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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Group Counseling Program Based on Goal Attainment Theory for Middle School 
Students with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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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a group counseling program based on goal attainment theory on self-esteem,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school adjustment of middle school students with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Methods: Forty-four mid-

dle school students with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22 in the experimental group and 22 in the control group) from G city participated 

in this study. Data were collected from July 30 to September 24, 2015. The experimental group received the 8-session program, scheduled once 

a week, with each session lasting 45 minutes. Outcome variables included self-esteem,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school adjustment. Results: 

There were significant increases for self-esteem (t=3.69, p=.001), interpersonal relationship (t=8.88, p<.001), and school adjustment (t=4.92, 

p<.001) in the experimental group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Conclusion: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group counseling program based 

on goal attainment theory is very effective in increasing self-esteem,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school adjustment for middle school stu-

dents with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Therefore, it is recommended that the group counseling program based on goal attainment the-

ory be used as an effective psychiatric nursing intervention for mental health promotion and the prevention of mental illness in adolesc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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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기는 신체적, 심리적, 성적인 면에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

고, 혼란과 갈등이 증가하여 발달주기 상 정서·행동문제가 가장 많

이 발생하는 주요 위험 시기이다[1]. 또한 청소년기에는 경쟁적인 입

시제도로 인한 조기교육과 선행학습으로 인하여 학업스트레스가 급

격히 높아지고[2], 이러한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심리적

으로 혼란과 불안을 경험하고, 우울, 불안장애, 자살 등 정서ㆍ행동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1].

2013년에 교육부에서 우리나라 청소년 총 2,119,962명을 대상으

로 실시한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정서·행동문제의 발생위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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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관심군이 초등학생 3.4%, 중학생 11.0%, 고등학생 9.0%로 나

타나, 중학생의 정서·행동 문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

행동문제는 내적 갈등이 표출되는 방식에 따라 내재화 문제와 외현

화 문제로 구분된다. 내재화 문제는 불안과 관련된 정서나 장애, 우
울, 공포, 위축, 신체불안 등의 문제이며, 외현화 문제는 공격성, 충
동성, 비행, 과잉행동, 주의산만과 같은 문제이다[3]. 정서·행동문제

가 있는 청소년은 일반 청소년보다 걱정, 불안, 분노, 좌절, 슬픔, 기
쁨의 심리적 문제로 인하여 사소한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원만

한 대인관계를 형성하지 못한다. 또한 기분이 자주 변하여 정서적으

로 불안정하며, 교사나 부모로부터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아 자존감

이 낮아진다[4]. 이로 인해 학습 무능력, 사회기술 부족, 공격 행동, 
방해 행동 등과 같은 부적절한 행동 특성이 나타나며 결국 학교적응

의 어려움을 갖는다[5]. 이와 같이 정서·행동문제를 진단하지 못하고 

방치하면 청소년기의 문제점이 성인기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져 심각

한 적응장애로 진전될 가능성이 높으므로[6] 정서·행동문제에 대한 

조기발견과 조기중재가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부터 전국의 초등학교 1, 4학년, 중학교 1

학년, 고등학교 1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를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검사결과 관심군으로 선별된 학생은 WEE 

(We Education Emotion)센터와 정신건강증진센터로 의뢰되어 심층

평가와 사례관리를 받는다. 그러나 학교에서 의뢰된 청소년은 자신

의 필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오기보다 학교나 학부모의 권유로 상담

에 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담 장면에 끌어들이기가 쉽지 않

다. 집단상담은 이와 같이 자발성이 낮고 상담 동기가 부족한 대상자

를 위한 유용한 상담방법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집단상담은 학생

측면에서 구성원에게 신뢰감을 주며 다른 구성원과의 관계 속에서 

성장을 위한 환경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 특히 집단상담은 또래 결

속이 강한 청소년의 기본적인 특성에 적합한 상담방법이다. 집단상

담은 상담가 측면에서 한명의 상담자가 한정된 시간에 많은 내담자

를 상담할 수 있어서 효율적이며, 기관측면에서도 집단상담이 개인

상담에 비해 경제적이고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으므로 학교나 상담기관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7].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집단상담자가 프로그램 내용을 구조화해서 

대상자에게 일 방향적인 중재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시행되고 있다

[8]. 그러나 청소년은 상담자나 권위의 대상자와 치료적 관계 형성이 

매우 어렵고, 자신의 문제에 대해 통찰력이 부족하여 상담을 시작하

거나 지속할 때 어려움이 따른다[9]. 따라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집단

상담을 실시할 때는 상담자와 대상자가 함께 목표를 세우고 상호작

용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10].

King의 목표달성이론은 간호사와 대상자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고, 교류작용과 목표달성을 유도하는 이론이다. 목표달성이론의 주

요 개념으로는 행위, 반응, 상호작용을 통한 문제의 사정, 목표의 상

호설정, 목표달성방법의 모색, 목표달성방법의 합의, 교류작용 및 목

표달성이 있다. 목표달성이론에서 추구하는 간호목표는 간호사와 대

상자가 상호작용을 통하여 개인, 집단, 지역사회의 건강을 도모하는 

것이다. 간호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간호사와 대상자는 상호간의 문제

와 장애를 확인하고 공동목표를 설정한다. 그리고 목표달성을 위한 

적절한 방법을 모색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통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

는 상호교류작용이 일어나게 된다[11]. 그러므로 King의 목표달성이

론은 발달특성상 자신에 대한 통찰력이 부족하고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청소년과 치료적인 관계를 맺고 상호작용을 형성하는

데 매우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목표달성이론을 적용한 국내 연구로는 정신질환자[12]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및 전반적인 기능이 향상된 것으

로 나타났고, 학령기아동 어머니[11]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양

육스트레스, 긍정적 양육행동 및 부모역할만족도에 효과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정서·행동 관심군 청소년을 대상으로 집단상담 프로

그램을 적용한 연구[13]에서 진로정체감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고, 
인지치료 프로그램[14]을 적용한 연구에서는 우울과 자살사고 감소

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

고 있는 정서·행동 관심군 중학생을 대상으로 간호사를 통해 목표달

성이론을 적용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서·행동 관심군 중학생을 대상으로 목표달성

이론을 적용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정하여, 
학교와 지역사회 청소년의 정신간호 실무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시도

되었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목표달성이론을 적용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정

서·행동 관심군 중학생의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및 학교적응에 미치

는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3. 연구 가설

가설 1. 목표달성이론을 적용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

군은 대조군보다 자아존중감 점수가 높아질 것이다.

가설 2. 목표달성이론을 적용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

군은 대조군보다 대인관계 점수가 높아질 것이다.

가설 3. 목표달성이론을 적용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

군은 대조군보다 학교적응 점수가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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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목표달성이론을 적용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정서·행동 

관심군 중학생의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및 학교적응에 미치는 효과

를 규명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유사실험연구이다.

2. 연구 대상

G시에 소재한 모든 중학교에서는 1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청

소년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 도구(Adolescent Mental Health and 

Problem-Behavior Questionnaire II [AMPQ-II])를 이용하여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를 온라인으로 실시하고 있다. 학교에서는 검사 

결과 관심군으로 선별되고 학부모가 동의한 학생을 정신건강전문기

관으로 의뢰하여 심층사정평가와 정신보건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있

다. 이 과정에서 학교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

거나 학부모 민원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

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G시에 소재한 3개 중학교에서 N정신건강증진센터

로 의뢰된 정서·행동 관심군 중학생 24명을 실험군, G시에 소재한 2

개 중학교에서 B정신건강증진센터로 의뢰된 정서·행동 관심군 중학

생 24명을 대조군으로 배정하였다. 대조군은 실험효과의 확산을 막

기 위하여 실험군과 생활환경과 사회경제적 특성 등은 유사하나 지

리적으로는 실험군과 멀리 떨어져 있고 교류가 드문 지역인 B정신건

강증진센터 관할지역에서 선정되었다. 연구대상자의 구체적 선정기

준은 대상자에게 인지적, 정서적 장애가 없으며 학생정서·행동특성

검사 결과 기준점수가 남학생 33점, 여학생 35점 이상인 학생이었

다. 대상자의 표본 크기는 G*Power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했

으며, 본 연구에서는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목표달성이론을 적용한 

에니어그램 집단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및 전

반적 기능 향상에 효과가 있었던 연구[12]에서 도출된 효과크기 .80

을 근거로 하였다. 유의수준 (a)=.05 (단측 검증), 검정력(1-)=.80, 
효과크기 (d)=.80으로 계산하여 두 개의 독립된 한 집단에 필요한 

표본 수는 21명이었다. 탈락자를 예상하여 최초 연구 대상자는 실험

군 24명, 대조군 24명, 총 48명이 선정되었다. 프로그램 진행 중 참

여 거부, 불편감 등의 이유로 총 8회기 프로그램 중 7회기 이상 프

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한 실험군 2명과 사후조사에 부적절하게 응답

한 대조군 2명이 탈락되어 최종 연구 대상자는 실험군 22명, 대조군 

22명, 총 44명이었다.

3. 연구 도구

1)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 측정도구는 Rosenberg [15]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번

안한 Jon [16]의 승인을 받고 정신간호학 교수 1인과 정신보건전문요

원 3인에게 내용타당도 검증을 받았으며, 내용 타당도 지수(S-CVI)

는 0.93이었다. 본 도구는 자신이 평가하는 자아존중감 정도와 자신

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 정도를 측정하며 총 10문항의 4점 척도로 이

루어진 도구이다. 점수의 범위는 10점에서 40점까지이며 점수가 높

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Jon [16]의 

연구에서 Cronbach’s a값이 .73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79이었다.

2) 대인관계

대인관계 측정도구는 Guerney [17]가 개발하고 Moon [18]이 번

안하고 수정한 Relationship Change Scale (RCS)를 정신간호학 교

수 1인과 정신보건전문요원 3인에게 내용타당도 검증을 받았으며, 
내용 타당도 지수(S-CVI)는 0.94였다. 본 도구는 자신이 평가하는 

대인관계 정도를 측정하며 총 25문항의 5점 척도로 이루어진 도구

이다. 점수의 범위는 25점에서 12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

관계가 좋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Moon [18]의 연구에서 

Cronbach’s a값이 .88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5이었다.

3) 학교적응

학교적응 측정도구는 Lee [19]가 개발한 척도를 저자의 승인을 받

고 정신간호학 교수 1인과 정신보건전문요원 3인에게 내용타당도 검

증을 받았으며, 내용 타당도 지수(S-CVI)는 0.95였다. 본 도구는 자

신이 평가하는 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 교사와 친구관계 적응, 
수업 적응과 참여 및 문제행동의 부재 등의 정도를 측정하며 총 38

문항의 5점 척도로 이루어진 도구이다. 점수의 범위는 38점에서 190

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적응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Lee [19]의 연구에서 Cronbach’s a값이 .90이었고, 본 연

구에서는 .86이었다.

4. 목표달성이론을 적용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1) 프로그램 구성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문제 사정, 요구도 조사, 목표설정, 구성, 예
비실험 및 수정의 절차에 따라 구성되었다.

문제 사정은 관심군으로 된 중학교 1학년 학생 6명을 대상으로 G

시 N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연구자가 실시하였다. 문제 사정을 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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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정서·행동 관심군 중학생이 갖고 있는 어려움이 자신감 저하 및 

자기비하, 친구관계와 친구에게 다가는 것의 어려움, 학교성적과 학

교규칙에 대한 스트레스 등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집단상담 프로그램 요구도 조사는 G시 N정신건강증진센터에 의

뢰된 정서·행동 관심군 중학생 총 29명을 대상으로 연구자가 실시하

였다. 요구도 조사 도구는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통해 도움 받고 싶은 내용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아동·청

소년 집단상담 전문가 2인이 검토한 후 사용하였다. 대상자들의 집단

상담 참여 경험은 ‘있음’이 37.9%, ‘없음’이 62.1%로 나타났고, 집단

상담 참여 의향은 ‘있음’이 69.0%, ‘없음’이 31.0%로 나타나 집단상

담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요구가 높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리고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도움 받고 싶은 내용을 묻는 질문에서는 

‘대인관계 향상’ 41.4%, ‘자아존중감 향상’ 20.7%, ‘학교적응 향상’ 

17.2%, ‘학업 스트레스 감소’ 및 ‘진로탐색’ 20.7%로 응답하여 집단

상담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요구를 파악할 수 있었다.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목표는 문제 사정과 요구도 조사 결과에 근

거하여 정서·행동 관심군 중학생의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및 학교적

응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King의 목표달성이론[11]을 기반으로 집단

교류작용과 개별교류작용으로 구성되었다. 집단교류작용은 강의 및 

그룹토의, 그룹활동, 경험나누기 등으로 이루어졌고, 개별교류작용

은 전화상담과 문자 메시지를 통한 정서적 지지 및 격려 등으로 이

루어졌다. 집단교류작용의 회기별 주제와 목표 및 내용은 다음과 같

다. 1회기의 주제는 ‘친밀감형성 및 목표 합의’이며, 목표는 ‘정서·행

동문제 확인 및 목표 설정’이다. 자기소개, 규칙 정하기, 대상자가 현

재 가지고 있는 정서·행동문제를 확인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간호사

와 대상자가 함께 목표를 설정한 후 목표달성방법에 대해 모색하고 

합의하였다. 그리고 친밀감을 형성함으로써 참여 동기를 갖도록 하

였고, 목표달성방법으로는 집단, 개별교류작용을 실시하기로 합의하

였다. 2, 3, 4회기의 주제는 ‘자아존중감 향상’이며, 목표는 ‘성격의 

이해, 성격탐색을 통한 자기이해, 자기가치 발견’이다. 에니어그램 성

격유형검사를 통해 자신의 성격유형 특성에 대해 알아보고, 유사한 

성격유형 그룹과 집단 활동을 통해서 자기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다. 

그리고 장점과 단점을 수용하고, 동화 ‘미운오리새끼’ 동화에서 미운

오리가 백조의 모습을 찾게 되는 내용을 상기하며 내 안의 존재하는 

숨어있는 긍정적인 측면을 발견하여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도록 하

였다. 5, 6회기의 주제는 ‘대인관계 향상’이며, 목표는 ‘갈등상황 대

처방법 이해, 의사소통 기술향상’이다. 대인관계 갈등상황과 대처방

법에 관한 경험을 서로 나누고,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필요

한 요소를 찾을 수 있었다. 영화 ‘마빈의 방’ 동영상을 시청한 후 바

람직한 의사소통과 바람직하지 않은 의사소통을 구분해 보고 나-전

달법을 실시하여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대인관

계를 향상시키도록 하였다. 7, 8회기의 주제는 ‘학교적응 향상’이며, 
목표는 ‘진로탐색, 학교규칙 이해’이다. 영화 ‘행복을 찾아서’ 동영

상을 시청한 후 꿈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요소에 대해 생각해보게 

했다. 학생들이 앞으로 되고 싶은 미래 모습을 상상해보고 그림이나 

도구를 활용해 표현해보며 꿈을 이루기 위해 목표를 세워보는 활동

을 하였다. 또한 행복한 학교의 모습에 대한 짧은 글짓기를 통해 즐

거운 학교생활을 설계하였다. 학교 규칙 중 잘 지키고 있는 영역과 

위반하고 있는 영역을 확인하고 규칙을 지켰을 때의 이익과 규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에 대해 확인하여 규칙의 중요성을 인식

시킴으로써 학교적응을 향상시키도록 하였다.

예비실험은 G시 N정신건강증진센터에 의뢰된 정서·행동 관심군 

중학생 5명을 대상으로 연구자가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실시하였으

며 프로그램 수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운영방법에 있어서는 중학교

의 수업 시간을 고려하여 한 회기를 45분으로 구성하였으나 학생들

이 프로그램 시작 시간을 지키지 못해 회기별 활동 시간이 부족할 

때가 많았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학생들을 쉬는 

시간에 프로그램실로 잘 이동할 수 있도록 미리 안내하는 것으로 조

정하였다. 내용에 있어서는 학생들과 연구보조원이 회기별로 주제가 

다소 무거운 경향이 있다는 의견을 참조하여 학생들을 집중시키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으로 수정하였다. 특히 청소년은 영상매

체에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회기별 내용과 연관된 영화 클리핑을 시

청하게 하여 관심을 이끌어 내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개선점을 수

정·보완하여 목표달성이론을 적용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최종 확정

하였다(Table 1).

2) 프로그램 진행과정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집단교류작용과 개별교류작용 모두 연구자

가 진행하였고 보조진행자 1인이 보조하였다. 연구자는 G시 N정신

건강증진센터에서 6년 동안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한 경력이 있

으며, 정신보건간호사 2급, 에니어그램 일반강사, 사회복지사 2급, 알
코올 상담사 자격증 및 다문화 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보조진

행자는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자격을 갖추었다.

본 연구에서는 목표달성이론을 적용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

를 확인하기 위해 King의 목표달성이론을 근거로 하여 이론적 기틀

을 구축하였다. 그리고 행위, 반응, 상호작용을 통한 문제의 사정, 목
표의 상호설정, 목표달성방법의 모색, 목표달성방법의 합의, 교류작

용을 본 연구에 포함시켰다. 행위는 간호사와 중학생이 행위를 시작

하는 것으로서, 간호사는 목표달성이론을 적용한 집단상담 프로그

램을 중학생에게 제의하였다. 반응은 행위에 대해 반응하는 것으로

서, 중학생은 목표달성이론을 적용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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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roup Counseling Program Based on Goal Attainment Theory

Session Theme Transaction Contents

1 Introduction and mutual goal setting Group Introduce the group counseling program based on goal attainment theory 

and schedule

Make group rules and agreements

Confirm an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 

Share self-esteem,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school adjustment

Set mutual goals to increase self-esteem,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school adjustment

Explore and agree on means to achieve goal

Comment and evaluate the session

Individual Encourage continued participation in group counseling program

Encouragement to improve task performance

Consult on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2 Understanding of the personality Group Explain personality theory

Conduct the personality test

Confirm the degree of achievement of the goal

Comment and evaluate the session

Individual Encourage continued participation in group counseling program

Encouragement to improve task performance

Consult on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3 Self understanding through 

exploring personality

Group Explain the various personality types

Conduct group activities of similar personality types

Confirm the degree of achievement of the goal

Comment and evaluate the session

Individual Encourage continued participation in group counseling program

Encouragement to improve task performance

Consult on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4 Finding self-worth Group Find my disadvantages & advantages

Confirm the degree of achievement of the goal

Comment and evaluate the session

Individual Encourage continued participation in group counseling program

Encouragement to improve task performance

Consult on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5 Understanding of how to deal with 

conflict situation

Group Explain the dialog type according to personality type

Conduct group activities on interpersonal conflicts and coping methods

Find the necessary elements to live with people

Confirm the degree of achievement of the goal

Comment and evaluate the session

Individual Encourage continued participation in group counseling program

Encouragement to improve task performance

Consult on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6 Improving communication skills Group Divide good communication and bad communication

Learn effective communication skills

Confirm the degree of achievement of the goal

Comment and evaluate the session

Individual Encourage continued participation in group counseling program

Encouragement to improve task performance

Consult on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7 Career design through career 

exploration

Group Explore careers and find the dreams

Establish specific goals to achieve the dreams

Confirm the degree of achievement of the goal

Comment and evaluate the s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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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동의하였다. 문제의 사정은 간호사와 중학생이 정서·행동의 문제 

요인을 찾아내는 것이다. 목표의 상호설정은 간호사와 중학생이 자

아존중감, 대인관계 및 학교적응 향상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대상자

들의 개별적인 정서·행동의 문제 양상이 다양하여 자아존중감, 대인

관계 및 학교적응 향상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개별적인 목표

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목표달성방법의 모색 및 합의는 간호사

와 중학생이 집단교류작용과 개별교류작용을 통해 목표달성이론을 

적용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일반적인 집단

상담 프로그램과 목표달성이론을 적용한 집단상담 프로그램과의 차

이점은 상담자에 의해 구조화된 프로그램이 일방향적으로 실시되는 

것이 아니라 목표달성방법을 상담자와 대상자가 서로 합의하여 결정

한 후 실시한다는 점이다. 교류작용은 목표달성이론을 적용한 집단

상담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간호사와 중학생간에 개별교류작용과 집

단교류작용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목표달성이란 상호설정된 목표가 

달성되는 것으로서, 중학생의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및 학교적응이 

향상되는 것이다(Figure 1). 

집단교류작용은 2015년 7월 30일부터 9월 17일까지 여름방학과 2

학기 중에 G시 N구에 소재한 3개 중학교 상담실에서 세 집단으로 

Table 1. Continued

Session Theme Transaction Contents

Individual Encourage continued participation in group counseling program

Encouragement to improve task performance

Consult on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8 Understanding of the school rules Group Write about the happy looking school

Give the ox quiz about school rules

Confirm school rules to keeping well and in violation of school rules

Confirm gains and losses related to school rules

Confirm the degree of achievement of the goal

Comment and evaluate the session

Individual Encourage continued participation in group counseling program

Encouragement to improve task performance

Consult on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Nurse

Middle
school
student

with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Action

Suggest
participation

in group
counseling
program

Action

Expresses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group

counseling
program

Reaction

Agree to
participate
in group

counseling
program

Transaction Goal attainmentInteraction

Identificaition of
problem
Mutual goal setting
Explore means to
achieve goal
Agree means to
achieve goal

Individual
transaction
Group
transaction

Improvement of
Self-esteem
Interpersonal
relationship
School
adjustment

Group counseling
program based on goal

attainment theory

Feedback

Feedback

Figure 1. Conceptual framework of group counseling program based on goal attainment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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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어 주 1회, 회당 45분씩, 총 8회기로 이루어졌다. 대상자의 특성

이 다른 학생들에게 노출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학기 중에는 학생들

이 선택하여 운영되는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이용하여 집단교류작

용을 실시하였다. 또한 각 회기별로 도입부분에서 내용과 진행방법

에 대해 소개하고, 전개부분에서 강의, 토의, 집단 활동 및 경험나누

기를 하였으며, 마지막 종결부분에서 내용을 마무리하였다. 그리고 

개별교류작용은 집단교류작용이 진행되고 있는 8주 동안 주 1회, 회
당 5분씩 문자 메시지와 10분씩의 전화상담을 통해 이루어졌다. 개

별교류작용에서는 집단에서 공유하기 어려운 정서·행동과 관련된 어

려움에 대한 개인상담과 과제수행에 대한 격려 및 지지 활동을 실시

하였다.

5.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15년 7월 30일부터 9월 24일까지이

었으며 사전조사, 집단상담 프로그램 실시 및 사후조사 순으로 진행

되었다.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G시 N정신건강증진센터와 B정신건강

증진센터의 기관장을 만나 연구의 내용과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동

의와 협조를 얻었다.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 목적과 절차, 연구 기간, 
연구 대상자의 역할 및 비밀보장에 대해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얻었으며, 본인이 어느 군에 속하는지 알지 못하도록 하였다. 

사전조사는 연구보조원이 집단상담 프로그램 실시 전 2015년 7월 

30일에,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실험군과 대조군을 대상으로 설

문지를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그러나 자료 수집에 참여한 연구보조

원에게 맹검법이 적용되지 않아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작용한다. 사

전조사 전에 연구보조원에게 연구목적, 설문조사 내용 및 방법에 대

해 충분히 숙지하도록 교육을 실시하였다.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본 연구자가 진행하였으며 보조진행자가 보

조하였다. 상담교사는 매 회기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학생들 출

석을 확인하였다. 특히 학생들이 지각하는 경우 개인면담을 통해 프

로그램에 대한 참여 동기를 향상시키도록 노력하였다. 연구자는 프

로그램 시작 전 결석과 지각을 방지하기 위한 규칙을 집단원들 스스

로 정하게 하여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규칙이 준수되었는지 점

검하였다. 또한 연구자와 상담교사는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전과 진

행되는 중간에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출석률 향상을 위

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사후 조사는 실험군에게 프로그램 종료 1주일 후 2015년 9월 24

일에 사전검사와 동일한 내용으로 실시하였다. 대조군에게는 집단상

담 프로그램 중재 없이 실험군과 동일한 날에 동일한 방법으로 시행

하였다. 사전조사와 사후조사 모두 연구보조원이 학교에서 실시하였

으며, 사후조사가 끝난 후 연구에 참여한 모든 대상자에게 연구 참

여 및 협조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선물을 제공하였다.

6.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변수에 대한 정규성 검증은 Shapiro-Wilk test 검증 결과 모든 

변수가 정규 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W=0.93~0.97, p= 

.140~.769).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을 이용하여 분

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종속변수의 동질성 검증은 

Fisher’s exact test, c2-test 및 independent t-test를 이용하여 분석

하였으며, 목표달성이론을 적용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가설검증은 t-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Table 2. Homogeneity Test of General Characteristics between Two Groups                                                                                                (N=44)

Characteristics Categories
Exp. (n=22) Cont. (n=22) Total (N=44)

c2 p
n (%) n (%) n (%) 

Gender Male 15 (68.2) 15 (68.2) 30 (68.2) 0.00 1.000

Female 7 (31.8) 7 (31.8) 14 (31.8)

Religion Yes 10 (45.5) 13 (59.1) 23 (52.3) 0.82 .365

No 12 (54.5) 9 (40.9) 21 (47.7)

Living with Parents 19 (86.4) 18 (81.8) 37 (84.1) 1.38* .698

Grand parents 1 (4.5) 3 (13.6) 4 (9.1)

Others 2 (9.1) 1 (4.6) 3 (6.8)

Academic performance High 0 (0.0) 1 (4.6) 1 (2.3) 3.76* .129

Medium 9 (40.9) 14 (63.6) 23 (52.3)

Low 13 (59.1) 7 (31.8) 20 (45.5)

Economic level High 0 (0.0) 1 (4.5) 1 (2.3) 3.00* .185

Medium 21 (95.5) 17 (77.3) 38 (86.4)

Low 1 (4.5) 4 (18.2) 5 (11.4)

*Fisher’s exact test;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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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구의 윤리적 측면

본 연구는 G시 J대학교의 ‘윤리 및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승인(IRB No. 1040198-150629-HR-029-03)을 받은 후 연구

를 진행하였으며, 측정도구는 도구 개발자와 번안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였다.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자료를 사용하

지 않을 것과 연구내용 및 방법을 설명하였으며, 연구 도중에 참여

를 원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거절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자료의 

익명성과 비밀보장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참여 동의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받아 대상자의 윤리적인 측면을 고려하였다. 또한 연구 종

료 후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대조군 17명에게 실

험군과 동일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1. 동질성 검정

목표달성이론을 적용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실시 전, 실험군과 대조

군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을 검정한 결과, 실험군과 대조군 간

에 유의한 차이가 없어 두 집단이 동질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대상자의 성별은 실험군, 대조군 모두 남자가 68.2%, 여자가 

31.8%이었으며, 종교가 있는 대상자가 실험군은 45.5%, 대조군은 

59.1%이었다. 동거 가족은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실험군 

86.4% 대조군 81.8%이었다. 학교 성적은 실험군은 ‘하’ 59.1%, ‘중’ 

40.9% 순이었으며, 대조군은 ‘중’ 63.6%, ‘하’ 31.8%, ‘상’ 4.6% 순

이었다. 경제적 수준은 실험군은 ‘중’ 95.5%, ‘하’ 4.5% 순이었으며, 
대조군은 ‘중’ 77.3%, ‘하’ 18.2%, ‘상’ 4.5% 순이었다.

목표달성이론을 적용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 실험군

과 대조군의 종속변수에 대한 동질성 검정 결과, 자아존중감(t=-

1.20, p=.235), 대인관계(t=-1.06, p=.295), 학교적응(t=1.67, 
p=.102)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어 두 집단이 동질한 것으로 나타났

다(Table 3).

2. 가설 검정

제 1가설 ‘목표달성이론을 적용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

험군은 대조군보다 자아존중감 점수가 높을 것이다’는 지지되었다

(Table 4). 실험군은 프로그램 실시 전 평균 25.18점에서 실시 후 

26.86점으로 1.68점 증가하였고, 대조군은 프로그램 실시 전 평균 

26.59점에서 실시 후 25.14점으로 1.45점 감소되어 두 집단 간 자아

존중감 점수의 증가량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3.69, p=.001).

제 2가설 ‘목표달성이론을 적용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대인관계 점수가 높을 것이다’는 지지되었다. 

실험군은 프로그램 실시 전 평균 79.95점에서 실시 후 94.55점으로 

14.59점 증가하였고, 대조군은 프로그램 실시 전 평균 83.59점에서 

실시 후 78.36점으로 5.23점 감소되어 두 집단 간 대인관계 점수의 

증가량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8.88, p<.001).

제 3가설 ‘목표달성이론을 적용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학교적응 점수가 높을 것이다’는 지지되었다. 

실험군은 프로그램 실시 전 평균 123.41점에서 실시 후 147.82점으

로 24.41점 증가하였고, 대조군은 프로그램 실시 전 평균 112.32점

에서 실시 후 97.86점으로 14.45점 감소되어 두 집단 간 학교적응 점

수의 증가량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4.92, p<.001).

Table 3. Homogeneity Test of Dependent Variables between Two 
Groups                                                                                       (N=44)

Variables
Exp. (n=22) Cont. (n=22)

t p
M±SD M±SD

Self-esteem 25.18 ( 3.71) 26.59 (4.04) -1.20 .235

Interpersonal 

relationship

79.95 (12.52) 83.59 (10.09) -1.06 .295

School 

adjustment

123.41 (14.08) 112.32 (27.78) 1.67 .102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Table 4. Effect of Group Counseling Program between Two Groups                                                                                                             (N=44)

Variable Groups
Pretest Posttest Difference

t p
M±SD M±SD M±SD

Self-esteem Exp. (n=22) 25.18 (3.71) 26.86 (4.60) 1.68 (3.15) 3.69 .001

Cont. (n=22) 26.59 (4.04) 25.14 (3.64) -1.45 (2.44)

Interpersonal relationship Exp. (n=22) 79.95 (12.51) 94.55 (15.48) 14.59 (9.94) 8.88 <.001

Cont. (n=22) 83.59 (10.09) 78.36 (11.04) -5.23 (3.28)

School adjustment Exp. (n=22) 123.41 (14.08) 147.82 (22.90) 24.41 (20.22) 4.92 <.001

Cont. (n=22) 112.32 (27.78) 97.86 (12.57) -14.45 (31.09)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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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본 연구는 정서·행동 관심군 중학생을 대상으로 목표달성이론을 

적용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확인함으로써 청

소년의 정신질환 발생을 예방하고 정신간호 중재방안을 제시하고자 

시도되었다. 

첫째, 본 연구에서 목표달성이론을 적용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정서·행동 관심군 중학생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기의 자아존중감은 청소년 발달과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성인기의 주요과업과 행동을 예측한다[20]. 특히 자아

존중감이 낮은 청소년은 청소년기의 발달과정의 변화와 문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여 다양한 정서·행동문제가 발생할 확률

이 높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집단원들

과의 신뢰가 형성된 분위기 속에서 대상자의 정서·행동의 어려움을 

탐색하고 목표를 상호 설정하여 달성방법을 서로 모색하였다. 이는 

자신이 어떤 성과를 이루어 낼 수 있는 유능한 사람이라고 믿는 마

음을 증가시켜 자아존중감 향상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도록 도왔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목표달성이론을 

적용하여 에니어그램 집단 프로그램을 실시한 연구에서 정신질환자

의 자아존중감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12]. 에니어그램은 자신의 

성격 유형을 파악하고 탐구하여 자기 이해라는 인지적 변화가 일어

나도록 하고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준다

[21]. 본 연구에서도 자신의 성격에 대한 이해와 통찰을 돕는 에니어

그램이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고 자기성숙을 위한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서·행동 관심군 청소년에게 긍정심리 프로

그램을 실시한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22]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상자의 긍정적인 측면

에 초점을 맞추어 개별교류작용을 진행한 것이 자신의 강점을 강화

시키고 자아성장에 영향을 미친것으로 생각된다.

 목표달성이론을 적용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자아존중감 향상에 

효과가 있었던 것은 집단교류작용을 통해 자신의 성격에 대해 파악

하고, 장점과 단점을 수용하여 자기가치를 발견하게 했던 활동이 도

움이 되었다고 사료된다. 특히 성격유형검사와 자신의 성격특성을 파

악하기 위한 집단 활동을 통해 자기이해의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보

인다. 그리고 영상은 특히 청소년에게 치료적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

고 있어[23], 본 프로그램에서는 영상을 시청한 후 현재 자신의 삶과 

연결 지어 생각해보고 자신안의 숨겨진 가치 있는 자아를 발견하도

록 하였다. 또한 전화상담과 문자메세지를 통한 개별교류작용이 자

신감이 저하되고 부정적 생각과 열등감이 있는 대상자에게 긍정적 

생각을 강화시켜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킨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 목표달성이론을 적용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정서·행동 관심군 중학생의 대인관계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대인관계는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이며 대인관계의 향상은 청소년의 기본적인 심리정서를 만족시키고 

바람직한 성장에 도움을 준다[24]. 특히 청소년이 대인관계가 원만

하지 못하면 정신질환이나 일탈행동과 같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자기와 다른 

다양한 성격유형의 사람들과의 갈등해결 방식을 파악하고 갈등 해

결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였다. 특히 집단 활동을 할 때 간호사와 대

상자간에 원활한 소통과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사람을 대하고 관계

하는 능력을 증가시켜 대인관계 향상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도록 도왔

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중학생에게 사회적 유능성 프로그램을 

실시한 연구에서[25] 중학생의 대인관계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도 대인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 또래관계를 중요시 하는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토론과 발표를 장려하였으며, 특
히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춘 집단교류작용이 대인관계 향

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목표달성이론을 적용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대인관계 향상에 효

과가 있었던 것은 집단교류작용을 통해 갈등상황 대처방법을 이해하

고, 바람직한 의사소통과 바람직하지 않은 의사소통을 구분하여 연

습한 활동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특히 성격특성에 따른 대인

관계 갈등상황과 갈등 해소방안을 알아봄으로써, 타인에 대한 이해

를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그리고 영화 속 두 주인공의 상반된 의사소

통 장면을 비교하고 분석했던 집단 활동이 바람직한 의사소통의 요

소들을 발견하게 하였다. 또한 친구관계에 대한 어려움이 있고 친구

가 없어 외로움과 고립감으로 힘들어하는 청소년이 개별교류작용을 

통해 친구관계가 긍정적으로 변화된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본 연구에서 목표달성이론을 적용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정서·행동 관심군 중학생의 학교적응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학교적응은 청소년기의 중요한 발달과제로 학교에 잘 적응하

는가의 여부가 청소년기뿐만 아니라 성인기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26]. 특히 정서·행동문제가 있는 청소년은 학교생활에 잘 적

응하지 못하여 올바른 사회화 과정을 습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대상자의 의견을 수용해주고 

집단의 일원이라는 소속감을 갖게 하였으며,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

하였다. 특히 전문지식과 실무능력을 갖춘 간호사가 집단 활동을 진

행하면서 대상자에게 필요한 내용을 전달한 것이 학교에 대한 전반

적인 만족도를 증가시켜 학교적응 향상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도록 도

왔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학교부적응 고등학생에게 학교적응력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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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집단 상담을 실시한 연구에서 고등학생의 학교적응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27]. 본 연구에서도 학교적응을 향상시키기 위해 

롤모델에 대한 동일시와 모델링을 함으로써 진로에 대한 생각에 변

화가 일어나고, 자신의 적성을 파악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쳐 학교

적응이 향상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정서·행동문제가 있는 중

학생에게 학교적응유연성 증진을 위한 집단 상담을 실시한 연구에서 

학교적응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28]. 

특히 본 연구에서 그룹원과 집단교류작용을 통한 지속적인 지지와 

격려가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경험하게 하여 학교적응이 향상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와 다르게 정서·행동장애 위험아동을 대

상으로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한 연구에서는[29] 교사를 프

로그램에 참석시키지 못해 학생들이 긍정적인 강화를 받을 기회가 

충분하지 못하여 학교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실시되는 동

안 상담교사가 프로그램에 참석하고, 대상자에게 긍정적 강화를 제

공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도왔다.

목표달성이론을 적용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학교적응 향상에 효

과가 있었던 것은 집단을 통해 자신의 꿈을 찾고, 학교규칙에 대해 

이해하며 행복한 학교의 모습에 대해 설계해보도록 한 활동이 도움

이 된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청소년에게 바람직한 롤모델은 동일시

와 모델링을 통한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30]. 따라서 롤모델

의 삶에 대한 관찰을 통해, 진로를 탐색하고 꿈을 달성하기 위해 갖

추어야 할 필수 조건에 대해 계획을 세우며 학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퀴즈를 이용한 집단활동은 학생들의 심

리적 저항을 줄이는데 기여했으며 학교규칙을 인식시키고 규칙을 준

수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였다. 또한 개별교류작용을 하는 동안 학교 

친구와 교사관계에 대한 어려움과 진로 및 성적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었으며 학교생활에 대한 스트레스와 대처방법을 다루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볼 때, 목표달성이론을 적용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정서·행동 관심군 중학생의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및 학

교적응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문지식과 실무

능력을 갖춘 간호사와 대상자가 목표를 설정하고 상호작용과 교류작

용이 이루어지면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실시된 결과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첫째, 목표달성이론의 개념적 기틀을 제시한 점이

다. 둘째, 목표달성이론에 근거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를 규명

함으로써 간호이론의 실무적용 근거를 마련한 점이다. 셋째, 정신간

호사가 대상자에게 교육 및 정서적 지지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교육

자, 상담자, 지도자, 대리자 및 자원인으로서 기능하여 간호사의 역

할 확대에 기여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넷째, 목표달성이론을 적용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청소년의 정신건강문제의 발생 예방과 조기발

견 및 조기중재를 위한 지역사회 정신건강중재 기법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목표달성이론을 적용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중학교 정규교육 과정에 정신건강교육 자료로 포함될 수 있을 것이

며, 학교 정신간호모델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

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실험군과 대조군 할당 시 정서·행동 관

심군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할당을 하지 못하였다. 둘째, 자기 

보고식 설문지에 의해 결과를 측정했기 때문에 응답 시 사회적으로 

바람직해 보이려는 의도가 개입될 수 있다. 셋째, 자료수집을 실시한 

연구보조원에게 맹검법을 적용하지 못하였다. 넷째, 본 연구는 추후

검사가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프로그램 효과의 지속성을 평가하

는데 한계가 있었다. 다섯째, 일개 광역시에 소재한 중학교의 정서·

행동 관심군 중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므로 결과를 일

반화 하는 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결    론

본 연구는 정서·행동 관심군 중학생을 대상으로 목표달성이론을 

적용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였고 대상자의 자아존

중감, 대인관계 및 학교적응이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목표달성이론을 적용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학교 현장과 지

역사회에서 정서·행동 관심군 중학생이 정서·행동장애로 진전되기 

전에 교사와 지역사회 정신보건간호사가 조기중재 프로그램을 활용

함으로써 유용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목표달성이론을 적

용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정신건강증진과 정신건강문제 발생을 예

방하기 위한 청소년 정신간호 중재방안으로 활용되어 정신간호 실무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본 연

구를 학교현장과 지역사회 실무에 도입하기 전에 다양한 지역의 대

상자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반복연구를 통한 검증이 필요하다. 둘째, 
본 프로그램은 정서·행동문제가 있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

으므로 다양한 연령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효과검정 연구가 필요

하다. 셋째, 프로그램의 효과를 지속시키기 위한 후속 프로그램과 

정서·행동문제가 있는 중학생이 어려움을 노출하여 간호사와 상호작

용을 할 수 있게 구성된 웹을 활용한 추후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

하다. 넷째, 프로그램의 개별교류작용에 문자메세지와 전화상담 뿐

만 아니라 대상자의 행동과 태도를 관찰할 수 있는 대면 상담을 포

함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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