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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학교 개인상담모형 개발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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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상담교사가 학교상담의 특성에 적합한 학교 개인상담모형이 없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단기 학교 개인상담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상담과정에 적용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
는 다음과 같이 두 과정으로 진행하였다. 첫 번째는, 단기 학교 개인상담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로서 학교상
담의 흐름과 학교에서 활용되는 기존의 개인상담모형과 관련한 문헌 연구들을 고찰한 다음, 학교에서 활발하게
상담활동을 하고 있는 15명의 상담교사들을 대상으로 반구조화 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이들의 학교상담의 현황과
학교 개인상담모형에 대한 요구를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상담교사의 특성과 학교상담의 특성에 적합한
Egan의 상담모형 선정하고, 이 모형을 토대로 문헌연구와 상담교사들의 요구조사를 반영하여 단기 학교 개인상담
모형을 구성하였다. 두 번째는, 개발된 단기 학교 개인상담모형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로서 실업계 고등학
교 1학년 여학생 5명을 대상으로 단기 학교 개인상담모형 적용하여 상담을 실시하였다. 상담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담 전후와 추수면담에 자아상검사, 간이정신진단검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합의적 질적 분석과
HLM 6.0을 사용하여 다층모형을 통해 상담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또한 추수면담에서 상담대상의 담임교사와 2
0～30분가량 면담을 실시하여 학생이 상담에 참여한 후에 학교생활에서 어떤 변화를 보였는지 관찰하고 평가하
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질적 분석 결과 단기 학교 개인상담모형이 학생들이 상담초기에 수립했던 상담목표를 달
성하고 문제해결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으로 나타났다. 양적분석의 결과 단기 학교 개인상담모형이 학생들의 정신
과적 증상을 감소시키고, 학생들의 자아상을 변화시키는 데 효과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담임교사의 평가 결과도
학생들이 바람직한 변화를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단기 학교 개인상담모형이 상담교사
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상담의 특성에 적합하게 구성되었음이 검증되었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
구를 위한 제언을 기술하였다.
주요어 : 학교상담, 학교상담모형, 개인상담모형, 단기 학교개인상담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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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 문제를 해

심 상담이론은 스승으로서의 인품을 중요하게 여

결하고자 교육당국에서는 각 학교에 전문상담교

기고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우리문화에 잘 받아들

사를 각 학교에 배치하고 학교상담의 활성화를

여져서 학교상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된 상담이

꾀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시점에서 전문상담교사

론이다. 그러나 상담교사가 인간중심 상담이론을

가 이러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준비가 충분히

상담모형으로 주로 사용함으로써 상담은 힘들어

되어 있는가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점검해 볼

하는 학생의 심정을 잘 헤아려 주고 받아주는 것

필요가 있다. 즉, 전문상담교사가 학교상담의 현

으로 인식하게 되는, 즉 상담의 특별한 기법이나

장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상담활동을 할 수 있

전문성을 요구되지 않은 것처럼 인식되도록 하여

는 전문성이 갖추어져 있는지, 또한 이들이 실제

학생들이 가진 당면한 다양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상담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밑바탕이 되는 실질

해결해 나갈 수가 없었다(김계현 등, 2000; 유정이

적인 연구 자료들이 충분히 마련되었는지 점검하

1997).

여 이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
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학교상담의 흐름은 문제의
예방을 매우 중요한 목적으로 삼고 있다. 예방을

전문상담교사들이 실제 상담활동을 잘 할 수

위해서 가장 필요한 능력 중의 하나는 문제해결

있도록 밑바탕이 되는 실질적인 연구 자료를 점

력이다. 문제가 심각해지지 전에 문제를 조기에

검해 볼 때, 특히 학교상담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

발견하는 능력, 발견된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려는

하는 개인상담 활동을 돕는 연구 자료는 거의 없

의지, 문제해결을 위한 자원들을 인식하고 활용할

는 실정이다. 그런 까닭으로 상담교사들은 상담을

수 있는 능력, 문제해결의 기술 등이 문제해결력

진행해 나갈 때 학교상담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에 속하는 능력들이다. 따라서 상담교사는 학생이

학교 개인상담모형이 없어 교육과정에서 배운 일

상담을 통해서 문제해결을 경험하여 결과적으로

반적인 상담모형을 활용하거나, 상담모형도 없이

문제해결력을 길러 주어야 한다(김계현 등, 2000).

즉흥적으로 상담을 하고 있다. 학교상담 현장에서

이러한 문제해결력을 높일 수 있는 기존의 상

학교상담과는 그 특성 매우 다른 전통적인 개인

담모형 중에서 Egan(2003)의 모형이 있다. Egan의

상담과 심리치료의 모형이 학교현장에 그대로 적

상담모형은 상담교사들이 상담교육 과정에서 배

용되는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학교상담의 활성

운 많은 상담이론이나 기법을 아우르고, 상담에

화를 막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이상민, 안성희,

처음 임하는 상담자이든 상담 경험이 풍부한 상

2003). 학교상담이 처한 이러한 현실로 볼 때, 상

담자이든 간에 모든 상담자들에게 아주 실제적인

담교사가 자신감을 가지고 상담을 효율적으로 진

상담의 기본 틀(framework) 또는 상담모형(helping

행해 나갈 수 있도록 전체 상담과정을 안내해 주

model)과, 이 모형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방법과

는 학교 개인상담모형이 개발되어야 할 필요성이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 이 모형은 학교에서 상담

제기된다.

교사가 많은 상담기법이나 이론을 습득하지 않아

그런데 우리나라의 학교상담은 학교상담이 시
작된 이래 주로 인간중심의 비지시적 상담이론에

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학교 개인상
담모형의 토대로 삼기에 적합하다고 여겨진다.

치우친 경향이 있어(김계현 등, 2000) 상담교육을

그런데 지금까지 이루어진 우리나라 학교 개인

받은 교사들도 그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인간중

상담모형과 관련한 연구를 살펴보면, 단회 학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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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모형 개발 연구(강진령, 1999)와 Osborn-Parnes의

개인상담모형 전략 선정, 전문가의 자문과 효과

창의적 문제해결(CPS) 이론을 중심으로 단기 학생

분석, 단기 학교 개인상담모형의 수정, 보안 및

상담모형 개발 연구(황임란, 2001), 그리고 초등학

운영으로, 총 9단계를 거쳐 개발되었다.

생을 위한 해결중심 단기상담모형의 개발과 효과

단기 학교 개인상담에 대한 요구분석 단계에서

연구(임승자, 2005)가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상담

는 학교 현장에서 상담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

모형에 대한 효과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는 15명의 상담교사들을 대상으로 반구조화 질문

상담모형 개발의 토대가 된 이론적 배경이 없고,

지를 통해 면접하여 학교상담에 나타난 상담교사

있다고 하더라도 프로그램 개발 절차를 거치지 않

의 실제 현황과 학교 개인상담모형과 관련한 요

고 있으며, 학교 개인상담모형을 활용할 상담교사

구조사를 실시하고, 3명의 평정자와 2명의 감수자

의 특성이나, 이들이 필요로 하는 학교 개인상담

가 합의적 질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들의 요구

모형에 대한 요구와 이들의 전문성의 정도가 반영

조사에 나타난 학교 개인상담모형은 상담을 진행

되지 않아 상담교사가 적극적으로 활용하기에는

해 나갈 때 쉽게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상담과정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기존의 연구에서 나타난

이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면서 구조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는 새로운 학교 개인상

가 잘 된 것, 단기상담모형으로서 문제해결력을

담모형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높일 수 있는 것, 학생들이 가져오는 문제나 상담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나타나는 학교
개인상담모형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우리나라 학교

상황에 유연하게 적용해 나갈 수 있고, 상담의 효
과가 쉽게 잘 나타날 수 있는 것 등이었다.

상담의 특성을 반영한 단기 학교 개인상담모형을

문헌연구에 나타난 학교상담의 흐름은 문제의

개발하고, 개발된 단기 학교 개인상담모형이 얼마

예방을 매우 중요한 목적으로 삼으며, 예방을 위

나 타당성이 있는지 그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해 가장 필요한 능력 중의 하나는 문제해결력이

이에 본 연구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단

었다. 따라서 상담교사가 학생들에게 문제해결력

기 학교 개인상담모형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

을 길러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성이 부족

가? 둘째, 단기 학교 개인상담모형을 적용한 상담

한 상담교사가 많은 상담기법이나 이론을 습득하

효과는 어떠한가?

지 않아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Egan 모형
을 학교 개인상담모형의 개발 토대로 선정하였다.

학교 개인상담모형의 개발

그런데 단기 학교 개인상담모형의 토대가 되는
Eagan의 3기 3단계 모형의 모형은 문제해결력을

본 연구의 개발은 변창진(1994)의 프로그램 개

높이는 학교상담의 목적과 부합되지만, 상담교사

발 절차에 기초하였다. 이 절차는 학교 상담교사

가 학생들이 가져오는 문제를 그대로 적용하여

를 위한 단기 학교 개인상담모형은 단기 학교 개

상담을 진행해 나가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

인상담에 대한 상담교사들의 요구분석, 단기 학교

므로 이를 우리나라 학교상담의 특성을 반영하고

개인상담모형 개발 계획 수립, 단기 학교 개인상

상담교사의 요구조사에 나타난 바를 반영하여 보

담모형의 목표 선정, 단기 학교 개인상담모형 내

다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쉽게 상담과정을 수정․

용 선정, 단기 학교 개인상담모형 내용 구성, 단

보완하여 구성하였다.

기 학교 개인상담모형 측정도구 선정, 단기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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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히 이야기를 털어놓게 하고, 자신이 해결하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에 대한 해결 방안을

싶은 문제를 선정하여 그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

찾는 단계이다. 그런데 Eagan 모형의 2기에서 목

하게 하도록 하였다. 특히 탐색단계에서는 상담대

표를 수립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상인 학생들의 특성인 비자발성을 고려하여 상담

상담진행 과정이 상담교사에게 보다 명확하고 구

에 자발성을 갖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것

체적인 상담과정으로 접근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은 상담의 첫 요점은 상담에 대한 내담자의 타의

발견됨으로써 계획단계는 Eagan의 모형의 2기와 3

결정에 의한 비자발성을 자의로 변화시키는 것이

기를 통합하여 구성하였다. 즉, 1기에서 학생과의

우선되어야 한다는 Rogers(1942)의 연구를 수용한

상담관계가 형성되고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와 상

것이다.

담목표가 정해지면, 이에 따른 문제를 어떻게 해

2기 계획단계에서는 1기의 탐색단계에서 해결

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계획을 세우는 단계로

하고자 하는 문제를 선정한 후 그 ‘문제를 해결

연결하여 상담교사가 상담과정을 보다 쉽게 구조

1기: 탐색단계
무엇이 문제인가?

―

1단계

자신의 힘든 이야기를 충분히 털어놓도록 돕기

2단계

해결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문제 선정하기

3단계

도달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설정하기

1단계

문제가 해결된 후의 모습 그려보기

2단계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법 찾기

3단계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세우기

1단계

실행을 평가하기

2단계

계획을 수정하기

3단계

재실행하기

1단계

재실행을 평가하기

2단계

상담목표 달성을 평가하기

3단계

상담종결의 소감나누기

1단계

자신의 달라진 모습 찾기

2단계

문제에 대한 대처해 나가는 정도 평가하기

3단계

새롭게 변화해 나가는 자신에게 격려해 주기

↕
2기: 계획단계
문제를 해결하려면

―

어떻게 해야 하나?
↕
3기: 실행단계
계획을 어떻게 실행했는가?

―

↕
4기: 평가단계
문제를 해결하는 데

―

어떤 도움이 되었나?
↕
5기: 추수단계
나는 어떻게 변화했는가?

―

그림 1. 최종 단기 학교 개인상담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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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맞게 적절하게 구성되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3기는 2기의 계획단계를 이어 ‘계획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에 대한 실행단계로서, Egan의 각

단기 학교 개인상담모형을 실제 상담 장면에 적
용하여 그 효과 검증을 실시하였다.

기마다 실행단계를 두었던 것을 계획단계에 이어
실행단계를 따로 두었다. 이것은 상담교사가 보다

방 법

상담과정을 분명하게 인식하여 상담을 진행해 나
가기 쉽도록 하기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
게 상담과정이 드러나도록 구조화한 것이다. 이

연구 대상

단계는 선행연구인 황임란(2001)의 제 4단계 실행
단계를 일부 수용하였다.

연구대상은 실업계고교 1학년 여학생들로서,

4기의 평가단계는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

이들이 고등학교 입학 후 4월 15일에 다차원인성

는 데 어떤 도움이 되었나?’를 평가해 보는 단계

검사(한국심리검사연구소)를 실시한 결과에서 요

로서 문제해결력을 높이기 위해 실행과 실행에

상담 대상자로 나타난 학생들이다. 이들은 모두

대한 평가, 재평가 과정을 거치는 과정은 선행연

24명이었는데, 이들에게 2006년 7월 4일부터 7월

구인 황임란 연구 제 5단계와 6단계를 일부 수용

12일에 걸쳐 MMPI-A((주)마음사랑, 2005)를 실시

하여 ‘재실행을 평가하기’로 구성하였다.

하였다. 이들 중 전문가(상담 및 임상심리)의 검사

5기 추수단계는 상담을 마치고 난 이후에 학생

해석에 따라 대인관계문제를 보이는 학생들 중에

이 자신의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는지 확인하는

서 5명을 선발(사회적 불편감 40 이상 70 이하,

‘나는 얼마나 변화했는가?’로서 선행연구인 강진

가정문제 50 이상 70 이하, 학교문제 50 이상 77

령(1999)의 단회 학생상담모형에서 나타난 추수단

이하)하고, 개발된 단기 학교 개인상담모형을 적

계를 참고하였다. 또한 추수상담은 단기상담 후

용하여 상담을 실시하였다.

문제의 재발가능성을 줄이는 측면에서 무척 중요
하다는 이장호(1991)의 연구결과를 반영하였다.

도구

따라서 최종 단기 학교 개인상담모형은 그림 1
과 같이 5기 3단계로 구성되었다. 그런데 단기 학

간이정신진단검사

교 개인상담모형을 예비 적용해 보니 상담이 순

간이정신진단검사(Symptom Check List-90-Revision:

차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SCL-90-R)는 Derogatis(1977)가 개발한 자기보고식

그림 1에서 나타난 화살표는 상담자의 판단에 근

다차원증상목록 검사를 김광일, 김재환과 원호택

거해 어느 부분을 뛰어넘을 수도 있으며, 어느 부

(1984)이 한국 실정에 맞게 표준화한 것으로, 타당

분으로 다시 돌아와 다시 적용해 나갈 수 있다는

도와 신뢰도가 입증된 검사이다. 본 연구에서 간

의미이다.

이정신진단검사의 내적합치도(Chronbach’ α)는 .98
로 나타났다.

단기 학교 개인상담모형의 적용
자기상검사
단기 학교 개인상담모형이 학교상담의 특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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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발한 자기상검사(Self-Image Questionnaire for

를 기록하여 본 연구에서 개발한 모형에서 제시

Young Adolescents: SIQYA)를 이춘재 등(1991)이 번

하는 상담과정을 기초로 하여 분석의 틀을 설정

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자아상검사의

하고, 각 사례가 모형에서 제시하는 상담과정을

전체척도 및 하위척도들의 신뢰도(Chronbach’ α)는

적용하여 진행해 나가고 있는지를 검토하면서 각

충동통제 .75, 정서상태 .84, 신체상 .56, 대처능력

단계에 따른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66, 정신병리 .80, 우수한 적응 .76, 친구관계 .65,

본 연구자와 3명의 학교상담전문가가 합의적 질

가족관계 .76, 자아상전체 .91로 나타났다.

적 분석(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CQR)을 실
시하였다. 그리고 상담 전후와 추수면담에 자아상

절차

검사, 정신이상검사를 사용하여 단기 학교 개인상
담모형의 상담 효과의 양적분석을 위하여 위계적

본 연구는 개발된 모형에 따라 연구자가 직접

선형모형(Hierarchical Linear Model: HLM) 6.0을 사

진행하였으며,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상담

용하여 다층모형(Multi level Model)에 의한 성장곡

의 전 과정을 녹음하고 상담내용을 연구의 자료

선을 분석하였다.

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얻어 2006년 8월
30일부터 10월 31일에 걸쳐 실시되었다. 상담은

연구결과

전체 한 회기당 약 50분씩 6회기 상담이 실시되
었는데, 상담교사의 면접조사에서 학교상담은
1～6회기의 단기상담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6

양적 분석 결과

회기의 상담으로 진행하였다. 간이정신진단검사
(SCL-90-R)와 자아상검사는 상담 전 실시하고, 상

단기 학교 개인상담모형의 상담효과를 양적 변

담 5회기 후 실시하였다. 그리고 상담효과의 지속

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험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성과 문제의 해결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담

사전, 사후, 추후검사를 실시하고 다층분석을 실

종료 4주 후 추수상담을 실시한 뒤 다시 간이정

시한 결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상담의 효과가 나

신진단검사와 자아상검사를 실시하였다. 학생을

타났다.

상담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담임교사와 교과담당
교사, 그리고 학부모와 연계하였다.

간이정신진단검사에 대한 효과검증
간이정신진단 검사에 대한 개인별 사전-사후-

자료처리

추후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개발된 단기 학교 개인상담모형이 학교상담의
특성에 맞게 구성되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단기

제 1수준 모형의 추정.

제 1수준 모형인 각

학교 개인상담모형을 적용하여 학생들과 상담을

개인의 성장궤도 모수는 최소자승법(Ordinary Least

실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질적 분석

Square method: OLS)에 의하여 추정되었다. 상담에

과 양적 분석, 그리고 담임교사의 평가를 실시하

참여한 5명의 간이정신진단검사의 개인별 성장궤

였다. 질적 분석으로는 사례전체 녹음을 통해 이

도를 추정하면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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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간이정신진단검사의 사전-사후-추후 점수의 개인별 평균 비교(N=15)
사전검사

사후검사

추후검사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학생 1

192

176

124

학생 2

188

129

97

학생 3

239

144

154

학생 4

203

172

193

학생 5

143

98

98

학생 전체

193.000(34.431)

143.800(32.206)

133.200(40.752)

절편 π0i

성장속도

INTERCPTI

X slope

검사 시기

사례

표 2. 간이정신진단검사 점수의 개인별 성장궤도 추정 결과
개인 ID

이름

Level-2 Unit
학생 1

사례 1

198.000

-34.000

학생 2

사례 2

183.500

-45.500

학생 3

사례 3

221.500

-42.500

학생 4

사례 4

194.333

-5.000

학생 5

사례 5

135.500

-22.500

The average OLS level-1 coefficient for INTRCPT1 = 186.567
The average OLS level-1 coefficient for

X = -29.900

제 2수준 고정효과 모수 추정.

최소자승법에 의한 성장궤도의 추정은 개인적

평균적 궤도

수준의 궤도 추정에서 더 나아가 집단 수준에서

는 위계적 선형모형 중 제 2수준의 모형에서 다

의 평균적 궤도도 추정할 수 있다. 표 2의 하단부

시 추정된다. 제1수준의 모형 평균적 성장궤도는

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최소자승법에 의한

최소자승법(OLS)에 의해서 추정되었는데 비해서,

집단전체의 평균적 성장궤도는 MYt = 186.567 -

제 2수준의 위계적 선형모형의 모수는 EM방법에

29.900*X로 표현된다.

의한 베이즈 추정치이다. 제 2수준의 모형의 추정
치는 표 3과 같다.

표 3. 제 2수준의 최종 추정치
고정 효과

계수 추정치

추정의 표준오차

t-ratio

p

초기평균능력

β00

186.567

14.392

12.963

0.000

평균성장속도

β10

-29.900

7.707

-3.880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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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초기상태 186.567에

으로 유의미하였다(t=-3.880, p<.05).

서 출발하여 성장속도는 -29.900이다. 각 계수를
성장궤도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본 연구에서 개발한 단
기 학교 개인상담모형을 적용하여 상담을 실시한
결과, 상담에 참여한 학생들이 가지고 있었던 심

MYt = 186.567 - 29.900X + (r00 + r1iX + eti)

리적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정신과적 증상이 줄어
들었음을 알 수 있다.

위 식에서 괄호 안에 표현된 부분은 피험자 전
체의 평균적 궤도로서 개인 수준의 성장궤도를

자아상검사에 대한 효과검증

예측할 때 작용하는 오차 부분이다. 그리고 표 3

자아상검사에 대한 개인별 사전-사후-추후 점

을 볼 때 평균성장 속도는 -29.900(t=-3.880, p<

수의 평균은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다.

.05)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 1수준 모형의 추정.

따라서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의 사전검사에서

제 1수준 모형인 각

부터 추후검사까지의 성장궤도는 출발점인 사전

개인의 성장궤도 모수는 최소자승법에 의하여 추

검사의 능력상태 186.567에서 사후검사와 추후검

정되었다. 상담에 참여한 5명의 자아상검사 점수

사 때마다 29.900씩 감소한다고 볼 수 있다.

의 개인별 성장궤도를 추정하면 표 6과 같다.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소자승법에 의한

제 2수준 모형의 무선효과 추정.

개인별 성

장궤도가 평균적 성장궤도로부터 어느 정도로 이

집단전체의 평균적 성장궤도는 MYt = 299.333 +
26*X 로 표현된다.

탈해 있는가를 나타내는 결과는 표 4와 같다.
제 2수준 고정효과 모수 추정.

초기상태인 사전검사에서 참여자들의 능력모수
치의 평균은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86.567이

제 2수준 모

형의 추정치는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다.

고, 표준편차는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23.940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집단 전체의 평균적

로서, 초기상태의 변산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성장궤도는 초기상태 299.333에서 출발하여 성장

2

않게 나타났다(χ =8.709, ns). 이 결과는 각 개인의

속도는 26이다. 각 계수를 성장궤도 식으로 표현

간이정신진단검사 점수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을

하면 다음과 같다.

의미한다. 성장속도의 개인차도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지 않았다(χ2=3.941, ns). 그러나 위에서 살펴

MYt = 299.333 + 26X + (r00 + r1iX + eti)

보았듯이 성장속도의 평균은 -29.900으로 통계적

표 4. 개인별 성장궤도의 변산
무선효과

표준편차

변산

자유도

χ2

p

초기상태

π0i

23.940

573.107

4

8.709

0.068

성장속도

π1i

4.406

19.415

4

3.941

>.500

제1수준 오차

eti

23.560

555.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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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자아상검사의 개인별 사전-사후-추후 점수의 평균 비교(N=15)
학생 1

구분

학생 2

학생 3

학생 4

학생 5

사전 사후 추후 사전 사후 추후 사전 사후 추후 사전 사후 추후 사전 사후 추후

충동통제

21

21

26

23

30

25

32

33

32

19

12

17

33

33

30

정서상태

34

31

40

33

54

59

36

37

41

40

31

45

34

40

43

신체상

26

28

31

37

40

40

32

37

35

39

35

40

33

44

42

대처능력

36

36

33

33

48

40

38

40

43

23

29

36

27

36

39

정신병리

42

33

44

23

38

52

40

39

41

35

29

36

39

46

50

우수한적응

38

40

42

19

24

22

36

39

43

32

33

37

29

33

28

친구관계

49

50

53

31

48

52

42

42

42

40

40

44

39

41

46

가족관계

62

55

67

71

86

88

63

74

66

65

77

75

56

62

64

자아상전체

308

294

336

270

368

378

319

341

343

293

286

330

290

335

342

표 6. 자아상검사 점수의 개인별 성장궤도 추정 결과
개인 ID

이름

Level-2 Unit

절편 π0i

성장속도

INTERCPTI

X slope

학생 1

사례1

290.000

56.000

학생 2

사례2

323.833

12.500

학생 3

사례3

287.333

20.000

학생 4

사례4

295.167

27.500

학생 5

사례5

300.333

14.000

The average OLS level-1 coefficient for INTRCPT1 = 299.333
The average OLS level-1 coefficient for

X = 26.000

표 7. 제 2수준의 최종 추정치
고정 효과

계수 추정치

추정의 표준오차

t-ratio

p

초기평균능력

β00

299.333

5.830

51.344

0.000

평균성장속도

β10

26.000

7.112

3.656

0.034

표 7을 보면 평균성장 속도는 26(t=3.656, p<

성장궤도는 출발점인 사전검사의 능력상태 299.

.05)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

333에서 사후검사와 추후검사 때마다 26씩 증가

라서 학생들의 사전검사에서부터 추후검사까지의

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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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개인별 성장궤도의 변산
무선효과

표준편차

변산

지유도

χ2

p

초기능력상태

π0i

1.392

1.937

4

2.385

>.500

성장속도

π1i

12.324

151.875

4

5.915

0.204

제1수준 오차

eti

20.678

427.593

제 2수준 모형의 무선효과 추정.

개인별 성

따라 진행된 전체 상담과정을 합의적 질적 분석

장궤도가 평균적 성장궤도로부터 어느 정도로 이

을 실시한 결과, 학생들이 상담초기에 수립했던

탈해 있는가를 나타내는 결과는 표 8과 같다.

상담목표를 달성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능력

초기상태인 사전검사에서 참여자들의 능력모수

이 향상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치의 평균은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299.333이

탐색단계에서 ‘친구관계가 힘들어서 전학하거

고, 표준편차는 표 8에서와 같이 1.392로서, 초기

나 자퇴하려고 한다.’, ‘친구관계에서 소외당할 것

상태의 변산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

같고, 나를 싫어하는구나 생각이 들어 괴롭다.’

2

로 나타났다(χ =2.385, ns). 이 결과는 각 개인의

등의 문제를 가진 문제를 가지고 찾아온 학생들

자아상검사 점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

이 계획단계에서 ‘예전에 싸웠던 친구들에게 감

을 의미한다. 성장속도의 개인차 역시 통계적으로

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거요.’, ‘화가 날 때 화를

2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χ =5.915, ns).

내 보는 거요.’와 같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

그러나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성장속도의 평균은

체적인 방법을 찾고 계획을 세웠다. 실행단계에서

2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는 ‘다른 친구를 사귀어봐야겠다.’, ‘예전에 잘 살

(t=3.656, p<.05).

고 좀 예쁜 애들한테는 말도 못 걸었는데, 그 애

위의 결과를 보면 평균적 성장속도가 통계적으

들이 장난을 걸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웃겨 주었

로 유의미한 것으로 보아 본 연구에서 개발한 개

더니 저를 좋아하더라구요.’와 같이 실행을 평가

인상담 모형이 학생들의 자아상을 변화시키는 데

하고 자신이 실행해 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성장속도의 변

으로 수정하여 재실행 단계에서 보다 새로운 경

산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험을 하게 됨으로써 이를 놀라워하고 하면서 보

보아 상담에 참여한 학생들의 자아상의 성장속도

다 적극적인 태도로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평가

에서 개인 간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단계에서는 ‘좀 더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게 된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들을 볼 때 본 연구에서 개

것 같아요.’, ‘이제 속이 시원해져서 불면증이 없

발한 단기 학교 개인상담모형이 학생들의 자아상

어져서 잠도 잘 자고 학교에 일찍 오게 되고요,

을 변화시키는 데 효과적인 모형이라고 여겨진다.

좀 많이 당당해진 것 같아요.’ 등과 같이 학생들
이 가지고 왔던 문제가 해결되면서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밝고 활기차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질적 분석 결과

나갈 수 있겠다는 자신감 있는 태도를 나타내었
본 연구에서 개발된 단기 학교 개인상담모형에

다. 추수단계에서는 ‘제 자신이 밝아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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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와서 웃는 날이 많아졌어요.’, ‘이제 친구

며, 어떤 개인상담모형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학교 다니기가 즐겁고 친

요구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개발됨으로써 상담교

구 만나기가 즐거워요.’ 등에 나타난 것처럼 학생

사가 이 상담모형에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들이 가지고 왔던 문제가 해결되고, 생활 속에서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생겨나는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상담교사가 상담을 진행해 나가면서 쉽게 적용해

있었다.

나갈 수 있도록 상담과정이 보다 구체적이면서
명확하게 구조화된 단기 학교 개인상담모형을 개

담임교사의 평가 결과

발하였다. 이러한 연구과정을 통해 학교상담을 활
성화해 나가는 길은 상담교사가 상담현장에서 겪

추수상담이 끝나고 난 뒤, 상담 시작부터 추수
상담까지 담임교사가 학생을 관찰한 것에 대해

는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찾아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임을 보여주었다.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상담 후 ‘지각도 안 하고

그리고 단기 학교 개인상담모형이 프로그램 개

표정이 밝아지고 자신감을 찾아가는 것 같다.’,

발 절차에 따라 개발됨으로써 앞으로 상담교사가

‘잘 웃고, 어깨도 펴고 눈치를 보지 않는 게 제일

개인상담을 할 때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전체

좋다’, ‘사고 칠까봐 염려스러웠던 애가 성적도

상담과정을 보다 쉽고 구체적으로 안내해 주는

오르고 수업 태도도 좋아지고 애가 많이 달라져

길잡이 역할 뿐만 아니라, 이들의 전문성을 신장

서 이제는 걱정이 안 된다.’는 등 학생들의 태도

하는 데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단기 학교

가 모두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변화를 보였다고

개인상담모형이 각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배치

보고하였다.

해 나가고 있는 적절한 시기에 개발됨으로써 상
담교사들이 나름대로 학교 개인상담모형이 형성
되기까지 일으키게 되는 많은 시행착오를 줄이고,

논 의

이들이 학교상담 현장에 보다 빠르게 정착해 나
갈 수 있도록 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

본 연구에서는 단기 학교 개인상담모형을 개발

며, 전문적으로 상담을 공부하지 않은 교사들도

하고, 이것을 실제 상담과정에 적용하여 상담의

상담과정에 활용하게 됨으로써 학교상담의 저변

효과를 밝혀 보고자 하였다. 이것을 나누어 논의

확대를 꾀하는 데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둘째, 단기 학교 개인상담모형은 상담교사들이

하면 다음과 같다.

주로 활용하고 있는 인간중심 상담이론을 바탕으
로 하면서 상담교사들이 부족하게 나타나는 문제

단기 학교 개인상담모형 개발에 대한 논의

해결력을 높일 수 있도록 상담과정을 구성하였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단기 학교 개인상담모형

상담교사들이 인간중심 상담이론을 활용함으로써

을 개발하기 위해 15명의 상담교사들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웠던

요구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반영하였다. 기존의 단

문제점이 나타났으므로, 상담활동에 정착되어 있

기 학교 개인상담모형은 학교 현장의 상담교사가

는 인간중심 상담이론의 인간관과 상담자의 태도

개인상담을 진행하면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으

를 바탕으로 하면서 학생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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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초점을 두고 상담과정을 구성할 필요가 있었

과와도 유사한 결과이다(이미정, 2006; Nezu &

다. 또한 이것은 문헌연구에서 최근 학교상담의

Perri, 1989).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이유를

흐름은 문제의 예방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예방

서술해 보면, 상담교사가 단기 학교 개인상담모형

을 위해서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문제해

으로 진행하면서 문제의 해결 주체는 학생 본인

결력이라는 강진령, 연문희(2002), 김계현 등(2000),

이며, 스스로 해결할 문제를 선택하고 목표를 설

천성문(2006)의 연구결과를 수용하였다. 따라서 문

정하며, 해결 방법을 찾고 실행하면서 문제를 해

제해결력을 높이는 상담모형인 Egan의 상담모형

결해 나가도록 조력자의 역할을 한 것이 상담의

을 토대로 학교상담의 특성을 반영하여 상담교사

효과를 가져 온 요인으로 보인다.

에게 상담과정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
하는 데 초점을 두고 구성하였다.

둘째, 양적 분석 결과에서 단기 학교 개인상담
모형이 학생들의 자아상을 변화시키는 데 효과적
이라고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단기 학교

단기 학교 개인상담모형의 효과 검증에 대한 논의

개인상담모형의 효과를 양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없고, 본 연구와 유사하게 진행된 연구로서 선행

단기 학교 개인상담의 효과 검증에 대한 논의

연구인 임승자(2005)와 황임란(2001)의 질적 연구

는 양적 분석 결과, 질적 분석 결과, 담임교사의

결과가 본 연구의 결과와 같다고 여겨진다. 이러

평가 순서로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한 학생들의 자아상의 변화는 상담교사가 인간중

첫째, 양적 분석 결과에서 단기 학교 개인상담

심 상담이론의 인간관과 상담자의 태도를 기반으

모형이 학생들의 정신과적 증상을 감소하는 데

로 상담을 진행함으로써 학생들이 자신이 가진

효과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

문제에 대한 평가 없이 이해받고 수용 받으며 존

서 개발한 단기 학교 개인상담모형이 학생들이

중받은 새로운 경험을 한 것이 변화를 가져온 한

가지고 있던 정신과적 증상을 감소하는 데 효과

요인이라고 보인다. 이것은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단기

문제를 깨닫고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능

학교 개인상담모형에 관한 효과 검증은 질적 연

력을 가지고 있으며, 수용 받고 지지받는 따뜻한

구로만 진행되어(임승자, 2005; 황임란, 2001) 양적

환경만 주어지면 긍정적인 자기개념을 확장해 나

으로 검증된 연구가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단기

가고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학교 개인상담모형에 대한 연구는 아니지만

Rogers(1942)의 견해와 일치하고 있다.

Gerald(2001)가 문제해결적 접근법을 사용하여 정

학생들은 발달과정 상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신과적 문제를 가진 내담자에게 긍정적인 상담의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상담 대상인 학생들은

효과를 보고한 것과 일치한다. 또한 이 결과는 문

실업계 고등학교라는 특성상 자기상이 부정적인

제해결적 접근의 맥락으로서 문제해결력이 내담

학생들이다. 그런데 상담을 통해 수용 받고 존중

자의 충동통제력, 자존심, 주관적 유능감이 향상

받은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됨으로써 자신이 소중

되었다는 연구 결과(Coche & Flick, 1975; Intagliata,

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새로운 시각으로

1978)와 유사한 결과이다. 그리고 청소년들을 대

자신을 바라보게 되게 됨으로써 자아상의 변화가

상으로 사회적 문제해결 훈련을 집단상담 형태로

일어났다고 보인다. 또한 4주 동안의 상담기간과

실시한 결과 참여자들의 우울을 감소시켰다는 결

4주 뒤 추수상담이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 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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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따뜻한 관심과 이해를 받게 됨으로써 이들

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이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

있었다. 2기 계획단계에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

상담 이후에도 자신을 이해해주는 든든한 지지자

한 구체적인 방법을 찾고 계획을 세우면서 감정

가 학교 안에 있다고 느껴짐으로써 이들이 학교

적인 대응 방법을 찾기보다는 이성적으로 자신의

생활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 나가게 되었다고 생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하였다. 하지만 문제를

각된다. 이것은 상담교사는 상담을 통해 학생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행동으로 실천해 나가야 할

도와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건강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에는 소극적이면서 어

하게 학교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심리적 지지

려워하고 힘들어하였다. 이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자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는 점을

많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므로 특히 많은 지지와

시사한다.

격려를 보내는 것이 필요하였다. 3기 실행단계에

또한 학생들의 자아상의 변화를 가져오게 한

서는 실행을 평가한 뒤 실행해 나갈 수 있는 보

것은 상담교사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거

다 구체적인 계획으로 수정하여 재실행 단계에서

나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자원, 강점을

보다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고, 이를 놀라워하면

개발하도록 도와 현재와 미래의 문제를 잘 다룰

서 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여겨진다. 이러한 연구결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학생들이 실행

과는 내담자의 특성은 다르지만 내담자의 강점,

과 재실행 과정을 통해 성취감과 자신감을 가지

자원, 건강한 특성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긍정적인

게 되면서 문제 해결의 주체는 자신이라는 것을

효과를 보고한 여러 선행연구(김건, 2004; 최경원,

인식하고 상담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

2004; O'Hanlon & Weiner-Davis, 1989)들의 결과와

다. 이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

일치한다. 상담교사는 학생의 문제에 초점을 두기

한 새로운 경험을 충분히 나누도록 하면서 이들

보다는 학생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

의 용기와 문제해결력을 칭찬해줌으로써 이들의

는 존재라는 믿음을 갖게 하고, 그들이 가진 장점

문제해결력을 향상해 나갈 수 있었다. 4기 평가단

과 자원을 끌어냄으로써 학생들이 보다 긍정적인

계에서는 재실행의 평가에서 학생들은 가지고 왔

자아상을 갖게 되었으며, 또한 자신이 처한 문제

던 문제가 해결되면서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밝고

에 용기 있게 맞서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하

활기차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겠다

는 열의를 높여 주었다.

는 자신감 있는 태도를 나타내었다. 이 단계에서

셋째, 질적 분석한 결과에서도 단기 학교 개인

는 상담을 종결하더라도 앞으로 어떤 어려운 문

상담모형은 학생들을 바람직하게 변화시키는 데

제가 발생하게 되면 상담에서 문제를 해결해 왔

효과적으로 나타났다. 1기 탐색단계에서는 학생들

던 방법을 적용하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

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친구문제, 학교 부적응문

갈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

제, 부모와의 갈등이었는데, 이 문제는 발달단계

하였다. 5기 추수면담단계에서는 학생들이 문제가

에서 겪게 되는 문제로서 학교 부적응문제나 부

해결되고, 자신이 생활 속의 문제에 보다 효과적

모와의 갈등은 학업성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

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 하였다. 학생들

었다. 이 단계에서는 학생들에게 이러한 심리적

은 특히 자신이 힘든 문제를 해결하고 변화해 나

갈등들을 충분히 표현하게 함으로써 이들이 상담

가는 자신을 대견스럽게 생각하고 자신의 내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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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을 자각하게 되었음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

보기 위하여 다층모형에 의한 성장곡선을 분석하

결과는 선행연구인 임승자(2005)와 황임란(2001)의

였다. 이것은 학교상담 영역에서 내담자들 개인별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이것은 단기 학교 개인상

로 시간에 따른 성장 효과를 규명하였다는 점에

담모형이 학생들의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

서 매우 의미 있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해결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임을 입증한다. 이 단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앞으로 연구를 위한 제언

계에서는 상담을 종결하더라도 학교생활을 해 나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피험

가면서 힘든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상담교사를

자를 실업계고등학교 여학생을 중심으로 실시하

찾아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였기 때문에 실업계고등학교 여학생에게는 가능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하지만 인문계고등학교나 중학교 학생들에게는

넷째, 본 연구에서 담임교사의 평가 결과에서

실시해 보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를 일반화하기

학생들의 긍정적인 결과를 보고하였다. 상담이 진

위해서는 학교별 남․여학생들에게 적용하여 효

행되는 동안 학생들은 자신이 세운 상담목표와

과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계획을 행동으로 옮겨 나가는 과정에서 담임교사,

는 대인관계 문제를 가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

교과담당교사, 부모 등과 연계하여 학생의 변화를

였기 때문에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

유도한 것이 상담의 효과를 가져왔다고 보인다.

에 적용해 보지 못했다. 그러므로 이를 학생의 다

양미진, 이영희(2006)의 질적 분석을 통한 비자발

양한 문제에 적용하여 상담의 효과를 검증해 볼

적 청소년 내담자의 상담지속요인 연구에서 비자

필요가 있다.

발적 청소년 내담자의 부모는 중요한 상담지속
요인이며, 동시에 청소년 내담자의 상담에 대한

참고문헌

비자발성을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밝혀진 것으로
볼 때, 부모, 교사, 친구 등 청소년들이 의미 있는
대상으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체계를 활용하는

강진령 (1999). 단회학생상담모형. 한국심리학회지:

것이 효과적인 상담방법이라 여겨진다.

상담과 심리치료, 11(1), 1-22.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

김계현, 김동일, 김봉환, 김창대, 김혜숙, 남상인,

에서는 프로그램 개발절차에 따라 단기 학교 개

조한익 (2000). 학교상담과 생활지도. 서울: 학

인상담모형을 개발하였고, 특히 학교 현장에서 활

지사.

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상담교사들의 상담활동 현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 (1984). 간이정신진단검사.

황이나, 학교 개인상담모형에 대한 요구를 충분히

서울: 중앙적성출판부.

반영하여 상담모형이 구성됨으로써, 학교 현장의

변창진 (1994). 프로그램 개발. 서울: 홍익출판사.

상담교사가 필요로 하는 상담모형에 근접한 단기

양미진, 이영희 (2006). 질적분석을 통한 비자발적

학교 개인상담모형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질

청소년 학생의 상담지속요인 연구. 한국심리

적 연구로만 진행되어 온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18(1), 1-20.

질적 연구와 더불어 양적 연구를 실시함으로써

연문희, 강진령 (2002). 학교상담. 서울: 양서원.

상담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였다. 셋째, 상

유정이 (1997). 한국 학교상담 형성과정 연구: 해방

담에 의한 학생들의 각 개인별 성장 효과를 알아

후 중등학교상담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 514 -

박순득․천성문 / 단기 학교 개인상담모형 개발과 적용

Egan, G. (2003). 유능한 상담자.〔The Skilled Helper〕

서울대학교.

(제석봉, 유계식 역). 서울: 시그마 프레스.

이미정 (2006). 청소년의 비행경험 수준에 따른 사

(원전은 2002년에 출판).

회적 문제해결 훈련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
담 및 심리치료 18(1), 71-91.

Gerald, B. S. (2001). 단기상담. (송현종 역). 〔Brief

이상민, 안성희 (2003). 학교상담자 무엇을 해야

Counseling Taat Works〕서울: 학지사. (원전은

하는가. 상담학연구 4(2), 281-293.

1997년에 출판).

이장호 (1991). 단기상담의 주요특징과 접근방법.

Intagliata, J. C. (1978). Increasing the interpersonal

학생생활연구, 9, 5-22. 한양대학교 학생생활

problem solving skills of an alcoholic population.

연구소.

Journal of counseling and Clinical psychology, 46,

임승자 (2005). 초등학생을 위한 해결중심 단기상담
모형의 개발과 효과. 박사학위논문, 원광대학

489-498.
O' Hanlon, W. H., & Weiner-Davis, M. (1989). In

교.

search of Solutions. A new direction in psychotherapy.

천성문 (2006). School Counseling Guidence in korea:
Current Issues and Prospects. 1st Imternational
Innovation

and

Social

Developerment.

New York: Guilford.
Petersen, C. H. (1984). Foundation for an eclectic

UNESCO

Bangkok..

psychotherapy. psychotherapy, 26, 427-435.
Rogers, C. R. (1942).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최경원 (2004). 해결중심을 적용한 단기집단상담과

Boston: Houghton Mifflin.

사후관리가 인터넷 중독 청소년의 사용량 감소
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한림대학교.

황임란 (2001). 단기학생상담모형 개발. 박사학위논
문, 한국교원대학교.
Coche, E. & Flick, A. (1975). Problem-solving training
groups for hospitalized psychiatric patients. Journal
of Psychology, 91, 19-29.
Derogatis, L. R. (1977). SCL-90(revised) Manual I.
Baltimore, Clinical Psychometrics Research Unit,

원고 접수일 : 2008. 12. 15.

Johns Hopkins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게재 결정일 : 2009. 1. 28.

- 515 -

상 담 학 연 구
Th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2009, Vol. 10, No. 1, 501-516.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a Short-Term School
Individual Counseling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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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short-term school individual counselling model and verify its effect by
applying it to counselling course in order to remove difficulties that counsellors have as there is no school individual
counselling model suitable to characteristics of school counselling. The procedure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as
a study for short-term school individual counselling model, after studies related with the existing individual counselling
model used by school counsellors and flow of school counselling were examined through studies on the literature,
counselling circumstance and demand on the school individual counselling model were examined and analyzed by use of
semi-structured questionnaire on the subject of 15 counsellors for students who had active counselling. And on the
basis of Egan's counselling model suitable to characteristics of counsellors and school counselling, we form a short-term
school individual counselling model. Second, counselling was carried out on 5 high school girls

by applying the

developed short-term school individual counselling model in order to verify its effect. Symptom Check List 90
Revision(SCL-90-R) and self-image test were carried out before and after the counselling and harvest interview in order
to verify the effect of the counselling. It was verified by analysing the growth curve with Multi level Model by use of
HLM 6.0 and agreed qualitative analysis from collected data. And at harvest interview, counselees' homeroom teachers
were interviewed for about 20~30 minutes and made to valuate what they observed regarding the change of the
students in their school life after counselling. The result of the study is as follows; First, as the result of the quality
analysis, short-term school individual counselling model has effect on achieving counselling goal and increasing the
ability of solving problem. Second, as the result of the quantity analysis, short-term school individual counselling model
has effect on decreasing students' metal symptoms and changing the students' self-image. And the result of homeroom
teacher's evaluation reports that the students show the positive effects. Therefore, a short-term school individual
counselling model of this study can be verified to be suitable to characteristics of school counselling for counsellors.

Key words : school counselling, school individual counselling mode, individual counselling model, short-term school individual
counselling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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