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복한관계회복을위한
새출발, 공감!



차시별목차



공감이 필요한 때를 구분하고 자녀를 공감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익혀 자녀와의 관계를 개선하도록
돕는다.



1차시점검및인사



- 지난주 과제 수행 해보셨나요?

- 평상시 거울보고 연습하기, 감정일지 쓰기,                                                           

자녀 감정 읽어 주기 실습 해보셨나요?



소통을위한때를구분하라



http://allvod.sbs.co.kr/allvod/vodEndPage.do?mdaId=22000031742&btn=free  
(13:35~18:00)

출처 : SBS 스페셜. ‘하얀방-가족의 재탄생 2부’
(검색일 2018.12.18.)

사춘기딸과아버지의대화



자녀와 평화가 깨졌을 때 공감적 경청

내 평화가 깨졌을 때 자기 표현

자녀와 내 평화가 깨졌을 때 타협

효과적인소통을위해서는때를구분할수있어야한다



1. 평상시 자녀와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영상과 유사한 상황은 없는지 이야기 해 봅시다. 

2. 평상시 자녀와 어떤 방식으로 대화하는지 역할극을 해 봅시다. 

3. 역할극에 대한 소감을 나눠 봅시다.  

- 집에 오자마자 가방을 팽개치고 컴퓨터로 달려가서 게임부터 시작하는

자녀의 모습을 봤을 때

- 아침에 등교할 때는 깨끗한 얼굴로 나간 딸이 집 밖에서 화장을 진하게

한 모습을 봤을 때

사례



공감의 5수준이해및나의수준평가해보기



상대방의 언어 및 행동표현의 내용으로부터 벗어나거나 내용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상대
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여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수준

상대방이 표현한 감정에 반응은 하지만 상대방이 표현한 것 중에서 주목할 만한 감정을 제
외시키고 의사소통 하는 수준

상대방이 표현한 것과 본질적으로 같은 정서의 의미를 표현하여 상호 교류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수준 (대인관계기능을 촉진할 수 있는 기초 수준)

상대방이 스스로 표현할 수 있었던 것보다 더 내면적인 감정을 표현하면서 의사소통 하는
수준 (4수준부터는 의사소통이 촉진됨)

수준5
상대방이 표현한 감정의 내면적 의미들을 정확하게 표현하거나 상대의 내면적 자기 탐색과
완전히 같은 몰입 수준에서 상대방이 표현한 감정과 의미에 더하여 의사소통하는 수준

*출처 : 이장호, 금명자(2014). 상담연습교본. 법문사. 



우리 반 애들은 남의 험담을 정말 많이 해서 친구들 사귈 맛이 안 나요.
상황

험담하는 애들은 혼나야 돼. 선생님한테 말씀드려라.

좋기만 한 관계는 없으니 좀 참아야 되겠구나.

험담하는 것을 듣는 것이 많이 불편하겠구나.

친구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 험담하지 않고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다는 말이로구나. 

수준5 아이들이 험담 대신 서로 칭찬하면 친구들에게 더 믿음을 가질 수 있을텐데...



공감적표현익힘



이때우리는어떻게반응하나요?

자녀의 감정 : 힘든, 지친, 혼란스러운, 심난한, 답답한, 생각이 많은, 고민스러운, 흔들리는...

어느 날 귀가한 자녀가 느닷없이 말합니다. “엄마, 나 학교 자퇴할래...”
상황

갑자기 뚱딴지 같이 뭔소리야? 

자퇴라니?

일상적반응 공감적반응

그동안 많이 힘들었구나!너 지금 많이 지쳤구나!너 심난하구나!무슨 어려운 일이 있었나 보구나!너 고민이 많았구나!



역할극(before & after) 우리모두공감실습



짝과 2인 1조로, 상황에 따른

역할극을 해보겠습니다. 

활동 방법

1. 부모와 자녀 역할을 할 사람을 정해 봅시다. 

2. 주어진 상황에서 지금까지 일상적으로 자신이 반응한 것을 마음껏 표현해 봅시다. 

3. 주어진 상황에서 공감적 대화를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실습해 봅시다.  

4. 자녀 역할을 한 사람이 부모에게 충분히 공감 받았다고 느껴질 때 대화를 이어서 지속해
봅시다. 



학교에서 돌아온 자녀가 가방을 내팽개치며 “학교 그만둘까?” 한다.

일상적 반응

“왜?

학교 그만 두면 뭐 할 건데?

가방 좀 똑바로 걸어!”

공감적 대화

“학교에서 마음 상하는 일 있었나보네.

너 요즘 학교 다니는 게 힘들구나!

학교를 그만두고 싶을 만큼

지금 괴로운가 보구나!”



“밥을 왜 안 먹어? 왜?

차려줄 때 그냥 먹어! 

나중에 딴 소리하지 말고!

다이어트 하냐? 그냥 생긴 대로 살아!”

“밥이 먹고 싶지 않구나!

입맛이 없나 보구나!

뭔가 마음 상한 일이 있었나 보구나!”

저녁을 차려 놓았는데 자녀가 “밥 안 먹어!” 한다. 

일상적 반응 공감적 대화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내가 우스워?

이 자식이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야?”

“엄마 말에 맘이 상했나 보구나!

엄마 말이 잔소리처럼 느껴지는구나!

지금은 엄마랑 이야기하고 싶지 않구나!”

자녀에게 당부할 말이 있어 몇 마디 하는데

“에이 ~ 씨@#$ … 알았다고 나가라고! 진짜!” 한다. 

일상적 반응 공감적 대화



자녀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 학원도 보내고 했는데, 

자녀가 성적표를 가져왔는데 성적이 너무 심하게 떨어졌다. 

“이걸 공부라고 했냐?

난 학교 다닐 때 집안 일 다 하면서

공부해도 이것보다는 잘했어.

대학가기 싫구나. 잘 됐다. 돈 굳고 좋지 뭐...

누구누구처럼 공부 좀 잘 할 수 없어?”

일상적 반응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요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니?

너도 많이 속상하겠다.”

공감적 대화



용돈을 준 지 얼마 안 되었는데 그 새 또 돈 떨어졌다고 더 달라고 한다. 

“땅을 파봐라. 돈이 나오니?

엄만 학교 다닐 때, 저금도 했다. 

넌 왜 그 모양이니?” 

일상적 반응

“무슨 일 있니? 

어쩌다 보니 용돈을 잘 관리 못했구나.”

공감적 대화



아침에 입고 나간 새 옷의 단추가 모두 떨어져 있고 지저분하다. 

“옷매무새가 그게 뭐니? 칠칠치 못하기는…

너는 왜 그 모양이니?

왜 그 꼴이니?”

일상적 반응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요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니?

지금 엄마랑 이야기하고 싶지 않구나!”

공감적 대화



만일내가다시(자녀와대화) 한다면…



지난 한 주간 경험한 자녀와의 갈등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그 상황에서 내가 한 말은 무엇이었나요? 그때 아이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만약 그 상황을 다시 맞이한다면 어떻게 자녀의 마음을 공감할지 표현해보세요. 

실제 상황

일상적 반응 공감적 대화



‘완벽한부모’가 아니라 ‘충분히좋은부모’ 되기



http://www.ebs.co.kr/tv/show?prodId=352&lectId=10123081
(00:00~04:46)

출처 : EBS 지식채널e, ‘적절한 거리’
(검색일 2018.12.18.)

적절한거리



부모에게 자녀의 성장이란 끊임없이 ‘적절한 거리’를

찾아가는 일이라는 말이 와 닿습니다. 

아이들과의 적절한 거리 유지를 하면서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오늘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실 것인지

각자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제대로 된 성장은 ‘완벽한 부모’가

아니라 심리적으로 충분히 가까우면서도 자녀를

숨 막히게 하지 않는 ‘충분히 좋은(good enough) 부모’라는

말씀 우리 모두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자녀와공감대화나누기



오늘 배운 것을 토대로 평상시 자녀의 마음을

읽어주는 공감 대화 많이 나누기, 

특히 자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반드시 공감 대화하기를 당부 드립니다. 

공감은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의 시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