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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대학원 학위 과정에 개설된 집단상담 수업에 참여한 대학원생들을 대
상으로 학습자들이 인식하는 긍정적인 수업의 내용 요소와 방법 요소, 그리고 성과
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전국 10여개 대학의 대학
원에 재학 중인 상담 및 상담 관련 전공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2016년 6월∼9월의
기간 동안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은 CQR-M의 방법으로 실시하
였으며 2016년 10월∼2017년 1월에 걸쳐 최종적으로 106명의 자료가 분석되었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집단상담 수업의 내용 요소 중 학습자들이 긍
정적으로 인식하는 내용은 집단상담 관련 지식, 집단 운영 기술, 집단상담자 자질
및 윤리의 3가지 범주로 나타났다. 둘째, 집단상담 수업의 형식 요소 중 학습자들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수업 방법은 집단상담 이론 학습방법, 간접실습방법, 직접실습
방법, 그리고 수퍼비전의 4가지 범주로 나타났다. 셋째, 학습자들이 인식하는 수업
의 성과는 개인내적변화, 집단에 대한 신뢰 형성 및 심화, 전문성 함양이라는 3가지
범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교육의 수요자가 되는 학습자들의 인식을
통해 상담자 교육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사점을 제공하였다는 의의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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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집단상담은 내담자에게 대인관계 능력이나 집단에서의 행동능력 개발과 같은 성장
기회를 제공하며 심리적 문제의 다양한 영역에서 효과를 지닌다. 집단상담은 상담현
장에서 광범위한 대상과 영역에서 사용되는 상담의 핵심적 방법론(Corey, Corey, &
Corey, 2013; Stockton & Toth, 1996)이라 할 수 있다. 개인상담과 집단상담의 성과
를 비교하는 고전적 연구들(Dies, 1986; Kaul & Bednar, 1986; Orlinsky & Howard,
1986)에 의하면 집단상담이 개인상담만큼 효과적이며 이제 더 이상 개인상담과 집단
상담의 성과를 비교하는 것은 상담 영역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못할 정도로 집
단상담 그 자체의 분명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Earley, 2000;
Gladding, 2008).
집단상담은 처치 비용 절감이라는 차원뿐 만 아니라 그 자체의 치료적 요인을 가
지고 있으며, 기관 차원에서의 활용도가 높은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다. 집단상담이
활성화 되고 보편화 되면서 집단상담자 교육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상담자 양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각 대학원에서는 집단상담 과목이 필수 교과목으로 설정
되어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집단상담 교과목 운영에는 아직 표준
적인 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이론과 기법에 대한 인지적 학습과 개인의 집단경
험, 리더 경험, 학생들이 직접 실시한 집단상담에 대한 수퍼비전 등의 실무적 경험이
함께 제공되는 등의 다양한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권경인, 김지연, 계은
경, 2016). 이와 같은 집단상담자 교육 과정은 최소한 1년 이상의 긴 교육과정을 통
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상담 관련 대학원의 집단상담 교과목은 전
체 대학원 과정 중 1과목으로 개설되는 경우가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박사과정에서
도 1과목 정도로만 운영되고 있는 경우도 있어 실제적이고 유효한 학습을 이끌어내
기 어려운 실정이다(권경인, 김지연, 계은경, 2016).
국내 대학/대학원 교과과정에 대한 관련된 연구들(김정택, 도상금, 1993; 이숙영,
김창대, 2002; 손은정, 유성경, 심혜원, 2003; 최해림, 김영혜, 2006)은 교과과정에서
이론과목과 실습과목의 불균형, 상담자 전문성 고양을 위한 교육과정 체계의 부족들
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상담 개별 영역과 과목들의 실제적인 교과
과정 및 커리큘럼, 교육방식 등에 대한 탐색은 여전히 미흡한 상태이다. 이러한 논점
에 기반하여 최근 집단상담 강의에 대한 교수자 인식을 탐색하는 연구(권경인, 김지
연, 계은경, 2016)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하여 집단상담 교수자의 강의 운영 실제,
집단상담 강의 운영의 어려움, 집단상담 강의 운영의 개선점에 대한 탐색을 시도하고
교육과정에 대한 분석적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집단상담 강의 운영의 실제에 대한
분석 결과 중 교육내용의 영역은 집단상담이론, 집단상담 운영 기술, 집단상담자 자
질 및 윤리의 내용으로 분류되었으며, 교수방법의 영역에서는 발제, 강의, 이론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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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멘토링/튜터, 수퍼비전, 사례를 통한 간접경험, 경험을 통한 학습, 경험에 대한
성찰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또한 집단상담 강의 운영 시 경험하는 어려움의 영역에서는 리더의 역량 부족, 학
습자의 준비도 차이, 이중관계를 포함한 관계의 어려움, 운영방식의 문제, 교육과정
운영의 비표준화, 추가적인 비용과 노력 필요, 집단상담 윤리 교육 및 적용의 어려움
이라는 범주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국내의 집단상담 교과목 운영의 주요
한 흐름과 방향성을 교수자의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었다는 강점을 지니나 실제적
수업의 중요한 주체인 학습자의 인식에 대해서는 파악하기 어렵다는 제한점을 제시
한 바 있다.
한편 서구의 경우 훨씬 다양한 형태의 집단상담 교육과 훈련의 구성 요소 및 강의
내용, 강의 운영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져왔다(Barlow, 2004; Feiner, 1998; Furr &
Barret, 2000; Glass & Benshoff, 1999; Ohrt et al., 2014; Romano, 1998; Smaby et
al., 1999; Toth, Stockton, & Erwin, 1998). 그 중에서도 집단상담자 교육 및 훈련을
위한 강의를 단계별 코스로 운영하면서 인지적인 이론학습의 과정과 경험적인 실습
과정을 진행하는 여러 제안(Barlow, 2004; Feiner, 1998; Furr & Barret, 2000; Ohrt
et al., 2014)들이 있어 왔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Feiner(1998)는 집단 상담자를 양성하기 위한 수업 과정을 학문적 요소를 강조한 과
정과 경험적 요소를 강조한 과정으로 나누었다. 학문적 요소를 강조한 과정에서 강의
의 목표는 집단상담의 역사, 집단 역동, 집단 발달 단계, 집단상담의 방법론과 집단의
성과, 윤리 원칙, 기술적 응용에 대한 인지적 틀의 이해 등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를
위한 교수방법 역시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데 강의자료 읽기, 강의 진행, 토론, 연구
프로젝트와 같은 학문적 접근 방법과 비디오/영화시청 및 토론, 전문가의 녹음 테이
프 분석과 같은 관찰에 의한 접근 방법을 제시한 바 있다. 이와 다르게 경험적인 요
소를 강조한 수업의 과정에서는 지적으로 받아들인 것을 정서적 수준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학문적 과정에서 배운 것을 구조화된 맥락에서 고려하기, 라
포 형성 기술, 치료적 개입의 통합, 적절한 개입의 시기와 기법, 공동 리더의 경험,
피드백의 활용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을 목표로 강의가 이루어진다. 이를 위해 역할
극, 세미나 토론, 실전에 적용된 이론에 대한 핵심적 분석, “배움을 위한 집단
(learning group)”를 구성하고 기본 규칙 세우기, 코리더 활동, 피드백, 각 수업의 사
건을 검토하고 처리하도록 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와 다르게 Furr와 Barret(2000)은 석사 과정을 위한 집단상담 강의를 집단상담과
정과 리더십 설계 과정으로 제시하였다. 첫 번째 강의는 ‘집단상담 과정’ 중심으로,
학생들은 집단상담 이론을 배운 뒤 관찰자-참여자로 나뉘어 집단상담을 경험하며 이
에 대해 논의한다. 두 번째 강의는 ‘구조화된 집단 과정의 리더십과 설계 과정’으로,
학생들은 자신들이 진행하고 싶어 하는 집단의 주제를 선택하도록 하고, 그 주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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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 구조화된 집단을 개발하는 단계에 대해 배우며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발전시키
면서 평가한다. 또한 Barlow(2004)는 집단 리더 훈련의 네 가지 영역으로 경험적인
영역, 학문적인 영역, 관찰, 수퍼비전을 제시하였으며, 각 영역에 대해 초급․중급․
고급의 각 단계별로 가르쳐야할 집단 기술의 내용, 이유, 그리고 방법을 제시하였다.
각 단계에서의 집단 리더 훈련은 경험적인 영역, 학문적인 영역 그리고 관찰이 공통
적이나 각 단계에서 질적인 차이가 존재하고 중급 및 고급으로 가면서 수퍼비전이
더 구체화되고 중시되는 특징이 있다. 마지막으로, Ohrt et al.(2014)은 집단상담 관련
훈련과 교육에 대한 지각 내용으로 영향력 있는 훈련과 핵심적 양상에 대해 밝혔다.
영향력 있는 훈련의 주제는 집단상담 실습, 집단 리더십 관찰, 집단 리더십 수퍼비전,
경험적 집단 참여로 밝혀졌고, 핵심적 양상의 주제는 집단 리더 역할(코리더, 구조,
리더 스타일, 리더 자각)과 집단 과정과 역동(발달, 상호작용, 응집력, 보편성, 상호적
학습, 갈등 다루기)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의 분석을 통해 집단상담 강의의 구조에서 학문적 요소와 경험
적 요소 또는 이론적 요소와 실습적 요소 등의 서로 다른 측면이 고루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으로 나누어 탐색할 때 교육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것은 집단상담이론, 집단상담 기술, 집단상담자에 대한 자질
및 윤리적 인식 등이 확인되었으며 교육학습 방법으로는 이론적 학습, 멘토링, 튜터,
수퍼비전, 사례를 통한 간접 경험, 집단원으로서의 실제 경험, 관찰 등 제공되어야 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존의 교육 및 훈련모형들이 집단상담의 맥락에서 경험
적 연구를 기반으로 도출되었다기보다는 개인상담 맥락에서 발견된 훈련요소에 집단
상담 관련 내용을 접목한 수준이라는 점에서 제한점을 가진다(Buser, 2008; Paladino,
Barrio, & Kern, 2011).
이상과 같이 국내, 국외에서 집단상담 교과목 운영과 관련되어 이루어진 선행연
구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연구 내용들이 현재의 교육 현황을 파악하거나 강의자
의 관점에서 교육의 중점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나 교육의 또 다른 중요한
주체인 학습자의 관점을 반영하려는 노력이 미흡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또
한 특히 국내의 집단상담 교과목 운영과 관련된 선행연구가 충분히 않다는 것을
고려할 때, 현재까지의 연구만으로 국내의 교육현장과 교육과정 구성 내용에 대한
실제적인 효과성을 평가하기에는 그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원의 학위 과정에서 집단상담 수업을 수강한 경험이 있는 학습자들을 대상으
로 수업에 대한 인식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이 인식하는
긍정적인 수업의 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과정에 구성 및 강의 운영에
반영할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자들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집단상담 수업의 내용 요소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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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학습자들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집단상담 수업의 방법 요소는 무엇인가?
셋째, 학습자들이 인식하는 집단상담 수업의 성과는 무엇인가?

Ⅱ

.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 참여한 학습자들은 전국 10여개 대학에 속한 대학원생으로서 본 연구에
대한 공지내용을 보고 온라인 설문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110명의 학생들이다. 10여개
의 대학의 표집 과정에서는 서울, 경기, 충청, 전라, 경상 등 지역의 분포를 고루 반
영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일반대학원, 교육대학원, 기타 전문대학원 등 대학원의 종류
및 석사, 박사과정의 분포 역시 고루 분포하여 집단상담 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경향
을 파악하고자 노력하였다. 온라인 설문조사에 응답한 110명의 자료 중 서로 다른 질
문에 같은 응답을 반복하여 작성하거나 질문과 무관한 답안의 내용을 기록하는 등
응답이 불성실한 4명의 자료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06명의 자료를 사용하여 내용
을 분석하였다. 응답자의 배경정보 등 대략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참여자들 중 성별은 여자가 90명(84.9%)이고 남자가 16명(15.1%)이었으며, 연령의
분포에서는 20대와 30대의 분포가 가장 높았다. 이는 최종학위와 연관지어 생각할 때
석사 재학 중인 참여자가 71명(67%)으로 석사과정의 학위 참여 연령의 평균 경향성
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최종학위의 전공의 경우 상담심리 전공이라 기재한 경우가
54명(50.9%)로 가장 높았고 상담심리치료, 교육상담 등이 뒤를 이었다. 함께 살펴본
내용으로 본 연구에 참여한 응답자 중 상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는 상담심리
사 2급(16명, 14.5%), 청소년상담사 2급(15명, 13.6%), 전문상담교사(16명, 14.5%)의
순이었으며 52명(47.4%)는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집단상
담 교과목 수강 시간은 3학점인 경우가 64명(58.2%), 2학점인 경우가 23명(20.9%), 6
학점을 수강한 경우는 13명(11.8%)이었다. 마지막으로 집단상담 과목을 수강한 학기
의 수는 81명(74.3%)이 1개 학기라고 응답하였으며, 27명(24.8%)이 2개 학기라고 응
답하였다.
2. 자료 수집 방법

연구 질문의 도출을 위해 1차적으로 문헌 분석을 실시하고 질문지의 초안을 작성
하였다. 작성한 질문지 초안과 설정한 연구문제 및 주제에 대해 연구팀 내에서 추가
적인 논의 과정을 거친 후 교육상담 전공 박사학위자인 현직 교수 1인, 집단상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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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석사 1인에게 안면타당도 및 내용 타당도를 점검받았다. 최
종적으로 선정된 초점 질문은 “집단상담 수업과 관련해서 좋았던 부분, 집단상담 교
육 내용에서 좋았던 점, 집단상담 교육과정(방식)에서 좋았던 점, 집단상담 교육에서
배운 것을 내가 운영하는 집단의 리더 또는 코리더로서 적용할 때 도움이 될 것, 집
단상담 교육 프로그램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 그밖에 집단상담 수업과 관련하여 좋
았던 점/도움이 되었던 점” 등이었다. 이와 같은 질문 내용과 기본적인 배경정보 등
을 포함한 온라인 설문을 작성하여 각 대학원 상담/심리학 전공 학위과정의 재학생
및 수료생, 졸업생들에게 전화, 이메일, 문자 등을 통해 안내하였다.
각 학교별로 공지된 안내문을 살펴보고 본 연구에 참여를 동의한 110명의 학습자
들이 설문에 참여하였다. 연구의 목적에 부합되는 연구 대상자의 표집을 위해서는 연
구자들의 판단에 의해 집단의 표본을 추출하는 목적표집(purposeful sampling)을 실
시하였으며, 각 집단 내에서 본 연구에 자원한 사람의 자료를 획득하는 할당표집
(quato sampling)의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성태제, 시기자, 2006). 전국의 대학
원과의 연계를 위해 2016년 3월∼5월의 기간 동안 표집 대상 학교와 연락을 취하고
연구 대상자 집단을 모집하였으며 각 학습자 개인에 대한 설문의 실시 기간은 2016
년 6월∼9월이었다.
3.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의 분석 방법은 CQR-M(수정된 합의적 질적 연구 방법: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 Modified)을 사용하였다. CQR-M은 CQR(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의 수정모형으로 많은 사례에서 나온 자료를 분석하기에 적절
하며, 질적 연구를 기반으로 하되 비교적 단순한 응답 내용을 분석하기에 적합한 방
식으로 평가된다(Spangler, Liu, & Hill, 2012). 분석 과정에서는 원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귀납적 방식으로 개념과 범주들을 개발하고 이를 3인의 연구자가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의견을 수합하여 결론을 내리는 과정을 반복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팀은 집
단상담 강의 및 집단상담 운영 경력 15년 이상인 현직교수 1인과 집단상담 강의 경
력 3년, 집단상담 운영 경력 8년 이상인 현직교수 1인, 집단상담 운영 경력 8년 이상
의 박사수료자 1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진은 CQR연구와 CQR-M의 연구과정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며 연구책임자인 현직교수는 CQR-M의 학위논문 심사에 참여하
는 등 방법론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다.
구체적인 분석 과정에서는 우선적으로, 본 연구에서 초점으로 하고 있는 3가지의
연구 문제를 중심으로 수집된 자료의 코딩을 실시하였다. 한 가지 연구문제를 중심으
로 각 참여자의 응답내용에서 개념을 도출하고 이를 범주화 및 상위범주화 하는 과
정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전체 3명의 연구자가 합의하여 수정하는 절차를 반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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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질문지의 응답 내용이 모호하여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
는 연구자들의 의견이 일치할 때까지 한 가지 개념씩 다시 살펴보고 논의하는 과정
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최대한 원자료의 의미를 살릴 수 있는 방식으로 개념 내용
을 정리하고 범주화하였다. 또한 다른 2개의 연구문제에 대해서도 같은 절차를 반복
하였다. 이 과정에서 최초로 구성된 범주가 다른 범주와 통합되거나, 다른 범주명으
로 변경 또는 삭제되는 등의 수정과정을 거쳤다.
CQR-M의 분석에서는 일반적으로는 추가적인 감수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
다고 제안된 바 있는데(지승희, 주영아, 김영혜, 2014), 이는 CQR-M이 CQR과 다르
게 출현 빈도의 숫자가 도출되는 과정이 비교적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로 인식되
는 까닭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타당성을 높이고자 2명의 감수
자에게 연구탐이 합의한 개념, 범주, 상위범주의 내용에 대해 범주 구성의 적절성, 개
인 경험과의 부합도, 집단상담 수업 참여자의 인식과 관련된 추가의견을 묻고 피드백
내용을 연구 결과에 반영하여 내용을 수정하였다. 주요 피드백의 내용은 범주의 배타
성(각 범주와 다른 범주의 변별)과 개념 표현의 명확성 등이었으며 예를 들어, 범주
명을 ‘개인내적성과’에서 ‘개인내적변화’로 수정하거나 대표 핵심주제의 개념을 명확
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생각해볼 문제’를 ‘수업 전에 생각해볼 문제에 답하기’ 등으
로 수정하였다. 감수의 과정에 참여한 전문가는 집단상담 수련감독 자격을 지니고 집
단상담을 주제로 다수의 연구를 실시한 현직교수 1인과,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
전문가로서 질적연구 참여 경험 및 감수 경험을 지니고 있는 상담전문가 1인의 총 2
인이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추출된 최종 범주의 내용에 대해 각 범주의 내용이 응답으로
나왔던 참여자 반응의 수를 전체 응답자에 대한 비율로 표기하였다(홍정순, 2015).
CQR-M 연구방법의 비율 표기 방식에서 참여자의 반응 수를 해당 영역의 총 반응의
수로 나누어 표기하는 방법도 함께 사용되고 있는데(지승희, 주영아, 김영혜, 2014),
본 연구에서는 관련 학위논문, 해외 학술지 논문 등의 내용을 고려할 때 전체 응답자
에 대한 반응의 비율을 표기하는 것이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보다 객관적인
지표라고 생각되어 전체 응답자에 대한 비율을 표기하기로 합의하고 빈도를 확정하
였다. 본 연구의 주요 절차는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본 연 코딩
문헌 → 초개발점 질 문 → 초점
파일럿
질문 → 연구 → 구 실 → 영역과
→ 자문 → 빈확정도
분석
범주
및 자문
확정
시
구성

〔그림 1〕 주요 연구 절차 및 타당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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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분석결과

집단상담 수업 경험에 대한 학습자들의 인식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집단상담 교육
내용에서 좋았던 것, 교육방법 중에서 좋았던 것, 수업에서 좋았던 기타 사항, 수업에
서 도움이 되었던 점 등의 질문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
의 분석 결과를 각 영역별로 가장 빈도가 높은 내용 순으로 제시하였으며 각 범주의
내용을 잘 표현하는 참여자들의 응답 내용의 예를 함께 제시하였다.
1. 학습자들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집단상담 수업의 내용 요소

학습자들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집단상담 수업의 내용은 크게 집단상담 관련 지
식, 집단 운영 기술, 집단상담자 자질 및 윤리로 분류되었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집단상담 수업의 내용 요소

상위
범주

집단
상담
관련
지식

범주
빈도 비율(%)
핵심주제
기본 개념, 원리
집단상담 이론 56 52.8 ·집단상담
·집단상담 대표 이론
집단 발달 단계 19 17.9 ·집단의 흐름, 변화과정
·집단원의 역할
·내담자의 관점 이해
집단상담
리더의 역할
구성원의 역할 15 14.2 ·집단
·집단
리더의 역량
및 역량
·공동리더의 운영에 대한 이해
·집단상담 대가들의 특성
목적
집단상담의 14 13.2 ·집단상담의
·집단상담의
효과
목적과 기능
·집단상담의 장·단점
·치료적 요인
치료적 요인 13 12.3 ·치유반응에 대한 이해
·대가들의 치료적 요인 학습
·다양한 사례를 통한 상담자 역할과 대처방안 이해
사례에 대한 13 12.3 ·학습자의 재직기관을 고려한 사례 제공(교사의 경
이해
우 학생 사례)
사례 분석
집단 역동 6 5.7 ·역동에 대한 해석
집단의 유형 5 4.7 ·구조화 집단의 이해
·집단의 구조화 과정
집단의 구성 4 3.8 ·집단상담 구성원의 스크리닝
·집단 프로그램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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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운영
기술

집단원의 권리
집단상담의
어려움
집단규칙,
집단규범
갈등, 어려움
대처 기술

3
2
1
46

기본기술

13

과정개입기술 12
(역동 포함)
발달단계별 개입 3
기술

집단 집단상담 윤리 22
상담
자
자질 집단상담자의
15
및
윤리 태도 및 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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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집단원의 권리
1.9 ·집단상담의 어려움
0.9 ·집단규칙, 집단규범
·갈등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 이해
집단원
43.4 ·독점하는
·어려운 상황에 대한 대처
·침묵에 대한 대처
·공감, 직면, 경청, 집단상담 기법
간의 라포 형성 방식
12.3 ·집단원
·분위기 촉진 기술
·자기개방을 촉진하는 방법
·집단 역동 체험
·상황별 대처
·리더의 개입 시점
11.3 ·개입에서의 주의사항과 지침
·상호역동에 대한 대처
·집단운영의 다양한 방식을 배움
·집단상담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세부 기술
·초기 단계에서의 에너지 투입
2.8 ·과도기에서 작업단계로 가는 전략
·발달단계별 운영전략
·집단상담 윤리
20.8 ·집단상담자 윤리
·특히 강조되는 윤리 규정(비밀보장)
·안정적이고 편안한 태도
대하는 태도
14.2 ·내담자를
·리더의 한계에 대한 이해
·교수자의 솔직한 자기개방

주. 비율의 계산시에는 전체 설문의 참여자인 106명을 기준으로 비율을 산정함(이하 동일)

학습자들이 인식하는 긍정적인 수업내용은 크게 3개의 상위범주와 18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먼저 [집단상담 관련 지식]의 상위범주의 내용 중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내용은 ‘집단상담 이론’으로 전체 응답자인 106명을 기준으로 할 때, 52.8%의 비율로
나타났다. 다음은 ‘집단 발달 단계’(17.9%), ‘집단상담 구성원의 역할 및 역량’(14.2%)
등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응답한 ‘집단상담 이론’에는 구체적으로 ‘집단상담 기본 개념, 원리’, ‘집
단상담 대표 이론’ 등의 내용이 언급되었으며, ‘집단 발달 단계’의 범주에는 ‘집단의
흐름, 변화과정’ 등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었다. 수업의 내용요소에 대한 참여자의 응
답 예시자료는 다음과 같다.
집단상담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그 과정에 대해 배움 <참여자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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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 학습, 어려운 집단원 및 어려운 상황에 대한 대처 방법,
치유적 반응 <참여자 99>

[집단상담 운영 기술] 상위범주의 내용 중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내용은 ‘갈등, 어
려움 대처 기술’로 전체 응답자를 기준으로 할 때, 43.48%의 비율로 나타났다. 다음
은 ‘기본기술’(12.3%), ‘과정개입기술(역동포함)’(11.3%) 등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응답한 ‘갈등, 어려움 대처 기술’에는 구체적으로 ‘갈등을 바라보는 다양
한 관점 이해’, ‘독접하는 집단원’ 등과 같은 개인 특성이 두드러지는 집단원 다루기,
‘어려운 상황에 대한 대처’와 같은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었다. 운영 기
술에 대한 참여자의 응답 예시자료는 다음과 같다.
여러가지 집단 기술(과정기술, 분위기 촉진기술 등) <참여자 89>
갈등을 어떻게 풀어가는지, 침묵을 어떻게 역동으로 만들어 나가는지, 모두가 놓칠 수 있
었던 한 구성원의 이슈(issue)를 어떻게 떠오르게 하는지 등의 과정 <참여자 56>

마지막으로, [집단상담자 자질 및 윤리]의 상위범주의 내용 중에서 가장 많이 언급
된 내용은 ‘집단상담 윤리’로 전체 응답자를 기준으로 할 때, 20.8%의 비율로 나타났
다. 다음은 ‘집단상담자의 태도 및 자질’(14.2%)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응답한 ‘집단상담 윤리’에는 구체적으로 ‘집단상담 윤리’, ‘집단상담자 윤
리’, 그리고 비밀보장의 내용과 같이 ‘특히 강조되는 윤리규정’의 내용이 언급되었다.
자질 및 윤리에 대한 참여자의 응답 예시자료는 다음과 같다.
상담자 윤리, 집단구성원들이 지켜야할 점(예, 왜 상대방에 대한 비방을 하지 않아야 하고,
비밀보장이 중요한지..) <참여자 14>

집단상담자 윤리에 대한 논문발제-국내 집단상담의 윤리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였고
윤리의 범주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음 <참여자 69>

2. 학습자들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집단상담 수업의 방법 요소

학습자들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집단상담 수업의 방법은 크게 집단상담 이론 학
습방법, 간접실습방법, 직접실습방법, 그리고 수퍼비전의 4가지로 분류되었다. 주요한
분석 결과는 다음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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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집단상담 수업의 방법 요소
상위
범주

범주
강의
토의 및 토론

집단
상담
이론
학습
방법

이론 개인 학습
과제
질의응답
발제하기
수업 참여에 대한
사전 준비
비디오 시청
집단에 대한
모델링
사례를 통한 학습

간접 집단 리더에 대한
실습
모델링
방법
시연
관찰자 경험
교수자에 대한
모델링
직접
실습
방법

집단원 경험

빈도 비율(%)
핵심주제
강의
18 17.0 ·교수자의
·교수자의 보충 설명
·수강생들의 학습 자료 공유
17.0
18
·집단원 간의 상호작용(의견, 경험 나눔)
·학습자의 발제를 통한 문제 제시 및 토론
·다양한 참고문헌 제공
12 11.3 ·다양한 이론서 학습
·관련 논문
·수업 전에 생각해볼 문제에 답하기
관련 활동지 해결
12 11.3 ·학습내용
·과제를 통한 이론의 적용 연습
·과제를 통한 자기인식의 확장
경험을 반영하여 질의에 응답
8 7.5 ·교수자의
·실제 집단상담 운영과 관련된 질의응답
주제 발표(조발제)
7 6.6 ·그룹별
·학습자의 토론주제 발제
·수업 전 외부 집단에 참여
1 0.9 ·학습 내용을 사전에 개인 학습함
·수업 전 사전 과제 부여
통한 집단 과정의 이해
18 17.0 ·영상을
·이론 개념 습득 후 영상 통한 간접 경험
·모두가 놓칠 뻔한 주제를 다루어 가는 역동
12 11.3 모델링
·갈등을 직접적으로 다루어 알아차림을 촉진
·사례에 대한 소개 및 활용 팁 얻음
11 10.4 ·사례를 통한 개념 이해
·교수자의 실제 사례 나눔
·리더의 감정적이지 않으면서 공감을 전달하
8 7.5 는 태도의 모델링
·교수자가 코리더로서 참여와 통제의 모델링
7 6.6 ·집단상담 시연에 집단원으로 참여
·집단의 역동 관찰
6 5.7 ·타인을 통한 간접경험
·저항을 보이는 집단원에 대한 대처 관찰
·학생들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태도 모델링
3 2.8 교수자의
·엉뚱한 질문에도 성실히 답변하는 교수자의
태도 모델링
·마라톤 실습에 참여
·고른 참여 기회 제공
식 집단에 참여
78 73.6 ·게슈탈트
·비구조화 집단 참여
·집단에서 자기개방을 경험함
·집중 마라톤 실습에서 갈등 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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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퍼
비전

집단 운영 경험

28

26.4

이론으로 배운
것을 체험함

26

24.5

성찰보고서

13

12.3

피드백

12

11.3

리더, 집단원 모두 4
경험
경험을 통한 학습 2
실습 분석 및 논의 1

3.8
1.9
0.9

수퍼비전

12

10.9

·코리더 경험
·구조화된 집단 운영 경험
·수업전 웜업(warm-up) 진행
·학부생 대상 리더 경험
·학습자들이 기획한 프로그램 실시
·과도기에 대해 배운 것을 실습에서 직접 체
험함
·이론 이해 후 실습 경험
·발제자의 이론 발췌 학습 후 집단원 경험
·이론학습 진행 후 집단 참여-이론-참여-이론
등 번갈아 진행
·집단 경험 후기 보고서를 매주 작성함
·교수자의 피드백(교수자에게서 즉석 피드백
받음)
·집단원의 피드백
·대처 방안에 대한 피드백
·리더 경험과 집단원 경험을 모두 함
·경험을 통한 학습
·집단 실습 후 디브리핑(집단 후 역동에 대해
설명 및 이해의 시간)
·집단상담에 대한 개인 수퍼비전
·사례별 수퍼비전
·또래 수퍼비전
·집단상담 사례 공개사례발표회 참여

학습자들이 인식하는 긍정적인 수업방법은 크게 4개의 상위범주와 23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이는 집단상담 수업이 이론의 학습과 실습의 경험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수퍼비전이 실시될 수 있다는 면에서 크게 3가지 상위범주이지만 학
습자들이 주로 응답한 실습의 경험이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으로 분류되어 4가지 상
위범주로 확정되었다.
먼저 [집단상담 이론 학습방법]의 상위범주의 내용 중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방법
은 ‘강의’, ‘토의 및 토론’으로 전체 응답자인 106명을 기준으로 할 때, 각각 17%의 비
율로 나타났다. 다음은 ‘이론 개인 학습’과 ‘과제’의 내용이 각각 11.3%, ‘질의응
답’(7.5%), ‘발제’(6.5%) 등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응답한 ‘강의’에는 구체적으로 ‘교수자의 강의’, ‘교수자의 보충설명’ 등의
내용이 언급되었으며, ‘토의 및 토론’의 범주에는 ‘수강생들의 학습 자료 공유’, ‘집단
원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학습자의 발제를 통한 문제 제시 및 토론’ 등의 내용이
언급되었다. 수업의 방법요소에 대한 참여자의 응답 예시자료는 다음과 같다.
처음에는 교과서 중심으로 집단상담의 기본개념에 대해 배우고, 수업 참여자들이 구조화된
집단프로그램을 계획하여 발표함 <참여자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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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주 생각해 볼 수 있는 과제가 많이 도움이 되었고, 학생 질문에 교수자가 답하는 방식
으로 이끌어지는 수업이 좋았다. <참여자 36>
수업에 참여했던 수강생별로 각자 계획서를 공유하였는데 자료가 풍부해져서 좋았음
<참여자 82>

[간접실습방법] 상위범주의 내용 중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방법은 ‘비디오 시청’으
로 17%의 비율로 나타났다. 다음은 ‘집단에 대한 모델링’(11.3%), ‘사례를 통한 학
습’(10.4%), ‘집단 리더에 대한 모델링’(7.5%), 그리고 ‘시연’(6.6%) 등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응답한 ‘비디오 시청’에는 구체적으로 ‘영상을 통한 집단 과정의 이해’,
‘이론 개념 습득 후 영상 통한 간접 경험’ 등의 내용이 언급되었고 ‘집단에 대한 모델
링’의 범주에서는 ‘모두가 놓칠 뻔한 주제를 다루어 가는 역동 모델링’, ‘갈등을 직접
적으로 다루어 알아차림을 촉진’ 등과 같은 내용이 언급되었다. 또한 ‘사례를 통한 학
습’의 범주에서는 ‘사례에 대한 소개 및 활용 팁 얻음’, ‘사례를 통한 개념 이해’, ‘교
수자의 실제 사례 나눔’ 등의 내용이 나타났다. 간접 실습 방법에 대한 참여자의 응
답 예시자료는 다음과 같다.
코리의 집단상담 동영상 시청을 통해 집단상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고 집단상담 시연에
참여함으로써 집단역동이나 참여자로서의 느낌, 치료적 요인 등에 대해 실제적으로 강하게
와 닿았다. <참여자 63>
(교수님이) 사례를 많이 말씀해주셔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팁을 많이 얻어서 좋았음
<참여자 81>

[직접실습방법] 상위범주의 내용은 응답자의 응답 빈도가 가장 높은 내용이 나타
난 범주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언급된 내용은 ‘집단원 경험’으로 전체 응답자를
기준으로 할 때, 73.6%가 긍정적인 수업 방법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집단 운영 경험’(26.4%)으로 나타났으며 ‘이론으로 배운 것을 체험함’(24.5%), ‘성찰보
고서’(12.3%) 등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응답한 ‘집단원 경험’에는 구체적으로 ‘마라톤 실습에 참여’, ‘고른 참여
기회 제공’, ‘집단에서 자기개방을 경험함’ 등의 내용이 나타났고, ‘집단 운영 경험’의
범주에서는 ‘코리더 경험’, ‘구조화된 집단 운영 경험’, ‘수업 전 웜업 진행’ 등의 내용
등이 언급되었다. 또한 ‘이론으로 배운 것을 체험함’이라는 범주 역시 비교적 높은 빈
도로 나타났는데 이론의 학습을 기초로 하여 실습을 진행한 순서적인 측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특징적인 반응이었다. 마지막으로 ‘성찰보고서’의 경우 ‘집단 경험
후기 보고서를 매주 작성함’ 등과 같이 자신의 경험을 되돌아볼 수 있는 성찰의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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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나타내는 내용이었다. 직접실습방법에 대한 참여자의 응답 예시자료는 다음과
같다.
수업에서 직접 비구조화 집단 참여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좋았고 저항을 보이는
집단원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대처를 볼 수 있어 좋았다. 나의 어려움도 꺼내서
다루어 주어 수업 자체가 갈등해결과 성장의 기회가 되었다. <참여자 75>

집단상담을 실습으로 배우는 것이 가장 좋았다. 지식을 경험으로 체득하는 것이 그 무엇보
다 중요한 것을 확인했다. <참여자 60>

마지막으로, [수퍼비전] 상위범주의 내용에서는 다양한 수퍼비전의 내용이 언급되
었으며 응답의 비율은 10.9%로 나타났다. 이 내용의 경우 상위범주와 범주의 명칭이
같은 것으로 정리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사례별 수퍼비전’, ‘또래 수퍼비전’, ‘집단
상담 사례 공개사례발표회 참여’ 등이 언급되었다. 수퍼비전에 대한 참여자의 응답
예시자료는 다음과 같다.
집단운영 수퍼비전 <참여자 5>

실습 후 수퍼비전 <참여자 98>

3. 학습자들이 인식하는 집단상담 수업의 성과

학습자들이 인식하는 집단상담 수업의 성과는 크게 개인내적변화, 집단에 대한 신
뢰 형성 및 심화, 전문성 함양이라는 3가지로 분류되었다. 주요한 분석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집단상담 수업의 성과
상위
범주
개인
내적
변화

범주

빈도 비율(%)

자기 이해 및 24
수용
타인 이해 및 14
수용

핵심주제
·나 자신에 대한 탐색 기회
·나의 장점을 이해함
대인관계에 대해 성찰
22.6 ·나의
·집단의 역동을 통한 자기이해
·나의 진로에 대해 도움이 됨
·향후 자신이 계발할 방향 안내 및 지침이 됨
·새로운 대화 방법 습득
·다양한 사람과 경험 공유
생각이 다양하다는 것을 이해함
13.2 ·사람의
·대인관계 기술 습득
·실습에서 실제적인 관계 회복
·집단상담자로부터 지지와 공감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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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
대한
신뢰
형성
및
심화

치료적 요인의
(개인) 경험
(다양성,
10
보편성,
대화방법 등)

9.4

집단의 치료적
효과 (간접) 14
경험

13.2

집단의 치료적
기능 이해 2
(인지적 이해)

1.9

전문성 전문성 함양
함양

20

20.8

·상처가 치유됨
·참 만남의 경험
·나의 이야기를 실제로 다룸으로써 갈등 해결과
성장의 기회가 됨
·집단원들의 지지와 응원을 받음
·인간의 보편성에 대한 깨달음
·지금-여기에서의 감정 자각
·집단에서 자기개방의 경험이 됨
·치료적 경험을 직접 체험함
·과제를 통해 집단상담 치료적 효과 간접 경험
·집단의 효과에 대한 믿음 형성
·또래 피드백의 효과 경험
·리더, 코리더 개입의 치료적 기제 이해
·집단응집력을 경험함
·집단의 역동과 흐름을 느끼는 기회
·집단의 치료적 기능 이해
·공감적 이해에 대한 깨달음
·집단원으로서의 느낌 이해
·집단상담 대가 본보기
·정서적 민감성이 훈련됨
·윤리적 측면에 대한 적용 연습
·경험으로 인한 든든함을 가짐
·배운 것을 적용할 때 자신감이 있음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교육을 받음
·리더로서의 성품 모델링
·리더의 공감적 반응 모델링
·집단상담의 다양한 형태와 접근을 알게 됨

학습자들이 인식하는 수업의 성과는 크게 3개의 상위범주와 6개의 범주가 도출되
었다. 먼저 [개인내적변화] 상위범주의 내용 중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내용은 ‘자기
이해 및 수용’으로 전체 응답자인 106명을 기준으로 할 때, 22.6%의 비율로 나타났
다. 다음은 ‘타인 이해 및 수용’(13.2%), ‘치료적 요인의 경험’(9.4%) 등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응답한 ‘자기 이해 및 수용’에는 구체적으로 ‘나 자신에 대한 탐색 기회’,
‘나의 대인관계에 대해 성찰’ 등의 내용이 언급되었으며, ‘타인 이해 및 수용’의 범주
에는 ‘새로운 대화 방법 습득’, ‘사람의 생각이 다양하다는 것을 이해함’, ‘집단상담자
로부터 지지와 공감을 받음’ 등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었다. 학습자들이 인식하는 수
업 성과에 대한 참여자의 응답 예시자료는 다음과 같다.
살면서 자기 주변의 지인들이나 또래들과의 관계만 하다보면 편협한 사고를 할 수 밖에 없
고 그러다보면 왜곡되는 부분들도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집단상담 경험을 통해 시야가 넓
어지고 조금 더 마음 깊이 이해받고 조언을 얻을 수 있어 좋았다. <참여자 42>
수용받고 공감받는 경험을 통해 자신의 존귀함 경험함 <참여자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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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상담 수업이 단지 이론적인 배움에만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대가들의 발달단계와 집단상담의 발달단계와 함께 나 자신에 대한 깊은 인
식과 통찰로 어느새 자신의 발달도 함께 이루어짐을 깨닫는 경이로운 과정이었다.
<참여자 37>

[집단에 대한 신뢰 형성 및 심화] 상위범주의 내용 중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내용
은 ‘집단의 치료적 효과 경험’으로 전체 응답자를 기준으로 할 때, 13.2%의 비율로
나타났다. 해당 내용으로는 ‘과제를 통해 집단상담 치료적 효과 간접 경험’, ‘집단의
효과에 대한 믿음 형성’ 등이 언급되었다. 집단에 대한 신뢰 형성 및 심화에 대한 참
여자의 응답 예시자료는 다음과 같다.
집중적이고 비구조화된 집단상담 경험을 가짐으로서 집단상담을 통한 강렬한 치료적 효과
와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으로 집단의 응집력을 경험해 볼 수 있었다. <참여자 37>

마지막으로, [전문성 함양]의 상위범주의 내용은 범주와 동일하게 정리되었으며
20.8%의 비율로 나타났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서적 민감성이 훈련됨’, ‘현장에서 활
용 가능한 교육을 받음’, ‘리더의 공감적 반응 모델링’ 등의 내용이 언급되었다. 전문
성 함양이라는 성과에 대한 참여자의 응답 예시자료는 다음과 같다.
현장에서 유용하게 접근 가능한 교육이었음 <참여자 54>

집단상담의 대가들의 특성과 발달과정, 개별화 등에 비추어 자신에게 맞는 역량과 전략 등
에 대한 인식도가 증가 <참여자 54>

Ⅳ

.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대학원의 학위과정에서 집단상담 수업에 참여한 대학원생들의 수업 참
여 경험을 토대로, 수업의 전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수업 내용 및 수업의 방
법, 그리고 수업의 성과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첫째, 본 연구에서 학습자들은 집단상담 이론과 관련하여 집단상담이론, 집단발달
단계, 집단상담 구성원의 역할, 집단상담의 목적과 기능, 치료적 요인, 사례에 대한
이해, 집단 역동, 집단유형 등에 대한 이론적 학습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집단에 대한 기본 이론, 갈등 및 어려움 대처 기술, 그리고 집단상담 윤리에 대한
내용이 긍정적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집단상담 이론’에 대한 강조는 다음과 같은 측
면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즉, 집단상담의 수업은 각 대학원 과정에서 1회씩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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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이 더욱 일반적이며 이러한 교육과정 운영상에서 이론의 학습은 반드시 필수
적인 요소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권경인, 김지연, 계은경, 2016). 이와 같은 결
과는 집단상담자 교육의 장면에서 이론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 학습자들 역시 중요성
을 인정하고 있으며 대학원의 학위과정이라는 맥락을 고려할 때 이론의 전문적인 학
습은 필수적인 내용으로 강조되고 있다는 특징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집단상
담 수업에서 이론 학습의 강조는 Council for Accreditation of Counseling and
Related Educational Programs(2016)이 제시하는 집단상담 교육과정에도 나타나 있
다. 집단상담 교육에 포함해야 할 핵심내용으로 집단상담에 대한 이론적 기반, 집단
과정과 발달과 관련된 역동, 치료적 요인과 그것이 집단 효과에 기여하는 방식, 효과
적인 집단 리더의 특징과 기능 등을 학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Feiner(1998)의
모형에서도 집단상담 수업과정에 학문적 요소가 중요한 영역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것과 Barlow(2004)의 모형에서도 학문적 영역으로 기본적 이론 토대의 학습, 집단 관
련 이론학습, 집단연구, 집단논문 준비 등의 요소들이 단계별로 제공되어야 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는 면에서 같은 맥락이다. 또한 이와 같은 내용은 국내 연구인 권경인,
김지연, 계은경(2016)의 연구에서 집단상담 강의자의 관점에서 역시, 이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과 동일한 강조점이라 할 수 있다.
집단상담 운영기술 중 학습자들은 ‘갈등, 어려움 대처 기술’에 대한 내용을 가장 긍
정적인 학습 내용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갈등 및 어려운 상황에 대한
이해와 대처를 학습하는 것이 이들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초심상담
자로부터 숙련상담자 모두에게 집단에서 갈등을 다루고 어려운 집단원을 다루어가는
과정은 도전적인 과제이며 반드시 학습해야 할 부분 중 하나이다(Corey, Corey, &
Corey, 2013; Yalom, 2005; Gladding, 2008). 이는 상담자 교육이 과학자-실무자 모
델로써 이론의 지식 학습에 그치지 않고 실제에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사례와 맥락
의 학습도 역시 강조되어야 할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다(Hepper et al., 1992).
또한 이러한 강조점은 상담학이라는 학문의 특성과도 연관되어 있는데 상담자 교육
과정에서 집단상담 수업은 이론과 실습의 적정한 비율을 선정하고 이론의 학습에서
역시 실제적인 구체적인 기술의 연마를 염두에 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이를 토대로, 이론을 상담의 실제에 어떻게 구현하는가와 특히 어렵고 복잡한 과
정에서의 상담의 이론과 실제의 접목은 현장에서 상담자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과제
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Feiner(1998)의 연구에서 경험적 요소를 강조한
수업과 연관성이 있는데 집단상담 수업의 경우 특히 실제적인 경험의 맥락이 중요함
을 반영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집단상담윤리’에 대한 내용은 학습자들이 집단상담자 자질 및 윤리 영역에서 가장
높은 빈도로 보고한 부분이다. 즉 학습자들은 집단상담 윤리에 대한 이해와 실제적
적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집단상담 영역에서 집단상담 윤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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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권경인, 조수연, 2015; 강진
령 외, 2007; 최해림, 2002) 실제적인 교육장면에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
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부족하다. 국내의 경우와 다르게 국외의
경우, 집단상담과 관련된 다양한 윤리적 문제를 중심으로 연구와 논의가 이루어져 왔
는데, 집단상담 비밀보장과 관련된 윤리문제(Lasky & Riva, 2006; Yakunina,
Weigold, & McCarthy, 2010), 집단상담 기록물과 관련된 윤리문제(Knauss, 2006)가
주요하다. 또한 집단상담 내의 다중관계, 특히 상담 전공생들의 집단참여와 관련된
윤리 문제(Crespi, 2009; Davenport, 2004), 집단상담 대상에 따른 집단상담 윤리 문제
(Ritchie & Huss, 2000; Yakunina, Weigold, & McCarthy, 2010)등이 중요하게 다루
어져 왔다. 더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다문화와 사회적 소수자와 관련된 집단상담 윤리
문제(Debiak, 2007; Singh et al., 2012), 집단상담 운영과 관련하여 상담료와 관련된
윤리문제(Shapiro & Ginzberg, 2006), 집단상담 종결과 관련된 윤리문제(Mangione,
Forti, & Iacuzzi, 2007)로 구분하여 연구가 수행되었고, 집단상담 윤리를 개인상담과
비교하거나(Brabender & Fallon, 2009) 집단상담 전반적인 원칙이나 개관을 다룬 연
구들도(Brabender, 2006, 2007; Macnair-Semands, 2007) 이루어진 바 있다. 이와 같
이 집단상담자에게 윤리적 이슈는 집단상담이 활성화 되고 전문화 될수록 더욱 중요
한 주제일 것이며 집단상담 수업에서는 현장에서 마주칠 수 있는 다양한 윤리적 이
슈와 딜레마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윤리의 내면화와 체험적 지식을 전수할 필요성
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에서도 집단상담 윤리에 대한 연구가 보다 활발하게 이
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교과 과정에 포함시켜 학습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핵심적
내용 선정 및 효율적 전달 방식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는 집단상담 영역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집단상담의 방법에서는 집단상담 이론 학습방법, 간접실습방법, 직접실습방
법, 그리고 수퍼비전의 4가지로 분류되었다. 그 중에서도 학습자들이 긍정적으로 인
식하는 학습의 방법은 ‘집단원 경험’, ‘집단 운영 경험’, ‘이론으로 배운 것을 체험함’,
교수자의 ‘강의’, ‘토의 및 토론’, ‘비디오 시청’의 순이었다. 특히 ‘집단원 경험’의 내용
은 전체 응답자 106명 중 78명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집단 운영 경험’ 역시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이는, 집단상담 수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생들의 상당수가 집단
에 대한 참여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수업에 참여하며 수업에 대한 기대 역시 실제적
인 경험을 기반으로 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면에서 “참여자 경험”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안하는 내용이다. 이는 Council for Accreditation of Counseling and
Related Educational Programs(2016)에서도 이론적 학습과 함께 학생들에게 최소 10
시간 이상 집단원으로 참여하는 경험을 제공할 것을 중요한 기준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또한 학습자들이 자신이 스스로 계획한 집단을 운영하거나
웜업(warm-up)을 운영하는 등 안정적인 구조 내에서의 운영 경험을 긍정적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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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하였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학습자들에게 모델이 될 수 있는 구조화된 프로그램 예
시자료가 더 확보될 필요성이 있겠다. 이는 Furr와 Barret(2000)의 연구에서 집단상
담 강의에, 집단경험과 구조화된 집단 과정의 리더십 설계 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측면과 연관되며 Feiner(1998)의 연구에서 학문적 과정에서 배운 것을 기반으로 “구
조화된 맥락”에 적용하는 것의 학습이 언급된 것과 관련성이 있다.
한편, 이론의 학습 방법에서는 교수자의 ‘강의’와 ‘토의 및 토론’이 비교적 높은 빈
도로 나타났는데 학습자들이 교수자의 전문성에 기반을 둔 강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또한 다양한 주제에 대한 토의 및 토론 등의 참여를 통한 학습 내용의 내
면화 과정 역시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습자들은 또한 학습자 중심
의 발제가 지나치게 많은 것에 대한 제한점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는 수업 구성에
있어 학습자 중심의 발제와 전문성을 갖춘 교수자의 강의가 적절하게 조화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마지막으로 집단상담 수업의 성과의 측면에서는 개인내적변화, 집단에 대한 신뢰
형성 및 심화, 전문성 함양이라는 3가지 내용으로 분류되었다. 그 중에서도 수업에서
의 주요한 성과를 ‘자기이해 및 수용’의 경험이라 표현하고 수업을 통해 ‘전문성 함
양’이라는 성과를 보고한 경우가 많았다. 특히 ‘자기이해 및 수용’의 내용은 상담자에
게 자신에 대한 성찰 및 분석이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내용은 상담자의 수련과정에
서 내담자 경험이 중요한 기준으로 반영되어 있는 것(한국상담학회, 2016)과 관련성
이 있다. 즉, 대학원 교육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수업의 과정에서도 자신을 돌아보고
이해하며 수용해갈 수 있는 성찰적 경험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특히 많은 사
람의 역동을 다루어야 할 집단상담자로서의 준비과정에서는 이러한 자신 및 타인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인 과정이라 하겠다(Earley, 2000; Corey, Corey, & Corey., 2013).
집단상담 수업에서의 집단원 경험은 교수자와 학생, 학생들 사이의 이중관계로 인해
여러 어려움이 보고되기도 하지만(Feiner, 1998; Forester-Miller & Duncan, 1990;
Pierce & Baldwin, 1990; Crespi, 2009; Davenport, 2004) 집단원으로서의 집단경험이
이들에게 자기이해의 확장 및 집단상담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활동
이기도 하다는 점을 동시에 감안할 필요가 있다. 집단의 리더를 모델링하고 구체적인
치료의 기제를 이해하는 등의 전문성 함양은 집단상담 수업에서 도달해야 할 궁극적
인 목표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질적
연구로서 많은 학습자들의 인식과 경험 내용에 대해 탐색하고자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탐색적이고 깊이 있는 내용을 반영할 수 없었다는 연구방법 상의 제
한점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를 통해서는 학습자들과의 일대일 심층면담과정을 통
한 보다 깊이 있는 내용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는 학습자들
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수업의 요소로써 학습자들이 경험을 한 이후 개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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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미하게 인식되는 요소를 도출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현재 수많은 대학원
과정에서 운영되고 있는 전체적인 수업의 현황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의 내용과 상이
할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를 통해서 국내의 대학원 수업 과정에서 수업 내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본 연구 결과와 통합한다면 집단상담 수업에 대한 국내 표준안
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의 참여자들의 다수는 석사과정에
집중되어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나누어 집단상담관련 수업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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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Learner's perception of group counseling class:
Focusing on content, method, and achievement

Kwon, Kyung In(Kwang Woon University)

Kim, Ji Yeon(Korea University of Technology and Education)
Gye, Eun Gyoung(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ontent elements, method elements, and
outcomes of positive instruction that learners perceive of graduate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group counseling class. To accomplish this purpose, an online
questionnaire was conducted for graduate students attending graduate schools in 10
universities nationwide from June to September 2016, and the data of 106 students were
analyzed by the CQR-M method from Octorber 2016 to January 2017.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mong contents elements of group counseling class, positively
perceived contents were classified into three categories of group counseling knowledge,
group operation skill, group counselor qualification and ethics. Second, among the form
factors of group counseling class, the lessons that the learners perceive positively
appeared as the four categories of group counseling theory learning method, indirect
practice method, direct practice method, and supervision. Third, the outcomes of the
lessons recognized by learners were classified into three categories: individual internal
change, trust formation and deepening of group, and professionalism.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meaningful that they provided specific implications that can be reflected in the
curriculum of counselors through the perception of learners who are the consumers of
education.
Key words: group counseling, group counseling class, learner,
contents, method, educational outco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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