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상담에서의 피이드백 및 그 결정요인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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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문제 제기
집단상담의 과정은 여러가지 요소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집
단상담의 성패는 어느 한 두가지에 의해서 라기보다는 다양한 요소들에 의
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많은 학자들이 특히 성공적인 집단
상담을 위한 요소들에 대해

관심을 보여왔다. 그 중에서도 Corey(1981),

Corey 와 Corey (1977)는 성공적인 집단운영에 기여하는 주요한 치료적인 요
소들(therapeutic factors )로 10여가지를 열거하였다. Ohlsen(1970)에 의하면
성공적인

카운슬러는

그러한

치료적인

요소들

또는

치료적인

세력

(therapeutic forces)에 대해서 이해하고 인식하며 또 활용할 줄을 알아야 한
다. 다른 학자들도 비슷한 요소들을 지적하고 있지만 이들 중에서 특히 공

통적으로 중시되고 있는 것 중의 한 가지가 바로 피이드백(feedback)이다.
물론 이 피이드백은 집단상담뿐만 아니라 인간 관계 훈련(hum an relations
training )에서도 중요한 기법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Yalom (1975)에 따르면
피이드백은 모든 T - 집단의 본질적인 요소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피이드
백에 대한 연구는 이 분야에서 많이 이루어져왔다.
피이드백은 원래 로켓공학(rocket eng ineering )의 용어로서 미국의 유명한
공과대학인 M I T 에서 심리학 교수로 있던 K.Lew in에 의해서 행동과학분
야에 응용되었다(Hanson, 1981; Yalom , 1975). 그러니까 우주에 발사된 로
켓은 스스로 지구의 관제본부를 향해 신호를 되보낼수 있는 전기적인 장치
를 갖고 있는데 관제본부가 이 신호를 받으면 로켓이 정괘도를 돌고 있는지
를 알 수 있으며 만약 로켓이 괘도를 이탈해 있다면 피이드백된 신호에 근
거하여 정괘도를 돌 수 있도록 괘도수정을 해 줄 수 있다고 한다.
행동과학분야 특히 집단상담이나 인간관계훈련에서 사용되는 피이드백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타인의 언행에 대한 나 자신의 반응을 보이거나 상대방
의 행동이 나에게 미친 영향등에 대해서 솔직히 이야기해 주는 것으로 설명
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맥락에서 귀환반응 또는 송환반응으로 번역되기도
한다. 피이드백 과정은 인간관계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차원으로 꼽히고 있
으며 피이드백의 교환은 대인관계에서 중대한 의사소통의 과정이 되기도 한
다(Hans on, 1981). 피이드백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되므로

우리는 집단경험을 통해서 큰 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이 제공하는 일관성 있는 피이드백에 대해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Corey
& Corey, 1977).
Johns on(1972)은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인식하도록 도우
기 위해 건설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피이드백을 정의하면서 효과적
인 피이드백의 활용을 위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간단히 알아
보면, 행동에 초점을 두며 추측하기보다는 관찰된 내용에 중심을 두며 비판
적이며 구체적일 것 등이다. 이러한 피이드백은 집단내에서 집단원들의 정
확한 자기통찰과 행동변화를 위해 그리고 성공적인 집단의 발달을 위해 필
수적인 요소로 인식되고 있기에 피이드백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지금까지의 피이드백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피이드백의 유인가(誘引
價: valence)와 관련하여 이루어졌다 (Jacobs,

Jacobs ,

Cavior &

Burke,

1974; Jacobs, Jacobs , Cav ior, & F eldm an, 1973; Jacobs , Jacobs, Gatz &
S chaible, 1973;

Morran & Robis on, 1985; M orran & S tockton,1980;

Robison, Morran, & S tockton, 1986; Rose & Bednar,1980; S chaible,

1970,

1972). 여기서 유인가란 피이드백의 긍정성과 부정성을 말하는 것으로 피이
드백의 내용에 따라 긍정적인 피이드백(pos itive feedback)과 부정적인 피이
드백(neg ative feedback)으로 구분된다. 결국 피이드백의 유인가에 관한 문
제는 개인행동의 변화 또는 집단의 발전을 위해서 긍정적 피이드백이 효과
적인가 또는 부정적 피이드백이 효과적인가라는 점과 관계된다. 유인가의
문제 외에도 피이드백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피이드백의 출처가 알려진 경우
와 익명일 경우의 효과차이(Jacobs, 1977), 피이드백의 출처가 지도자인 경
우와 동료 집단원인 경우간의 효과차이 ( Morran & Robison,1985), 행동적
인 피이드백과 정의적인 피이드백 그리고 두 가지가

혼합된 피이드백간의

효과차이(Jacobs , Jacobs , Cav ior & Burke,1974)등에 대해서 이루어졌다. 그
리고 집단원의 자아개념 수준에 따른 피이드백 수용효과에 대한 연구(유권
재,1987; M orran & S tockton,1980)와 집단상담의 회수에 따른 피이드백의
효과에 대한 연구(황무길,1990; S tockton & Morran,1981)도 선행연구의 예
로 지적될 수 있다.
이상에서 볼때 피이드백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다양함을 알 수 있으나 집
단과정속에서 집단원이 특히 어떤 집단원에게 피이드백을 주게 되는지에 대
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각 집단원이 주어진 상황하에
서 모든 집단원들에게 피이드백을 줄 수 없고 특히 몇명의 집단원에게 선별
적으로 피이드백을 주어야 할 상황일 때 어떤 집단원에게 피이드백을 줄것
인지의 문제는 그때의 집단역학(group dynam ics )에 따라 결정될 수 있을
것이지만 이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집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대단히 중
요하다고 여겨진다. 한 집단원이 많은 집단원 중에서 몇명의 특정집단원에
게 피이드백을 제공할때 그는 왜, 무슨 이유때문에, 어떤 배경으로 그 집단
원에게 피이드백을 제공할까? 다른 어떤 집단원들보다 특히 그 집단원에게
피이드백을 제공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서 개인의 피이드백 주기
행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의미하는 피이드백 결정요인이라는
조작적인 개념을 상정해 볼 수 있다. 피이드백 결정요인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본고에서는 특히 집단원의 공헌과 매력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공헌이란 집단원이 집단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전술한 치료적
인 요소들 중의 하나로 꼽히는 것이다(Corey,1981; Corey & Corey,1977;
Ohlsen,1970). 집단상담을 통해 혜택을 가장 크게 받는 사람들은 원조
(as sistance)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수용하며, 자신의 문제에 대해 기꺼이 이
야기 할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고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투신한
다. 집단원의 이러한 자세는 집단의 성공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서 집단원

이 이러한 자세와 행동을 보일때 다른 집단원들로 부터 긍정적인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이며 그 관심은 곧 피이드백으로 연결될 확률이 클 것이다. 그러
므로 피이드백 결정요인으로서의 집단원의 공헌은 의미있는 연구주제가 될
것이다.
한편 집단원의 매력은 또하나의 피이드백 결정요인으로서 중요하게 고려
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지금까지 집단상담분야에서의 매력은 주로 집
단 자체의 매력이라는 차원에서 다루어져 왔다 (Cartw rig ht, 1951, 1968;
Ohlsen, 1970). 즉 집단 자체가 집단원들에게 매력적일 수록 집단원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 집단의 매력은 성공적인 집단운영에 필
수적인 요소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Ohlsen,1970)는 것이다. 집단차원의 매력
과는 별개로 상담분야에서는 개인차원의 매력도 연구되고 있으나 이는 주로
신체적인 매력에 국한되고 있으므로(권정옥, 1991; Cash, et al., 1975) 신체
적인 측면 이외의 측면에서의 매력의 문제가 검토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
다. 아울러 집단상담장면에서의 개인적인 매력이 집단역학에 크게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되며 또 집단원의 매력정도가 피이드백 결정요인으로도 작
용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집단원의 매력에 대한 연구의 가치는 크다고
여겨진다.
2. 연구 목적
이상에서 보듯이 피이드백과 피이드백의 결정요인으로서의 집단원의 집단
공헌도와 매력간에는 상당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논리적으로 추론은 되나
이에 대한 실증적인 자료는 현재까지 제시되지 않고 있다. 물론 각 요인들
하나 하나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특히 이들간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피이드백과 결정요인으로서
의 집단공헌도 및 매력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집단공헌도와 매력간의
관계를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연구 문제
이상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
들을 설정하였다.
(1) 피이드백과 결정요인으로서의 집단공헌도 및 매력과의 관계는어떠한
가?
(2) 집단공헌도와 매력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3) 집단공헌도와 매력중에서 피이드백과의 관계가 더 큰것은 어느 것인
가?

4. 연구 가설
이상의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1) 피이드백 점수와 집단공헌도 점수간의 상관계수는 유의할 것이다.
(2) 피이드백 점수와 매력점수간의 상관계수는 유의할 것이다.
(3) 집단공헌도 점수와 매력점수간의 상관계수는 유의할 것이다.
(4) 피이드백 점수와 집단공헌도 점수간의 상관계수는 피이드백 점수와
매력점수간의 상관계수보다 클 것이다.
(5) 피이드백 점수, 집단공헌도 점수, 매력점수간의 중다상관계수는 유의
할 것이다.

III.
1. 대

연구

방법

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1991년 7월 18일 부터 7월 29
일까지 11일 동안 실시된 제 1 회 상담심리 수련과정에 참여한 수련생들이
었다. 이 수련과정은 한국심리학회 상담 및 심리치료학회가 상담심리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상담훈련과정으로 여기에는 총 71명이 참여하였
다. 특히 본 연구를 위한 자료수집이 이루어졌던 집단상담은 6개 집단으로
나뉘어 실시되었는데 이 중에서 자료수집이 가능했던 4개 집단 총 44명의
피험자들이 최종적으로 본 연구의 대상이 되었다.
피험자들을 성별로 분류했을 때 남자가 11명(25%) 여자가 33명(75%)이었
으며 학력에 따른 피험자들의 수는 대졸이 20명(45.5% ), 대학원 졸업이 14
명(31.8% ), 대학원 재학이 10명(22.7% )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직업별로는 카
운슬러가 16명(36.4% )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학생(대학원)이 10명
(22.7% ), 대학교 또는 연구기관의 조교가 8명(18.2&), 중등학교 교사가 5명
(11.4% ), 성직자가 2명(4.5), 기타가 6명(13.6%)이었다. 또한 피험자들의 총
집단상담 경험시간(본 과정을 포함한)의 평균은 85.8시간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이번 과정이 첫 집단참가 경험에 해당하는

피험자(즉 집단경험시간

이 24시간에 해당하는 자)가 18명(40.9%)이었고 25시간 ~ 50시간이 5명

(11.4% ), 50시간 ~ 100시간이 8명(18.2% ), 100시간 ~ 200시간이 9명(20.5% ),
200시간 ~ 500시간이 3명(6.8% ), 500시간 이상이 1명(2.3%)으로 나타났다.
2. 집단의 구성
원래 본 수련과정에서는 총 6개의 집단이 편성되었다. 이 중에서 2개의
집단은 구조적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집단이었고 4개의 집단은 비구조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집단이었다. 각 집단에는 한 명씩의 지도자가 배치되
었는데 수련생들은 일차적으로 각자의 희망에 따라 6개의 집단중에서 특정
의 집단이나 지도자를 택하게 하였다. 그리고 집단간의 적절한 숫적인 균형
을 위하여 2차로 수련생들을 집단별로 임의로 가감하여 6개의 집단을 편성
하였다. 이 중에서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서 자료수집의 대상이 되었던 집단
은 구조적 집단 2개와 비구조적 집단 2개, 총 4개의 집단이었다. 이 4개에서
각각의 인원수를 보면 제1집단 10명, 제2집단 12명, 제3집단 10명, 제4집단
12명이었다.
3. 지도자
본 연구에서 집단상담을 실시한 지도자는 총 4명(남 2명, 여 2명)이었으
며 이들은 상담 및 심리치료학회 소속의 회원으로서 본 학회가 인정하는 상
담심리 전문가들이었다. 이들은 모두 상담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들로서 10
년 이상 동안 집단상담을 지도한 경험을 갖고 있다.
4.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는 연구자가 본 연구의 용도에 맞게 제작한
F eedback용지이다. 이것은 각 집단원이 전체 집단과정을 마친 후에 일차적
으로 다른 집단원들에게 피이드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실
제로 이 용지에서 알아 보고자 하는 것은 크게 세가지로 그것은 피이드백해
주고 싶은 집단원과 피이드백의 내용, 집단발전에 공헌이 컸다고 생각되는
집단원, 자기가 좋아하는 집단원인데 이를 각각 순서대로 기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형식은 부록에 제시되어 있다.
5. 실험절차

집단상담은 수련과정의 마지막 3일간 (1991년 7월 27일 ~ 29일) 즉, 총
24시간동안 실시되었다. 이 기간동안 4개의 집단은 각 집단의 지도자를 중
심으로 독자적인 집단경험을 가졌다. 그리고 마지막 집단상담이 끝나기 30
F eedback용지 가 배부되었으며 지도자는 집단원들로

분전에 각 집단별로

하여금 이 용지에 솔직히 답하도록 하였으며 답안 작성이 끝난 용지는 지도
자에 의해 회수되었다.
물론 앞에서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4개의 집단 중 2개의 집단은 구조적
집단상담 나머지 2개의 집단은 비구조적 집단상담이 실시되었다. 각 집단은
해당집단 지도자의 책임하에 운영되었기 때문에 실제 이루어진 집단상담의
내용이나 과정은 집단별로 다를 수 있다.
6. 채점 및 자료처리
회수된 F eedback 용지는 문항별로 채점이 되었다. 제 1번 문항은 피이드
백과 관련된 것으로 피이드백 해주고 싶은 3사람을 지적하도록 하였다. 여
기서 지적된 3사람에게 지적된 번호 순서대로 각각 3점, 2점, 1점을 부여하
였다. 제 2번 문항은 집단발전에 대한 공헌도와 관련된 것으로 역시 여기서
지적된 사람에게 각각 3점, 2점, 1점을 부여하였다. 마지막 3 번 문항은 좋
아하는 집단원에 대한 것인데 여기서도 앞과 같은 요령으로 채점이 되었다.
그런데 각 항목에서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선택을 받지 못했을때는 0점으로
처리되었다.
이상과 같은 요령으로 전체를 채점해 보면 그 결과는 결국 각 집단원이
다른 집단원에게 선택되어 부여받은 점수가 계산되게 되는데 이들을 모두
합하면 특정 집단내에서 각 집단원이 다른 집단원들로 부터 받은 해당 항목
에서의 총점을 알 수 있다. 개인별로 해당항목의 총점들간의 상관정도를 밝
히기 위하여 pearson 적률상관계수와 중다상관계수를 각각 구하고 유의도를
알아보았다. 이상의 통계처리는 spss / pc에 의해 이루어졌다.
II.

이론적

배경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하여 본 절에서는 피이드백과 매력에 대한 선행연
구에 대한 고찰을 포함한 이론적 배경을 알아보고자 한다.
1. 피이드백

피이드백은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나 자신의 반응을 보이거나 그의 행동
이 나에게 미친 영향등에 대해서 솔직히 이야기해 주는 것으로 설명되는데
구체적인 피이드백의 정의는 학자에 따라 다양하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집단내에서의 피이드백은 집단원들의 정확한 자기통찰과 행동변화를 위해
그리고 성공적인 집단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진다는 점은 공통적
으로 지적되고 있다.
피이드백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피이드백을 받는 사람이 방어기제를
사용하지 않고 피이드백의 내용을 잘 수용하여 피이드백을 자기성장의 기회
로 삼을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피이드백은 그것을
받는 사람이

가장

객관적이고

왜곡되지

않는 방향으로 주어져야 한다

(Hanson, 1981). 이러한 관점에서 피이드백을 주는데 고려해야 할 점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이형득, 1982).
첫째, 상대방에게 주어지는 피이드백은 억지로 강요되어서는 안된다.
둘째, 피이드백은 그것을 받는편에서 생산적으로 처리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있는 상태

즉, 신뢰감이 형성되고 위협적이지 않는 분위기속에서 이루

어져야 한다.
세째, 피이드백은 분명하고 왜곡되지 않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관찰가능한 행동자체에 대해서 평가적이지 않고 사실자체를 진술하는 형식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네째, 피이드백은 가능한 한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즉, 많은 시간
이 지난 후에 이루어지는 피이드백은 그 만큼 효과가 적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피이드백은 인력으로 변화시킬 수 없는 것보다는 변화가 가능한
행동에 대해서 이루어져야 하며 가능하다면 바람직한 행동의 대안까지도 제
안되면 더욱 효과적이다.
피이드백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피이드백의 유인가와 관련하여 이루
어졌는데 이들 선행연구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일반
적으로 긍정적 피이드백은 부정적 피이드백보다 쉽게 수용되는 것으로 밝혀
지고 있다 (Morran, Robis on, & S tockton,1985). 이러한 사실은 여러 연구들
에서 증명되고 있는데 예컨대, S chaible(1970)은 집단지도자가 허위 피이드
백을 제시한 경우, 집단원이 구조화된 피이드백을 제시한 경우의 각각에서
긍정적인 피이드백이 부정적인 피이드백보다 더 쉽게 수용됨을 밝혔다. 그
리고 Jacobs 와 그의 동료들에 의한 일련의 연구들 (Jacobs,Jacobs Cavior,&
Burke,1974 ; Jacobs, Jacobs, Cavior, & F eldm an,1973 ; Jacobs , Jacobs,
Gatz & S chaible,1973)도 이러한 사실들을 잘 증명해주고 있다.

그러나 피이드백의 유인가의 문제는 모든 경우에 항상 일관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변인들과의 상호작용 효과가 작용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관련하여 황무길(1990)은 집단상담의 회수가 피이드백의 유인가와 효
율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제하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실험을 통
해서 부정적 피이드백은 긍정적 피이드백보다 신뢰롭지는 못하지만 모임의
회수가 증가함에 따라 부정적 피이드백은 긍정적 피이드백 만큼이나 조력적
일 뿐만 아니라 이 두가지의 피이드백은 같은 정도의 효율성을 갖는다는 사
실을 밝혔다.
M orran과 S tockton(1980)은 30명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6주간의
집단상담을

통해 긍정적인 피이드백이 부정적인 피이드백보다 더욱 바람직

하며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밝혔지만 높은 수준의 자아개념을 가진 집단원
들은 중간 수준의 자아개념을 가진 집단원들에 비해 부정적 피이드백을 보
다 바람직하게 평가한다는 사실을 제시하였다.
한편 Morran, Robis on, 그리고 S tockton(1985)는 부정적 피이드백보다 긍
정적 피이드백이 보다 수용적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초기보다는 말기 집단에
서의 피이드백이 보다 질이 높고 수용적이며, 지도자에 의한 피이드백이 집
단원에 의한 피이드백보다 더욱 질이 높지만 수용성에서는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렇게 볼때 결국 이들 연구들은 피이드백과 관련하여 유인
가는 모든 경우에 항상 일관적인 것으로 나타나지 않으며 다른 변인들과 상
호작용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2. 매력
일상생활의 인간관계에서 신체 외모는 타인의 지각, 판단에 영향을 주는
자극 중의 하나가 되고, 신체적으로 매력있는 사람은 타인에게 긍정적 우호
적으로 지각될 뿐만 아니라 많은 후광효과도 따르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으
나 (권정옥, 1991), 상담에 있어서의 매력의 문제는 주로 상담자의 신체적
매력과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다. 그것도 주로 개인상담의 측면에서 논의되
고 있지 (권정옥, 1991 ; Cash et al, 1975 ; Varg as & Borkow ski, 1982)
집단장면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
Cash등(1975)은 화장술을 이용한 상담자의 신체적 매력에 따른 내담자의
지각을 분석한 결과 피험자들은 신체적 매력이 있는 상담자를 더 긍정적이
고 우호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Varg as 와 Borkow ski(1982)도 그
들의 신체적 매력에 대한 연구에서 상담기술이 서투른 상담자라 하더라도
신체적으로 매력이 있는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더욱 긍정적으로 지각 된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러나 상담장면에서는 사회장면과는 달리 내담자의 지각에 영향ㅇ르 미
치는 신체적인 매력의 효과란 그 자체만의 효과라기 보다는 상담상황이라는
특수한 상황속에서의 상담자 역할이 가져오는 것일수도 있기때문에 상담에
서의 신체적인 매력은 경우에 따라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Corrig an, et al.1980), 이와 관련하여 권정옥(1991)은 상
담자의 전문성, 매력성, 및 신뢰성의 지각에 있어서 상담자의 신체적인

매

력의 유무는 내담자의 상담자에 대한 지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밝혔다.
한편 부족하나마 집단의 매력에 대한 논의가 없는 것은 아닌데 예를 들면
Cartw right(1968)은 집단은 다음과 같을 때 매력적이라고 하였다 :
첫째, 집단원들이 귀하게 평가받고 수용될때
둘째, 집단원들이 비슷할때
세째, 집단원들이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고 관계할 수 있을 정도로 소집단
일때
네째, 사회생활과 밀접한 대인간연합이 가능한 기회가 제공될때
다섯째, 적어도 다음의 세가지 중 두 가지가 충족될때, 즉 인간적 매력, 과
업매력, 집단원이 됨으로써 얻는 위신(pres tig e)
집단역학적인 입장에서의 매력관계(attraction relation)에 대한 학문적인
관심은 저 유명한 호손연구(Haw thorne res earch)로 거슬러 올라 갈 수 있
다. 1920년에 미국 시카고의 웨스턴 전기회사(W esy ern Electric Com pany)
의 호손공장에서 Mayo교수의 주도하에 실시된 일련의 실험에서 인간관계
의 중요성이 처음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고 이때 매력관계도 함께 중요한
잇슈로 부각되었다. 즉 호손연구에서의 개인들은 단순히 작업집단의 한 사
람이 아니고 공장의 한 일꾼만도 아니다. 그들은 동시에 친구들인 것이다.
일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계속적인 상호관계를 만들고 이런 관계와 더불어
매력관계 즉, 각 집단원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고정된 패턴이 개발됐다
(F oorsy th, 1991).물론 많은 경우의 이러한 매력관계는 Moreno가 만든 사회
측정법(s ociom etry)의 방법으로 측정되고 있다.
사회심리학적 입장에서도 매력은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매력을 결정하는 요소로서는 근접성, 개인적 자질, 친술성, 보수성, 인지적
균형 및 유사성을 꼽을 수가 있다(F reedm an, S ears , & Carls m ith, 1984).
여기서 근접성은 두사람간의 물리적인 거리를 말하며 물리적으로 가까울수
록 서로가 매력을 느끼고 좋아할 확률이 크다고 하겠다. 개인적 자질은 친
절이나 성실과 같은 특정한 성격이나 자질을 소유한 개인이 타인에게 호감
을 줄 활률이 크다는 것이다. 서로가 잘 알수록

즉, 친밀할수록 매력의 정

도는 크다는 것이 친술성을 말하며 보수성(報酬性)은 자기에게 보수를 주거
나 유쾌한 경험과 연관되어 있는 사람을 좋아한다는 것이다. 인지적 균형은
자기와 의견이 맞는 사람들을 좋아한다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유사성은 자기
와 비슷한 사람을 좋아한다는 것이다.
IV.결과
1. 피이드백, 집단공헌도, 매력간의 상관관계
피이드백, 집단공헌도, 매력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
하여 이 세요인들간의 pears on적률상관계수를 구하고 유의도를 알아본 결과
는 다음< 표 1> 과 같다.
< 표 1> 피이드백, 집단공헌도, 매력간의 상관관계
피이드백
피이드백
집단공헌도
매력

.3354*
.1971
*p< .05

집단공헌도

매력

.3354*

.1971

_

.3980**

.3980**

_

**p< .01

< 표 1> 에서 보듯이 세 요인들간의 관게 주에서 피이드백과 집단공헌도
집단공헌도와 매력간의 관계가 의미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가설 1
과 가설 3은 수용되었으나 가설 2는 기각되었다. 한편 피이드백과 집단공헌
도간의 상관계수는 유의한데 반하여 피이브백과 매력간의 상관관계는 유의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자는 .3354, 후자는 .1ㅇ971로서 전자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가설 4는 수용되었다.
2. 세개 요인들간의 중다상관관계
가설 5를 검증하기 위하여 피이드백, 집단공헌도, 매력 간의 중다상관계수
를 구하고 집단공헌도와 매력은 독립변인으로 하며 피이드백을 의존변인으
로 하는 회귀방정식의 유의성 여부를 알아본 결과는 < 표 2> 와 같다.
< 표 2> 세개 요인들간의 중다상관관계

R
.34

R2

Adjusted R2

.12

.07

F
2.72

< 표 2> 에서 보듯이 피이드백, 집단공헌도, 매력간의 중다상관계수는 .34
이었다. 그러나 이 계수는 통계적으로 의미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의
본 연구의 결과와 관련하여 간단히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결과 1에
서 피이드백은 집단공헌도와는 의미있는 관계가 있지만 매력과는 관계가 없
었다. 이 결과는 집단공헌도는 피이드백을 유발하는 결정요인으로서 작용하
지만 매력은 그렇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현재로서는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도 없으며 뚜렷한 이론적 근거도 찾을 수 없는 처지이므로
분명히 결론내기는 어려우나 이 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그 가능성을 짐
작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집단상담과정에서는 무엇보다도 집단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공헌하는
집단원들이 집단의 중심이 될 확률이 크며 그 결과로 그들은 자연히 다른
집단원들의 관심을 많이 받게 된다. 그 결과 집단원들은 같은 조건일때는
집단공헌도가 큰 사람에게 피이드백을 더 많이 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피이드백과 집단공헌도의 의미있는 상관관계는 타당한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문제제기에서도 밝혔듯이 매력도 피이드백의 결정요인으로서 중요하
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가 되지만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상관관계가 의미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어떤 형태로든 좋아하는 상대방에게 관심을 보
이고 그에 따라 피이드백해 줄 확률은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그것이 입증되지 못하였으므로 추후 연구에서 이에 대한 보다 엄밀한 검증
이 요구된다.
한편 집단공헌도와 매력간의 상관관계는 의미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결
국 집단원들은 집단에의 공헌을 크게 하는 다른 집단원들을 좋알할 확률이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 피이드백, 집단공헌도, 매력의 세 요인
들간의 중다상관계수는 .34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이 결과는
피이드백과 매력과의 의미없는 상관관계때문에 생긴 것으로 보여진다. 피이
드백을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집단공헌도는 어느정도 높은 설명력을 갖지만
매력은 그렇지 못함으로 이들간의 중다상관관계는 유의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볼때 피이드백을 결정하는 더욱 강력한 요인들이 이

외에도 있을 법하며 그것을 추적하며 확인하는 후속적인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여겨잔다.
방법적인 면과 관련해 볼때 본 연구를 몇가지 점에서 논의해 볼 수 있다.
먼저 집단의 동질성 문제이다. 앞에서도 밝혔듯이 본 연구의 실험은 4개의
집단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 4개의 집단도 운영방식면에 있어서 조직적
집단상담과 비조직적 집단상담의 두가지로 상이하였다. 그러므로 집단지도
자 차이와 함께 운영방식의 차이라는 가외변인이 본 연구의 결과에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 가능하다면 이들 변인들이 보다 엄격하게 통제되었어야 한
다고 생각된다.
두번째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측정도구의 문제이다. 실제로 본 연구와
관련한 선행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연구자는 관련되는 측정도구를 구하기
가 어려웠다. 결국 본 연구에서는 임의로 연구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항
들을 만들어 도구로 활용하였다. 그러므로 이 도구의 타당성에 대한 비판이
충분히 따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지 본 연구를 통해서 앞으로는 타
당한 관련도구가 다양하게 개발되기를 기대할 뿐이다.
측정도구와 관련하여 한가지 더 언급되어야 할 것은 본 연구에서 측정된
집단공헌도와 매력은 실제로 객관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집단원들이 주관적
으로 판단한 것이다. 결국 지각된 집단공헌도와 매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러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서 이 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지며 추후연구에서 보다 객관적으로 이들을 측정할 수 있는 도
구가 개발되기를 기대한다.

결론
본 연구는 피이드백과 피이드백의 결정요인으로서의 집단원의 집단공헌도
와 매력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대상자는 총 44명으로
이들은 4개의 집단에 편성되어 집단상담 경험을 하였다. 측정도구는 본 연
구의 연구문제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하여 연구자가 제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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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24시간의 집단상담이 끝난 후에 답하도록 하였다. 결과를 분석하고 논
의를 통하여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피이드백은 집단공헌도와 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집단공헌도가 큰
사람일 수록 그에게 피이드백해 줄 확률은 크다고 할 수 있으며 그런 의미
에서 집단공헌도는 의미있는 피이드백의 결정요인이 될 수 있다.
들쩌, 피이드백은 매력과 관계가 없다. 그러므로 집단원이 반드시 좋아하

는 집단원에게 피이드백해 준다고 볼 수 없다.
세째, 집단공헌도와 매력은 관계가 없다. 그러므로 집단공헌도가 클수록
그를 좋아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네째, 피이드백은 매력보다는 집단공헌도와의 관계가 더 크다. 그러므로 좋
아하는 집단원에게 보다는 집단공헌도가 큰 집단원에게 피이드백 할 확률이
크다.

A bs tract
T he F eedback and its Determ ining F actors in Group Counseling

S eol, K i- M oon*
T his study aim ed to analy ze the relationships am ong feedback, its determ ining factors- com m itm ent and attraction. T he com m itm ent w as m eant a g roup m enbers ex tent of contribution to group dev elopm ent and
attraction w as the ex tent of being liked by other m em bers.
T he questions raised in this s tudy w as as follow s :
F irst, how is the relations hips am ong feedback, com m itm ent, and
attraction?
s econd, how is the relations hip betw een the com m itm ent and the
attraction?
third, w hich has ag reater relationship w ith the feedback betw een
the com m itw ent and the attraction?
T he subjects of this study w ere a total of 44 participants of four
counseling g roups. T hey w ere trainees for counselors certified by the
K orean Ps ychological A ss ociation. T w o groups w ere structured and
another tw o g roups w rer uns tructured.F our group leadersw ere certified
counseling psycholog is ts. T he ins trum ent w as "T he F eedback S heet"
m ade

by

this

res earcher.

T he

Pearson s

r

and

m ultip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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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ere

calculated by the S P S S / PC.
T he

follow ing

conclusions

w ere

derived

from

the

results

and

discus sion :
1. T he feedback is related w ith m em ber s lev el of com m itm ent.
2. T he feedback is not related w ith m em ber s attraction.
3. T he com m itm ent is not related w ith the attraction.
4. T he feedback has a g reater relations hip w ith the com m itm ent than
the attraction
* A ss ociate Profes sor, Dept. of Education, Colleg e of Hum anities,
Dong - A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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