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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생활시설에서 도움을 받고 있는 학교부적응 청소년 8명을 대상으로 16주간의 시간관리 행동치료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학교부적응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 대처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고자 자아존중감 검사와 스트레스 대처방식 척도를 적용하여 중재전후 변화를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 시간관리 행동치료 프로그램 실시 전후에 학교부적응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
하였고, 스트레스 대처방식 중 적극적 대처방식과 소극적 대처방식의 점수 모두 중재 전후에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단기간의 프로그램 중재효과에서도 스트레스 적극적 대처방식이 유의하게 향상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
과를 통해 시간관리 행동치료 프로그램이 학교부적응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 대처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
음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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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time management behavioral therapy program 
on self-esteem, stress coping of school maladjusted adolescents. Experiment was conducted with 8 school 
maladjusted adolescents who were helped in living facilities. Time management behavioral therapy was applied 
to adolescents 16 weeks.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self-esteem scale and stress coping scale were 
analyzed and compared before and after interven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School 
maladjusted adolescents showed the significant increase in self-esteem. and School maladjusted adolescents 
showed the significant increase in active and passive coping of stress by intervention. It was proven to have 
positive effects on stress coping by intervention in a short time. Through the results of this study, time 
management behavioral therapy program was proven to have positive effects on self-esteem, stress coping of 
school maladjusted adolesc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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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청소년기의 인격 형성에 기여하는 가장 요한 생활

환경은 가정과 학교일 것이다. 가정은 인격 형성의 기본

 토 이며, 학교는 사회의 건 한 구성원으로서 성장

해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  삶을 배우고 익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장이다[10]. 학교는 학생들이 일상생활

의 부분을 보내는 장소이고 인생의 가장 요한 시기

를 보내는 사회환경이므로 학교생활의 부 응은 청소년 

성격형성에 많은 향을  수 있는데 학교생활이라는 

삶의 역에서 개인의 욕구가 학교 내 환경과의 계에

서 수용 는 충족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갈등과 부

한 행동 특성들을 보이게 되는 것을 학교부 응이라고 

한다[9]. 이러한 학교 부 응의 문제는 학교 일탈로 이어

지고, 이는 곧 청소년 비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26], 단순히 교육의 실패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요한 학령기에 학교 교육을 제 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올바른 사회화과정을 습득할 수 없다는 데에 더 큰 문제

이 있으며, 이로 인해 성인이 되어서도 다양한 종류의 

사회부 응을 유발하는 악순환을 낳게 된다[10].

청소년 비행의 원인으로는 환경  요인과 개인  요

인을 들 수 있다. 환경  요인에는  가정, 학교, 사회 환경 

등이 포함되며 개인  요인에는 도덕성 발달, 자아개념, 

자아존 감 등이 포함된다[31].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개

인들 요인들 에서 낮은 자아존 감과 스트 스가  비

행과 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은 다른 

발달단계에 비해 신체 ·정서 으로 많은 변화를 겪으며 

자아정체성을 확립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발달상의 과

제를 가진다. 이로 인해 이  시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스트 스를 경험하게 되며 청소년기의 특성상 

가지게 되는 스트 스는 다양한 응상의 문제를 유발시

킬 수 있다[37]. 획일화된 교육제도의 교과과정은 학생들

에게 스트 스를 유발시키며, 정서행동장애, 정신질환, 

학교 퇴, 가출, 학습부진 등 학교부 응의 원인이 되고 

있다. 학교생활의 스트 스가 모든 학생들에게 동일한 

결과를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특정집단의 학생들에게는 

학교생활을 통해 받는 스트 스가 험요소로 작용해 학

교에 부 응하거나 학업을 포기하는 기상황을 야기시

키게 된다[33]. 

학교부 응 상의 여러 가지 원인 의 하나인 낮은 

자아존 감은 청소년들의 가족문제, 래 계의 어려움, 

학업성취의 실패 등과 같은 문제를 야기 시키며, 심각한 

우울정서를 가져온다[43]. 자아존 감이 낮은 청소년들

은 스트 스 상황을 잘 다루지 못하고 학교부 응, 친구

계 문제, 개인  고립 등 많은 문제 행동을 보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17][36]. 청소년기는 발달과정에서 자아존

감이 변화할 가능성이 많은 시기이고, 이 시기의 학교

부 응 상은 한 개인의 불편한 학창시 로 일축해 단

순히 치부해 버릴 문제가 아니며, 본질  측면에서 일차

으로 부모와 자녀 계에서 생긴 계의 결함이 그 핵

심 문제라고 볼 수 있다[46]. 한 이와 같은 일차  문제

는 정  자아존 감 형성에 부정  향을 미치게 되

고, 이는 다시 학교부 응이라는 부정 인 결과로 연

결될 수 있다. 즉, 정  자아존 감 형성은 학교부 응 

문제를 해소하는데 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23]. 

학교부 응 청소년은 문제를 정확히 지각하고 련된 

해결정보를 종합하여 검토하고 측하는데 어려움을 느

끼며, 문제 상황에서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을 선택하여 

행하는 계획력이나 책임감이 부족하거나 결여되어있는 

경향을 악할 수 있다[14]. 문제해결에서 스트 스 처

방법이 부 하여 조 만 어려운 상황에 부딪 도 자포

자기하거나 무 심한 태도를 보이는 경향을 나타낸다. 

이러한 태도는 문제해결에 매우 부정 인 향을 미치므

로 부 응 청소년에게 한 스트 스 처방식을 교육

하는 것이 요구된다[10]. 

지 까지의 학교부 응 학생들에 한 연구에 의하면 

미술치료나 통합 술치료 는 상 계이론들이 주류

를 이루고 있다[3][15][18][24][40]. 학교 부 응의 문제해

결을 해 미국의 경우 교사뿐만 아니라 심리분석가, 상

담교사, 사회복지사, 그리고 미술치료사가 을 이루어 

학교 응을 한 로그램을 지속 으로 실시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정서지능, 자아개념, 자아존 감 등을 향상시

킴으로써 학교 응을 도모하는 연구들이 다수 진행되고 

있으며[12][13][38], 기법 으로도 상 계, 게슈탈트, 집

단미술치료, 합리 정서행동치료(REBT ; Rational 

Emotive Behavior Therapy), 무용/동작치료, 음악치료, 

독서치료, 해결 심치료. 이야기치료, 술심리치료, 사

이코드라마 등 다양한 상담  심리치료 이론을 용한 

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성을 검증하는 연구들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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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으로 보고되고 있는 추세이다[4][9][23][10][7][5][25] 

[27][32][34][41][42]. 

행동치료는 어떤 목 에 부 당하다고 여겨지는 행동

을 바람직한 행동으로 변화시켜 습 화시키는 자기통제

요법으로서 식사, 운동, 혹은 다른 행 들을 체계 으로 

수정하는데 방법론을 제공해주며[22], 최근에는 일반 아

동의 행동 지도와 일반 성인의 인 계나 부부 갈등의 

치료, 불안 심리 치료, 체  조 , 연 주 훈련, 고 압

과 당뇨 같은 만성질환자의 건강 리, 만성신경질환자의 

공격행동감소, 함묵증아의 자기표 과 래 계개선, 그

리고 뇌 손상자의 재활이나 통증 치료와 같은 의학 분야

에까지 리 활용되고 있다[19][20][35]. 

시간 리란 시간을 가장 효과 인 상태로 사용하고 

인생에서 긴장과 이완을 주는 바른 기술을 일상생활에서 

효과 으로 실천하는 것이며[52], 시간의 효율 인 활용

과 시간 약이라는 목표달성을 해 합리 인 의사결정

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고, 조직, 조정하여 그 결과가 생활

에 어떤 가치를 가져왔는가를 평가하는 행동을 시간 리

라 할 수 있다[8]. 효과 인 시간 리를 통한 만족스러운 

시간사용은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하며 인에

게 시간 리는 삶과 떼어놓을 수 없는 필수불가결한 요

소라고 할 수 있다[39].

시간 리 능력이 높아지면 자기 생활을 능동 으로 

분석하고 의미 있는 목표를 세우며 실천할 수 있도록 자

기 생활과 활동을 통제하고 리하게 된다[2]. 이 아[29]

는 통  시간 리의 패러다임에서는 ‘효율’과 ‘능률’, 

‘컨드롤’, ‘더 빨리, 더 열심히, 더 많이’를 요시하 으나 

새로운 패러다임에서는 자신이 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와 목표의 실 을 하여 ‘무슨 일을 왜 하느냐’로 시간

리의 양상이 질 으로 환되고 있다고 하 다[21]. 따라

서 본 연구에서 용한 시간 리 행동치료 로그램에서

는 청소년들이 가치있게 생각하고 흥미 있어 하며 청소

년 스스로 잘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활동들을 시간

별로 청소년 스스로 계획하게 하는 인간 작업 모델

(MOHO : Model of Human Occupation)에 근거한 작업

질문지의 내용과 스스로 자신의 수행을 찰하고 기록하

는 행동치료의 자기기록 방법을 활용하여 학교부 응 청

소년들의 자아존 감과 스트 스 처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고자 하 다. 

2. 연구방법

2.1 연구 대상

연구 상은 원주시 지역의 생활시설에서 도움을 받

고 있는 학교부 응 청소년 8명을 상으로 하 다. 연구 

상자의 나이는 15세에서 19세 다. 연구 상 모두 시

설에서 제공되는 공통 인 로그램에 참여하 으며 시

간 리 행동치료 로그램 재기간에도 동일하게 용

되었다. 연구기간은 2011년 7월 18일부터 2011년 11월 7

일까지 16주간이었다. 연구 상자의 일반  정보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Subject Age Gender The school days & etc.

1 19 Female
The vocational high school being in 
school / Parents divorce / Extroversive

2 15 Female
The middle school being in school / 

Introvert / stubborn

3 17 Male
The vocational high school being in 
school - voluntary withdrawal /  

Parents divorce 

4 16 Female
The vocational high school being in 

school / Parents divorce 

5 16 Female
The middle school being in school / 
The family temporary dismantling
because of the bankruptcy

6 17 Female
The middle school being in school /

father-suicide

7 18 Male
The vocational high school being in 
school / Introvert / stubborn

8 16 Female
The middle school being in school /  

Parents divorce  

2.2 연구 도구

2.2.1 자아존중감 검사

자아존 감 검사는 Rosenberg[51]의 Self Esteem 

Scale(SES)을 이훈진, 원호택[30]이 번역한 도구를 사용

하 다. 이 척도는 자아 존  정도의 자아 승인 양상을 

측정하기 해 고안된 것으로 개개의 기능, 행동 는 구

체 인 특징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아존 감을 단일

 총체  차원으로 정의하여 개인이 지각하고 있는 자

신에 한 만족, 가치, 존경, 자신의 자질과 능력 그리고 

자아에 한 정  태도와 부정  태도를 나타내는 문

항으로 구성되었다. 한편 이 도구는 반 인 감정 상태

나 인지 인 추론으로 자아개념을 악하면서 피험자가 

포 으로 자기 자신을 평정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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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ubordinate 
standard

Number of 
questions

Question number

The positive 
standard

5 1, 3, 4, 7, 10

The negative 
standard

5 2, 5, 6, 8, 9

Self Esteem
(Total)

10 1 ∼ 10 

자아존 감 연구에서 최근까지 가장 보편 으로 사용되

고 있다[16]. 자아존 감 검사의 구성 내용은 <Table 2>

과 같으며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의 신뢰도  Cronbach΄ 

α 계수는 .8355이었다.

<Table 2> Self Esteem Scale 

각 문항에 한 모든 척도치를 종합하여 그것을 한 개

인의 수로 삼는 합산  평정 방법(method of 

summated ratings)을 사용하 다. 체 수 분포는 최

소치 10 에서 최 치 50 이며 수가 높을수록 자아존

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2.2.2 스트레스 대처방식 척도

스트 스 처방식 척도는 Lazarus와 Folkman[48]이 

제작하고, 김정희[6]가 번안한 것으로서 4개의 하 역

(문제 심  처방식, 정서  처방식, 소망  처방

식, 사회 지지 추구 처방식) 27개 문항을 사용하 다. 

각 하 별로 포함되는 구체 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6].

1) 문제 심  처방식은 문제행동을 유발한다고 생

각되는 개인 · 환경 련 요인에 직면하여 그 원인 

자체를 변화시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행동을 의미

한다.

2) 정서  처방식은 다양한 스트 스 원으로 인해서 

나타난 감정 인 을 조  는 통제하려는 노

력을 의미한다.

3) 소망  사고 처방식은 스트 스를 유발하는 상황

이나 사건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바람직한 상황을 생

각함으로써 문제에 처해 나가는 행동을 의미한다.

4) 사회 지지 추구 처방식은 다른 사람과 상의하거

나 도움을 요청함으로써 스트 스를 해결해 나가려

는 행동을 의미한다.

스트 스 처방식 척도 검사의 구성 내용은 <Table  

3>과 같다. 

<Table 3> Stress Coping Scale 

The subordinate 
standard

Number of 
questions

Question 
number

Reliability 
coefficient

Active 
Coping

Coping of 
the 

problem-
centered

6
5, 9, 14, 17, 
21, 25

.7527

Coping of 
the social 
support 
pursuit

6
1, 4, 8, 13, 
20, 24

.7561

Passive
Coping

Emotional 
Coping

8
2, 6, 10, 11, 
15, 18, 22, 26

.5470

Desire 
thinking 
Coping 

7
3, 7, 12, 16, 
19, 23, 27

.7404

Stress Coing
(Total)

27 1 ~ 27 .8640

이들 문항은 Likert형 5  척도로 되어 있다. 김정희[6]

는 문제 심 처방식과 사회 지지 추구 처방식은 

극  처방식으로, 정서 완화  처방식과 소망  

처방식은 소극  처방식으로 구분하 다. 

2.3 투입 프로그램

시간 리 행동치료 로그램은 주 1회씩 상자에게 

일 일로 실시하 고, 총 16주간 진행하 다. 로그램의 

운  에 학교부 응 청소년들 개개인에게 하루  

요한 활동의 계획을 일주일단 로 세우고 실행 후에 실

행정도를 매일 검하도록 하 다. 주 1회씩 작업치료사

가 1  1로 가이드 하여 계획한 로 실행하는지 여부를 

검하고 지속 으로 계획하고 실행하도록 지도하 다.

로그램으로 활용한 시간 리 행동치료 로그램은 

행동치료의 자기기록과 인간 작업 모델 안에서 사용하기 

해 발달한 작업질문지의 내용과 형식을 20년 이상의 

정신과작업치료 경력을 가진 임상가와 작업치료학과 교

수가 연구목 에 맞게 변형하여 구성하 다. 

인간 작업 모델(MOHO : Model of Human 

Occupation)에 근거한 작업 질문지는 클라이언트의 습

, 활동의 균형, 유능감, 흥미와 가치에 한 자료를 제

공해 주고 이러한 역 에 어떤 역에서 문제를 보이

는지 드러내기 해서 사용되며 클라이언트와 함께 동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치료목표를 설정하는데 도움을  

수 있다[50]. 한, 행동치료의 자기기록( 는 자기 검) 

방법은 내담자가 자신의 행동을 찰하고 기록하는 것으

로 내담자 자신만이 자신의 행동에 해 다른 환경  

향을 받지 않고 항상 찰할 수 있고 기록할 수 있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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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안한 것이다[49]. 로그램에 용한 작업질문지의 내용

은 인간 작업 모델에 근거하여 청소년들이 가치있게 생각

하고 흥미 있어 하며 스스로 잘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

는 활동들을 시간 별로 청소년 스스로 계획하게 하 으

며 자신의 수행을 찰하고 기록하는 행동치료의 자기기

록 방법을 활용하여 활동수행도를 검하도록 구성하 다.

연구에 용한 시간 리 행동치료 로그램의 는 

아래 <Table 4>과 같다.

<Table 4> The example of the time management 
behavioral therapy program(The example 
which the student prepares by 
oneself) My routine week schedule  

Red The indication about resting

Green Plan(it is changeable)

Blue The set rule

Purple My activity in the rest area

A day of 
the week Tuesday

(8/31)
Wednesday
(9/1)

Thursday
(9/2)

Friday
(9/3)

Saturday
(9/4)

Sunday
(9/5)

Monday
(9/6)

Time

6
Get up

○
Get up

○
Get up

○
Get up

○
Get up

○

Get up
○

Get up
○

7

8

School 
class

○

School 
class

○

School 
class

○

School 
class

○

Catholic 
church

○

School 
class
○

9

10
breakfast

○

11
Cleaning

○

12
Rest
○

1
Lunch
○

Lunch
○

2
Playing 
together 
with the 
friend in 
the 

downtown
○

Internet
○

3
Take a nap 
with 
thinking 
about the 
route
○

4

5

6
Dinner
○

Dinner
○

7
Dinner
○

Dinner
○

Dinner
○

Dinner
○

To talk 
with the 
teacher 
about 
playing 
with friend

○

 
To do the 
lacking 
studying

○

Dinner
○

8

Study
(Accountin
g principle)

○

Study(Mat
h, English)

○

 Study
(Japanese)

○

Study  
review
   
X

 To talk 
with the 
teacher 
about time 
manageme
nt program

○

9

10

11
Watching 
TV
○

Watching 
TV
○

Watching 
TV
○

Watching 
TV
○

Watching 
TV
○

Watching 
TV
○

Watching 
TV
○

12
stretching
 X

stretching
 X

stretching
○

stretching 
X

stretching 
X

stretching
○

stretching
X

Degree of activity 
performance 

5/6 5/6 6/6 4/6 9/10 9/9 5/6

2.4 분석 방법

본 연구의 분석은 시설에서 도움을 받고 있는 학교부

응 청소년 8명을 실험 상으로 하여 16주간의 시간

리 행동치료 로그램 용 ㆍ후의 자아존 감과 스트

스 처의 변화를 비교하고, 통계  유의성을 알기

해 비모수 검증인 콕슨 부호 순 검정(Wilcoxon 

signed ranks test)을 실시하 다. 자료 처리의 분석과 가

설 검정은 SPSS(Ver 10.0) 로그램을 이용하 으며, 모

든 통계에 한 유의수 (α)은 0.05로 정하 다.

3. 연구 결과

3.1 학교부적응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의 변화

시간 리 행동치료 로그램을 16주간 용한 청소년

들의 자아존 감 수(합계)가 재 후 유의하게 증가

하 다. 한, 자아존 감 검사를 구성하는 하 척도인 

정  척도 문항과 부정  척도 문항 모두에서 재 

후 유의하게 수가 증가하 다(p< .05)<Table 5>.   

<Table 5> Comparison of Self Esteem between 
pre and post intervention       (N=8)

The subordinate 

standard

Pre

(mean±SD)

Post

(mean±SD)
Z

The positive 

standard
15.13±3.83 17.75 ±4.80  -2.252*

The negative 

standard
14.25±2.43 16.75±2.12  -1.997*

Self Esteem

(Total)
29.38 ±5.78 34.50 ±6.78 -2.106*

*p< .05

3.2 학교부적응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대처방

식 점수의 변화

시간 리 행동치료를 용한 청소년들의 스트 스 

처방식 수에 있어 극  처방식의 수가  재 

후에 유의하게 증가하 고(p< .05), 소극  처방식의 

수 한 재 후에 유의하게 증가하 다(p<

.05)<Table 6>. 스트 스 극  처방식  문제 심

 처방식의 수는 재 후 평균은 증가하 으나 통

계 으로 유의한 수 은 아니 으나 스트 스 극  

처방식  사회  지지추구 처방식의 수는 재 후 



시간관리 행동치료 프로그램이 학교부적응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대처에 미치는 효과

522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2013 Oct; 11(10): 517-526

유의하게 증가하 다(p< .05)<Table 6>. 스트 스 소극

 처방식  정서  처방식의 수는 재 후 평

균은 증가하 으나 통계 으로 유의한 수 은 아니 으

나 스트 스 소극  처방식  소망  사고 처방식

의 수는 재 후 유의하게 증가하 다(p<

.05)<Table 6>. 통계 으로 가장 유의하게 수가 증가

한 방식은 스트 스 극  처방식  사회  지지추

구 처방식이었다(p = .018).

<Table 6> Comparison of Stress coping between 
pre and post intervention        (N=8)

The subordinate 

standard

Pre

(mean±SD)

Post

(mean±SD)
Z

Active 

Coping

Coping of 

the 

problem-

centered

18.38 ±3.07 21.13 ±3.27 -1.544

Coping of 

the social 

support 

pursuit

15.38±4.63 20.00±4.84 -2.371*

Change of Active 

Coping (Total) 
33.75 ±5.65 41.38 ±6.95 -2.536*

Passive

Coping

Emotional 

Coping
24.38±4.87 26.13±3.44 -1.103

Desire 

thinking 

Coping 

23.00±3.46 25.75±2.96 -2.056*

Change of Passive 

Coping (Total)
41.75±12.38 48.50±11.74 -2.524*

*p< .05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생활시설에서 도움을 받고 있는 학교부

응 청소년 8명을 상으로 16주간의  시간 리 행동치료 

로그램을 용하여 학교부 응 청소년들의 자아존

감과 스트 스 처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하 다. 이러

한 연구의 목 을 달성하고자 자아존 감 검사와 스트

스 처방식 척도를 용하여 재 후 변화의 비교분석

을 통해 얻어진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시간 리 행동치료 로그램은 학교부 응 

청소년들의 자아존 감 향상에 정 인 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시간 리 행동치료 로그램 

실시 후에  자아존 감 검사를 구성하는 하 척도인 

정  척도 문항과 부정  척도 문항 모두와 자아존

감 수합계에서 재 후 통계 으로 유의하게 수가 

증가하여 로그램 후 자아존 감이 높아졌음을 보여주

었다  

인간은 심리 으로 불안정하고 충분한 의사소통을 하

지 못하면 자아존 감이 낮아지고 처능력이 떨어지며 

이는 부 응과 연결된다[48]. 자아존 감이 낮은 사람은 

불행감과 분노를 자주 느끼고, 쉽게 짜증을 내며 갈등을 

자주 경험하며 이로 인해 일반 으로 우울증상을 경험

[44][54]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자신의 일부에 한 부정

 피드백을 일반화 하는 경향이 있고, 새로운 변화를 

한 시도를 거의 하지 않는 것[53]으로 특징지워진다[1].  

따라서 본 연구의 재인 시간 리 행동치료 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 스스로 시간 리하는 습 을 익히게 됨

에 따라 자신의 생활에 있어 안정감과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 이를 통해 스트 스에 극 으로 처하게 됨은 

물론 꾸 한 치료사의 심과 치료사와의 의사소통  

학생 스스로 해내는 성취감을 통해 자아존 감도 증진된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스트 스 처방식  극  처방식과 소극

 처방식의 수 모두 재 후에 유의하게 증가하

고, 스트 스 극  처방식  사회  지지추구 

처방식의 수가 재 후 유의하게 증가하 으며(p<

.05), 스트 스 소극  처방식  소망  사고 처방식

의 수도 재 후 유의하게 증가하 다(p< .05). 통계

으로 가장 유의하게 수가 증가한 방식은 스트 스 

극  처방식  사회  지지추구 처방식이었다(p

= .018).

청소년은 청소년기에 직면하는 수많은 과제들을 

히 해결하지 못할 때 퇴행, 공격  행동, 학업태만, 물질 

오남용, 폭력, 자살 등 여러 심각한 부 응 행동으로 반응

하거나 비행을 하기도 한다[37]. 부정 인 사건을 경험하

더라도 잘 응하는 청소년은 극 이고 능동 인 처

를 사용하고 잘 응하지 못하는 청소년은 주로 감정

인 처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45][47]. 두 명의 청소년 

학생을 상으로 장기간 시간 리 행동치료 로그램으

로 재한 선행연구[28]에서는 스트 스 처방식  

극  처방식의 수에 있어서만 재 후 크게 증가하

으나 본 연구에서는 극  처방식 뿐만 아니라 소

극  처방식의 수 한 재 후 유의하게 증가한 



The Effects of Time Management Behavioral Therapy Program on Self-Esteem, Stress Coping of School Maladjusted Adolescents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523

결과가 나온 것은 재기간이 16주로 비교  짧아 스트

스에 처함에 있어 재의 효과로 극  처방식에

는 이르지 못하고 소극  처방식  소망  사고 처

방식의 수가 증가한 청소년들이 부분 으로 있는 결과

로 사료된다. 본 연구 재 로그램을 통해 학교부 응 

청소년들의 스트 스 처방식에 있어 사회  지지추구 

극  처방식 수가 가장 많이 향상되었는데 이는 

재 로그램을 통해 다른 사람과 상의하거나 도움을 

요청함으로써 스트 스를 해결해 나가는 극  처방

식을 청소년들이 습득하여 정 인 효과가 나타났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본 시간 리 행동치료 로그램을 장기간 지속

으로 용하 을 때 더 정 인 향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간 리 행동치료 로그램을 학교

부 응 학생 2명에게 장기간(1년, 3년) 용하 을 때 스

트 스 극  처방식은 증가하고 소극  처방식은 

감소한 선행연구[28]와 비교하 을 때 단기간의 로그

램 재효과에서도 스트 스 극  처방식이 유의하

게 향상되지만 소극  처방식의 수 한 증가하여 

장기간의 지속 인 재를 통해 스트 스에 해 소극  

처방식이 극  처방식으로 더 바 어가는 것으로 

생각된다. 

고 험 집단 청소년을 상으로 한 나혜진[11]의 연구

에서 희망 수 이 증가할수록 스트 스 처방식  

극 인 처방법을 선택하여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학교

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 응에 어려움

을 호소하는 청소년들에게 희망의 증진과 극 인 스트

스 처방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하 다[10]. 시간 리 행동치료 로그램은 학교 부

응 청소년들이 자신에게 가치있는 활동들을 스스로 계

획하고 성취하는 습 을 만들어가는 로그램이므로 학

교 부 응 청소년들의 희망 증진을 도울 수 있는 한 

재 로그램이라고 사료된다[28].

스트 스는 부 응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응

인 측면도 있다. 스트 스 사건이 직 으로 부 응에 

향을 주는 것이 아니며 스트 스를 경험하는 개인에 

따라 반응 결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48]. 스트 스

는 해결하는 방식에 따라 부 응을 유발하기도 하지만 

성장을 진하기도 한다는 것이다[37]. 따라서 학교 응

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시간 리 행동치료 로그램을 

용하여 스스로 자신의 생활을 계획하고 리하는 습

을 가지게 함을 통해 극 인 스트 스 처방식을 사

용하고 자아존 감이 증진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28]. 

본 연구의 제한 과 향후 연구를 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상은 1개 도시의 학교 부 응 청소

년 8명이었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시키는 어

렵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의 보다 많은 

학생들을 상으로 성별 등에 따른 로그램의 효과성 

검증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비교  단기간 시간 리 행동치

료 효과를 알아보았으나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많은 학

교 부 응 청소년들을 상으로 장기간 시간 리 행동치

료 로그램 재효과 유무의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사

료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학교 부 응의 여러 유형과 연구 

상자의 학교 , 장애진단 유무를 고려하지 않고 재

의 효과를 알아보았으나 추후 연구에서는 학교 부 응의 

유형과 학교 별, 장애진단 유무에 따른 재효과에 

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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