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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러의 개인심리학에 근거한
격려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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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대학교

본 연구는 아들러의 개인심리학 이론에 근거한 격려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아들러의 개인심리학 이론과 개인심리학자들의 격려
치료 및 격려훈련 프로그램을 검토하여 본 연구의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한 요소들을 도출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격려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남녀학생을 대
상으로 1회기에 2시간씩 총 8회기의 격려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격려집단상담은 청소년
의 자기존중감, 내적통제, 사회적 관심의 증진에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프로그램의 내용타당도
를 검증하기 위해 실험집단 청소년들이 프로그램 진행 중에 작성한 활동시트와 매 회기를 마치면서
작성한 경험보고서, 그리고 전체 프로그램을 마친 후 작성한 프로그램 평가서를 통해 수집된 자료
가 분석되었다.
주요어 : 격려, 아들러, 개인심리학, 사회적 관심, 자기존중감, 내적통제, 집단상담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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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은 신체적 발달과 인지적, 정서적 발달

계현, 2000; 유성경, 1999).

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불안정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는 상담이론

상태로 인해 또는 발달 과업으로서의 자기 정체

중의 하나가 개인심리학 이론이다. 아들러의 개인

성을 확립하려는 욕구 및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심리학적 상담이론은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이해

독립하려는 개별화 욕구들로 인해 매우 혼란스럽

하고 그들의 발달을 도울 수 있는 성장 지향적인

고 어려운 시기들을 경험하고 있다. 그들은 가정

상담모델로서, 미래를 강조하며 전체주의(holism)

에서, 학교에서, 사회적 장면에서 어른들의 견해

와 평등주의 그리고 선택을 강조하기 때문에 학

를 무시하거나, 책임감이 없는 태도, 일시적이고

교와 교육, 그리고 상담 장면에서 광범위하게 적

충동적인 행동양식 등을 보이면서 어른들과 갈등

용될 수 있는, 희망과 유용성을 보여주는 이론이

을 유발하기도 하고, 일부 청소년들은 폭력이나

다.

비행, 가출, 또는 약물남용이나 성적 일탈 등의

아들러의 개인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청소년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기도 한다. 그들이 ‘청소년

들의 문제행동은 이 시기에 갑자기 만들어진 것

기’라는 특별한 발달과정에 있기 때문이라든가,

이 아니라 어린 시절에는 은폐되어 있었던 것일

그러한 청소년들에게 제공되는 환경, 이를테면 권

가능성이 있으며(Adler, 1931), 그러한 문제행동 뒤

위와 훈육이 사라져 버린 가정환경이나 입시위주

에는 반드시 파괴적 행동의 목표가 있다. 아동이

의 교육풍토, 물질만능의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라

나 청소년들이 보여주는 모든 행동의 목적은 자

든가 하는 청소년 문제의 원인에 대한 많은 전문

신에게 주의를 집중시키고 자신을 나타내 보이기

가들의 분석과 더불어 이들 청소년들을 돕기 위

위한 것이다. 청소년들이 행동을 통해 증명하고자

한 체계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청소년 상담에 대

하는 것을 교사나 부모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

한 관심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기만 한다면, 청소년들은 훨씬 수월하게 이 시

그런데 청소년을 위한 상담에서 기존의 상담이

기를 보낼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그것이 받아들

론과 기법들이 청소년을 돕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여지지 않을 경우이다. 이때 청소년들이 자신의

는 지적들이 있다(김계현, 2000; 김용태, 1997; 유

존재를 반드시 증명해야겠다고 느끼게 되면, 그들

성경, 1999; 이형득, 1994). Freud의 정신분석과 여

은 자기가 주장하고자 하는 점을 지나치게 강조

타 정신역동적 심리치료, Rogers의 인간중심 심리

하게 될 지도 모른다(Adler, 1931). 그럼에도 불구

치료, Ellis의 합리적·정서적 심리치료 그리고 Beck

하고 만일 교사나 부모들이 자신들에 대한 감독

의 인지치료 등 대표적 심리치료와 상담의 접근

을 계속하려 한다면, 이들은 그들의 지배를 피하

방법들이 주로 성인들을 상담의 대상으로 발전된

기 위해 더욱 강경한 노력을 하게 될 것이다. 파

것들이며, Skinner의 행동주의 이론은 어린 아동들

괴적인 행동일수록, 그리고 상황에 맞지 않는 행

의 행동을 수정하기 위한 이론과 기법들로부터

동이 지속되고 반복될수록 이 행동은 자기 자신

발전된 것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한 이유

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로 청소년 대상의 상담이 효과를 거두려면 청소

있다. 교사나 부모가 청소년들의 이러한 행동에

년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상담접근을 시도해야

대해 비난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방법을

하며, 청소년의 심리적, 사회적, 발달적 현실을 정

통해서 청소년들을 변화시키려고 한다면 결코 성

확히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들도 제기되어 왔다(김

공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 아들러식 상담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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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그리고 낮은 사회적 관심을 증진시키는 데

의 견해이다.
아들러의 개인심리학에 근거한 상담에서 변화를

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격려와 관련된 연구는

위한 가장 강력한 도구는 격려이다. 낙담이 정체,

많지 않지만, 자기존중감이 높은 어머니가 자기존

책임 없는, 무력함, 완고함, 그리고 그릇된 에너지

중감이 높은 자녀를 두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와 관계된다면, 격려는 성장, 책임 있는, 중요한,

가족들은 외적 보상보다는 격려를 사용하는 경향

유연한, 바람직한 에너지와 관계된다(Dinkmeyer &

이 있다는 보고(Sweeney, 1998)와, 내적으로 통제된

Eckstein, 1996). 격려는 아동의 불안을 제거하고,

아이들이 외적으로 통제된 또래에 비해 격려반응

자신감을 주고, 공동체와의 연합을 촉진시켜 주

을 더 선호한다는 것(Kelly, 2002)은 이러한 가설을

며, 아동에게 현실극복의 새로운 가능성과 긍정적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긍정적인 정신건강

미래관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가능성을 제시한다

의 핵심 구성요소라고 하는 사회적 관심(Ansbacher

(Hjelle & Ziegler, 1981). 격려를 통해 자기 자신을

& Ansbacher, 1956; Bickhare & Ford, 1976; Peterson

포함해 부정적으로 보이는 모든 것으로부터 긍

et al., 1985)은 개인에게 주어진 환경의 특수한 상

정적인 측면을 볼 수 있게 되고(Dinkmeyer &

황에 적응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형성되었기 때문

Dinkmeyer, 1983), ‘나는 할 수 없어’로부터 ‘나는

에 쉽게 변화되지는 않지만, 격려를 통해서는 그

할 것이다’라는 보다 생산적인 철학으로 변화

변화가 가능하다고 본다(Dreikurs, 1967).

(Dinkmeyer & Losoncy, 1996)될 수 있다. 격려는 자

아들러는 아이들이 낙담한 채로 성장하게 되면

기존중과 자기수용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개인의

성인이 된 후 생활 속에서의 사회적 결과는 심각

내적 자원과 잠재력에 초점을 맞춘다. 장점을 찾

하고도 많은 장애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주장하

아 피드백으로 제공함으로써 상대가 자신의 강점

였다. 어린 시절의 과오와 성인이 된 후의 실패

을 인식하도록 돕는 것이다. 격려는 또한 신념과

사이에 분명한 연결이 있다는 것이다(Adler, 1931).

자기인식에 초점을 맞추어서 낙담한 사람들이 갖

그래서 아동을 패배나 곤란으로 이끄는 여러 가

는 부정적인 자기개념과 기대를 변화시키는 것에

지 요소들을 예방해야 하며, 어릴수록 시정이나

관심을 둔다. ‘자기 자신에 대한 신념이 회복되지

방지가 비교적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이

않고는 더 나은 행위와 기능에 대한 가능성은 볼

러한 관점에서 청소년들의 자기존중, 타인존중,

수 없다(Dreikurs, 1967, p.62).’ 격려는 용기와 책임

책임감 그리고 건설적 협동을 증대시킴으로써 그

감, 그리고 부지런함을 일깨워서 자신의 삶의 문

들의 발달에 도움을 주고 문제행동에 변화를 가

제에 당당히 직면하여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져오기 위해서는 격려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있도록 돕는 것이다. 격려는 자신을 긍정적으로

따라 본 연구에서는 개인심리학 이론에 근거한

바라보는 관점을 갖게 하고 소속에 대해 만족감

격려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

을 느끼게 하며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용

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첫

기를 갖게 한다(Rathvon, 1990; Hecke & Tracy,

째, 격려집단상담을 경험한 실험집단 청소년들의

1989; 유리향, 2001).

자기존중감 점수가 통제집단 청소년들에 비해 유

문제행동의 원인이 낙담에서 비롯되고, 낙담은

의하게 높아질 것이다. 둘째, 격려집단상담을 경

격려를 통해서 치유될 수 있다면 격려는 또한 문

험한 실험집단 청소년들이 통제집단 청소년들에

제행동의 저변에 존재하는 낮은 자기존중감, 외적

비해 내적통제 점수는 유의하게 높아지고 외적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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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점수는 유의하게 낮아질 것이다. 셋째, 격려집

내·외적 통제 척도

단상담을 경험한 실험집단 청소년들의 사회적 관

본 연구에서는 이유갑(1994)이 Nowicki-Strickland

심 점수는 통제집단 청소년들에 비해 유의하게

의 아동용 내외통제 척도를 한국판으로 표준화하

높아질 것이다.

여 중·고등학생용으로 선별한 19문항과 Rotter
(1966)의 Internal -External Locus of Control Scale 20
문항으로 설문을 구성하여 예비조사와. 신뢰도 검

방 법

증을 통해 총 22문항이 선정되었는데, 예비조사
(N=63)에서 전체 문항의 Cronbach's α=.80이었으
며 내적 통제 문항의 Cronbach's α=.80, 외적 통제

연구대상

Cronbach's α=.75였다.
본 연구는 G시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남·여
재학생 3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학교의 협조를

사회적 관심 척도

얻어 1학년의 세 학급 학생 중 희망자를 대상으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관심의 정도를 측정하기

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무선적으로 배치하여

위해 정민(2001)이 번안하여 사용한 Crandall(1975)

두 집단을 구성하였으며, 실험집단인 격려집단을

의 사회적 관심척도(Social Interest Scale: SIS)를 수

대상으로 프로그램이 실시되는 동안 통제집단에

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강제 선택형 문항으로

는 아무런 처치를 가하지 않았다. 각 집단은 18명

되어있는 SIS에서 사회적 관심을 묻는 문항만을

의 남·여학생으로 구성하였으나 프로그램 진행기

선별하고, 문헌을 참고하여 공감, 타인지향, 배려,

간 중 학교에 조퇴 및 결석한 학생과 중간고사

협동, 개인적 및 사회적 관계집단에의 동일시 등

기간에 시험공부를 이유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을 포함하도록 문항을 구성한 후, 상담관련 교수

2회 이상 참여하지 못한 학생들을 제외하고 최종

2인의 자문을 얻어 내용타당도를 검정하였다.

적으로 본 연구를 위하여 분석된 대상은 실험집

Likert형 4점 척도로 모두 30문항을 제작하여 예비

단 11명(남학생 7명, 여학생 4명)과 통제집단 12명

조사를 실시(N=63)하고 신뢰도 검증(α=.78)을 통

(남학생 7명, 여학생 5명)으로 총 23명이다.

하여 최종 선별된 14문항이 본 연구에 사용되었
으며, 본 연구에서 사회적 관심의 사전, 사후검사
신뢰도는 .91, .92로 나타났다.

측정도구
자기존중감 척도

프로그램 평가 설문지

본 연구에서는 Hare(1985)의 HSS(Hare Self-esteem

8회기로 구성된 격려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모두

Scale)를 번안하여, 예비조사를 통해 신뢰도가 현

끝난 뒤 전체 프로그램을 참가자들이 어떻게 경

저하게 낮은 세 문장을 제외한 총 27개의 문항이

험하였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프로그램의

사용되었다. 전체 자기존중감의 Cronbach's α=.86

내용, 진행방법 및 진행자에 대한 만족도, 프로그

이었으며 하위척도별로는 또래, 가정, 학교존중감

램 내용의 난이도, 프로그램에 대한 참가자들의

은 각각 .83, .78, .68로 나타났다.

참여도, 그리고 어떤 점에서 프로그램이 유익했는
지를 평가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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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격려집단상담 프로그램의 개요
회기

제목
프로그램 소개와

1회

열등감 이해

2회

생활양식 이해하기

긍정적 자기이미지

3회

만들기

4회

자기 능력을 믿기
낙담하게 하는 신념에

5회

도전하기
사적 논리와

6회

7회

대안적사고 찾기
숨겨진 목표 탐색과

프로그램의 목표
1) 프로그램의 목적, 진행과정, 집단원으로서 지켜야 할 유의사항을 안다
2) 자기소개를 통해 집단원들 간 친밀감을 형성한다.
3) 열등감의 원인과 기능을 안다.
1) 생활양식의 형성과정을 안다.
2) 생활양식이 개인의 사고, 정서, 행동의 기반이 된다는 것을 안다.
1) 자신의 장점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2) 자기의 가치를 있는 그대로 수용한다.
3) 자신을 믿고 긍정적 자기상을 갖는다.
1) 타인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잠재력을 평가한다.
2) 자신의 능력을 믿는다.
1) 인정욕구와 완벽욕구를 이해한다.
2) 낙담의 원인이 자신의 비합리적 신념에 있다는 것을 안다.
1) 신념이 상황이나 사건을 보는 관점을 제한한다는 것을 안다.
2) 다른 관점에서 사고하는 방법을 안다.
1) 행동의 숨겨진 목표를 인식한다.

새로운 행동목표 세우기 2) 현실적이고 숨겨진 목표를 인식한다.
1) 자신이 독특한 가치를 지닌 인간이라는 것을 믿는다.

8회

자기 격려 및 타인 격려 2) 결과보다 노력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3) 타인을 격려할 수 있다.

격려집단상담 프로그램

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비검사(2005. 9. 13)를 실

개인심리학 이론의 주요개념과 특히 Dinkmeyer

시하여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문항으로 각각의

와 Losoncy(1997)의 격려의 기술 및 Losoncy(2001)의

척도를 구성하고, 프로그램 시작 전과 마지막 회

격려치료는 프로그램의 틀을 설정하고 내용을 구

기의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 사전·사후검사를 실

성하는데 중요한 기초가 되었다. 프로그램의 회기

시하였다. 프로그램은 대상 학생들이 다니는 고등

별 주제와 목표는 표 1과 같다.

학교의 상담실에서 본 연구자에 의해 2005년 9월
27일부터 10월 14일까지 총 8회기동안 진행되었

연구절차

으며, 각 회기는 2시간 정도가 소요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격려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

자료분석

를 분석하기 위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사전·
사후검사 실험설계를 사용하였다. 프로그램 적용

격려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자기존중

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학생이 속해 있는 세

감, 내․외적 통제 및 사회적 관심에 미치는 영

- 1097 -

상담학연구

향을 알아보기 위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

자기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검사 점수를 공변인으로 하여 두 집단 간 사후검

격려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과

사 점수에 대한 공변량 분석(ANCOVA)을

실시

통제집단 청소년들의 자기존중감과 각 하위영역

하였으며, 자료분석에는 SPSS 12.0 프로그램이 이

별 평균 점수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

용되었다.

여 사전검사 점수를 공변인으로 하고, 사후검사
점수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공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결 과

표 3에 나타난 결과를 보면, 자기존중감 척도의
모든 하위 영역과 전체 자기존중감 점수에서 실

격려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자기존중감,

험집단의 평균이 통제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내·외적 통제, 사회적 관심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공변량 분석은 타

보기 위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대한 사전,

당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격려집단상담 프로그램

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두 집단의 사전, 사후

을 실시한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자기존중

검사에서의 평균과 표준편차, 교정평균을 산출한

감이 향상되었음을 의미한다.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사전·사후·교정평균과 표준편차
사전 검사
M

(SD)

사후 검사
M

교정평균

(SD)

(교정편차)

격려집단

3.12

(0.31)

3.31

(0.33)

3.18 (0.24)

통제집단

2.78

(0.28)

2.57

(0.40)

2.74 (0.20)

격려집단

3.22

(0.47)

3.55

(0.55)

3.53 (0.29)

통제집단

3.15

(0.40)

2.94

(0.61)

2.95 (0.29)

격려집단

2.88

(0.42)

3.23

(0.44)

3.16 (0.28)

통제집단

2.56

(0.46)

2.53

(0.57)

2.60 (0.28)

전체

격려집단

3.06

(0.36)

3.36

(0.39)

3.28 (0.25)

자기존중감

통제집단

2.83

(0.32)

2.67

(0.48)

2.79 (0.25)

격려집단

3.29

(0.42)

3.57

(0.24)

3.62 (0.25)

통제집단

3.08

(0.34)

3.15

(0.36)

3.15 (0.22)

격려집단

2.04

(0.36)

2.04

(0.59)

2.06 (0.07)

통제집단

2.28

(0.28)

2.22

(0.36)

2.20 (0.07)

격려집단

3.32

(0.43)

3.51

(0.37)

3.38 (0.32)

통제집단

2.61

(0.39)

2.62

(0.50)

2.74 (0.32)

또래자존감

가정자존감

학교자존감

내적 통제

외적 통제

사회적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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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자기존중감 점수의 공변량 분석 결과

자기존중감

또래자존감

가정자존감

학교자존감

전체

SS

df

MS

공변인

3.400

1

3.400

주효과

1.042

1

1.042

잔 차

1.680

17

.099

전 체

6.122

19

.322

공변인

4.689

1

4.689

주효과

.771

1

.771

잔 차

.485

19

.026

전 체

5.946

21

.283

공변인

.428

1

.428

주효과

1.796

1

1.796

잔 차

6.533

19

.344

전 체

8.756

21

.417

공변인

2.193

1

2.193

주효과

1.478

1

1.478

잔 차

4.229

19

.223

전 체

7.899

21

.376

F

10.542

p

.005

30.178

.000

5.225

.034

6.640

.018

내·외적 통제에 미치는 효과

공변인으로 하고, 사후검사 점수를 종속변인으로

격려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과 통

하여 공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제집단 청소년들의 내․외적통제 평균 점수에 차

표 4에 나타난 결과를 보면, 내적 통제 점수에

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전검사 점수를

대한 격려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

표 4. 내․외적 통제 점수의 공변량 분석 결과

내적통제

외적통제

내적

SS

df

MS

공변인

.239

1

.239

주효과

.958

1

.958

잔 차

1.266

16

.079

전 체

2.463

18

.137

공변인

.158

1

.158

주효과

.096

1

.096

잔 차

4.815

20

.241

전 체

5.069

22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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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F=12.108, p<.01),

들로 구성되어 있는 프로그램 만족도에 대해서는

외적 통제 점수에서는 격려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프로그램의 난이도를 묻는 문항에 대해 27.2%의

(F=.397, p>.05). 이는 격려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참가자들이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해 다소 어려움

청소년들의 내적 통제에는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

을 느꼈던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의 진행방법

으나, 외적통제에는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고 볼

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한 결과는 프로그램 진행

수 있다.

장소에 대한 불만족이 36.4%로 나타났으며, 진행
시간에 대해서도 참가자들의 18.1%가 만족하지

사회적 관심에 미치는 효과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행자에 대한 만족도를

격려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과

묻는 문항에 대해서 참가자들은 대체로 만족하는

통제집단 청소년들의 사회적 관심 점수에 차이가

것으로 나타났다. 참가자들이 자신의 프로그램에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사전검사 점수를 공변인

대한 참여도를 평가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으로 하고 사후검사 점수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18.2%의 참가자들은 자신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공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못하였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이
어떤 점에서 유익했는지를 묻는 문항에 대해서는
‘나 자신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에

표 5. 사회적 관심 점수의 공변량 분석 결과
사회적 관심

SS

df

MS

공변인

3.565

1

3.565

주효과

1.169

1

1.169

잔 차

3.514

19

.185

전 체

8.248

21

.393

F

참가자 전원이 ‘그렇다’고 대답했으며, ‘다른 친구

p

들의 의견을 들어 볼 수 있었다’에 81.8%, ‘자기
6.320

생각을 발표할 수 있었다’와 ‘나의 인간적인 가치

.021

를 찾게 되었다’, 그리고 ‘삶의 방향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었다’에 72.7%의 참가자들이 ‘그렇다’고
대답했다.

표 5에 제시된 결과에 의하면, 사회적 관심 점

논 의

수에 대해 격려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6.320, p<.05). 이는 격
려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한 실험집단이 통제

본 연구의 결과를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시와

집단에 비해 사회적 관심에 긍정적인 변화를 보

관련된 부분과 연구 결과에 나타난 프로그램의

였다고 할 수 있으며, 두 집단 간의 차이는 격려

효과와 관련된 부분으로 나누어 논의하면 다음과

집단상담의 효과라고 말할 수 있다.

같다.

프로그램 평가서에 나타난 참가자들의 반응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분석

본 연구의 격려집단상담 프로그램 구성요소는

표 6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프로그램이

열등감 이해, 생활양식 이해, 긍정적 자기이미지

유익한가, 흥미로운가, 만족스러운가를 묻는 문항

만들기, 자기 능력 믿기, 낙담하게 하는 신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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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프로그램 평가

(단위: %)
전혀 그렇지

그렇지

않다

않다

이 프로그램은 유익했다.

-

-

18.2

81.8

이 프로그램은 흥미로웠다.

-

-

27.3

72.7

이 프로그램은 만족스럽다.

-

-

36.4

63.6

36.4

36.4

27.2

-

-

36.4

45.5

18.1

-

18.1

45.5

36.4

-

-

9.1

90.9

-

-

18.2

81.8

나는 이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

18.2

45.4

36.4

나는 이 프로그램에 진지하고 솔직하게 참여하였다.

-

-

63.6

36.4

문항

프로그램
만족도
난이도
진행방법에
대한 만족도
진행자에

이 프로그램은 어려웠다.
장소는 프로그램 진행에 효과적이었다.
매회 2시간 정도의 시간은 그 날의 주제를 다루기
에 적당했다.
진행자는 준비를 충분히 하였다.

대한 만족도 진행자는 우리들을 도와주려고 노력했다.
참여도

이 프로그램은 어떤 점에서 유익했습니까?

그렇다

매우
그렇다

(단위: %)

1. 나 자신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100

6. 다른 친구들의 의견을 들어 볼 수 있었다.

81.8

10. 삶의 방향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었다.

72.7

9. 나의 인간적인 가치를 찾게 되었다.

72.7

2. 자기 생각을 발표할 수 있었다.

72.7

4. 내 마음을 표현하여 속이 후련하였다.

63.6

5. 프로그램의 내용 자체가 재미있었다.

54.5

8. 나의 숨겨진 장점들을 찾을 수 있었다.

54.5

3. 성격이 변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45.4

7. 새로운 친구들을 알게 되었다.

36.4

도전하기, 사적 논리와 대안적 사고 찾기, 숨겨진

사적 논리, 행동의 목표 같은 것들은 개인의 내적

행동목표 탐색과 새로운 목표 설정하기, 자기 격

인 신념이나 동기와 관련되기 때문에 쉽게 변화

려와 타인 격려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아들러는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신

신체적, 환경적 결함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열등

념이나 동기가 변화되었을 때 자기존중감, 내적통

감을 경험하게 될 때, 삶이 제공하는 즐거운 기회

제, 사회적 관심의 정도가 증가할 것이라고 가정

보다는 어려움을 더 많이 예상할 것이며, 이러한

하고 개인심리학 이론의 주요개념과 Dinkmeyer와

예상 또는 기대를 통해 형성하게 되는 생활양식,

Losoncy(1997)가 격려의 과정을 단계별, 기술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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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한 내용, 그리고 Losoncy(2001)가 개발한 격려

수정·보완 작업이 필요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치료의 내용을 분석하여 프로그램의 구성요소들
을 도출하였다. Mosak(1989)이 심리치료 과정의 목

프로그램의 효과 및 내용

표로 제시한 사회적 관심 강화하기, 열등감 해소

본 격려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의 자기존

하기, 능력과 자원을 인정하고 격려하기, 생활양

중감, 내적통제, 사회적 관심을 증진시키는데 긍

식 바꾸기, 사회적 관계에 기여하고 협동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되도록 도와주기 등과 비교해 보았을 때, 본 집단

결과를 토대로 영역별 효과와 매 회기별 집단 참

상담 프로그램의 구성요소는 그 주제 면에서 대

가자들의 반응에 대해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체로 일치한다. 이러한 점에서 격려집단상담 프로

첫째, 자기존중감은 격려집단상담 프로그램에

그램의 구성요소는 내담자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

참가한 실험집단의 청소년들과 통제집단의 청소

에 적절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년들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자

본 격려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의 과정에서는

기존중감의 하위요인인 또래자존감, 가정자존감,

선행연구의 부재로 인한 어려움이 있었다. 일반적

학교자존감에서도 실험집단 청소년들의 점수가

으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는 선행 집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

단상담 프로그램의 분석에 기초해서 프로그램의

데, 이는 격려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청소년들의 자

구성요소와 기준을 정하여 프로그램을 개발 제작

기존중감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와 관련된 국내의 연구는 찾아보

개인심리학에서 자기존중감은 가장 기본적인

기 어려웠다. 뿐만 아니라, 격려를 다루고 있는

인간과정의 결과이며, 초기의 삶의 경험을 토대로

외국의 연구들도 주로 학교의 교실 수업장면에서

형성한 자기, 타인, 그리고 일반적인 삶에 대한

교사의 언어적 피드백으로서의 격려와 칭찬을 비

기대체계에 영향을 미친다. Sweeny(1998)는 사람들

교하여 아동, 청소년의 선호도를 다루는 내용들이

이 가지고 있는 가장 나쁜 편견은 자신에 대한

주를 이루고 있었으며, 격려를 가르치는 교육

그릇된 자기평가이며, 상담자의 역할은 내담자로

(Dinkmeyer & Losoncy, 1997)의 내용도 타인을 격려

하여금 진실로 긍정적인 자신의 속성과 자기가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격려의 기술들을 다루고

성취한 것을 발견하고 높이 평가하도록 돕는 것

있거나, 개인 심리치료에서의 격려(Losoncy, 2001)

이라고 지적하였다. Ferguson(2003)은 지속적인 격

를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

려가 있을 때 개인의 긍정적 기대가 증진될 것이

는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라고 보았으며, Dreikurs와 Soltz(1964)는 격려의 목

격려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청소년에 초점을 맞

적이 자기존중감을 높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본

추어 개발되었으나, 실시과정에서 프로그램의 내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개인심리학자들의 주장을

용이 대상 청소년들에게 다소 어려웠다고 판단되

지지하는 경험적 결과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

었다. 본 연구자가 다수의 집단상담 실시 경험을

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가지고 있지만 주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둘째, 내적 통제는 격려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

때문에 청소년들의 수준을 적절하게 파악하지 못

가한 실험집단의 청소년들과 통제집단의 청소년

했을 가능성이 있다. 최종적으로 대상 청소년들에

들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

게 프로그램이 실시되기 전 시범실시 등을 통한

한 결과는 격려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청소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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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적통제를 증진시키는데 효과가 있음을 나타내

적인 열등감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열등감을 약함

는 것이다.

의 신호로, 부끄러운 것으로 간주하여 숨기려는

그러나 실험집단 청소년들의 외적 통제 점수가

경향이 있으며, 은폐의 노력이 너무나 커지게 되

낮아질 것이라는 가설은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

면 자신의 열등감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가 나타나지 않아 지지되지 못하였다. 격려집단

고 하였다. Ansbacher와 Ansbacher(1979) 또한 사람

의 외적통제 점수 평균이 2.04로 사전검사와 사후

들에게 열등감을 느끼는지의 여부를 물었을 때

검사의 점수가 동일하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

부정적인 대답을 자주 듣게 되는 것은 놀라운 일

는 일반적으로 설문 참가자들이 극단적으로 ‘전

이 아니라고 하였다. 본 연구의 참가자들은 고교

혀 그렇지 않다’(1점)에 답하는 경향이 적다는 것

평준화 지역의 비평준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을 고려한다면 본 연구의 참가자들에게서 외적통

고등학교 진학의 과정에서 또는 그 이후까지도

제 점수의 사전, 사후 점수에 유의한 차이가 나지

심각한 낙담을 경험한 학생들로서, 집단상담 과정

않은 것은 바닥효과에 의한 것이라고 추정해 볼

에서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가장 후회스러운 경

수 있다.

험 또는 지워버리고 싶은 경험으로 고등학교 진

셋째, 사회적 관심은 격려집단상담 프로그램에

학문제를 들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참가자들의

참가한 실험집단의 청소년들과 통제집단의 청소

‘열등감이 없는데요’라든가 ‘자신감밖에 없어요’

년들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본

등의 반응은 자신의 열등감을 은폐하려는 노력의

연구에서 사회적 관심 점수의 유의한 증가는 격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5회기의 인정욕구와 완벽

려집단상담 프로그램을 통한 격려가 효과적으로

욕구에 대한 주제는 자신의 욕구와 행위에 대한

청소년들을 변화시켰다고 해석할 수 있다. 사회적

깊은 통찰이 필요하다. 그러나 본 격려집단상담

관심은 개인심리학에서 정신건강의 중요한 기준

참가자들은 이 주제에 대해 상당히 피상적으로

으로 다루고 있는데, 낮은 사회적 관심을 가지고

반응하였다. 이러한 피상적 반응이 이 시기의 청

있는 사람은 책임감 있게 행동하지 않고, 상황과

소년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인지, 본

일시적 조건들을 탓하는 경향이 있다. Dreikurs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특성인지, 참가자들의 특성

(1971)는 사회적 관심이 쉽게 변화되지 않는 것이

이라면 열등감의 정도와 관련이 있는지는 분명하

며 격려만이 인간의 변화를 가능하게 한다고 지

지 않지만, 추후연구를 위해서는 심도있는 분석이

적하였는데, 본 격려집단상담을 통해 청소년의 사

필요할 것이다.

회적 관심이 유의미하게 증진되었다는 것은 격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평가서에 나타난 참가자

의 효과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

들의 반응에 의하면 참가자들이 ‘자신에 대해서

다. 격려집단상담 프로그램의 내용이 사회적 관심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점과 ‘다른 친구들

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격려

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유

를 통한 사회적 관심의 증진은 더욱 의미가 있다

익했으며, 자신들의 인간적인 가치를 찾고 삶의

고 할 수 있다.

방향을 세울 수 있었다는 점, 그리고 자신의 숨겨

넷째, 질적 자료 분석결과를 보면 1회기의 열등
감 이해하기에서 참가자들의 초기 반응은 ‘열등

진 장점들을 찾는데 도움을 준 것으로 파악되었
다.

감이 없다’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아들러는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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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민 (2001). 생활양식과 대학생활 적응과의 관계.

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석사학위 논문, 전남대학교.

첫째, 본 연구의 실시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점에
서 본 프로그램을 일반화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

Adler, A. (1931). What life should mean to you. Boston:
Little Brown.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가 상당한
효과를 갖는 것으로 밝혀진 점을 감안할 때 이

Adler, A. (1937). Psychiatric aspects regarding individual

프로그램을 다른 대상에게 확대 적용하여 발전시

and social disorganization. American Journal of

킬 필요가 있다.

Socialogy, 42, 773-780.

둘째, 본 연구는 3주 동안 1회기 120분씩 8회기

Adler, A. (1939). On the masculine protest. Courage,
2(1), 8-10.

에 걸쳐 단기간에 진행된 집단상담이었다. 그러나
심리적 성장을 위해서는 단기간의 과정보다는 장

Adler, A. (1957). The progress of mankind. The
Journal of Individual Psychology, 13, 1-4.

기간의 시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좀 더 영향력 있는 프로그램의 효과를 위하여 프

Adler, A. (1959). Understanding human nature. NY:
Premier Books.

로그램 실시 횟수와 기간을 달리하여 연구될 필

Adler, A. (1964). Social interest: A challenge to mankind.

요가 있다.

New york: Capricorn.

셋째, 교사와 부모는 학생이나 자녀들에게 사용
하는 언어의 영향력이 가장 큰 사람들이기 때문

Adler, A. (1965). Understanding human nature. A
Premier Book.

에, 교사와 부모들을 위한 격려훈련 프로그램이

Adler, A. (1969). The science of living. N.Y: Doubleday.

개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Ansbacher, H. L. & Ansbacher, R. R. (1956). The
individual psychology of Alfred Adler. New Y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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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velopment and Effect of the Encouragement Group
Counseling Program Based on the Adler's Individual Psychology

Kim, Miran
Mokpo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evelop encouragement group counseling program based on Adler's
Individual psychology theory and to prove its effect. In order to do so, this paper reviewed
encouragement therapy and programs by Adler's Individual psychology theory and Individual
psychologists, then extracted components for the program in the paper, and developed
encouragement group counseling program focused on the extracted components. High school
freshmen students were selected as study subjects, 8 encouragement group counseling sessions were
done for 2 hours each to experimental group. The results confirmed that encouragement group
counseling increased self-esteem, internal external control and social interest. To prove the validity
of the program, sources collected through activity sheets created by students during the process of
the program, reports on each session and program evaluation created after completion of the whole
program were analyzed.
Keywords : encouragement, Adler, individual psychology, social intrest, self-esteem, inner control, group counseling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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