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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의 자기격려 집단상담 프로그램 효과
김누리1), 박상희2)

The Effect of Self-Encouraging Group Counseling Program
Nu-Ri, Kim1), Sang-hee, Park2)

요 약
본 연구는 자기격려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보육교사의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를 알
아보고자 실시하였다. 자기격려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2017년 6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 총 10회기 실
시하였으며, 광주광역시 B구 A어린이집 교사 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도구는 자기효능감에
대하여 김아영(1997)이 사용한 측정도구와 대인관계(이형득, 문선모, 1980) 측정도구를 본 연구에서 사
용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1회기에서는 신뢰감, 친밀감 형성하기, 2회기에서는 격려와 공감, 3회기에서
는 자기격려하기, 4회기에서는 자기수용과 존중, 5회기에서는 사회적인 관심, 6회기에서는 감정인식
및 표현훈련, 7회기에서는 효과적인 대인관계 기술, 8회기에서는 건강한 자화상, 9회기에서는 모델링
탐색하기, 10회기에서는 비전과 결단으로 구성되었다. 연구결과 자기격려 집단상담프로그램은 질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육교사의 전문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교육적 기술보다 자기효능
감과 대인관계 기술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알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핵심어 : 자기격려, 집단상담프로그램, 보육교사, 자기효능감, 대인관계 기술.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self-encouragement group counseling program
on self-efficac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of child care teacher. The self-encouragement group
counseling program was conducted from June 1, 2017 to August 10, 10 times, and 12 child care teacher in
A daycare center of B city, in Gwangju were conducted. The research instrument used the measurement
tools used by Kim Ah-young(1997) about self-efficacy and interpersonal measurement tools(Lee,
Hyung-Deuk, Mun Seon-Mo, 1980). The program In the 1st session, they build confidence and intimacy. In
the second session, they encourage and empathize. In the third session, they encourage themselves. In the
fourth session, they accept and respect. In the fifth session, they show social interest. Interpersonal skills,
healthy self-portrait in the 8th session, exploring the modeling in the 9th session, and vision and decision
in the 10th session. The results suggest that self-encouragement group counseling program is that 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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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icacy and interpersonal skills are more important than educational skills in performing professional roles
of child care teachers to provide quality child care services.
Key words : self-encouragement, group-counseling program, child care teacher, self-efficacy, interpersonal
skills.

1. 서론
보육교사의 전문적 역할은 보육서비스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이다. 질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
기 위해 보육교사의 전문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교육적 기술보다 자아존중감이나 자기효능감
이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된다.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학습 안내자 및 촉진자로서 교사영유아간 상호작용 속에서 영유아의 전반적인 발달에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된다(이소희, 이선미
2016)[1]. 교사의 행동은 영유아의 또래간 갈등 및 훈육이나 문제해결 상황에서도 영유아의 또래

간 갈등이나 문제행동을 줄이고 문제해결 상황에 도움을 준다(Clarke-Stewart, Allhusen, &
Clementa, 1995)[2]. 이런 교사의 행동은 교사의 신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교사 자신에 대한

이해가 타인 즉, 학습자에 대한 이해와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수업 장면에서 매 순간 교사에게
요구되는 적절한 판단이나, 조치가 교사의 자기 이해의 정도나 질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위숙희, 2008)[3].

보육교사와 유아와의 관계는 교사가 업무를 처리하거나 유아를 지도하는 등에 모든 영역에 영
향을 줄 수 있다. 결국 교사 자신에 대한 이해와 타인의 대한 이해 또한 삶의 질과 심리적 요인에
도 영향을 줄 것이다. 따라서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 능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격려는 타인에게 용기를 북돋거나 지지하고 돕는 것으로 심한 열등감으로부터 무력감을 느끼는
사람에게 격려를 해줌으로서 인간의 불안을 제거하고 자신의 강점과 장점을 인식하므로 적극적으
로 문제에 대처하며 자신감을 주며 공동체와의 연합을 촉진시켜서 새로운 가능성과 긍정적 미래관
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도와 줄 수 있다고 하였다(강경미, 2012)[4]. 격려의 목표는 어떤 환경 속에
속하거나 결과가 어떠하든지 잘 극복할 수 있다는 신뢰와 낙관성을 가지고 근본적으로 믿게 하는
용기를 키우는 것이다. 즉 실패하거나 패배하더라도 낙심하거나 방심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는 것
이다. 그러나 타인을 통한 외부로부터의 격려는 외적 요인으로 지속적이지 못하고 일시적일 뿐이
다. Rogers는 인간은 문제와 갈등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유익한 능력으로 자기치유적인 잠재능
력이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자기치유에 영향을 주는 것을 자기격려라고 하였다(황윤하, 2015)[5].
현대사회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로 타인을 격려하는 환경과 문화에서 타인이 격려를 하더라도 자
기 스스로 받아들이지 못하며 타인의 격려는 한계가 있는 경우도 있어 외부에 의한 격려와 함께
스스로에 대한 자기격려가 필요하다. 이렇게 자기격려는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용기와 기대를 주어
낙관적인 마음의 태도로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긍정적 자아상을 갖게 해준다.
격려는 자신의 가치, 자기 존중, 그리고 자기를 확인하기 위하여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격려는 상대방을 긍정적으로 변화하도록 돕는다. 격려를 중심으로 한 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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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언어적 강화를 주로 사용했을 때 사회적 상호작용이 증가하면서 학업성취가 향상되었
다고 하였다(Pety Kelly & Kafafy, 1984). 특히 긍정적인 언어적 강화를 중심으로 사용한 격려프
로그램에서는 학생들이 교사를 좋아하였고 교사의 영향력이 교실 내에서 증진되었다는 연구가 있
다. 또 로웨(1974)의 연구에서 교사의 격려-칭찬-언어 사용 증가가 학생들의 보다 과제지속 시간과
응답하는 시간이 단축되고 비교적 적절한 설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메이어(Meyer, 1979)등
은 격려를 받은 아이들이 격려 받지 못한 아이들에 비해 어려운 과제에 더 잘 대처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내담자가 변화하는데 상담자의 희망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이는 상담자가 내담자
에게 끊임없이 희망을 주는 격려가 상담에서 보다 성과를 보인다고 하였다(Snyder, 1997). Adler프
로그램을 적용한 선행연구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우관계와 학급응집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를 보고하였다(김미화, 2010)[6].
자기효능감이란 어떤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자기자신에 대한 신념이나 기대감을
의미한다. 자기효능감이 높으면 당면한 과제에 대한 지속성과 집중을 통해 성취 수준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자기효능감이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수행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
이라 할 수 있다. 자기효능감은 구성원이 목표를 달성하기위하여 필요한 활동을 조직하고 이를 지
속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스스로의 믿음이라고 Bandura(1977)는 정의하였다. 이후 Turner,
Norman & Zunz(1995)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고 발생하는 난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구성원 스스로의 믿음이라 하였다. 이에 대하여 김우택(1996)[7]은 어려운 상황을 잘 이
겨내기 위해 행동과정과 인지자원을 극대화 할 수 있다는 확신으로 정의하였다. Bandura(1977)는
자기효능감이 높은 구성원과 낮은 구성원을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어려운 상황에서
자기효능감이 높은 교사는 자신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자기효능감이 낮은 교사는 자신
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자기효능감이 높은 구성원은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켜 위
기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능력 향상을 토대로 더 높은 수준의 자기효능감을 갖게 되
므로 지속적 성장이 가능하다. 반면 자기효능감이 낮은 구성원은 작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포기를 쉽게 하고 해결이 용이한 아주 작은 문제도 회피하려 하며, 능력향상 기회를 놓치는 악순
환을 반복하게 된다.
자기효능감은 목표한 과업을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계획하고 수행할 수 있는 자신의 능
력에 대한 신념을 말한다(Bandura, 1986). 즉, 특정한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능
력을 활용하거나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감에 대한 신념이다. 뿐만 아니라 한 개인 스스로가 자신
에게 중요한 일에 효과적인 영향을 행사할 수 있음을 느끼는 정도를 나타낸다. 자기효능감이 높으
면 과제에 대한 집중력과 지속성, 성취 수준을 높일 수 있으며 그 결과 긍정적인 자기상
(self-image)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높은 자기효능감을 지닌 교사는 직무수행을 긍정적으로

이끌어가는 성공시나리오를 시각화하고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그들이
요구되는 기술을 가지고 있을 때 과제에 더 끈기 있다고 하였다(김경숙, 2017)[8].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대인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한 사람의 성격을 연구한다는 것은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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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람이 중요한 사람들과 맺는 관계 형태를 연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St. Clair,
1998). 이는 개인의 성장과도 관련되며 사람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바로

대인관계의 문제이다(Pinkus & Wiggins, 1990). 대인관계는 일반인들과 약간 다른 측면을 지니고
있다. 먼저, 교사들과의 대인관계 및 친척이나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독톡하게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다. 초기에 맺는 관계의 방법, 깊이 있는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 적절한 자기개방과 갈등을 다루
어 친밀한 관계로 이어가는 방법 등 대부분의 대인관계와 관련된 내용과 기술은 친밀한 관계를 형
성하고 유지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다.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때 인간은 비로소 사회 안에
함께 있고 관계에 대해 만족한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다(권석만, 김지영, 신민섭, 2004)[9]. 그만큼
친밀감에 대한 욕구가 대인관계의 우선적인 욕구이자 동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자기격려 집단상담프로그램이 보육교사의 자기효능감 및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
보고자 실시하였으며 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격려 집단상담프로그램이 보육교사의 자기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자기격려 집단상담프로그램이 보육교사의 대인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및 연구도구
본 연구대상은 광주광역시 B구 A어린이집 교사 12명을 실험집단으로 하였다. 프로그램의 실시
기간은 2017년 6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 총 10회기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익명
으로 연구에 활용할 것임을 밝히고 참여한 교사의 동의를 얻어, 실험집단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
를 위한 측정도구는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 검사도구이다. 첫째, 자기효능감 측정도구는 김아영김
미진(2004)[10]이 제작하고 사용한 자기효능감 도구는 자신감 7문항, 자기조절 12문항, 과제 선호 5
문항의 3개 하위변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4개 문항이다. 자신감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
또는 신념이다. 자기조절은 자기관찰 및 자기판단, 그리고 자기반응을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효
능적 기대감이다. 둘째, 대인관계 측정도구로는 Schin와 Guerney(1971)의 대인관계 척도를 문선모
(1980)[11]가 번안한 것으로 7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었고 5점 평정척도이며 총 25문항으로 구

성되어있고 하위영역으로는 만족도와 의사소통 및 이해성은 4문항, 신뢰감과 친근감은 3문항, 민감
성 2문항, 개방성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2.2. 자료처리
자료처리는 자기격려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보육교사의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에 영향이 있는지
에 대한 연구를 검증하기 위하여 실험전과 후 척도검사 자료를 채점기준에 의해 점수화 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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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SS 18.0을 이용하여 사전과 사후검사를 t검증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된 표본이 소집단임을

고려하여 0.1의 유의수준을 기준으로 하였다.

2.3. 자기격려 집단상담 프로그램
1회기에서는 신뢰감, 친밀감 형성하기, 2회기에서는 격려와 공감, 3회기에서는 자기격려하기, 4

회기에서는 자기수용과 존중, 5회기에서는 사회적인 관심, 6회기에서는 감정인식 및 표현훈련, 7회
기에서는 효과적인 대인관계 기술, 8회기에서는 건강한 자화상, 9회기에서는 모델링 탐색하기, 10
회기에서는 비전과 결단으로 구성되었다.

2.3.1. 회기별 프로그램 내용
본 연구는 자기격려 집단상담 프로그램 실시는 총 10회기에 진행하였으며 각 회기별 프로그램
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회기에서는 별칭으로 자기소개를 하고 참가자들간의 친밀감 형성하였다. 교사들이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페르조나현상을 방지 하기 위해 프로그램 진행기간 동안 별칭을 두어 익명성을 보장함으
로써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돕는다.
2회기에서는 공감과 격려, 자기격려하기로 억압된 감정을 표출하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노출시

킴으로써 자아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감정 표현을 돕기 위해 우선 두 사람씩 그룹
을 지어 상대방이 그려준 자신의 얼굴 형상에 대한 좋고 싫음과 긍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감정을
나누고 표현하도록 돕는다. 스스로 ‘나’에 대한 설명서를 작성해보며 자아정체성 확립하기 위해 남
들이 규정지은 내 모습이 아닌 내가 생각하는 내 모습을 표현하도록 한다.
3회기에서는 격려, 자기수용과 존중으로 교사 스스로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 긍정적인 감정

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한다. 스스로 거울을 보며 서로가 격려하는 시간을 통해 외적인면부터 내적
인 면까지 자랑스러운 점들과 좋은 점들을 적어보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회복하도록 돕는다.
4회기에서는 억압되어 있던 과거경험에서 감정을 조금 더 세분화하여 표현하며 자신을 돌보고

만지며 타인을 돌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모임에서는 두 가지 감정만으로 처음 감정을 표현해
보는 집단원들을 쉽게 표현해 보도록 돕는다.
5회기에서는 효과적인 대인관계 기술과 사회적 관심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 알고 난 참가자들이

발표가 끝나면 자신이 듣고 싶은 지지와 수용의 말이 무엇인지 두 사람씩 나누고 무조건적인 지지
와 수용을 통해 치유를 경험하도록 한다.
6회기에서는 감정인식 및 표현훈련을 통해 교사들이 타인에게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용기

를 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기 자신의 감정이 어떠한지 알게 된 교사들이 역할극과 편지를 통하
여 동료교사와 부모님께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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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회기에서는 스스로 정해버린 부정적인 감정들로부터 이별하고 교사 스스로의 장점을 찾아볼

수 있도록 돕는다.
8회기에서는 건강한 자화상을 모델링하고 교사들이 부모님 동료교사들을 포함하여 자신을 억

압하고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하고 또한 자기 자신도 용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신을 사랑하
고 용서함으로써 스스로가 있는 그대로 사랑받을만한 존재임을 알게 돕는다.
9회기에서는 교사 개인과 동료집단 한 사람씩을 둘러보면서 교사 자신의 자기효능감을 가진 자

신을 격려하고, 독특한 가치를 지닌 개인으로써 새로운 비전을 향한 격려와 회복을 돕는다.
10회기에서는 꽃을 준비하고 비전을 제시하고 결단하며 비전선포식을 통하여 지금까지 진행해

온 과정으로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 선포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3. 연구결과
본 연구는 자기격려 집단상담프로그램이 교사의 자기효능감 및 대인관계에 효과를 알아보기 위
해 수행된 것으로,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실험집단의 자기효능감, 대인관계에 대한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하여 비교 분석하였고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3.1 자기격려 집단상담프로그램이 교사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t-검정으로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자신감, 자기조절과 과
제난이도 선호의 3개 측정변수에서 모두 사후의 평균값이 높았으며, 또한 합계치에서도 높았다. 이
와 같은 차이에 대한 유의도를 검정한 결과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간 결과는 table 1과 같
다.
<표1> 자기효능감의 집단 간 차이
<table 1> Self-efficacy group differences

구분
자신감
자기조절
과제난이도
선호
합계

점수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사전

12

3.86

.47

사후

12

4.29

.28

사전

12

4.12

.77

사후

12

4.63

.36

사전

12

3.43

.70

사후

12

4.14

.28

사전

12

3.80

.45

사후

12

4.35

.19

t
-3.378***
-2.656**
-4.125***
-4.867***

***p<.001, **p<.01,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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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자기격려 집단상담프로그램이 교사의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t-검정으로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만족도, 이해서, 개방성,
민감성, 친근감, 신뢰감, 의사소통의 7개 측정변수에서 모두 사후의 평균값이 높았으며, 또한 합계
치에서도 높았다. 이와 같은 차이에 대한 유의도를 검정한 결과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간
결과는 table 2과 같다.
<표2> 대인관계의 사후 차이검정
<table 2> After-difference test of interpersonal relationshop

구

분

만족도
의사소통
신뢰감
친근감
민감성
개방성
이해성
합

계

점수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사전

12

3.66

.47

사후

12

4.22

.40

사전

12

3.76

.53

사후

12

4.11

.47

사전

12

3.67

.61

사후

12

3.91

.33

사전

12

3.83

.45

사후

12

4.14

.36

사전

12

3.73

.34

사후

12

4.29

.30

사전

12

3.40

.57

사후

12

3.89

.29

사전

12

3.68

.43

사후

12

4.29

.19

사전

12

3.67

.30

사후

12

4.12

.20

t
-3.986***
-2.129*
-1.548*
-2.345*
-5.430***
-3.401***
-5.713***
-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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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결론
본 연구는 자기격려 집단상담프로그램이 보육교사의 자기효능감 및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알아보고자 실시하였으며 본 연구문제에 따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격려 집단상담프로그램이 보육교사의 자기효능감에 효과가 있었다. 이는 격려프로그
램을 통하여 타인에게 용기를 북돋거나 지지할 수 있으며 심한 열등감으로부터 무력감을 느끼는
자신과 동료들에게 격려와 지지를 해줌으로서 인간의 불안을 제거하고 자신의 강점을 인식할 수
있으며 다양한 문제에 대하여 대처하여 공동체와의 연합하고 긍정적 미래관과 새로운 가능성을 발
달시킬 수 있다는 강경미(2012)[4]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결과라 할 수 있겠다. 또한, 자기효능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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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으면 과제에 대한 집중력과 지속성, 성취 수준을 높아 긍정적인 자기상을 형성하는데 도우며(김
경숙, 2017)[8], 자기효능감이 높은 교사는 직무수행을 긍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고 어려움에 직면
했을 때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현장에서 요구되는 기술과 과제수행에 더 끈기 있다는 결과를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자기격려 집단상담프로그램이 보육교사의 대인관계에 효과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교

사들은 초기에 맺는 관계의 방법, 깊이 있는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 적절한 자기개방과 갈등을 다
루어 친밀한 관계로 이어가는 방법 등 대부분의 대인관계와 관련된 내용과 기술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다.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때 인간은 비로소 사회 안
에 함께 있고 관계에 대해 만족한다는 느낌을 갖는다는 권석만 외(2004)[9]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자기격려 집단상담을 통하여 보육교사는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 능력이 향상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프로그램 효과를 통하여 교사는 유아와 또 다른 타인과의 관계에서 유아를 지
도하거나 업무를 처리하는 등에 모든 영역에 영향을 줄 있으므로 결국 교사 자신에 대한 이해와
타인의 대한 이해 또한 심리적 요인과 삶의 질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에서 본 연구의 목적을 시사
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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