정정서

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

서 실시한 감정코칭 집단상담 로그램이 학생의 반

인 주 안녕감을 향상시키는데 효과 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한, 하 변인에서 부정 정서 반응인 부정

정서에서는 의미 있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학

생들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 생활만족도와 정 정서

반응인 정정서는 향상되었다. 따라서, 학생들이 자신

이 스스로 행복하다고 여기는 주 안녕감에 있어서

본 연구에서 용된 로그램이 도움을 것으로 보인다.

3.1.3 계  공변량 

실험집단에서 나타난 인 계 수 향상이 통제집단

과 비교했을 때 통계 으로 유의미한지 알아보기 해

공변량분석(ANCOVA)을 실시하 다. 공변량 분석 결과

인 계의 각 변인들의 사 검사 수를공변량으로 하

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후 수를 비교하 다. 그

결과는 다음 <Table 4>와 같다.

공변량 분석 결과 <Table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인 계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은 통계 으로 유의미

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F=.46, p>0.05), 하 변인인

의사소통(F=10.04, p<.01)과 개방성(F=8.02 p<.01), 이해

성(F=5.00, p<.005)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실시한 감정코칭 집단상

담 로그램이 학생들의 인 계에서 의사소통과 개

방성과 이해성에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4.   결

본 연구는 감정코칭 집단상담 로그램을 학생들에

게 용했을 때 집단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자신과 타인

을 이해하고 수용하며, 타인의 이야기를 경청하게 되고

자신을 있는 그 로 개방하여 감정을 충분히 다룰 수 있

게 함으로써 주 안녕감과 인 계에어떠한 향을

주는지를 살펴보고자 하 다. 본 연구를 통해 밝 진 결

과를 바탕으로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그 의미에 해 논

의하고자 한다.

첫째, 감정코칭 집단상담 로그램은 학생의 주

안녕감 향상에 효과 이었으며, 주 안녕감의 하

역인 ‘생활만족도’와 ‘ 정정서’도 향상되었다. 이러한 결

과는 윤 선❲15❳의 연구에서 타인과 함께 있을 때 정

서를 표 할 경우 높은 주 안녕감을 측하는 것과

정심리증진 집단상담 로그램이 양육시설 청소년의

주 안녕감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음을 보고한 김

유경❲17❳의 연구와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따라서, 감정코칭 집단상담 로그램이 집단 활동에

서 집단원들과의 정서 상호작용의 경험을 통하여 학

생의 주 안녕감에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 다.

한, 주 안녕감의 하 역인 ‘생활만족도’와 ‘

정정서’가 향상된 결과는 정정서를 많이 경험할수록

삶에 한 만족도가 높았다는 문민정❲16❳의연구와 맥

락을 같이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을 상으로

한 감정코칭 집단상담 로그램 활동이 정 정서 변

화경험을 통하여 생활 만족도가 향상함으로써 주 안

녕감 반에 향을 주고 있음으로 나타났다. 이는 추후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더 잘 이해하게 되어 갈등상황에

서 스스로 문제해결 능력을 갖게 되는 정서 경험과 변

화를 통한 학생들의 학교생활 응 생활만족에

한 연구가 더욱 활성화가 되기를 기 할 수 있는 연구결

과라 할 수 있다.

둘째, 감정코칭 집단상담 로그램이 학생의 인

계의 하 역 ‘의사소통’과 ‘개방성’, ‘이해성’ 역에

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감정코칭을 통한 정

서 지지가 인 계능력에 정 향을 미쳤음을 보

고한 박연주❲8❳의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 용한 감정코칭 집단상담 로그램에서 자신

의 감정과 타인의 감정을 서로 이해하고 극 의사소

통을 통하여 개방 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 하는 활동을

하면서 정 인 인 계경험을 하게 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 지지를 통하여 인 계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학생이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응 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데 있어 향후 정서

련 집단상담 로그램 개발과 연구에 있어서 의미 있

는 연구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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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한계 추후 연구를 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부정정서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

오지 않은 것에 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요즘 사

회 문제로 두되고 있는 학생의 우울증 등에 한

개입방법으로 그동안 인지치료 는 인지치료와 약물치

료를 병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 인 것으로 알려져 왔다

❲18❳. 하지만 본 연구에서 다루어진 바에 의하면 학

생들에게 취약한 것은 인지 인 측면이 아니라 감정의

인식과 표 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우울증 등

정서 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한 개

입방법으로서 부정정서까지도 감정을 있는 그 로 이해

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정 이고 신뢰할 수있는 인간

계를 형성할 수 있는 감정코칭을 활용한 방법들이 극

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서를 다룰 수 있는 로그램

의 보완 개발에 한 추후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

다.

둘째, 소수의 인원을 상으로 진행한 로그램 결과

만을 가지고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다른

환경 다른 시기에 다른 상에 용했을 때도 같은 결과

가 나오는지에 한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본 로그램이 종결 된이후추수검사를 통해 효

과가 지속되는지에 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

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추수검사를 통하여감정코칭 집단

상담 로그램의 효과 지속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 통제집단에는 연구자가 참여하여

어떠한 처치도 하지 않아서 실험집단과 동일한 시기와

회기, 상황에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동일한 시기와 회기에 연구자가참여하여 실

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순수한 처치의 효과를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연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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