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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develop an interpersonal caring program “Muldan Dongsan” for vulnera-

ble adolescents in mental health clinics and to identify the effect of this program. Methods: The interpersonal caring pro-

gram was composed of group interpersonal caring (one time per week for two weeks, for a total of 8 hr) and individual

interpersonal caring (1-2 times per day for 2 weeks). For this research, a non-synchronized quasi-experimental model

including nonequivalent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was used. The experimental group was made up of 17 students

and the control group, of 22 student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May 11 to July 25, 2009 an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PSS/WIN 17.0 program. Results: The interpersonal caring program “Muldan Dongsan” was effec-

tive for mental health, including self-esteem, hope, and quality of life for vulnerable adolescents. Conclusion: The posi-

tive findings on the effectiveness of the interpersonal caring program “Muldan Dongsan” and the participants’ high satis-

faction with this program indicate that it can be utilized actively as a specific nursing intervention program for adolescents at

school and in the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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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기는 아동기와 성인기 사이의 과도기적인 발달단계를

겪는 시기로서, 사춘기와 더불어 시작하여 신체적, 심리적, 사

회적, 지적, 정서적 발달이 이루어진다. 중기 청소년기에 해당

되는 고등학생의 발달과업은 이차 성징으로 인한 신체적 변화

의 수용과 함께 신체적 성장과 더불어 인격의 형성과 부모와 가

족으로부터의 독립, 이성과의 관계 형성, 장래의 직업을 결정하

는 것이다(Kim, 2004).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청소년들은 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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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공포, 불안, 외로움 등의 정서적인 문제와 갈등을 경험하고,

심한 경우에는 정신건강 문제를 보이기도 한다(Lee, Yoo, Lee,

Kim, & Won, 2006).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들은 입시와 성적 위주의 경쟁

적인 교육환경에 놓여 있어서, 그들의 불안과 갈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Hyun & Nam, 2008). 특히 2008년 전국 470개

초∙중∙고생을 상으로 정신건강 선별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서나 행동에서 문제성 경향을 보여 정 검진이 필요한 경우

가 17.0%로 나타났고, 이 중 고등학생은 17.6%로 더욱 높게 나

타났다(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09). 그러므로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특히 학교에 재학 중인 정신건강이 취약한 청소년을

선별하고이들의 정신건강을 돕는 것이 필요하다.

정신건강이란일반적으로정신질환이없고, 자기능력을최

한발휘하며, 적절한자아개념이확립되어건강하고건전한성격

체를 이루고 있으며,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스트레스와

좌절을이길수있는상태를말한다. 또한정신건강이취약한청

소년은생물학적인변화로스트레스에취약하며, 발달과제수행

과정에서 정서적 위기나 격변을 겪을 수 있다. 특히 청소년기의

정신건강에 있어서는 단순히 정신질환의 유무만을 판단하기는

어렵고 이들의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적 발달 양상 등을 고

려해서전인적으로판단하는것이필요하다고본다(Lee, 1997).

따라서 청소년기의 정신건강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차원의 관련 개념들을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여러 연구에서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관련있는 개념으로 자아존중감(Hyun &

Nam, 2008), 인관계(Park, 2008), 적안녕(Kye, 2007),

희망(Hyun, Lee, & Park, 2003), 삶의 질(Jo, Kim, & Kwon,

1994) 등으로 보고되고 있다.

자아존중감이란 자신의 가치에 한 개인적인 판단이며(Ro-

senberg, 1965), 청소년기의 발달과제 수행에 있어서 자아존중

감의 저하는 이들이 내∙외적인 변화를 처하는데 어려움을

초래하게 된다(Lee, Park, & Park, 2001). 희망이란 미래에

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에 한 기 를 포함하는 것을 말한

다(Nowotny, 1989). 적안녕이란 신에 한 관계를 인식하

고, 삶의 의미 혹은 목적을 깨닫고, 자신의 삶에 해 만족하는

개인의 성향을 말하며(Paloutzian & Ellison, 1982), 청소년기

의 적안녕은 격동의 시기에 많은 위안을 찾을 수 있으며, 긍

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Kim, 2004). 인관계란

두 사람 이상의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호작용을 말하

며(Yang, 2004), 가족과 또래집단의 향을 많이 받는 청소년

시기에는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Park, 2008). 삶의

질이란 살면서 인지하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상태와

학문적기능에 한주관적만족을말하며(Varni, Seid, & Rode,

1999), 청소년들에게는 그들의 발달 특성상 삶을 보다 긍정적

이고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하겠다(Jo,

Kim, & Kwon, 1994).

한편 Kim (1997)의 인간호 중재기법(Interpersonal car-

ing techniques)은 상자를 향한 사랑과 관심을 바탕으로 제

공되는 구체적 돌봄 행위로써 알아봐줌, 동참함, 공유함, 적극

적 경청, 칭찬함, 동행함, 안위함, 희망 불어넣어줌, 용서를 구

하거나 용서함, 수용함 등의 10가지 주제를 기법화한 것이다.

이러한 인간호중재기법은만성정신질환자(Kim, 1997;  Kim,

2004; Kim et al., 1998)를 상으로 적용하 을 때 자아존중

감, 인관계, 희망, 삶에 질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에 관한 국

내의 선행연구들은 주로 그 상이 비행청소년이나 가출 청소

년 또는 정신적, 행동적 문제가 뚜렷한 청소년들이 부분이었

으며, 일반 고등학생들을 상으로 하여 정신적으로 취약한 청

소년들을 선별한 후 이들에게 간호중재를 실시한 연구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Kim (1997)의 인간호 중재기법을 토 로

하여 인적 돌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정신건강이 취약한 청소년들을 상으로 그 효과를 검증함으

로써, 이들의 정신 및 적 건강을 증진하는 간호프로그램을제

공하여 궁극적으로 청소년들의 삶의 질을 증진하고자 본 연구

를 시도하 다.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정신건강 취약 청소년을 위한 인적 돌봄 프로그

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데 있고 구체적 목적은 다음

과 같다. 

첫째, 정신건강 취약 청소년을 위한 인적 돌봄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둘째, 개발한 인적 돌봄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한다. 

� 인적 돌봄 프로그램이 정신건강 취약 청소년의 자아존중

감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한다.

� 인적 돌봄 프로그램이 정신건강 취약 청소년의 정신건강

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한다.

� 인적 돌봄 프로그램이 정신건강 취약 청소년의 희망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한다.

� 인적 돌봄 프로그램이 정신건강 취약 청소년의 인관계

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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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 돌봄 프로그램이 정신건강 취약 청소년의 적안녕

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한다. 

� 인적 돌봄 프로그램이 정신건강 취약 청소년의 삶의 질

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의 설계는 개발한 정신건강 취약 청소년을 위한 인

적 돌봄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유사 실험연구로 비

동등성 조군 전후 시차 설계이다. 

연구 상

본 연구의 상자는 B광역시 소재 일개 인문계 여자 고등학

교 1, 2학년 833명을 상으로 청소년의 정신건강 상태를 조사

후에 취약 청소년으로 선별된 117명 중에 본 연구의 프로그램

에 참여를 동의한 상자 57명을 선정하 다. 연구의 표본크기

는 Cohen이 제시한 표를 이용하여 유의수준(a=.05), 분자의

자유도(u=그룹의 수-1=1), 효과의 크기(s=.9), 그리고 검정력

(1-b=.8)을 고려하여 표본 크기를 추정한 결과 한 군에 16명 이

상이었다. 홀짝법의무작위표출방법으로실험군30명, 조군

27명으로 배정 후 학원과 개인사정으로 중도 탈락한 18명을 제

외하고 최종 연구 상자는 실험군 17명, 조군 22명이었다.

연구 도구

정신건강

정신건강 측정도구는 Derogatis, Rickels와 Rock (1976)이

개발한 표준화된 간이정신진단검사(Symptom Checklist-90-

Revision: SCL-90-R)를 Kim, Kim과 Won (1984)이 번안하

여 표준화한 도구를 사용하 다. 본 도구에서 정신건강의 하위

역으로는 신체화(12), 강박증(10), 인예민증(9), 우울(13),

불안(10), 적 감(6), 공포불안(7), 편집증(6), 정신증(10) 등으로

모두 9개 차원이며, 전체 문항 중 7문항은 채점되지 않으며, 총

9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SCL-90-R은 9개 증상점수 외에

전체적인 정신건강을 나타내는 전체심도지수(global severity

index)로 표시할 수 있는데, 전체심도지수는 현재의 정신장애

수준 혹은 심도를 나타낸다.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낮을수

록 정신건강 수준이 양호한 것을 의미하며, 산출된 원 점수는

항목별 T점수로 표준화한 점수를 사용한다. 총점은 최저 30,

최고 120의 범위를 가지고 있으며 30-70점을 정상범위로 간

주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 당시는 Cronbach’s a=.77-.90,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94이었다.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 측정도구는 Rosenberg (1965)가 개발하고 Jon

(1974)이 번안한 자아존중감 측정도구를 사용하 다. 본 도구는

긍정적 문항 5개와 부정적 문항 5개로 구성된 Likert 4점 척도

로 부정적인 문항은 역환산하 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

감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 당시는

Cronbach’s a=.85,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83이었다.

희망

희망 측정도구는 Nowotny (1989)가 개발한 희망척도를 Kim

(2004)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 다. 본 도구는 확신 3문

항, 타인과의 관계 4문항, 가능한 미래 2문항, 적 신념 1문항,

능동적 참여 2문항, 내적 동기 3문항으로 총 15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고, Likert 4점 척도로 부정적인 문항은 역환산하 다.

점수가 높을수록 희망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

도는 개발 당시는 Cronbach’s a=.86, 본 연구에서는 Cron-

bach’s a=.68이었다.

인관계

인관계 측정도구는 Sydnor, Akridge와 Parkhill (1972)의

Relationship Change Scale을 Moon (1980)이 번안한 도구

를 사용하 다. 본 도구는 만족감, 의사소통, 신뢰감, 친근감,

민감성, 개방성, 이해성의 7가지 하위 역을 포함하는 25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고, Likert 5점 척도로 부정적인 문항은 역환

산하 다. 점수가 높을수록 바람직한 인관계를 의미한다. 도

구의 신뢰도는 개발 당시는 Cronbach’s a=.86,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78이었다.

적안녕

적안녕 측정도구는 Paloutzian과 Ellison (1982)이 개발

한 적안녕 척도를 Kang (1996)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

하 다. 본 도구는 긍정적인 문항 12개, 부정적인 문항 8개로

총 20문항으로 실존적 역과 종교적 역 등 2개의 하부 역

으로 되어 있으며, 각각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Likert 4

점 척도로 부정적인 문항은 역환산하 다. 점수가 높을수록

적안녕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 당시는

Cronbach’s a=.93,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91이었다.



삶의 질

삶의 질 측정도구는 Varni 등(1999)이 개발한 삶의 질 측정

도구를 Choi (2004)에 의해 타당도, 신뢰도가 검증된 삶의 질

도구를 사용하 다. 본 도구는 신체 역 8문항, 정서 역 5문

항, 사회 역 5문항, 학업 역 5문항의 하위 역을 포함한 총

2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Likert 5점 척도로 산출된 각 문항

의 점수는 0점=100, 1점=75, 2점=50, 3점=25, 4점=0으로 전

환하여 표준점수를 산출하고, 총점은 0점에서 2,300점의 범위

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개발당시는Cronbach’s a=.88, 본연구에서는Cron-

bach’s a=.89이었다.

프로그램 개발 과정

본 연구의 이론적 틀

Kim (1997)은 인관계의 어려움으로 악순환을 겪고 있는

만성정신질환자의 치료 및 회복을 촉진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치료적 의사소통인 인간호 중재기법을 구축하 다. 이는 근

거 이론적 접근을 통해 도출된 귀납적 방법으로 치료 및 회복을

촉진시키는 치료적 의사소통으로써 상자로 하여금 생활의

활력을 찾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상자가 스스로 삶을 일구어

나가도록 보살펴주는 중재 이론이다. 또한 이것은 상자를 향

한 사랑과 관심을 바탕으로 제공되는 구체적 돌봄 행위로써

상자로 하여금 기분이 좋고 뭔가 하고 싶은 창조적 의욕을 체험

케 한다(Kim, 1997; Kim et al., 1998). 

인간호 중재기법은 알아봐줌, 동참함, 공유함, 적극적 경청,

칭찬함, 동행함, 안위함, 희망 불어넣어줌, 용서를 구하거나 용

서함, 수용함 등의 10가지 주제를 기법화한 것이며(Kim, 1997;

Kim et al., 1998), 본 연구는 정신질환자뿐 아니라 지역사회

정신건강 취약 청소년을 돕기 위한 방안으로써 치료적 의사소

통인 인관계 중재기법을 사용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Kim (1997)의 10가지의 인간호 중재기

법을토 로하여정신건강에취약한청소년을 상으로 적지

지가 포함된 인적 돌봄 프로그램『물댄동산』을 개발하여 독립

변수로 보았다. 그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자아존중감, 정신

건강, 희망, 인관계, 적안녕, 삶의질을종속변수로보았다.

청소년 정신건강에 관한 문헌 및 선행연구 고찰

본 연구에서는 Kim (1997)의 인간호 중재기법을 기초한

인적돌봄프로그램의내용을구성하기위하여청소년의정신건

강과 관련된 중재 프로그램들에 관한 선행 연구 및 청소년의 정

서와 관련된 기존의 문헌의 고찰이 이루어졌다(Byun, 2008;

Jin, 2006; Lee, 2000; Lee, 2003; Yang, 2004; Yoon, 2006).

이상에서 고찰된 내용 중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정신건강 취약

청소년과 관련하여 현실요법 집단상담, 인지행동적 집단상담,

구조화된 집단상담, 해결중심 집단상담, 능력증강 프로그램, 자

아존중감 증진 프로그램, 주장훈련 프로그램, 의미요법 프로그

램, 자기성장 프로그램 등으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실시되어

효과가있었던것을알수있었다. 

실험도구의 미디어 컨텐츠 제작

본 연구의 실험도구는 상기 기술한 선행연구 및 관련 문헌에

서 도출된 내용을 토 로 청소년의 특성에 맞춰 시청각 효과를

주기 위해 각 회차의 주제에 맞는 동 상, 음악, 이미지, 문자

등을 Microsoft Power Point 2007에 삽입하여 1회 50분용 총

7회차 분의 미디어 컨텐츠를 제작하 다. 본 연구는 관련 인터

넷 사이트를 검색하여 본 프로그램의 주제에 적합한 컨텐츠를

구성하 다. 즉, 이 미디어의 컨텐츠는 화, 특집극, 애니메이

션 화, 애니메이션 만화, TV개그 프로그램, 음악배경 상,

음악, 사진 상, 이미지, 문자 등을 삽입하여 상전문가 2인에

게 의뢰하여미디어 컨텐츠를 제작하 다(Figure 1). 

실험도구에 한 전문가 자문

이상의 내용들을 간호학과 교수 2인, 교육학 박사 1인, 청소

년 상담교사 2인, 상 전문가 2인에게 의뢰하여 전문가 집단

의 자문을 받았다. 자문결과 본 연구 상자인 인문계 고등학생

은 일반수업 외에 보충수업 및 학원수강 등의 문제로 장기간 프

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어 시간적 특성을 고려

하여 단기간의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자문

을 받아 주 1회 2주간 총 8시간의 집중 프로그램 및 매일 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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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ession 6 ‘You are special’: Initial image.



씩 총 2주간의 개별 인적 돌봄으로 진행하도록 하 다. 

참여자의 만족도 평가

본 연구에서 개발된 인적 돌봄 프로그램『물댄동산』에 관

해 2009년 7월 13일부터 25일까지 참여한 17명을 상으로 만

족도를 평가하 다. 조사결과, 전체 만족도는 평균 4.63±0.41

(도구범위:1-5)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세부적 사항으로는 전

체 강의 4.65±0.61, 조별토의 4.59±0.51, 시청각 자료 4.71

±0.59, 장소 4.59±0.62, 교육시간 4.35±0.79, 식사 및 간

식 4.76±0.44, 진행과정 4.82±0.39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본 프로그램을 다른 친구들에게도 추천하겠다’와‘다음 기회

에도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란 질문에 참여자 100%가

‘예’라고 응답하여 상자들이 프로그램『물댄동산』에 한 만

족도가 매우 좋음을 알 수 있었다.

최종 개발된 실험도구: 『물댄동산』

이상에서 개발된 인적 돌봄 프로그램의 이름은『물댄동산』

으로 명명하 고, 정신건강, 인관계, 자아존중감, 희망, 용서

와 섬김의 총 5가지의 주제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

다. 프로그램의 매체는 이상에서 개발된 미디어 컨텐츠로 집단

인적 돌봄은 주 1회 2주간 총 8시간의 집중 프로그램으로 구

성되며, 본 프로그램에서 집단적 인 돌봄은 <오리엔테이션>,

<나 자신 소개하기>, <우리는 한 가족>, <우리 친구할까>, <마

음을 열어봐>, <너는 특별해>, <생의 목적을 찾아서>, <성숙한

삶> 등의 총 8회차로 구성되었고, 개별 인적 돌봄은 매일 1-

2회씩 총 2주간의 격려와 지지를 포함한 전화, 휴 폰 문자, 메

일 등으로 구성되었다(Table 1).

프로그램 운

본 연구의 자료 수집 기간은 2009년 5월 11일부터 7월 25일

까지이며, 실험처치는 본 연구에서 개발된 인적 돌봄 프로그

램『물댄동산』을 실험도구를 사용하 다. 이것은 주 1회 2주간

총 8시간의 집단 인적 돌봄과 매일 1-2회씩 총 2주간의 개별

인적돌봄으로실시되었다(Figure 2). 실험처치기간은여름방

학 내 보충수업기간 중 토요일 낮 시간을 이용하 고, 실험처치

장소는S여고강당을사용하 다. 본프로그램의진행은전체진

행자인본연구자와보조연구원4명으로구성되었다. 본연구자

는 정신보건간호사2급소지자로13년간 학병원정신과병동

근무 경력을 가지고 있다. 보조 연구원을 위한 훈련은 본 연구

의 목적과 방법을 충분히 설명하고 그들의 역할에 해 구체적

으로 교육하 다. 즉, 이들 중 3명은 본 연구자의 강의가 끝난

후 실시되는 조별토의 시 조장으로 역할을 담당하게 했으며, 각

회차마다 상자들이 원활하게 자신의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촉진자의역할을하 고, 다른1명은노래의기타반주를맡았다.

윤리적 측면

자료 수집을 시작하기 전에 본 연구자가 상자 학교의 기관

장을 만나 연구 목적과 절차에 해 설명하고 이에 한 허락과

협조를 구하여 실시하 다. 또한 실험군과 조군에게 본 연구

의 목적과 절차 및 익명동의서를 설명 후에 참여의사를 밝히고

서면 동의를 얻어 실시하 고, 실험군 처치 후에 조군에게는

실험군과 동일한 진행방식은 아니지만 학기 중 금요일 저녁 식

후 실시되는 재량시간을 통하여 청소년의 정신건강 및 안위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 다. 

자료 분석 방법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 으며, 상자

의 제 특성에 한 두 집단 간의 동질성 검증은 c2-test, Fish-

er’s exact test로 분석하 고, 상자의 종속변수에 한 두

집단 간의 동질성 검증은 t-test로 분석하 다. 가설검증은 t-

test로 분석하 다. 

연구 결과

실험군과 조군 간의 제 특성에 한 동질성 검증

상자의 제 특성인 학년, 종교, 경제상태, 부 직업, 모 직업,

부모 결혼상태, 부 교육, 모 교육, 출생순위, 가족 분위기, 부모

와 관계, 친구와 관계, 건강상태, 성격, 성적, 생활만족도 등에

한 두 군의 동질성 검증을 위해 c2-test, Fisher’s exact test

로 분석한 결과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어 동일 집단에서

추출한 것으로 볼 수 있었다(Table 2).

실험군과 조군 간의 종속변수에 한 동질성 검증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 실험군과 조군 간의 정신건강과

정신건강의 9개의 하위 역인 신체화, 강박증, 인예민증, 우

울, 불안, 적 감, 공포불안, 편집증, 정신증과 자아존중감, 희

망, 인관계, 적안녕, 삶의 질 등의 종속변수에 한 동질성

검증을 위해 t-test로 분석한 결과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어 동질한 집단이라고볼 수 있었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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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s=Interpersonal Caring Techniques.

Session  Theme ICTs Goal Contents

1 (60 min)

2 (60 min)

3 (60 min)

4 (60 min)

5 (60 min)

6 (60 min)

7 (60 min)

8 (60 min)

Individual interpersonal caring
(one or two times of one-day for 
one week)

Individual interpersonal caring
(one or two times of one-day for
one week)

Orientation

Introduce myself

We are  one 
family

Shall we be
friends?

Open your mind

You are special

Find the purpose
of the life

A mature life

Noticing

Noticing
Sharing
Active Listening
Comforting
Hoping
Noticing
Participating
Sharing
Active listening
Noticing
Participating
Companioning
Noticing
Participating
Sharing
Active listening
Companioning
Accepting
Noticing
Participating
Sharing
Active listening
Companioning
Accepting
Noticing
Participating
Sharing
Active listening
Complimenting
Companioning
Comforting
Hoping
Noticing
Sharing
Active listening
Comforting
Hoping
Noticing
Participating
Sharing
Active listening
Complimenting
Companioning
Comforting
Hoping
Noticing
Participating
Sharing
Active listening
Companioning
Hoping
Forgiving
Accepting

We understand the object
of the program and
progress means

Open our mind also relax
and get comforts

We learn how to introduce
myself to other people
and get to know each
other  

We become one through
recreation also we are
familiar with each other

We share  our feelings
and get to know each
other

It encourage you to ex-
press your emotion and
open your mind, acquire
the skill of rejection from
existing state of things

We know about our pros
and cons and change
our weakness to our
strength, also confirm
who we are

Open your mind and relax
and get comforts

Find the purpose of own
life and share your
dream

It helps you to forgive
other people and live the
served life

Introduce  the objectives of the program 
Make out the program participation agreement
and questionnaires
One-to-one care individually 
(text message of cellular phone, mailing)

Sing along
Promote friendship  through the game 
Introduce myself
Explain ‘Me seen by others, Me seen by myself’
Show the Gag video
Recreation

Present in writing which is advice contents from
the teenagers-related Website
Watch the video ‘I wish I have friends, too’
Make a Personality test
Share the things which are difficulties and habits
in relation with friends
Watch the video ‘You raise me up’
Watch the video ‘I am alone’ is it the matter?
Lecture on the way of the emotion expression
and rejection
Find 5 words which can show your emotion and
share them
Watch the video and animation - ‘Nick Vujicic’
and ‘You are special’ 
Lecture-The words which set the negative self-
image and the positive self- image 
Share your pros and cons, the weakness which
can change to strength 
Sing together ‘You are born to be loved by God’

One-to-one care individually
(text message of cellular phone, mailing)

Watch the edited images which are proceed with
the program until now
Watch the video ‘Finding Happiness’
Lecture on Finding my dream
Watch the video ‘We are the champion’
Share each other about Your own reflection after
10 yr

Watch the video Forgiveness
Lecture on the skill of forgiveness and the way of
forgiveness
Lecture on the case of the served life
Change the thought about forgiveness for the
valued me and share what you thought

Table 1. Interpersonal Caring Program “Muldan Dong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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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돌봄 프로그램이 정신건강 취약 청소년의 자아존중

감, 정신건강, 희망, 인관계, 적안녕,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

�제1가설: ‘ 인적 돌봄 프로그램을 받은 실험군(이하‘실험

군’)은 인적돌봄프로그램을받지않은 조군(이하‘ 조군’)

보다 자아존중감 점수의 증가 정도가 클 것이다’를 검증한 결과

실험군이 조군보다 실험처치 후 자아존중감 점수가 유의하게

더 많이 증가하여 제1가설은 지지되었다(t=-2.086, p=.022)

(Table 4).

�제2가설: ‘실험군은 조군보다 정신건강 점수의 감소 정

도가 클 것이다’를 검증한 결과 실험군이 조군보다 실험처치

후 정신건강 점수가 유의하게 더 많이 감소하여 제2가설은 지

지되었다(t=3.223, p=.002). 또한 정신건강의 9개 증상 차원

중에서 공포불안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도 유의하게 더 많이

감소하 다(Table 4).

�제3가설: ‘실험군은 조군보다 희망 점수의 증가 정도가

클 것이다’를 검증한 결과 실험군이 조군보다 실험처치 후 희

망 점수가 유의하게 더 많이 증가하여 제3가설은 지지되었다

(t=-2.192, p=.018) (Table 4).

�제4가설: ‘실험군은 조군보다 인관계 점수의 증가 정

도가 클 것이다’를 검증한 결과 실험군이 조군보다 실험처치

후 유의한 차이가 없어 제4가설은 기각되었다(t=0.550, p=

.293) (Table 4).

Figure 2. Operating of program.

First
individual 

interpersonal 
caring

(for one week)

Second
individual 

interpersonal 
caring

(for one week)

First group 
interpersonal 

caringOrientation

Second group 
interpersonal 

caring

Experimental (n=17) Control (n=22)

n % n %

Grade 1 11 64.7 13 59.1 0.128 .721
2 6 35.3 9 40.9

Religion Yes 6 35.3 11 50.0 0.843 .277
No 11 64.7 11 50.0

Economic status High 2 11.8 3 13.6 3.100 .212
Moderate 11 64.7 18 81.8
Low 4 23.5 1 4.5

Father’s job Yes 15 88.2 20 90.9 0.074 .564
No 2 11.8 2 9.1

Parent’s marital status Married 12 70.6 19 86.4 1.464 .226
Others 5 29.4 3 13.6

Family atmosphere Peaceful 12 70.6 18 81.8 0.681 .409
Unpeaceful 5 29.4 4 18.2

Relation with parent Good 13 76.5 20 90.9 1.536 .374
Bad 4 23.5 2 9.1

Relation with friends Good 15 88.2 19 86.4 0.030 .625
Bad 2 11.8 3 13.6

Perceived health status Healthy 16 94.1 17 77.3 2.090 .160
Unhealthy 1 5.9 5 22.7

Satisfaction of life Satisfied 9 52.9 13 59.1 0.147 .476
Dissatisfied 8 47.1 9 40.9

Table 2. Homogeneity of General Characteristics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N=39)

Variable Classification c2/ Fisher’s exact p

Experimental Control

M±SD M±SD

Mental health 56.11±12.56 55.63±12.03 -0.121 .904
Somatization 51.41±10.90 51.09±12.20 -0.085 .933
Obsessive compulsive 56.82±13.25 57.72±10.54 0.237 .814
Interpersonal sensitivity 58.70±12.01 59.50±9.51 0.231 .819
Depression 56.05±11.44 53.45±10.50 -0.739 .465
Anxiety 53.52±10.57 53.50±14.64 -0.007 .994
Hostility 58.23±15.55 59.59±11.99 0.308 .760
Phobic anxiety 50.47±10.77 53.40±11.15 0.828 .413
Paranoid ideation 58.05±12.16 57.95±12.59 -0.026 .979
Psychotics 55.82±16.34 54.31±11.13 -0.342 .734

Self-esteem 24.94±6.23 25.81±5.16 0.480 .634
Hope 39.35±5.90 40.36±5.37 0.558 .580
Interpersonal relations 85.17±13.26 79.00±7.26 -1.858 .071
Spiritual well-being 48.70±12.86 46.45±11.44 -0.577 .567
Quality of life 1,675.00±319.78 1,619±385.44 -0.481 .633

Table 3. Homogeneity of Dependent Variable between the Experi-
mental and Control Group (N=39)

Variable t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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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가설: ‘실험군은 조군보다 적안녕 점수의 증가 정

도가 클 것이다’를 검증한 결과 실험군이 조군보다 실험처치

후 유의한 차이가 없어 제5가설은 기각되었다(t=-0.873, p=

.194) (Table 4).

�제6가설: ‘실험군은 조군보다 삶의 질 점수의 증가 정도

가 클 것이다’를 검증한 결과 실험군이 조군보다 실험처치

후 삶의 질 점수가 유의하게 더 많이 증가하여 제 6가설은 지지

되었다(t=-2.334, p=.013) (Table 4).

논 의

오늘날 청소년들은 여러 갈등으로 인해 내재되어 있던 문제

들이 외부로 나타나기도 하며, 이전에 경험하지 못하 던 새로

운 사회의 압력과 욕구를 직면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스트레

스로 인해 고민과 방황을 하며, 자아 정체감의 혼란이나 심리사

회적 위기를 경험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일종의 위기 상황에서

청소년들은 부적응 양상을 나타내는 경험이 높다(Lee, Yoo,

Lee, Kim, & Won, 2006). 이에 따라 정신장애를 가진 청소년

뿐만 아니라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 중 정신적으로 취약한

청소년을 조기 발견하고 심리∙사회∙ 적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통합적이고, 전인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보

는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Kim (1997)의 인간호

중재기법을 토 로 하여 정신건강 취약 청소년을 위한 인적

돌봄 프로그램『물댄동산』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인적 돌봄 프로그램『물댄동산』은 접

근방법에서 Kim (1997)의 인간호 중재기법을 이용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집단 접근형식(Kim, 2004; Kim et al., 1998)으로

진행되었거나 개별 접근형식(Kim, 1997)으로 진행되었으나 본

프로그램『물댄동산』에서는 집단 인적 돌봄뿐 아니라 상자

와 1:1 관계인 개별 인적 돌봄으로 구성되어 있어 각 형식의

단점을 보완하 다. 즉, 본 연구의 인적 돌봄 프로그램『물댄

Pretest  Posttest Difference 

M±SD M±SD M±SD

Mental health (global severity index) Experimental 56.12±12.56 48.00±10.35 -8.11±8.27 3.223 .002
Control 55.64±12.03 57.36±13.80 1.72±10.26

Somatization Experimental 51.41±10.90 44.65±6.87 -6.76±7.99 2.569 .007
Control 51.09±12.20 51.27±12.61 0.18±8.65

Obsessive compulsive Experimental 56.82±13.25 50.17±12.31 -6.64±10.33 1.973 .028
Control 57.72±10.54 57.09±11.48 -0.63±8.68

Interpersonal sensitivity Experimental 58.70±12.01 52.23±10.25 -6.47±9.77 2.182 .018
Control 59.50±9.51 60.40±11.99 0.90±10.97

Depression Experimental 56.05±11.44 47.41±10.40 -8.64±6.35 3.205 .002
Control 53.45±10.50 54.54±11.57 1.09±8.64

Anxiety Experimental 53.52±10.57 48.00±10.35 -6.64±8.03 3.502 .001
Control 53.50±14.64 57.04±14.64 3.54±9.68

Hostility Experimental 58.23±15.55 52.70±11.63 -5.52±13.07 1.688 .050
Control 59.59±11.99 60.95±14.32 1.36±12.30

Phobic anxiety Experimental 50.47±10.77 47.05±49.29 -3.41±7.08 1.638 .056
Control 53.40±11.15 54.86±12.45 1.45±10.53

Paranoid ideation Experimental 58.05±10.16 49.29±9.25 -8.76±9.01 3.628 .001
Control 57.95±12.59 61.36±15.24 3.40±11.32

Psychotics Experimental 55.82±16.34 50.23±12.33 -5.58±9.43 3.214 .002
Control 54.31±11.13 57.59±14.18 3.27±7.78

Self-esteem Experimental 24.94±6.23 26.82±5.96 1.88±2.59 -2.086 .022
Control 25.81±5.16 25.90±5.63 0.09±2.76

Hope Experimental 39.35±5.90 42.41±7.86 3.05±5.15 -2.192 .018
Control 40.36±5.37 39.40±6.98 -0.95±6.03

Interpersonal relations Experimental 85.17±13.26 87.05±15.67 1.88±7.33 0.550 .293
Control 79.00±7.26 82.54±12.56 3.54±10.64

Spiritual well-being Experimental 48.70±12.86 49.23±13.59 0.52±5.19 -0.873 .194
Control 46.45±11.44 45.54±11.79 -0.90±5.03

Quality of life Experimental 1,675.00±319.78 1,782.35±334.33 111.76±213.80 -2.334 .013
Control 1,619.31±385.44 1,582.95±409.07 -36.36±182.20

Table 4. Comparisons of Self-Esteem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Variable t p



동산』은 Kim (1997)의 인간호 중재기법이 포함된 것으로 전

체 강의 외에 소그룹 조별토의를 실시하 다. 또한 집단 인적

돌봄에서 취약할 수 있는 개별적 지지와 상담을 개별 인적 돌

봄으로 보완하도록 하 다. 개별 인적 돌봄은 매일 1-2회씩

총 2주간에 걸쳐 시행되는 것으로 상자에게 전화, 휴 폰 문

자, 메일을 보내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메일의 내용은 좋

은 음악과 시가 있는 카드 메일과 청소년 시기에 꿈을 펼치며

용기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을 주로 하 고, 또한 프로그램의 참

여를 격려하 다. 

프로그램의 진행방법에서 기존의 Kim (1997)의 인간호 중

재기법을 이용한 연구(Kim, 1997; Kim, 2004; Kim et al.,

1998)에서는 프로그램 실시 방법에서 강의, 토의, 시청각, 나

눔, 공동작업, 음악요법, 미술요법, 게임 등을 일반적인 집단 프

로그램의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나 본 연구의 인적 돌봄 프로

그램『물댄동산』은 각 차시의 주제에 맞는 동 상, 음악, 이미

지, 문자 등을 Microsoft Power Point 2007에 삽입하여 1차

시 50분용, 총 7회차 분의 미디어 컨텐츠를 개발하 다. 즉 이

미디어 컨텐츠는 화(‘Finding happiness’), TV 개그 프로

그램(‘Woochasa’), 특집극(‘Nick Vujicic’, ‘Forgiveness’),

애니메이션 화(‘You are special’), 애니메이션 만화(‘I wish

I have friends, too’, ‘I am alone is it the matter?’) 음악

배경 상(‘We are the champion’, ‘You raise up’), 음악

(‘You are born to be loved by God’, ‘You are special’), 사

진(Process of program), 이미지(Character, Background), 문자

(Lecture, Example, Poem) 등이 삽입되었다. 따라서 회차별

로 구성된 주제에 따라서 청소년의 취향과 흐름에 맞게 접근하

으며 청소년의흥미를 끌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적용되었다.

프로그램의 운 에서 Kim (1997)의 인간호 중재기법을 이

용한 연구에서는 상이 주로 만성정신질환자 고, 실시 횟수

는 평균 주 2-4회, 총 6-16회로 나타났고, 시간은 매회 40분-

2시간이었다(Kim, 1997; Kim, 2004; Kim et al., 1998). 그

러나 청소년을 상으로 한 프로그램 운 은 수업과 방과 후의

학원 수강 등으로 인해서 상자와 만남이 힘든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은 이러한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여 집중

프로그램, 즉 집단 인적 돌봄 프로그램 8시간과 개별 인적

돌봄 프로그램2주간으로구성하 다. 

본 연구의 결과로 인적 돌봄 프로그램『물댄동산』은 정신

건강 취약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증진에 효과가 있었다. 이는

Lee (2003)의 구조화된 집단상담이 비행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을 증진시키는데 효과가 있었다는 결과와 Yang (2004)의 결손

가정 청소년을 상으로 실시한 자기성장 집단상담 프로그램

이 자아존중감에 효과가 있었다고 한 결과와 유사하 다. 이러

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개발한 인적 돌봄 프로그램『물댄동

산』은 상자를 향한 사랑과 관심을 바탕으로 하는 인간호

중재기법을 사용한 프로그램으로 참여하는 청소년들에게 긍정

적인 자아상을 심어주었고, 이로 인해 자아존중감이 증진된 것

으로 보인다. 자아존중감은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주요 관련 요

인으로 보고되고 있으며(Hyun & Nam, 2008), 정신건강 취약

청소년에게 있어서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고 하겠다. 

인적 돌봄 프로그램『물댄동산』은 정신건강 취약 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에 효과가 있었다. 이는 보건실 이용 빈도가 높은

여고생을 상으로 한 Yoon (2006)의 연구에서 현실요법 집단

상담이 이들의 정신건강 증진에 효과가 있었다고 한 것과, 비행

청소년을 상으로 실시한 Lee (2003)의 능력증강 교육프로그

램을 적용한 연구에도 정신건강에 효과가 있었다는 결과와 유

사하 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정신건강의 9개의 하위 역 중에

공포불안을 제외한 신체화, 강박증, 인예민증, 우울, 불안,

적 감, 편집증, 정신증의 8개 차원에서 모두 유의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개발한 인적 돌

봄 프로그램『물댄동산』은 정신적으로 취약한 청소년에 초점을

맞추어 구성된 프로그램으로 내용에 있어서 상자와 공감

를 형성하 고,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서 청소년이 겪는 고민을

다루었다. 이로 인해 상자가 서로의 감정을 나누면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도왔다. 따라서 본 연구

의 인적 돌봄 프로그램『물댄동산』은 정신적으로 취약한 청

소년의 정신건강을 향상시키는데 효과 있는 프로그램으로 사

료된다. 

인적 돌봄 프로그램『물댄동산』은 정신건강 취약 청소년의

희망 증진에 효과가 있었다. 이는 Byun (2008)의 중학생을

상으로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희망에 유의한 효과

가 있었다는 결과와 유사하 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개

발한 인적 돌봄 프로그램『물댄동산』은 삶의 목적에 관한 동

상과 자신의 꿈을 나누는 조별모임을 통해 어떻게 그 꿈을 펼

쳐 나갈지에 한 힘을 얻고, 격려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또

한 개별 인적 돌봄에서 희망적 요소가 포함된 과 그림을 문

자나 메일을 통해 제공함으로 그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인적 돌봄 프로그램『물댄동산』은 보다 효과적으로

지역사회 정신건강 취약 청소년의 희망을 향상시킬 수 있으리

라 생각한다. 

인적 돌봄 프로그램『물댄동산』은 정신건강 취약 청소년의

삶의 질 증진에 효과가 있었다. 이는 Jin (2006)이 학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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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한 개인통합 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 삶의 질이 유의하

게 향상되었다는 결과를 보고한 것과 유사하 다. 이러한 결과

는 본 연구에서 개발한 인적 돌봄 프로그램『물댄동산』은 정

신건강의 한 측면뿐 아니라 총체적인 측면을 다루면서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자 청소년은 남자

청소년에 비해서 삶에 한 만족도와 불안, 우울 등의 부정적

지표에 있어서 삶의 질이 낮다고 하 고, 인문계 고등학교 청소

년의 삶의 질이 현저하게 저하되었으며, 개개인의 신념 및 사고

내용 등과 같은 인지적인 심리적 변수가 청소년 삶에 미치는 예

측요인이라 보고되었다(Jo, Kim, & Kwon, 1994). 따라서 본

연구의 인적 돌봄 프로그램『물댄동산』을 통해 본 연구의

상자인 정신건강이 취약한 인문계 여고생의 삶의 질이 향상된

것은 의미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인적 돌봄 프로그램『물댄동산』이 정신건강 취약 청소년의

적안녕에 실험 전후 평균 점수는 증가하 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이는 Shin (2005)의 기독청소년을 상으

로 한 용서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한 연구에서 적안녕에 유의

한 효과가 있었다고 한 결과와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러

한 차이는 본 연구에서 개발한 인적 돌봄 프로그램『물댄동

산』은 적인 측면에서 본 자신의 정체성 확립을 포함하 으나

적안녕의 변화를 보기에는 내용이 부족하고, 너무 단편적이

며, 기간적으로 짧았으며, 교회 및 기독 청소년을 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일반 고등학교 청소년을 상으로 한 것이므로

적인 접근에 있어서 제약이 있었던 결과로 생각된다. 따라서 향

후 적인 요소를 강화시키고, 기간을 연장하여 그 효과를 검증

하는 반복적인 중재 연구가 필요하리라 본다. 또한 인적 돌봄

프로그램『물댄동산』이 정신건강 취약 청소년의 인관계에 실

험 전후 평균 점수는 증가하 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

았다. 이는 Yang (2004)의 결손가정 청소년을 상으로 한 자

기성장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적용한 연구에서 인간관계에 유의

한 효과가 있었다고 한 결과와 상이했다. 이러한 차이는 본 연

구의 인적 돌봄 프로그램은 인관계 증진을 위한 레크레이

션과 조별모임 그리고 친구관계와 관련된 동 상 등이 포함되

어서로간 인관계의폭은넓힐수는있었으나짧은기간내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기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또

한 개별 인적 돌봄은 연구자와 상자 간의 일 일 관계를 통

해이루어지는것이므로다양한관계를통한 인관계의효과를

보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프로

그램의 횟수와 기간을 연장하여 정신건강 취약 청소년을 위한

인관계검증을 위한 반복 연구가 필요하리라사료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자가 개발한 인적 돌봄 프로그램『물댄

동산』은 정신건강 취약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정신건강, 희망,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프

로그램 상자인 청소년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향후 정신건

강 취약 청소년을 위한 간호중재 프로그램으로써 학교 내에서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을 상으로 확

실시하여 이들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데 적극적으로 활

용될 것으로 생각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정신건강 취약 청소년을 위한 인적 돌봄 프로그

램『물댄동산』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파악하고자 시도하 다.

실험도구는 Kim (1997)의 인간호 중재기법을 토 로 하여

개발한 정신건강 취약 청소년을 위한 인적 돌봄 프로그램

『물댄동산』을 사용하 고, 연구결과 정신건강 취약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정신건강, 희망,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인적 돌봄 프로그램『물댄동산』은 단기간

의 집중 프로그램 방식으로 학교와 연계하여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인적 돌봄 프로그램『물댄동산』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학교에 재학 중인 정신건강 취약 청소년뿐만 아니라 지

역사회의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을 상으로 그 효과를 검증하

는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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