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프로그램
심진이(리더)
- 집단 명: ‘기·승·전·대인관계’
- 집단 프로그램 소개: ‘대인관계 향상 프로그램’
- 프로그램 목적: 자유롭게 서로의 생각을 얘기함으로써 대인관계 관련
비슷한 경험, 다른 경험들에 대한 피드백을 주고받는 관계의 맥락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이해하고 수용하여 대인관계에 있어 유연하고 자
신감 있는 나로 성장하기.

- 프로그램 일정: 5회기 (120분/주1회-총10시간)
각 회기 활동계획과 목표
활동: 개인 목표 설정 및 별칭 소개하기, 나는 누구인가? 내가 생각하는 대인
관계란?
순서: 1) 각자 돌아가면서 자기소개하면서 별칭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1회기

2) 집단에 대한 기대와 집단에 참가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3) 내가 생각하는 대안관계란? (A4용지에 각자의 생각을 적거나 그림 으
로 표현하는 시간을 갖기.
목표: 집단원들이 소개하는 시간을 통해 친밀감과 신뢰감을 형성한다.
활동: 대인관계에 있어서 내가 자신 있는 부분(장점), 어려운 부분(단점)을 서
로 공유하기.
순서: 1) 각자 3~4장의 포스트 입으로 가지고 대인관계에 있어 자신 만의 장
점과 단점에 대해서 쓰게 하는 시간을 갖는다.
2) 전지를 칠판에 또는 널빤지에 붙여서 각자 붙일 수 있는 시간을 준

2회기

다.
3) 리더가 랜덤으로 포스트 입을 떼서 그 주인공이 되면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러면서 서로 피드백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
록 한다. 어느 정도 얘기가 마무리 되었을 즈음 또 다른 포스트 입을
뗀다.
목표: 나만 힘들었던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고, 또한 나의 장점을 탐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활동: 대학 입학 전의 나의 대인관계의 모습을 되돌아본다.
순서: 1) A4용지에

3회기

가운데에 나를 그려 놓고 내 주위에 있었던 대상에 대해서

자유롭게 그리도록 한다. 번호로 표시하거나 직접 누군지 쓸 수 있다
면 그대로 표현하도록 한다.
2) 나를 행복하게 했던 대상, 힘들게 했던 대상을 나눠서 그려도 무방하
다.

3) 다 그린 후에 그림을 공개하면서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한다.
목표: 가족 간의 관계, 선생님 또는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나에 대해서 이
야기 하고, 좋았던 점이나 힘들었던 점을 이야기 하면서 지금 나의
모습과 달라진 점이나 지속되고 있는 나의 모습을 탐색해본다.
활동: 대학 입학 후의 또는 20살 이후의 현재 나의 대인관계의 모습을 되돌아
본다.
순서: 1) 대학 이전의 모습과 달라진 부분에 대한 주제로 풀어간다.
2) 꿈꾸었던 대학에서의 대인관계가 있었는지 탐색해보고 현실과의 거리
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본다.

4회기

3) 시간이 된다면 지금의 나를 힘들게 하는 대상이 있다면 분위기가 조
성 되는대로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도록 빈 의자 기법을 활용할 수
도 있다. 아니면 리더나 다른 집단원에게 양해를 구하고 대상자가 되
어 줄 수도 있다.
목표: 대학이라는 사회에서 느꼈던 대인관계의 변화 속에서 자신의 감정 또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탐색해본다.
활동: 대인관계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정리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느낀 점
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하기.
순서: 1) 내가 진정으로 원했었던 대인관계가 무엇이었는지 우선순위를 매겨보
고 자유롭게 발표해본다.
2) 집단상담을 하면서 힘들었거나 좋았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5회기

3) 자신이 생각했던 대인관계에 대해서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야기하고,
앞으로

어떻게

자신을

이끌어

갈

것인지에

대해서

발표하고

혹시 집단 상담 시간동안 이야기하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자유롭게
이야기하면서 상담을 마무리 한다.
목표: 그동안 많이 나왔던 이슈에 대해서 정리해보고, 집단에서 느꼈던 대로
향상된 대인관계를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