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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 탄력성 향상을 위한 청소년 그룹코칭 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My Friends Youth Group Coaching 
Program for Improving Resilience  

정현규*, 김현진**

Hyun Gyu Jung*, Hyun Jin Kim**

요 약 본 연구는 FRIENDS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회복탄력성 향상을 위한 효과가 어떠한가를 알아보고자 하는데 목
적이 있으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FRIENDS 프로그램은 청소년의 회복탄력
성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 연구문제 2. FRIENDS 프로그램은 청소년의 회복탄력성 하위요인에 어떠한 차이 가 있
는가? 연구문제 3. FRIENDS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회복탄력성의 효과가 있는가?
위의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나누어 그룹코칭 실시 사전과 사후, 추후 검사를
SPSS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회복탄력성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사전과 사후, 추후검사를
Reivich와 Shatte의 RQT에 근거하여 김주환씨가 계발한 한국형 회복탄력성 지수 KRQ-53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서의 FRIENDS 프로그램의 관련 자료와 선행연구들을 기초로 지도 교수의 자문을 받아 본 연구자가 연구대상자에
알맞게 수정하여 재구성하였다. 프로그램 실시는 매회기 50분씩 총 10회기에 걸쳐 실시하였다. 본 연구결과
FRIENDS 그룹코칭 프로그램은 청소년의 회복탄력성을 향상시키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요어 : 회복탄력성, KRQ-53, 그룹코칭, Friends 프로그램

Abstract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effectiveness of the FRIENDS program in improving the resilience 
of adolescents. For this purpose,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were chosen: 1) What effect does the 
FRIENDS program have on the resilience of adolescents? 2) What difference does the FRIENDS program make 
for the subfactors of resilience in adolescents? 3) After completing the FRIENDS program, what sustained 
effects are there on adolescent resiliency? 
 They were divided into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and the results from before and after group coaching 
as well as follow-up results were analyzed using SPSS 25.0. For measuring resilience, KRQ-53 created by 
Juhwan Kim was utilized in this study. Finally, based on prior research and under the guidance of his advisor, 
the author adapted the FRIENDS program to fit the study subjects’ circumstances. This program was conducted 
across 10 sessions which were 50 minutes each. The study found that the FRIENDS group coaching program 
had a positive effect on enhancing the resilience of adolescents.Based on the discussion and research findings. 

Key words :  Resilience, KRQ-53, Group Coaching, FRIENDS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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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청소년들은 자신에 대해 표현하는 방식과 개념이 굉

장히 독특하다. 그리고 사고과정 속에서 이타적이지 않

고 이기적이다. 청소년기는 일반적으로 사춘기라고 하

며 나이가 14세∼19세 사이로 2차 성장이 나타나면서

부터 신체적으로 급성장하며 호르몬의 변화와 그의 영

향으로 심리적으로 기복이 심한 과정을 거치며 신체적,

심리적으로 급성장과 발달을 경험하는 시기를 말한다

[1]. 바로 청소년기는 신체적, 정서적으로 다양하고 급

격한 변화를 겪고, 내 자아를 발견함으로써 인지적, 사

회적 성장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시기이다[2]. 이 과정에

서 여러 문제와 부딪히며 쉽게 정서적으로 혼란을 경험

하기에, 내면의 '우울'과 마주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타인과의 상호작용으로 긍정적 자아 존중감을 형

성해가는 청소년들은 정서적 편안함을 느끼지만, 자아

존중감 형성에 따른 혼란이 높을 때 심리적으로 부적

응, 우울과 같은 불안함을 겪을 가능성이 커진다[3]. 그

렇기에 청소년기 긍정적인 자아 존중감을 형성할 수 있

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자아 존중감은 자기 존

재에 대한 느낌이다. 과제를 해결하면서 받는 칭찬, 인

정을 통해 형성된다. 주로 질풍노도의 청소년기에 그들

이 신체, 가족관계, 미래 등에 대해 부정적 감정을 품기

때문에 나온 개념이다. 이러한 감정은 부정적 자아 존

중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자신을 부정적 존재

로 바라보게 된다. 최근 ‘청소년기 자아 존중감 부재’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며, 과도한 경쟁 속 목표의식 부재에

의한 ‘빈약한 청소년기’를 원인으로 파악한다. 이는 다

른 사회문제로 연결될 수 있는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자살’이다[4]. 특히 청소년 자살률이 매년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자아 존중감이란 자신을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느냐에 대한 문제이기에 자아 존중감 부재는

결국 자신의 목숨을 경시하는 풍토로 이어질 수밖에 없

는 것이다[5]. 자아 존중감이 낮은 청소년들의 가장 큰

특징은 비관주의적 인생관이다. 자신을 중요하게 여기

지 않고 지금과 다른 무엇이 되기 위해 애쓰는 데에 시

간과 노력을 투자한다. 그러므로 대인관계의 확신이 부

족해지고, 올바른 준거집단을 형성이 힘들어지며 학업

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결국, 우리가 중요

하게 생각하는 청소년기의 수많은 가치를 놓치게 되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자아 존중감을 회복할 수 있느냐

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6]. 자아 존중감이 하락한 원

인은 분명히 있다. 자아 존중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하

락의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 방식으로 훈련해야 할 것이

다. 회복탄력성은 사람이 살아가며 겪는 역경과 시련에

좌절할 것인지, 극복하고 발전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

요한 능력이다.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회복탄력성은 반

드시 필요하다고 본다[7]. 청소년들의 회복 탄력성이 높

다는 것은 난감하거나 뜻하지 않은 상황에서 유연성을

발휘 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통제력이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내적 힘이 높다는 것이며, 다양한 환경

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자기조절 요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보호 요인 중 회복 탄력성은

이들에게 자기조절능력, 대인관계 능력, 긍정성을 기반

으로 해서 청소년기를 잘 극복해 내고 이후의 삶의 질

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8]. 이 연구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회복 탄력성이 자아 존중감을 선행한

보호 요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본 연구는 FRIENDS

라는 그룹 코칭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회복탄

력성이 향상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2. 연구 문제

연구문제 1. FRIENDS 프로그램은 청소년의 회복탄

력성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

연구문제 2. FRIENDS 프로그램은 청소년의 회복탄

력성 하위요인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FRIENDS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회복탄

력성의 효과가 있는가?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목적은 ‘FRIENDS 그룹코칭’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의 회복탄력성 향상을 알아보고자 함이

다. 실험집단 9명과 통제집단 9명을 선발하여, 실험집단

에는 주1회 10회기 그룹코칭을 실시하였다. 실험집단에

는 사전검사 실시 후 FRIENDS 그룹 코칭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며, 10주 후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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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의 지속성을 확인하기 위해 10주 후 추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통제집단은 사전검사를 실시 후 아무런 활

동도 하지 않고 10주 후 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실험집단과 동일하게 10주 후 추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실험집단 9명과 통제집단 9명으로 구성된 전체 연구 대

상자 18명에 대한 인구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Ⅱ표-1. 연구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ⅡTable-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control and
experimental groups

표-1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특성을 비교해보면

성별은 남성이 50% 이상으로 여성보다 많이 차지하고

있고, 연령은 14세에서 17세 까지 분포하고 있다.

2.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회복탄력성 그룹코칭 효과를 검증하는 목

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그룹코칭 진행 전에 사전 검

사를, 그룹코칭이 모두 끝난 후 사후 검사를 실시하였

으며, 그룹코칭 효과의 지속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룹

코칭이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2개월 후 추후 검사를 실

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검사 도구는 모두 사전,

사후, 추후 검사에 동일하게 한국인에 맞게 설계된 회

복탄력성 테스트 측정검사를 사용하였다.

3. 연구 도구

본 연구는 회복탄력성을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한 김

주환씨의 회복탄력성 척도 타당성 검증에서 입증 되었

다. 사전, 사후, 추후검사를 Reivich와 Shatte의

Resilience Quotient Test, RQT에 근거하여 김주환씨가

계발한 한국형 회복탄력성 지수 Korean Resilience

Quotient-53, KRQ-53 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53

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자기조절능력, 대인관계능

력, 긍정성의 총 3개의 하위요인으로 나뉘어져 있다. 각

하위요인별로 3개씩의 세부 하위요인으로도 나눌 수 있

다.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그렇지 않다(2

점), 보통(3점), 어느 정도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

점)까지 5점 방식으로 측정한다[9].

Ⅱ표-2. 회복탄력성 연구 도구 구성
ⅡTable-2. Resilience quotient components

(회복탄력성 검사 지수의 개발 및 타당도 검증)

4. 연구 절차

1) FRIENDS 의미

F Feelings 다양한 감정 이해하기

R Remember to Relax 긴장완화 하기

I Inner Helpful Thoughts / I Can Do It!

내 안에 긍정적인 생각 찾아 가기

E Explore Solutions & Coping step plans

문제 해결 방법 익히기

N Now Reward Yourself 스스로에게 칭찬하기

D Do it Everyday 매일 매일 하기

S Smile! Stay Strong Inside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내면 갖기

2) 프로그램 구조화 및 구성

본 연구의 프로그램 구조화는 청소년들의 자기조절

능력과 대인관계능력과 긍정성 향상을 위하여 WHO가

인증한 유일한 Resilience 프로그램인 FRIENDS 프로

변인 변인 문항수 문항번호
Cronba
ch α 

자기조절능력
감정조절력
충동통제력
원인분석력

6
6
6

1~6
7~12
13~16

.645

.624

.740

대인관계능력
소통능력
공감능력
자아확장력

6
6
6

17~24
25~30
31~36

.784

.719

.728

긍정성
자아낙관성
생활만족도
감사하기

6
5
6

37~42
43~47
48~53

.729

.783

.799

구분
실험집단 통제집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성별
남 6 66.7 5 55.6

여 3 33.3 4 44.4

나이

14 5 55.6 2 22.2

15 0 0.0 3 33.3

16 2 22.2 3 33.3

17 2 22.2 1 11.1

학년

중1 5 55.6 2 22.2

중2 0 0.0 3 33.3

중3 2 22.2 3 33.3

고1 2 22.2 1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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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을 이용하여 10회기로 그룹코칭이 진행되었으며

종료 후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1개월 후 추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그룹코칭을 실시하기 전에 실험집

단 9명과 통제집단 9명 모두 사전 검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FRIENDS 프로그램은 내면 강화 프로그램으

로써 우리의 행복, 슬픔, 분노 같은 여러 가지 감정을

이해하는데 집중하며 매회기마다 실행계획을 세우고

목표 수립과 피드백을 통해 다음 회기에 실행 점검과

함께 더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모습을 세우는 반 구

조화된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이 프로그램은 모든 상

황들에서 긴장을 완화하며 감정을 다스려 상황을 극복

함으로 가장 좋은 해결책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길

러 주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Ⅱ표-3. 연구절차
ⅡTable-3. Research process

5.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회복탄력성 그

룹코칭 프로그램의 효과성 입증을 위한 것으로, 그룹코

칭 실시 전과 후, 추후 검사를 SPSS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1) 문항의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

단 모두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전 검사 결과 점수의

Cronbach’s α 값을 파악하였다.

2) 분석을 위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 사후,

추후 검사 점수에 대해 정규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3) 그룹코칭 전에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 검

증을 위해 사전 검사에 대해 기술통계 분석과 집단의

차이 검정을 실시하였다.

4) 그룹코칭 실시 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후

검사 점수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통계 분석 및

유의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5) 그룹코칭의 효과성과 지속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

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 사후, 추후 검사 점수

에 대한 유의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 결과

본 연구는 FRIENDS 그룹코칭 프로그램이 회복탄

력성 향상에 효과를 나타내는지 검증하기 위한 연구 가

설을 통계적으로 검증하고 그 결과를 해석하였다. 실험

집단 9명은 그룹코칭 전, 종료 후, 추후 확인 검사를 실

시했으며, 통제집단 9명은 그룹코칭을 실시하지 않고

사전, 사후, 추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1. 문항의 신뢰도 검증 결과

본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의 신뢰도를 측정한 결과

자기 조절 능력의 Cronbach’s α 값은 .680으로 나타났

다. 항목 제거시 척도를 확인하여 2번, 14번 문항을 제

외하였다. 대인 관계 능력의 Cronbach’s α 값은 .711으

로 나타났다. 항목 제거 시 척도를 확인하여 22번, 24번,

35번 문항을 제외하였다. 긍정성의 Cronbach’s α 값은

.775으로 나타났다. 항목 제거 시 척도를 확인하여 37

번, 40번, 41번 문항을 제외하였다. 설문 문항은 5점의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신뢰도가 모두

0.6 이상임을 확인하였다.

2. 정규성 검정

집단 별 표본의 수가 매우 작으므로, 모수적 검정인

연구절차 회기 연구 내용 기간

사전검사
실시

1회기 프렌즈 오리엔테이션 2020.4.3

FRIENDS
그룹코칭
실시

2회기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기

2020.4.10

3회기 몸이 보내는 신호와 휴식 2020.4.17

4회기 집중하는 법 배우기 2020.4.24

5회기
“빨간”생각을“초록”생
각으로 바꾸기

2020.5.1

6회기 롤 모델과 지원그룹 2020.5.14

7회기
어려움을 극복하는
단계별 계획

2020.5.22

8회기
문제해결을위한 5단계

계획
2020.5.29

9회기
나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프렌즈 기술 활용하기
2020.6.5

사후검사
실시

10회기 사회에 환원하기 2020.6.12

추후검사
실시

그룹코칭 완료 202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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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검정과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각

집단별로 정규성을 만족해야 한다. 정규성 검정은

Kolmogorov-Smirnov test와 Shapiro-Wilks test가 있

으나, Kolmogorov-Smirnov test는 표본의 수가 50개

이상일 때 사용하며, Shapiro-Wilks test는 표본의 수가

50개 미만일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우리는

Shapiro-Wilks test를 실시하며, 그 결과는 아래의 표에

있다. 각 요인의 집단 및 검사 별 정규성 검정인

Shapiro-Wilk test결과이다.

Ⅲ표-1. 정규성 검정 결과
ⅢTable-1. Normality test results

표-1에 보인 바와 같이 정규성 검정 결과 실험집단 사

전검사의 대인관계능력과 실험집단 추후검사의 긍정성,

통제집단 사후검사의 긍정성이 정규성을 충족하지 못하

였다. 따라서 이들과 연계된 분석을 실시할 때는 비모수

적 검정이 필요하다. 독립표본 t-검정의 경우는 윌콕슨

순위합 검정인 Mann-Whitney U test를 실시하며, 대응

표본 t-검정의 경우는 윌콕슨 부호 순위 검정을 실시하

며, 반복측정 분산분석의 경우는 프리드만 검정을 실시

해야 한다[10].

3.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 검증 결과

본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의 사전검사, 사후검사, 추후검사에 대한 기술통계를 먼

저 살펴보았다. 회복탄력성의 변인은 자기조절능력, 대

인관계능력, 긍정성 세 가지 요인으로 구성되며 구체적

인 내용은 아래의 표에 제시된 것과 같다.

Ⅲ표-2. 실험 및 통제집단의사전, 사후, 추후 회복탄력성 기술통계
ⅢTable-2. Descriptive statistics of the pre-test, post-test, and
follow-up results in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표-2에 보인 바와 같이 실험집단의 경우 회복탄력성 전

요인

Shapiro-Wilk

통계량 자유도 유의
확률

회복탄력성

전체

실험

집단

사전
검사 0.915 9 0.354

*

사후
검사 0.927 9 0.456

*

추후
검사 0.913 9 0.338

*

통제

집단

사전
검사 0.898 9 0.240

*

사후
검사 0.915 9 0.351

*

추후
검사 0.984 9 0.983

*

자기조절
능력

실험

집단

사전
검사 0.965 9 0.851

*

사후
검사 0.855 9 0.085

*

추후
검사 0.941 9 0.588

*

통제

집단

사전
검사 0.892 9 0.210

*

사후
검사 0.913 9 0.337

*

추후
검사 0.942 9 0.605

*

대인관계
능력

실험

집단

사전
검사 0.808 9 0.025

*

사후
검사 0.926 9 0.446

*

추후
검사 0.901 9 0.261

*

통제

집단

사전
검사 0.967 9 0.868

*

사후
검사 0.939 9 0.571

*

추후
검사 0.891 9 0.204

*

긍정성 실험 사전
검사 0.934 9 0.516

*

집단

사후
검사 0.882 9 0.165

*

추후
검사 0.801 9 0.021

*

통제

집단

사전
검사 0.949 9 0.675

*

사후
검사 0.751 9 0.006

*

추후
검사 0.957 9 0.763

*

구
분 시기

회복탄
력성
전체

하위요인

자기조
절능력

대인관
계능력 긍정성

실
험
집
단

사전
M(SD)

3.17
(.41)

3.14
(.40)

3.11
(.66)

3.27
(.67)

사후
M(SD)

3.75
(.30)

3.69
(.18)

3.64
(.55)

3.92
(.40)

추후
M(SD)

3.94
(.23)

3.89
(.13)

3.87
(.40)

4.06
(.35)

통
제
집
단

사전
M(SD)

3.03
(.29)

2.87
(.45)

3.02
(.38)

3.24
(.35)

사후
M(SD)

2.93
(.15)

2.99
(.31)

2.87
(.25)

2.94
(.27)

추후
M(SD)

2.81
(.19)

2.81
(.31)

2.78
(.30)

2.8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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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점수와 하위 요인별 평균 점수가 사전, 사후, 추후

검사 시기별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통제집단은

시기별로 일관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룹 코칭

전 사전 검사를 바탕으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

성을 확인하였다. 회복탄력성은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모두 정규성을 만족하므로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헀으

며, 그 결과 t=0.818, p=0.425 으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차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Ⅲ표-3. 회복탄력성의 실험집단과통제집단간사전검사의 t-검정 결과
ⅢTable-3. Independent sample t-test results of the pre-test resilience
indicator

표-3에 보인 바와 같이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인 자기

조절능력은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모두 정규성을 만족

하므로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t=1.347,

p=0.197 으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차이가 없다는 것

을 확인하였다.

Ⅲ표-4. 자기조절능력의실험집단과통제집단간사전검사의 t-검정 결과
ⅢTable-4. Independent sample t-test results of the pre-test self-control
indicator

표-4에 보인 바와 같이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인 대

인관계능력은 실험 집단에서 정규성을 만족하지 않는

다. 따라서 비모수적 방법인 윌콕슨 순위합 검정

(Wilcoxon rank sum test)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Z=-1.018, p=0.309 으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차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Ⅲ표-5. 대인관계능력의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 Mann-Whitney U test 결과
ⅢTable-5. Mann-Whitney U-test results of the interpersonal skills
indicator

표-5에 보인 바와 같이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인 긍

정성은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모두 정규성을 만족하므

로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t=0.127,

p=0.901 으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차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Ⅲ표-6. 긍정성의실험집단과통제집단간사전검사의 t-검정 결과
ⅢTable-6. Independent sample t-test results of the pre-test
positivity indicator

표-6의 결과를 토대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사전

검사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음으로써 두 집단 간 차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4.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후 검사 결과 비교

그룹코칭이 효과가 있는지를 입증하기 위하여 실험

집단과 통제집단의 사후 검사에 대한 비교를 실시하였

다. 회복탄력성은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모두 정규성

을 만족하므로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t=7.249, p<0.001 으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 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Ⅲ표-7. 회복탄력성의 실험집단과통제집단간사후검사의 t-검정 결과
ⅢTable-7. Independent sample t-test results of the post-test
resilience indicator

표-7에 보인 바와 같이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인 자

기조절능력은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모두 정규성을 만

족하므로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t=5.984, p<0.001 으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 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Ⅲ표-8. 자기조절능력의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 사후검사의 t-검정 결과
ⅢTable-8. Independent sample t-test results of the post-test
self-control indicator

집단 평균 표준편차 N t 유의확률

실험 3.14 0.40 9
1.347 .197

통제 2.87 0.45 9

집단 평균 표준편차 N t 유의확률

실험 3.27 0.67 9
.127 .901

통제 3.24 0.35 9

집단 평균 표준편차 N Z 유의확률

실험 3.11 0.66 9
-1.018 .309

통제 3.02 0.38 9 집단 평균 표준편차 N t 유의확률

실험 3.69 0.18 9 5.984 .000

집단 평균 표준편차 N t 유의확률

실험 3.17 0.41 9
0.818 .425

통제 3.03 0.29 9

집단 평균 표준편차 N t 유의확률

실험 3.69 0.18 9
5.984 .000

통제 2.99 0.3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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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에 보인 바와 같이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인 대

인관계능력은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모두 정규성을 만

족하므로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t=3.876, p=0.001 으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 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Ⅲ표-9. 대인관계능력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사후검사의 t-검정 결과
ⅢTable-9. Independent sample t-test results of the post-test
interpersonal skills indicator

표-9에 보인 바와 같이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인 긍

정성은 통제 집단에서 정규성을 만족하지 않는다. 따라

서 비모수적 방법인 윌콕슨 순위합 검정(Wilcoxon

rank sum test)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Z=-3.595,

p<0.000 으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

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Ⅲ표-10. 긍정성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Mann-Whitney U test 결과
ⅢTable-10. Mann-Whitney U-test results of the positivity
indicator

표-10의 사후검사에서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이 모

두 회복탄력성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실험집

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점수가 더 높았음으로 보아, 그

룹코칭으로 인한 회복탄력성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그룹코칭의 효과성 및 지속성 검증

그룹코칭 실시 후 실험집단의 사전, 사후, 추후 검사

에 대해 회복탄력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

여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시하여 비교하였다. 회복탄

력성은 실험집단 내의 정규성이 충족되어 모수적 방법

인 Repeated ANOVA를 실시하였다.

Ⅲ표-11. 회복탄력성의 실험집단 내 사전, 사후, 추후 검사의 기술통계
ⅢTable-11. Descriptive statistics of the pre-test, post-test, and
follow-up resilience results within the experimental group

Ⅲ표-12. 회복탄력성의 실험집단 내 검사의 차이 검증
ⅢTable-12. Verification of the difference in resilience within the
experimental group

표-11과 표-12 결과에 의하면, 실험집단의 사전검사

와 사후검사의 평균이 3.17에서 3.75로 상승하였고, 사

후검사와 추후검사의 평균은 3.75에서 3.94로 상승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차이에 대한 검증 결과 모두 통계

적으로 유의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회복탄력성은

그룹코칭을 통해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룹코

칭 실시 후 추후 검사에서도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인 자기조절능력의 경우 실험집

단 내의 정규성이 충족되어 모수적 방법인 Repeated

ANOVA를 실시하였다.

Ⅲ표-13. 자기조절능력의실험집단내사전, 사후, 추후검사의기술통계
ⅢTable-13. Descriptive statistics of the pre-test, post-test, and
follow-up self-control results within the experimental group

Ⅲ표-14. 자기조절능력의 실험집단 내 검사의 차이 검증
ⅢTable-14. Verification of the difference in self-control within
the experimental group

통제 2.99 0.31 9

집단 평균 표준편차 N t 유의확률

실험 3.64 0.55 9
3.876 .001

통제 2.87 0.25 9

집단 평균 표준편차 N Z 유의확률

실험 3.92 0.40 9
-3.595 .000

통제 2.94 0.27 9

통계값
실험집단(N=9)

사전검사 사후검사 추후검사

평균 3.14 3.69 3.89

표준편차 .40 .18 .13

통계값
실험집단(N=9)

사전검사 사후검사 추후검사

평균 3.17 3.75 3.94

표준편차 .14 .10 .08

대응 평균차(I-J) 표준오차 유의확률

사전-사후 -.578 .057 .000

사후-추후 -.190 .033 .001

추후-사전 .768 .090 .000

대응 평균차(I-J) 표준오차 유의확률

사전-사후 -.556 .096 .000

사후-추후 -.194 .041 .001

추후-사전 .750 .128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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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3과 표-14 결과에 의하면, 실험집단의 사전검사

와 사후검사의 평균이 3.14에서 3.69로 상승하였고, 사

후검사와 추후검사의 평균은 3.69에서 3.89로 상승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차이에 대한 검증 결과 모두 통계

적으로 유의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회복탄력성 중

자기조절능력은 그룹코칭을 통해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룹코칭 실시 후 추후 검사에서도 효과가 있

음을 알 수 있다.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인 대인관계능

력의 경우 실험집단 내의 사전검사 결과가 정규성이 충

족되지 않아서 모수적 방법인 Repeated ANOVA를 실

시하는 것이 아니라, 비모수적 방법인 Friedman test를

실시해야 한다. Friedman test는 반복측정 자료의 비모

수 검정을 실시할 때 활용된다.

Ⅲ표-15. 대인관계능력의실험집단내사전, 사후, 추후 검사의기술통계
ⅢTable-15. Descriptive statistics of the pre-test, post-test, and
follow-up interperonal skills results within the experimental
group

Ⅲ표-16. 대인관계능력의 실험집단 내 검사의 차이 검증
ⅢTable-16. Verification of the difference in interpersonal skills
within the experimental group

표-15와 표-16 결과에 의하면, 실험집단의 사전검사

와 사후검사의 평균이 3.11에서 3.64로 상승하였고, 사

후검사와 추후검사의 평균은 3.64에서 3.87로 상승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회복탄력성 중 대인관계능력은 그

룹코칭을 통해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룹코칭

실시 후 추후 검사에서도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인 긍정성의 경우 실험집단 내

의 추후검사 결과가 정규성이 충족되지 않아서 모수적

방법인 Repeated ANOVA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비

모수적 방법인 Friedman test를 실시해야 한다.

Ⅲ표-17. 긍정성 능력의실험집단내사전, 사후, 추후검사의 기술통계
ⅢTable-17. Descriptive statistics of the pre-test, post-test, and
follow-up positivity skills results within the experimental group

Ⅲ표-18. 긍정성 능력의 실험집단 내 검사의 차이 검증
ⅢTable-18. Verification of the difference in positivity skills
within the experimental group

표-17과 표-18 결과에 의하면, 실험집단의 사전검사

와 사후검사의 평균이 3.27에서 3.92로 상승하였고, 사

후검사와 추후검사의 평균은 3.92에서 4.06로 상승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회복탄력성 중 긍정성능력은 그룹

코칭을 통해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룹코칭 실

시 후 추후 검사에서도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통

제집단에 대하여 사전검사, 사후검사, 추후검사를 통해

회복탄력성에 변화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Repeated ANOVA를 실시하였다.

Ⅲ표-19. 회복탄력성의 통제집단 내 사전, 사후, 추후 검사의 기술통계
ⅢTable-19. Descriptive statistics of the pre-test, post-test, and
follow-up resilience results within the control group

Ⅲ표-20. 회복탄력성의 통제집단 내 검사의 차이 검증
ⅢTable-20. Verification of the difference in resilience within the
control group

통계값
실험집단(N=9)

사전검사 사후검사 추후검사

평균 3.11 3.64 3.87

표준편차 .66 .55 .40

대응 평균순위  유의확률

사전 1.00

17.543 .000사후 2.06

추후 2.94

통계값
실험집단(N=9)

사전검사 사후검사 추후검사

평균 3.27 3.92 4.06

표준편차 .67 .40 .35

대응 평균순위  유의확률

사전 1.06

17.000 .000사후 2.00

추후 2.94

통계값
실험집단(N=9)

사전검사 사후검사 추후검사

평균 3.04 2.93 2.81

표준편차 .10 .05 .06

대응 평균차(I-J) 표준오차 유의확률

사전-사후 .101 .071 .467

사후-추후 .121 .081 .435

추후-사전 -.222 .100 .160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7, No. 1, pp.184-193, February 28, 2021. pISSN 2384-0358, eISSN 2384-0366 

- 192 -

표-19와 표-20 결과에 의하면, 통제집단의 사전검사

와 사후검사, 추후검사의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통제집단의 경우 회복탄력성

의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

인 자기조절능력의 경우 통제집단 내의 정규성이 충족

되어 모수적 방법인 Repeated ANOVA를 실시하였다.

Ⅲ표-21. 자기조절능력의통제집단내사전, 사후, 추후 검사의기술통계
ⅢTable-21. Descriptive statistics of the pre-test, post-test, and
follow-up self-control results within the control group

Ⅲ표-22. 자기조절능력의 통제집단 내 검사의 차이 검증
ⅢTable-22. Verification of the difference in self-control within
the control group

표-21과 표-22 결과에 의하면, 통제집단의 사전검사

와 사후검사, 추후검사의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통제집단의 경우 자기조절능

력에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회복탄력성의 하위요

인인 대인관계능력의 경우 통제집단 내의 정규성이 충

족되어 모수적 방법인 Repeated ANOVA를 실시하였다.

Ⅲ표-23. 대인관계능력의통제집단내사전, 사후, 추후 검사의기술통계
ⅢTable-23. Descriptive statistics of the pre-test, post-test, and
follow-up interpersonal skills results within the control group

Ⅲ표-24. 대인관계능력의 통제집단 내 검사의 차이 검증
ⅢTable-24. Verification of the difference in interpersonal skills
within the control group

표-23과 표-24 결과에 의하면, 통제집단의 사전검사

와 사후검사, 추후검사의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통제집단의 경우 대인관계능

력에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회복탄력성의 하위요

인인 긍정성의 경우 통제집단 내의 사후검사 결과가 정

규성이 충족되지 않아서 모수적 방법인 Repeated

ANOVA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비모수적 방법인

Friedman test를 실시해야 한다.

Ⅲ표-25. 긍정성의 통제집단 내 사전, 사후, 추후 검사의 기술통계
ⅢTable-25. Descriptive statistics of the pre-test, post-test, and
follow-up positivity results within the control group

Ⅲ표-26. 긍정성의 통제집단 내 검사의 차이 검증
ⅢTable-26. Verification of the difference in positivity within the
control group

표-25와 표-26 결과에 의하면, 통제집단의 사전검사

와 사후검사, 추후검사의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통제집단의 경우 긍정성에 변

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FRIENDS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회복탄력성 향상을 위

한 효과를 확인하고,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이 자기조

절능력, 대인관계능력, 긍정성간의 차이를 알아보고 프

로그램 종료 후에도 회복탄력성의 효과가 지속되는지

통계값
실험집단(N=9)

사전검사 사후검사 추후검사

평균 2.87 2.99 2.81

표준편차 .15 .10 .10

대응 평균차(I-J) 표준오차 유의확률

사전-사후 -.118 .093 .565

사후-추후 .173 .057 .050

추후-사전 -.055 .098 .931

통계값
실험집단(N=9)

사전검사 사후검사 추후검사

평균 3.02 2.87 2.78

표준편차 .13 .08 .10

대응 평균차(I-J) 표준오차 유의확률

사전-사후 .155 .068 .151

사후-추후 .090 .135 .892

추후-사전 -.245 .163 .431

통계값
실험집단(N=9)

사전검사 사후검사 추후검사

평균 3.24 2.94 2.85

표준편차 .35 .27 .29

대응 평균순위  유의확률

사전 2.44

2.889 .236사후 1.89

추후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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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알아보고자 하는데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하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험집단 9명과 통제집

단 9명을 선정하여 총 18명으로 실험을 실시하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실험집단에 대해서는 FRIEND 그

룹 코칭 프로그램을 주 1회 1시간씩 총 10회기 과정으

로 셀프코칭 기법과 테크닉을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하였다. FRIEND 그룹코칭 프로그램의 효과성과 지속

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진행 과정에서 실험집단과 통제

집단을 대상으로 사전, 사후 검사를 실시하였고, 프로그

램 종료 10주 후에 추후검사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모

두에게 실시하였다. FRIEND 그룹코칭 프로그램의 효

과 검증을 위해 사용한 측정 도구는 Reivich와 Shatte

의 RQT에 근거하여 김주환씨가 개발한 한국형 회복탄

력성 지수 KRQ-53을 사용하였으며 점수는 자기기입방

식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효과성 검증을

위하여 양적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통계 자료의 분석은

SPSS 25.0을 사용하였다. 연구문제의 검증을 위하여 인

구통계학적 변수에 대해서는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정

리하였다. 사전 검사 점수에 대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에 대하여 독립표본 T-검정과 비모수 검정인 Wilcoxon

rank sum test를 실시하여 집단의 동질성을 확인하였

다. 회복탄력성과 그 하위요인인 자기조절능력, 대인관

계능력, 긍정성의 사전, 사후 시점에 대하여 실험, 통제

집단 간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각각 독립표본 T-

검정과 비모수 검정인 Wilcoxon rank sum test를 실시

하였다. 회복탄력성의 지속적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

여 사전, 사후, 추후검사에 대해 반복측정 분산분석과

비모수 검정인 Friedman test를 실시하였다.

Ⅳ. 결 론

본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FRIENDS 프로그램이 청소년기의 학생들의 회복탄력

성에 효과가 있다. 둘째, FRIENDS 프로그램이 청소년

기의 학생들의 자기조절능력, 대인관계능력, 긍정성에

영향을 미친다. 셋째, FRIENDS 프로그램이 청소년기

의 학생들의 회복탄력성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청소년에게 FRIENDS 프로그램은 그룹코칭이

수행되는 그 순간에만 단순히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

라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의

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므로 세 가지 연구문제에서 얻

은 결론들을 종합할 때 FRIENDS 그룹코칭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성장과정에서 급격히 변화하는 자신의 내

적, 외적인 여러 환경에서 긍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

록 회복탄력성을 향상시키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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