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unselor Self-Assessment
School of Counseling

Aspects of Effective Communication — In order to adequately engage in effective communication, 
the principal and counselor need to establish and agree upon a goal for their conversation(s). 
The exchange should be collaborative, respected and appreciated for reaching the ultimate level of 
effectiveness. Assess your communication effectiveness. You may see your style of communication 
differently from the way your principal views it.

Aspects of E�ective Communication

Never
1

Seldom
2

Sometimes
3

Usually
4

Always
5

1. I can understand verbal and nonverbal communication in 
    counseling.
    나는 상담중 언어적인 것과 비언어적인 표현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2. I can appreciate di�erent thinking to reach counseling goals.
    나는 상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나와 다른 생각들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3. I am aware of the informal/formal communication in the
    context and situation for best outcomes. 
    나는 대화에 있어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상황에 따라 무엇이 적합하고 
   적합하지 않은지 알고 있습니다.

4. I am willing to hear diverse perspectives.
    나는 다른 다양한 견해들을 잘 듣고자 합니다.

5. I am willing to participate in shared communication.
   나는 대화할 때 원활하게 소통을 하고자 노력합니다.

6. I can formulate realistic short and long-term goals in 
    counseling.
    나는 상담에서 실현 가능한 장,단기적인 목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7. I am able to demonstrate a working knowledge of counseling
    theories.
    나는 상담 이론의 지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8. I am willing to accept new idea and critical feedback.
    나는 새로운 아이디어나 다른 의견을 받아 드릴 수 있습니다.

9. I am able conveys warmth, genuiness, empathy.
   나는 나의 따뜻한 마음과 진실성을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10. I can understand cultural variables in building rapport.
       나는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문화적 다양성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11. I am formulates methods(process goals) for achieving 
      outcome.
      나는 상담의 목표 달성을 위한 방법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12. I am able to focus on process issues in counseling session.
      나는 상담 진행 중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집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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