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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사
통계청(2017)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열에 걸맞게 후기청소년의 대학진학률
역시 70%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학에 진학한 후기청소년들은 고등학교까지의 생활과는 전
혀 다른 환경을 접하게 되면서 심리적 혹은 사회적 적응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실제로
대학생 시기는 청소년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로서 전문지식 습득, 취업 준비, 독립
생활 준비, 대인관계 형성 등 다양한 과업을 이행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있는 많은 후기청소년들은 고등학교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자율적 생활
방식과 취업난, 다양한 배경을 지닌 동료학생에 대한 공감능력 부족 등으로 인해 대학생활
에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과 불안, 무기력과 이에 따른 대인관계 단절 등의 어려움을 경험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대학생의 적응강화를 위한 지원방안으로 또래상담이 중요한 대안이 되고 있습니
다. 또래상담은 비슷한 연령과 유사한 생활경험 및 가치관을 가진 또래들이 일정한 훈련을
받은 후에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주변에 있는 다른 또래들이 발달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는 후기청소년 중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심리·정서
적 지원을 위한 또래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먼저, 국내외 문헌연구를 토대로 대
학학생상담센터 및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와 대학생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
터뷰를 실시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범운영을 통해 효과성을 검증하였습니다. 그 결
과 대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학생이 상담을 필요로 하는 영역별(이성교제, 대인관계,
휴학·복학·졸업유예, 아르바이트, 학업 및 취업·진로, 신입생 학교적응)로 특화된 프로
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본 연구를 위하여 설문조사 및 인터뷰, 시범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대학학생상
담센터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담당자, 대학생들에게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 전합니
다. 아울러 연구를 위해 애써주신 공동연구자이신 이정희 교수님과 본원 연구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후기청소년 또래상담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밑거
름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2018년 12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사장 이기순

초 록
후기청소년의 대학진학률은 70%에 이르고, 대학이 갖는 자율적 환경의 압박, 성인기로
이어지는 과도기에서의 다양한 역할과제를 마주한 대학생들은 많은 어려움을 호소한다.
이러한 대학생의 적응강화를 위해 또래상담이 중요한 대안이 되고 있지만, 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개발 및 보급중인 또래상담 프로그램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에서 활용할 수 있는 또래상담 프로
그램을 개발하고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문헌연구, 대학생 대상 또래상담 프로그램
운영경력이 3년 이상 된 대학학생상담센터 및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와 대학생
또래상담자를 대상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 결과 대학생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의 핵심요인이 도출되었으며, 필수영역과 선택영역으로 구분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특히 대학에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선택영역은 지도자가 대
학생이 가장 고민하는 주제를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모듈식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을 위해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한 2개 대학
교에 재학중인 대학생 1학년~4학년 64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실험집단과 통제
집단 각 32명씩 무선 배치하였다. 2018년 10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주 2~3회 프로그
램을 운영하였으며, 프로그램 참여 전과 후에 각각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실험집단에서 대학생활적응, 공감능력, 의사소통능력, 이타성능력, 리더십영역
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되었으나, 통제집단에서는 유의미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대학생이 상담을 필요로 하는 영역의 요인을 도출하고, 후기청소년
또래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는 데 있다. 또한 시범운영을 통해 프로그램 효과성을
검증하고 대학생 특성을 고려하여 인지적 수준에 적절한 자극과 흥미를 제공할 수 있도
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연구대상이 한정되어 있어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추후 지속
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효과성과 타당성을 지속 검증하여 보완하는 것이 필요할 것
이다. 그리고 나아가 후기청소년 또래상담 프로그램을 이수한 또래상담자가 내담자와 상
담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상담성과를 거두는지에 대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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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대학 입시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우리나라의 교육 특성상 초기와 중기청소년들은 비
자발적으로 짜여진 시간표에 따라 수동적인 삶을 영위하며 학업을 위한 활동에 매진한다.
이와 달리, 대학에 입학한 후기청소년들은 고등학교까지의 생활과는 전혀 다른 환경을 접
하게 되면서 심리적 혹은 사회적 적응의 시기를 맞이하게 된다(유경희, 김종경, 2016). 실
제로 후기청소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학생 시기는 청소년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도
기로 전문지식 습득, 취업 준비, 독립생활 준비, 대인관계 형성 등 다양한 과업을 이행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대학생은 성숙한 성인으로 가기 위한 중요한 관문으로 대학생활 동안 다양한 외부자극
을 수용하고 대처해 나가야 한다(박범혁, 2007). 또한, 자신의 내적 세계와 외적 환경을 탐
색하고 이후 일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체감 형성과 직업을 선택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
이기도 하다(Felsman & Bullustein, 1999).
교육부(2017)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민’에 대한 조사결과, 대학생들은 취업
(60.0%), 학업(25.2%)순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박연경과 강인순(2012)의
연구에서는 학업문제, 대인관계, 진로 및 취업, 경제문제 및 이성문제와 같은 다양한 스트
레스 상황을 경험한다고 밝혔다.
대학생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상황을 살펴보면, 고등학교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자율적
생활방식과 취업난, 다양한 배경을 지닌 동료학생에 대한 공감 능력 부족 등으로 인해 많
은 후기청소년들이 대학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과 불안, 무기력과 이에 따른 대인관
계 단절 등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신지연, 2007). 또한,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후기청소년들은 불안이나 우울과 같은 심리적인 어려움을 경험
하며, 이 과정에서 음주나 흡연뿐만 아니라 과도한 인터넷과 약물 사용 등의 행위로 인하
여 신체질환 문제를 겪을 수 있다(최길순, 나현주, 2013). 후기청소년기에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스트레스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며, 나아가 학업 중도 탈락에 이르기도 한다(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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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연, 2012). 최근 불거지고 있는 청년실업 문제도 대학생활의 적응에 있어 어려움을 가중
시키는 주요요인 중 하나이다. 실업에 대한 불안을 체험하고 있는 재학생들은 자신의 미래
를 불확실한 것으로 인식하고 취업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키워 나가고 있다(정기수,
2017).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열에 걸맞듯 후기청소년의 대학진학률은 70%에 이르고, 대학이 갖
는 자율적 환경의 압박, 성인기로 이어지는 과도기에서의 다양한 역할과제를 마주한 많은
대학생들은 다양한 어려움을 호소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후기청소년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한 실정이며, 실제로 이에 대해 다양한 연구가 실시되어 왔다.
김유미와 유혜경(2012)은 불안, 우울 등 신경증적 척도가 높은 고위험군 학생들을 대상
으로 학교적응력 향상을 위한 현실요법 단기상담을 통해 성적이 향상되고 재학률 또한 높
아진 것을 확인하였다. 구진순, 고영준, 벽설향(2013)은 학업부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멘
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학업성취도, 자기효능감, 대인관계 지지에 있어 유의미한 수준의 향
상을 보고하였다. 또한, 남수현과 황보영(2017)은 신체증상을 호소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지각된 스트레스, 신체 증상, 부정적․자동적 사고가 낮
아지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흐름에 발맞춰 청소년정책의 변화 또한 대학생 대상 적응 프로그램의 개
발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이 추진되면서 청소년 대
상별 맞춤형 지원이 확대되고, 그간 초기와 중기청소년을 중심으로 시행되어 온 청소년 지원
정책이 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점차 확대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학생의 적응강화를 위한 지원에 있어 또래상담이 중요한 대안이 되고 있다.
또래상담은 비슷한 연령과 유사한 생활경험 및 가치관 등을 지닌 또래가 일정한 훈련을
받은 후에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주변에 있는 다른 또래들이 발달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문제를 주로 다루어, 이들이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지지적인 도움을 주는 활동이
다(구본용, 1994). 즉, 또래상담은 고민이 있는 친구에게 또래상담 훈련을 받은 친구가 다
가가 도움행동을 제공하는 것으로, 일정한 훈련을 거친 또래상담자가 친구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하며 문제해결에 있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거나, 전문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이나 사람 등을 안내해 주는 등 조력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또래상담자에 의한 상담은 다른 학생들의 생각이나 느낌, 욕구좌절 등을 공유하여 의사
소통을 증진시키고, 유사점을 발견하고, 친밀감을 형성하게 되어 그들만의 특별한 관심사를
해결하게 하거나 문제에 대처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Fretwell & Merkle,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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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또래상담은 1960년에 미국에서 시작되었으며, 상담에 대한 인식 변화와 함께 그
관심이 높아져왔다. 문제를 지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보다 학생들의 자아개념 증
진 등 심리적 성장과 발달과제의 성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상담활동이 주목받게 되면서
또래상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이다(채유경, 2003).
1994년에 청소년 대화의 광장(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초기와 중기청소년을
대상으로 개발된 또래상담 프로그램은 또래들 간의 상담을 통해 학교 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일선 학교를 통해 꾸준히 보급되고 있다. 2012년에는 급격히 불거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또래를 활용하여 건강한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확대되었으며, 최근
들어서는 스마트폰 과다사용, 다문화 청소년, 탈북청소년 등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느끼
는 친구의 적응을 돕는 다양한 또래상담 프로그램 개발이 추진되어왔다.
그간 우리나라의 또래상담은 주로 초․중․고의 초기․중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2017년에는 전국 초․중․고의 70%이상이 참여할 정도로 활성화 되고 있다.
이러한 또래상담에 대해 이혜미와 김광수(2013)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운
영에서 집단따돌림 예방 효과가 높다고 보고하였다. 최혜숙과 이현림(2003)은 학교생활 부
적응 학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자아개념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어 학교
적응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주지선과 조한익(2014)은 또래상담의 교육경험을 통해
자발적 참여의 중요성 인식, 친구관계 증진, 상담능력 향상에 대한 효과성을 확인하였으며,
또래상담 활동경험이 개인의 내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대인관계 향상, 문제 해결 등에 효과
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또래상담은 초기와 중기 청소년들의 집단따돌림, 자아개념 형성, 대인관계 향
상 등 학교적응에 도움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개발 및 보급중
인 또래상담 프로그램은 매우 적은 실정이다.
몇몇의 연구를 살펴보면, 채유경(2003)은 또래상담에 참여한 대학생의 인간관계 변화, 대
학생활 적응, 사회봉사활동 참여욕구에서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고 하였다. 정은이(2006)
는 또래상담이 스트레스 감소와 학교적응에 효과가 있다고 하였으며, 정은이(2007)는 또래
상담을 실시한 집단에서 진로결정 수준이 향상됨을 보고하였다. 손혜진(2016)은 프로그램
참여를 원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또래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대인관계 유능성이 향상
됨을 보고하였다.
이처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또래상담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제시하는 연구가 일부 존
재하긴 하나, 채유경(2003), 정은이(2006), 정은이(2007), 손혜진(2016)의 또래상담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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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초기, 중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을 부분
수정하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효과성을 검증한 것으로서 그 한계가 있다.
정리하자면, 후기청소년 중 대학생을 대상으로 또래상담의 효과성을 검증한 연구는 그
관심과 효과성에 비해 매우 적은데, 이는 곧 대학 내에 또래상담의 보급이 초・중・고등학
교에 비해 저조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얼마 되지 않는 수의 효과성 검증 연구조차도
초기, 중기청소년을 대상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을 활용함으로써, 대학생 시기에 마주하는
대인관계 양상, 진로상황 및 고등학생과 다른 자율성, 다양성 등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
지 못해, 그 효과성을 보여주는 데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후기청소년 중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또래상담 프로그램을 개
발하여 이에 대한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2. 연구과제
본 연구에서는 대학에서 활용할 수 있는 또래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효과성을 검증
하고자 하며, 이를 위한 본 연구의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와 현장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대학생의 학교생활 적응향상에 필요한
요인을 도출한다.
둘째, 도출된 요인들을 통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범운영을 통한 효과성 검증으로 대
학생 대상 또래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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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또래상담의 정의
또래상담에 대한 연구의 효시로 일컬어지는 Vriend(1969)는 과거 도심지역 고등학생 집
단 내에서 높은 성취를 보이는 학생들이 저성취 집단 학생들을 도와 지도(tutoring)함으로
써 보다 높은 학업 성취를 유도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그동안 또래집단
을 활용한 또래 성장 및 지지 활동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뤄졌으며, 구체적으로 '또래상담
(peer counseling)', '또래조력자(peer helper)', '또래촉진자(peer facilitator)' 등을 핵심 개념
으로 다뤄왔다(박명순, 1998). 그러나 또래상담에 대한 다양한 연구만큼이나 또래상담이라
는 용어에 대한 정의 또한 다양해 명확하게 통일된 정의를 찾긴 쉽지 않다. 따라서 본격적
인 연구 진행에 앞서 또래상담에 대한 선행연구를 개괄함으로써 또래상담에 대한 정의를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청소년이 다른 또래를 지원하는 활동에 대한 요구는 청소년의 상담 수요가 증대하는 데
비해 상담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가 부족한 상황에서 기인하였다(Gray & Tindall, 1978).
D’Andrea(1987) 역시 미국에서 1960년대 지역사회의 구성원에 대한 의료 및 사회적 서비
스 제공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반면, 전문 인력의 보급이 수요에 미치지 않음에 따라 지역
에 있는 비전문 인력을 적절히 활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생겼다고 분석한 바 있다.
특히 Hamburg와 Varenhorst(1972)는 핵가족화에 따른 가정의 역할 축소 및 학생 지도에
대한 학교의 역할기대가 높아진 반면, 교사와 상담자만으로는 당장 위기에 봉착한 학생들
에게 도움을 주기에 급급하여 준(準)위기 집단 대응 및 예방적 대처에 한계가 따른다고 주
장하였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중학교 청소년들이 교사, 상담자의 한계점을 충분히 메워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덜한 학생과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학생들을 도울 훌륭한 전
략적 자원이 된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청소년이 대인관계 문제 해결, 사회적 기술 습
득, 진로 정보 제공, 모델링 제공 등의‘또래 상담(peer counseling)’을 통해 타인에게 냉
담하고 무관심한 학급 분위기를 전환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한편 Foster-Harisson(1995)은‘또래 조력(peer helping)’프로그램을 학생이 또래를 도울

후기청소년 또래상담 프로그램 개발 : 대학생을 중심으로

5

수 있도록 훈련하고 지도하는 실습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의사결정 능
력, 또래 관계, 학업 기술, 스트레스 관리 능력 등이 향상되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또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이어지는 학령전환기를 매끄럽게 넘어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고 보았다.
Bobias와 Mytick(1999)의 연구 또한 중학교에서 학교와 지역사회의 성인이 수행하는 청
소년 지원 기능에 제한점이 있음을 지적하며, 청소년이 직접 또래 촉진자가 되어 이를 보
완하는 역할에 주목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또래 촉진자(peer facilitator)’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그들이 또래의 학업을 돕는 행동을 넘어, 갈등 중재, 건강문제, 대인관계와 학교
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도움 행동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달리 Guanci(2002)와 Schellenberg 등(2007)은‘또래중재(peer mediation)’라는 용
어를 사용해 또래를 활용한 지지 활동을 설명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Jimmy Carter 미국
대통령은 집권 당시 지역 공동체에 갈등을 중재하는 기관을 두도록 하였는데, 이 기관의
중재 기능 방식과 효과를 학교 현장에 접목시킨 것이 바로‘또래중재 프로그램’이라 소
개한다. 이들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또래의 다양한 갈등 상황에서 제3자의 입장에서 상황을
직시하고, 원만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한다.
정리하면, 해외에서 이뤄진 또래상담 연구는 학습 지원(tutoring)에서 시작하여, 상담
(counseling), 조력활동(helping), 촉진활동(facilitating), 중재활동(mediation)에 이르기까지 다
양한 양상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용어 선택의 기저에는 또래상담을 바라보는 연구
자들의 다양한 시각이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한국에서 또래상담은 1980년대에 우리나라에 도입되었는데, 그 초기 형태는 대학
학생생활연구소에서 대학생을 집단상담 코리더로 활용하는 방식이었다(이상희, 노성덕, 이
지은, 2004). 당시 또래상담은 청소년을 준상담자로 양성하여 또래를 돕는 현재의 방식과
달리, 상담 운영의 보조인력 정도로 활용하였다.
청소년이 일정한 훈련을 거쳐 상담자의 역할을 직접 수행하도록 한 시도는 또래상담이
처음 도입된 대학이 아닌 중․고등학교에서 이뤄졌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는
1994년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한국형 또래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을 시작하였는데
(노성덕, 김계현, 2004), 이 과정을 통해 기존에 상담 보조인력으로 참여하던 방식을 벗어
나 어려움에 처한 또래에게 다가가 대화를 나누고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역할을 수행하
게 되었다.
한국형 또래상담 프로그램의 연구를 수행한 구본용 등(1995)은 일반인도 적정 수준의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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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을 거친 후 다른 이에게 효율적인 도움 행동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들을 또래상담자,
준전문가, 상담 자원봉사자로 일컬었다. 동시에 이러한 과정이 상담 전문인력 수급 문제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인력이 대체로 성인과 대학생에 국한되어 있
음을 지적했다. 이 같은 또래상담의 효과성을 고려함과 동시에, 청소년들에게는 본인의 어
려운 문제를 우선적으로 또래와 상의해 해결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으며, 청소년기에는 또
래의 영향이 절대적이라는 점을 바탕으로 국내 중기청소년을 위한 또래상담 프로그램 개
발에 착수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구본용, 김용태 등(1995)은 또래상담을“비슷한 연령의 유사한 생활경험 및
가치관 등을 지닌 청소년들 중에 일정한 훈련을 받은 후에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주변에 있는 정상적인 다른 또래들이 발달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문제의 해결에 조력하
여 이들이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생활의 제반영역에서 지지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행위”
로 정의한 바 있다.
국내의 또래상담 관련 연구 역시 해외에서 다뤄진 또래상담 연구의 용어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용어가 혼재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그 예로는 또래멘토링, 또래조정, 또래중재, 또
래도우미 등이 해당한다. 여기서 이러한 다양한 용어가 주는 시사점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또래상담은 학습지원, 조력, 촉진, 중재, 조정, 도우미에 이르는 다양한 영역을 포
괄하는 활동이라는 것이다. 이는 위의 선행 연구들이 또래상담 활동에 대한 용어를 달리했
음에도 각각의 연구를 분석 및 참고 대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또래상담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용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위의 모든 영역을 관
통하는 공통점은 청소년이 또래의 다양한 문제 상황에서 교사와 상담자 같은 성인 구성원
못지않게 또래를 지원할 역량과 가능성을 지닌 사실에 주목하고 도움 행동을 제공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셋째, 위와 같은 상이한 용어의 사용은 또래상담 연구 분야가 정리되지 않은 한계를 지
닌다고 이해하기 보다는 연구가 수행된 각 환경에서 또래에게 보다 필요한 도움행동이 무
엇인가에 주목한 결과라고 보아야 한다. 특히 또래상담을 개발하고 수행하는 연구자들은
선행연구가 주목한 청소년의 심리정서 지원 및 실천적 도움 행동과 관련한 각각의 요구에
보다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현 또래상담 프로그램의 모체를 이룬 구본용 등
(1995)의 정의를 참고하여, 후기청소년 대상 또래상담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자 한다.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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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청소년 또래상담이란“일정한 상담 훈련을 거친 대학생이 어려움을 겪는 또래를 지원 ․
조력 ․ 중재하는 지지적인 도움행동을 통해 또래의 학교적응, 문제해결, 성장 및 발달을 돕
는 행위”이다.

2. 후기청소년의 특성

가. 후기청소년의 정의
우리나라의 청소년에 대한 정의는 법률마다 다르게 정의되어 있다. 청소년 보호법에서
는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을 9
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법제처, 2018).
청소년백서(여성가족부, 2017)에 따르면, 유엔(United Nation)은 관련 정책(프로그램) 및
국제협약 등을 통해 아동과 청소년을 규정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청소년(youth)은 15
세~24세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연방 청소년 정책조정에 관한 법률 2008(Federal
Youth Coordination Act 2008)⌟에 따라, 청소년을 24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외의 법령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이 상이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예컨대, ⌜가출청소년
법(Runaway and Homeless Youth Act)⌟에서 청소년은 21세 이하, ⌜인력투자법(The
Workforce Investment Act)⌟에서 청소년은 14세 이상 21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청소년이라는 명칭을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않고, 법령에 따라‘미성년자(未成年者)’,‘소년
(少年)’,‘아동(児童)’,‘연소자(年少者)’등으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근거법률에 따라 각기 다른 연령기준을 정하고 있다. ⌜민법(民法)⌟의 미성년자와 ⌜소년
법(少年法)상⌟ 소년, ⌜미성년자음주금지법(未成年者飲酒禁止法)⌟ 및 ⌜미성년자흡연금
지법(未成年者喫煙禁止法)상⌟의 미성년자는 20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고, ⌜형법(刑法)상
형사미성년자(刑事未成年者)⌟는 만 14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청소년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일본 내각부는 ⌜아동·청년
육성지원추진법(子ども·若者育成支援推進法)⌟을 제정하고, 기존‘청소년(靑少年)’이라
는 명칭 대신‘청년(若子)’으로 명칭을 바꾸었으며 정책 대상을 30세 미만까지로 대폭 확
대시켰다. 이 법령이 제정되면서 일본 정부는 영유아기, 학령기 및 사춘기 아동·청소년,
청년기(약 18세~30세 미만)를 정책대상으로 포괄하였으며 나아가 포스트 청년기(청년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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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났지만 원활한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30세~40세 미만의 청년)에 놓인 청년도
포함하는 종합적 추진계획을 수립·추진하였다.
이처럼 국가별, 정책별 청소년에 대한 정의 및 연령 범위는 탄력적으로 적용되고 있으
며, 최근에는 청소년정책 및 정책 대상자인 청소년의 연령이 확장되고 있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청소년정책 추진 과정에서 주로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
거나 13세부터 18세에 해당하는 연령의 청소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제6차 청소년정
책기본계획(2018-2022)이 추진되면서 대학에 재학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점차
확대‧추진되고 있다. 다른 어느 나라보다 교육열이 높은 우리나라는 1980년대 30%였던 대
학진학률이 1990년대에 급격히 증가하면서 2000년대 후반에는 80%까지 증가하였다. 이후
조금씩 감소하여 2017년에는 76.9%에 이르렀지만 여전히 대학진학률은 높은 상태이다(연
합뉴스, 2017.05.31.).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는 고등교육의 확대로 증가하고 있는 대학생 집단을 청년, 혹은 후
기청소년으로 부르고 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0). 후기청소년기(post adolescence)
이라는 개념은 Keniston(1971)에 의하여 처음 사용되었는데, 이 시기가 점점 길어진다는데
주목하였다. Baldwin(신명희 외, 2013 재인용) 또한 청소년기가 확장되고 있음을 주장하였
는데, 청소년기 중기를 18~24세, 청소년기 후기를 24~30세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여 청소년학 분야에서도 청소년기를 초기청소년기(9~14세), 중기청소년기(15~18세),
후기청소년기(19~24세)로 구분하고 있다(최훈, 진영재, 2010). 이는 대학생 집단이 청소년기
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청소년 초기와는 다른 발달 양상을 보인다는 입장이 반영된 것
으로, 신체적인 성숙이 주된 특징이었던 청소년 초기와는 뚜렷하게 구분되는 시기이다(이
한샘, 2014). 이에 본 연구에서도 앞선 연구에서 정의내리고 있는 청소년에 대한 정의를 바
탕으로 초기·중기 청소년과는 구별되는 발달과정 상의 특징을 가지고 있음에 주안점을
두고 19-24세의 청소년을 후기청소년으로 정의하고자 하며, 본 연구에서는‘대학에 재학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나. 후기청소년 발달과업 및 학교생활 적응에서 겪는 어려움
대학생은 발달 이론에 따르면 청소년기 혹은 성인초기에 해당되지만(신명희 외, 2013),
발달과업 상 청소년기를 지나 성인기에 진입하는 과도기에 해당하는 집단이라고 볼 수 있
다(이한샘, 2014). 최근 청소년기가 확장되면서 여러 가지 발달과업이 요구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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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nett(2004)에 따르면 취업, 결혼, 출산 등 성인기 발달과업을 성취하는 연령대가 높아지
면서 성인기로 진입하는 준비기간이 길어졌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후기청소년에 해당하
는 대학생에 대한 관심과 발달 과업에 따른 적절한 개입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Erikson(1968)의 심리사회적 발달이론(Psycho-social development theory)에 따르면 인생
의 각 단계마다 그 단계가 중요해지는 최적의 시기가 있으며, 이 때 요구되어지는 과업들
을 원활히 해결해야 사회에 적응해 나갈 수 있다. 후기청소년기에 해당하는 대학생은 심
리·사회적 발달을 위한 자아정체감(ego identity) 형성, 도덕성 발달 등의 과업이 요구되
며, 의존과 독립 간의 균형, 자율성과 선택에 따른 책임, 또래 및 이성과의 친밀한 관계 형
성, 성공에 대한 압박감 등 여러 심리·사회적 문제에 당면하게 된다(권중돈, 김동배,
2005). 구체적으로 대학생들이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으로는 대인관계 스트
레스, 학업스트레스, 등록금 등의 경제적 어려움, 취업난, 장래에 대한 불안감 등의 스트레
스로 인해 정신적 위험에 직면해 있다(김노은, 2012).
첫째, 대인관계는 인간 실존에 필연적인 요소로써 발달단계마다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
지만 특히 대인관계의 폭과 깊이를 키워나가는 대학생 시기에서의 대인관계는 그 어느 발
달단계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송명자(1998)는 대학생 시기에서의 대인관계는 가족,
동료, 친구, 연인 등 성숙한 인간관계를 발달시키는 중요한 시기로서 학교에서의 다양한
모임 활동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인간관계를 맺으면서‘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는지’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다고 하였다.
대학생들은 대학생활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친밀한 관계 형성을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
을 할애하고 있지만 그만큼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 또한 호소하고 있기도 하다. 우리 사회
에서는 청소년 시기에 자아정체성을 형성하는 발달과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대학입시라는
현실적인 과제에 몰두하게 됨으로써 자아정체감 형성에 대한 과제가 대학으로 유보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로써 대학생 시기에 자아정체감 형성과 더불어 성인기 초기의 발달과
친밀한 대인관계 형성이라는 발달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대인관계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적절히 제공받지 못한 대학생은 자신의 정
서를 탐색하거나 감정을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정서적 고통과 혼란을 야기하기도 한
다.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대학생이 호소하는 가장 많은 정서적 어려움은 외로움
과 고독이다. 또한 대인관계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가지며, 타인으로부터 평가받거나
무시당하거나 거부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두려움으로 인해 대인관계를 회피하게 되기
도 한다(박경희, 2009). 즉 대인관계 부적응을 경험하는 많은 대학생들은 고독, 우울,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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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정서적 문제를 일으키게 되며, 이러한 대인관계 부적응과 정서적 문제가 점차 악화되
고 장기화되면 정신건강 상의 현저한 심리적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다.
둘째, 취업 및 진로에 대한 어려움이다.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취업스트레스로 인해 소화
기계 통증, 두통, 수면장애 등의 신체건강뿐만 아니라(김혜정, 2004), 대학생의 지적·정신
적·신체적 발달을 저해하며, 심한 경우 우울증이나 자살동기와 같은 반사회적 증상을 유
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혜정, 2013). 강미영(2012)의 연구에서도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
와 대학생활 적응 간의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남으로써 취업스트레스가 대학생활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경옥, 조윤희(2011)는 대학 신입생
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진로결정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겪을 수 있는 모호한 진로와 취
업의 압박이 학교생활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보고한 바 있으며,
이현주(2014)의 연구에서도 대학생들이 취업과 관련하여 성격적으로, 학업적으로 스트레스
를 많이 지각할수록 대학생활에 적응하기 힘들다는 연구결과가 있었다.
또한 대학생은 등록금 및 자기계발, 생활비 등의 마련을 위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
다. 이러한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선택한 ‘재학 중 근로’는 학업과 일이
라는 이중적 역할 과부담으로 인해 만성적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이로 인한 성적 하락, 교
과 외 활동에 대한 접근성 감소와 반복되는 휴학 경험은 대학생활의 분절을 초래한다고
하였다(강숙자, 2012).
이 외에도 대학생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요인을 다양하게 연구한 최윤희(2003)의 연구에
서는 취업뿐만 아니라 이성친구와의 갈등, 부모와의 갈등, 대인관계 스트레스, 경제적 빈
곤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우울정도가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었으며, 김성경(2003)은
대학 신입생의 진로 및 취업 스트레스, 학업 스트레스, 대인관계 스트레스와 같은 다양한
스트레스가 다차원적인 학교적응영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하였다. 또한 김
송화(2011)는 대학생이 경험하는 과도한 스트레스는 이들에게 근심, 침울함, 무력감 및 무
가치함을 나타내는 정서장애 및 자신감, 성적, 학교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
다.
이처럼 대학생이 건강한 성인기로 진입하기 위한 발달과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심리
적, 신체적인 문제를 조절하고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
(이가영, 최태월, 이용선, 2015). 이는 중‧고등학교와는 다른 교육환경, 갑작스럽게 부여되는
자율성과 책임 등의 환경변화를 경험함으로써 사회적응에 대한 갈등과 심리적 혼란을 겪
게 되기 때문이다(이지영, 2007). 실제로 대학생은 전공과목 선택, 수업 준비를 스스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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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의 범위가 확장됨으로써 원만한 관계유지를 위한 적응으로 인
해 더욱 힘이 들 수 있다(이수진, 2009).
적응이란 개인이 주변 환경과의 능동적인 상호작용을 의미하며 때로는 환경의 요구에
맞도록 개인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환경을 개인에게 맞도록 변화시킴으로써 환경에 효과적
으로 대응하는 것을 의미한다(Arkoff, 1968). 또한 개인이 사회적 또는 물리적 환경으로부
터 생존하기 위해 환경으로부터의 다양한 요구에 대처하는 심리적 과정을 적응으로 볼 수
도 있다(박은민, 2001). 적응이 잘 된 상태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들을 합
리적으로 해결하여 스스로 생활에 좌절이나 불안감 없이 만족을 느끼지만, 적응이 잘 이루
어지지 못한 상태에서는 불안, 긴장, 우울 등의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게 된다(김수지,
2012).
유사한 맥락에서 대학생활적응(adjustment to college life)은 학교 상황에서의 적응 개념
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학교는 학업적, 개인적, 사회적 장면 전반에 걸쳐서 역량 증진을 확
보한 장소(Doll & Lyon, 1998)이기 때문에 대학생활적응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대
학생활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불만족, 적대감, 불안, 우울 등의 부정적 사고와 연결될
수 있으며 개인의 차원을 넘어 사회적 차원에서도 문제점들이 발생한다(홍계옥, 강혜원,
2010). 이 때 자아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낮은 사람들에 비해 불안이나 우울에 덜 취약할
뿐 아니라 사회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긍정적 정서를 보인다고 하였으며(고은정, 1997),
대학생의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 때 지각된 사회적지지가 높다면 자살사고가 감소될 수 있
음을 시사하였다(김신연, 채규만, 2013).
이와 같이 대학생 또래상담자로서 익혀야 하는 교육과 활동 참여를 통해 대학생활적응
에 도움이 되는 보호요인을 계발하고, 일정한 교육훈련을 받은 숙련된 대학생 또래상담자
가 대학생활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에게 인사하기, 고민 들어주기, 같이 수업듣기
등의 다양한 도움주는 활동을 통해 사회적지지 인적자원이 되어줄 수 있다. 이는 대학생활
부적응으로 인한 부정적 정서경험, 자살 등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 등을 예방할 수 있는 방
안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학생의 발달과업 실행수준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를 돕는 대학생 또래상
담자를 대상으로 대학생활적응을 향상시킬 수 있는 또래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후기청
소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진입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12

3. 또래상담 프로그램 관련 선행연구
가. 초․중기 청소년 대상 또래상담 프로그램의 효과성 분석 연구
지금까지 살펴본 후기 청소년이 발달 단계에서 겪게 되는 심리·사회적 문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보급되고 있다. 특히 후기 청소년에 속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들이 경험하는 학업적, 심리적, 사회적 적응에서의 문제 해결을 위해
진로탐색, 대인관계, 학업성취, 의사결정, 스트레스 대처 훈련, 또래상담 등 다양한 상담 프
로그램이 개발되어 왔다(탁정미, 2004).
이러한 또래상담은 실제로 다양한 연구를 통해 효과성이 입증되어 왔는데, 정작 초창기
에 또래상담이 보급된 대학보다 그 이후에 보급된 초・중등학교를 대상으로 효과성 분석
이 이뤄졌다.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또래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뿐만 아니라 또래상
담 활동으로 도움을 받은 내담자, 또래상담자가 속한 학급과 학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
고, 그 결과는 하나같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또래상담 프로그램이 또래상담자에게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또래상담 프로그램은
또래상담자의 인간관계 및 교우관계 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현림과 최현
주(2003)에 따르면 또래상담 프로그램 교육을 받은 중학생은 통제집단에 비해 타인을 이해
하고 원만한 사회생활을 해나가는 데 보탬이 되는 신뢰감, 민감성, 개방성, 이해성 등의 인
간관계 능력이 향상되었다. 한편 박영희(2014)는 또래상담 프로그램을 교육받은 중학생이
교우관계와 관련된 만족감, 의사소통, 친근감, 개방성 등의 영역이 향상됨을 확인하였다.
이 외에도 또래상담 프로그램은 또래상담자의 자아개념 및 자아존중감 향상에도 긍정적
인 변화를 나타내었고(김서주, 황인옥, 2014; 박민영, 송현종, 2003) 또래상담자의 리더십
(이종선, 유순화, 2009), 의사소통 기술과 사회적 효능감(변상해, 김세봉, 2011), 자기표현능
력과 자기조절능력(전선숙, 2010)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또래상담 프로그램이 내담자에게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 결과, 정정임, 주은선(2006)
은 또래상담 활동을 통하여 따돌림 피해 학생의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 능력이 향상되었
으며, 그로 인해 긍정적 자기 인식, 자기 가치, 자기 유능감을 인식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
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또래상담을 통해 따돌림 피해 학생의 학교적응 능력이 향상되
어 학교규칙과 수업태도 면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혜숙, 이현림
(2003)의 연구에서도 또래상담은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으로 하여금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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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태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하려고 노력하
게 하는 등 학교부적응 학생의 자아개념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마지막으로 또래상담 프로그램이 학급 및 학교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살펴보면 최연희,
이현림(2003)은 또래상담 활동을 통해 또래상담자가 속한 학급의 학급응집력 중 환경 분위
기와 의사소통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아진 것을 볼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학급에 배치된
또래상담자의 수가 많을수록 학급의 환경 분위기, 학급원들의 상호신뢰, 사기와 의사소통
영역에서도 점수가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혜숙, 이현림(2005)의 연구에서도
학급응집력 하위요인 중 환경 분위기, 상호신뢰, 사기, 의사소통 영역에서 실험집단이 통
제집단에 비해 평균이 높게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학교생활만족도의 하위 요
인 중 학교생활, 수업, 교사, 친구에 대한 만족도 모두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또래상담 활동이 학급응집력뿐만 아니라 학교생활만족도 역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다수의 연구에서 또래상담의 효과성이 입증되고 있으며 또래상담 성과 연구에
대한 메타분석도 이루어져 왔다. 노성덕과 김계현(2004)은 1990년부터 2003년까지 국내에
서 진행된 또래상담 연구의 성과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또래상담 연구에서의 종속변인
은 주로 자아개념, 의사소통 능력, 대인관계, 사회성, 학교관련 태도, 진로, 비행 등으로 나
타났으며, 또래상담이 어느 요인에 더 영향을 주는지 살펴본 결과 의사소통, 비행, 대인관
계, 사회성, 학교관련 태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준기, 강근모(2015)는 2000년부터 2015년까지의 또래상담 성과 연구를 통해 또래상담
프로그램이 또래상담자의 보호요인(인간관계태도, 사회성, 자아존중감 등)과 위험요인(집단
따돌림, 외로움, 불안 등)에 미치는 효과크기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보호요인은 대인관
계, 자기표현, 의사소통, 사회성 변인과 같은 기술적 보효요인과 자아존중감, 자아개념, 자
기효능감과 같은 태도적인 보호요인으로 구분하였는데 기술적 보호요인과 태도적 보호요
인 모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위험요인의 완화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나 또래상담자의 보호요인 및 위험요인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또래상담의 효과성 연구는 대부분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정작 우리나라에서 또래상담 프로그램이 대학생을 중심으로 처음
보급되었으며(노성덕, 2014), 또래상담 활동의 주체인 또래상담자가 대학생일 때 가장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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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가져온다는 연구결과(노성덕, 김계현, 2014)에도 불구하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또래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는 초․중․고등학교에 비해 그 수가 현저히 적고, 단위학교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또래를 활용한 집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경우가 매우 많
은 실정이다.

나. 후기청소년 대상 또래상담 프로그램 연구
또래상담에 대한 연구가 최초로 이뤄진 미국의 사례를 보면, 1960년대 지역사회 의료 및
사회적 서비스 제공 확대에 비전문 인력을 도입하여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었고, 그 활동영
역 역시 병원이나 학교, 대학 등으로 번져가기 시작했다(D’Andrea, 1987). 특히 이 연구는
내담자들이 비전문 인력이 최소한의 수련을 거친 후 진행한 상담에 대해, 실제 전문 인력
이 수행하는 상담에 준하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그리고 이후 다양한 연구를 거쳐
1970년대 중후반에 이르러 과거‘지역의 비전문 인력’라는 용어가‘전문 인력 보조’를
거쳐‘또래 상담자’로 대체되었다고 분석하였다. 나아가 이 연구는 대학에서 또래상담이
갖는 역할과 그 효과를 역설하였는데, 구체적으로 대학 내 또래상담자는 또래의 병리적인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심리적 독립, 대인관계 문제 등을 다루며 도움을 받는 내담자뿐만
아니라 훈련과정에서 또래상담자 역시 자신의 독립성, 관계 역량 등을 향상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대학 내에서의 또래상담은 대학생이 갖는 발달과제에 대해 다룰 때 보다 효
과적으로 기능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Privette와 Delawder(1982)는 또래상담이 전문 인력을 활용한 상담에 비해 우선 지출 비
용이 저렴하고, 라포형성 및 수평적 관계형성이 가능하다는 관계적 이점이 존재한다고 보
았다. 이러한 이점에 힘입어 실제로 성인, 대학생, 청소년 및 아동 등 다양한 연령 집단 내
에서 알콜, 약물, 성 등 다양한 범주를 아우르는 문제영역에 대해 또래상담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특히 이 연구는 학업 및 대인관계에 대한 문제를 지원하고자 West Florida 대학의
심리학부가 또래상담을 실시한 사례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교내 다양한 학업관련
정보를 전달하고, 신입생과 학교를 이어주는 가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
서 또래상담자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대학 내 고민을 들어주고, 진로, 삶의 목적, 자존감,
외로움과 같은 다양한 문제를 함께 다뤄주었다.
이처럼 대학 내에서의 또래상담이 갖는 효과는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검
증되어 왔으며, 터키(Aladağ & Tezer, 2009), 영국(Eryilmaz, 2017) 등 미국뿐만이 아닌 다
양한 국가에서도 그 효과성에 주목하고 대학생 또래상담자를 양성함으로써 또래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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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조력활동을 이어가도록 하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 지금까지 연구된 대학생 대상 또래상담 연구를 정리해보면 다음 <표 1>
과 같다. 우선 김광은(1991)은 사관생도를 대상으로 동료 상담자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
고 그 효과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다양한 선행 연구를 통해 상담 전 필수적으로 상담자
에게 요구되는 내용을 포함하기 위해 나와 타인에 대한 이해, 도움행동의 이해, 관심 기울
이기, 의사소통 장애 요인, 공감, 질문하기, 진실성 등에 대한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
였다. 프로그램 실시 후 또래상담자의 의사소통 능력과 자아개념, 집단응집력에 어떠한 영
향을 미쳤는지 살펴본 결과 또래상담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경청, 관심 기울이기, 공감, 질
문, 진실성 등을 포함한 의사소통 능력 배양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혜숙(2000)은 교육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또래상담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연구를
실시하였다.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또래상담자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 긍정적 조력관계
형성의 기본 능력 익히기, 문제영역별 구체적 조력 기술 익히기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문
제영역별로 진로 문제 조력기술, 대인관계 문제 및 갈등 관리 조력기술, 학업문제 조력기
술, 성격 및 자아성장 관련 조력기술 등의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그러나 위 연구들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또래상담 프로그램 개발 연구이지만 특정 대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로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일반화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효과성 역시 미미하다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대학생 대상 집단 프로그램
연구를 살펴봄으로써 대학생 대상 또래상담 프로그램 개발 시 유의할 점을 도출하고자 한
다.
우선 채유경(2003)의 연구에서는 또래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자아존중감, 인간관계 변화,
대학생활적응, 사회봉사활동 참여 욕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정은이(2006)는 스트레스 정도와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정은이(2007)의 연구에서는 또래상담 프로그램을 통한 진로결정 유형 및 수준에 미치는 영
향을 살펴보았으며, 손혜진(2016)은 대인관계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또래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내담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황혜리(2002)의 연구에
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동료상담자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이를 이수한 상담자는 실
연을 경험한 동료 대학생과 함께 지지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프로그램 진행 이후 내
담자의 인간관계, 자존감, 대학 생활 적응, 생활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
았으며, 구진순, 고영준, 백설향(2013)의 연구에서는 또래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학습 부
진 대학생의 학업성취도 및 자기효능감, 대인관계지지 영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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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았다.
이상의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또래상담자 및 내
담자의 개인 내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사회봉사활동 참여 욕구, 진로결정 유형 및 수준, 학
업성취도 등 다양한 변인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대학생이
처한 사회적 환경 및 역할이 초․중․고등학생이 처한 것과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또래상담 개발 관련 연구들을 보면
그 대다수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지지상담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으로서 초․중․고등학생
을 대상으로 한 또래상담 프로그램과는 달리 대학생으로서 겪고 있는 문제영역에 초점을
두고 개발된 경우가 전무한 실정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후기 청소년 대상 또래상담 프로그램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국내에서
또래상담 프로그램이 대학교를 중심으로 가장 먼저 보급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초․중․고
등학교를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며, 또래상담의 효과 연구도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 연
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앞서 살펴본 대학생이 경험하는 다양한 심리․사회적 문
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대학생 대상 또래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또래상담 프로
그램의 효과뿐만 아니라 또래상담 활동을 통한 내담자와 학교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다각
적인 면에서 효과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1. 후기청소년 대상 또래상담 프로그램 연구 논문(노성덕, 2014, 재구성)
연구자(년도)

김광은(1991)
김혜숙(2000)
황혜리(2002)
채유경(2003)
정은이(2006)
정은이(2007)
황재연(2009)
구진순, 고영준,
백설향(2013)
손혜진(2016)

논문 제목

동료상담자 훈련에 관한 일 연구 : 사관생도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를
중심으로
교대학생 또래상담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 연구
동료상담자에 의한 지지집단 상담 효과
대학생 또래상담 프로그램의 효과 및 효과요인에 관한 연구
또래 집단 상담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스트레스 및 학교 적응에 미치는 효과
또래 진로상담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진로결정 유형 및 수준에 미치는 효과
대학생 또래상담자가 사용할 자기효능감 향상 프로그램 개발연구
학업부진 대학생을 위한 또래 멘토링 프로그램의 효과 분석
대학생 또래상담자 훈련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 : 대인관계 유능성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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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개발된 프로그램을 통해 양성된 대학생 또래상담자가 대학 생활에서 심
리적 어려움에 처한 또래 대학생의 학교 적응을 도울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
라서 대학생의 심리적 어려움과 적절한 지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대학생과 대학
학생상담센터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를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였다.

2. 후기청소년 또래상담 프로그램 개발과정

가. 후기청소년 또래상담 프로그램 개발단계
본 연구에서는 후기청소년 또래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김창대 등(2011)의 프로
그램 개발 3단계(프로그램 기획 → 프로그램 구성 → 프로그램 실시 및 평가)를 적용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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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수립

프로그램 개발 연구팀 구성
프로그램 목표 수립

▪
▪



기획

문헌 연구


요구 분석


모형개발
구성

또래상담의 정의 및 관련 선행연구 고찰
후기청소년의 심리적 발달 관련 선행연구 고찰
후기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문제 관련 선행연구
고찰

▪
▪
▪

기존 대학생 대상 집단 프로그램 평가 분석
다면적 요구 분석
- 현장전문가 포커스 그룹 인터뷰
- 후기청소년 포커스 그룹 인터뷰 및
심층 인터뷰

▪
▪

▪
▪

프로그램의 구성원리 및 조직원리 추출
프로그램의 운영원리 추출

▪
▪
▪

프로그램 요소 조직 및 활동 내용 구성
학계 및 현장 전문가의 안면 타당도 평가
프로그램 초안 개발

▪

프로그램 시범운영 실시

▪
▪
▪

프로그램 효과성 분석
프로그램 참여자 평가에 따른 수정·보완
전문가 감수 및 자문에 따른 수정·보완



내용 구성


예비연구
실시
및
평가



평가 및
수정·보완


개발완료

최종 프로그램 개발완료
(매뉴얼, 워크북, 교구재 등 포함)

▪

< 그림1. 후기청소년 또래상담 프로그램 개발 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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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포커스 그룹 인터뷰
1) 포커스그룹 인터뷰 대상
포커스 그룹 인터뷰(Focused-Group Interview)란 특정 주제와 관련하여 공통된 특성을
지닌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연구방법으로, 이를 통해 정량적 분석방법으로 얻을
수 없는 세부 데이터를 취득하는 방법이다.
이는 특정 대상을 초점으로 하는 본 연구의 프로그램 개발 목적에 부합하며, 이를 바탕
으로 본 연구는 대학생 또래상담자 집단, 또래상담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학생상담센터 종
사자 집단, 대학생 대상 또래상담 교육을 진행하거나 지역에서 또래상담자 활동을 이끄는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 집단을 대상으로 총 세 차례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
시하였다. 그 구성인원은 다음과 같다.

표 2. 포커스그룹 인터뷰 대상
구분

대학생
또래상담자

대상

A
B
C
D
-

경력

구분

2년
2년
2년
대학
2년 학생상담센터
-

대상

경력

구분

E
F
G 3년
청소년
H 이상 상담복지센터
I
-

대상

경력

J
K
L 3년
M 이상
N
O

2) 포커스 그룹 인터뷰 질문지 구성
후기청소년 또래상담 프로그램 개발 연구를 위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 질문지는 그 대상
집단 수에 맞게 대학생 또래상담자용,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전문가용, 대학학생상담센터 전
문가용 총 세 종류의 질문지를 제작하였다. 질문지는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또래상담 프
로그램을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 연구진들이 직접 제작하였으며, 질문지 구성에는 상담전
공 박사 3인과 박사수료 1인, 석사 2인이 참여하였다. 구체적인 질문지 구성 절차는 다음
과 같다.
첫째, 선행 연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후기청소년 또래상담 프로그램 개발 시 어떤 목
적에 초점을 두어야 하며, 고려하여야 할 사항들의 목록은 무엇인지 3차례에 걸쳐 아이디
어 회의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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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프로그램의 목적 및 제작 시 고려할 사항을 합의한 후 포커스 그룹 집단 별 대상
자들이 응답해줄 수 있는 질문인지에 대해 검토를 실시하였다.
셋째,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세 집단의 질문지를 작성하고, 질문이 의도하는 바를 잘 나
타내고 있는지, 질문들 간에 불필요한 중복성은 없는지, 대상자 집단에 맞게 질문이 구성
되었는지 등 추가 및 수정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 최종검토를 진행한 후 최종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3) 자료 수집 및 분석
FGI 자료수집과 분석은 총 여섯 개의 단계로 이루어졌다.
첫째, 상담전공 박사 3인과 박사수료 1인, 석사 2인으로 구성된 연구진이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서 다룰 질문에 대해 합의했다.
둘째, 연구진 3인 이상이 한 조를 이뤄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했다. 이때 인터뷰를
담당할 연구진과 이를 관찰하고 인터뷰를 촉진할 대상자를 사전에 선정하였다.
셋째, 인터뷰 내용에 대해 디브리핑을 실시했다. 추가 인터뷰 필요 여부에 대해 합의하
기 위해 인터뷰가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1시간 가량 결과물에 대해 검토를 거쳤다.
넷째, 인터뷰 과정에서 관찰된 자료 및 녹음 파일을 전사하여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모든 연구진이 축어록을 검토하여 내용의 정확한 이해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다섯째, 분석내용 가운데 유의미한 진술, 범주 등을 도출하여 이를 재검토하고, 분석 편
파 오류를 주의하며 분석과정에 대한 상호 검토를 거쳤다.
마지막으로 여섯째, 최종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후기청소년 대상 집단 프로그램 및
정책에 대한 비교와 분석을 실시하고, 보완 및 추가해야 할 부분을 논의하였다. 이를 통해
추후 최종 프로그램 개발, 대학 현장과의 연계 및 프로그램 인증에 대한 향후 방향성을 정
하고자 하였다.
4) 포커스 그룹 인터뷰 분석 결과
가) 현행 대학생 대상 또래상담 프로그램 교육의 한계

“현재 또래상담 프로그램은 중고등학생용으로 개발되어, 이를 대학생에게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수준이 적절하지 않아요.” (전문가 E, F, G, K, L,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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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을 진행하다보면 중고등학생 시기에 또래상담자로 활동하다가 대학생이
되고난 후 다시 활동을 하고 싶어 찾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다보니 교육을 진행할
때 ‘했던 것을 또 하는구나’라는 반응이 있었어요.” (전문가 G, H, I, K, L ,N)
“과거 중고등학생 시기에 또래상담자 활동 경험이 있던 친구와 그렇지 않은 친구
가 프로그램을 이끌어나가는 수준이나 방식이 달랐어요.” (전문가 G, J, K, L, M)
나) 대학생 또래상담 프로그램이 주목해야 할 대학생의 심리・정서적 문제

“상담센터를 찾는 학생들의 경우 대인관계, 학업, 진로에 대한 호소문제가 보통 주
를 이뤄요.” (전문가 E, H, I, O)
“대학생 또래상담자가 양성된다면 다른 또래의 대인관계 능력 향상과 관련해 유익
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에요. 숫기가 없어 조별과제를 수행할 팀에 잘 들어가지 못하
는 친구를 도울 수도 있고, 일상을 공유하는 친구가 되어줄 수도 있고, 대인 관계 문
제로 상담을 받는 내담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다양한 대인관계 기술을 시도해 볼 수
있는 상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할 수도 있어요.” (전문가 E, F, G, H, I)
“청소년기에 미해결된 문제가 대학생에 와서도 고스란히 이어지는 모습을 보게 돼
요.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게 필요합니다.” (전문가 E, H, J, L)
“정해진 코스대로 교육이 이뤄지던 고등학교와 달리, 대학교에서는 자율적으로 수
업을 선택하고 수강해요. 여기에 익숙하지 않던 학생들이다보니 크게 혼란을 겪고 있
어요.” (전문가 E, F, G, L)
“1, 2학년 때에는 중고등학교 시기와 다른 대인관계에 대한 고민이 주를 이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고학년이 되어갈수록 타인의 기준에 맞춰 살아오던 방식을 벗어나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어요.”
(대학생 또래상담자 A,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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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소문제 영역 자체를 또래상담 프로그램 교육에 참여하는 대학생들에게 직접 물
어보는 형태로 프로그램을 구성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개발진이나 인터뷰 대상자가
몇 가지의 문제영역을 한정하기보다, 다양한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
색해보는 활동으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전문가 F, G, K, L, M, N)
다) 대학생 또래상담 프로그램이 갖춰야 할 교육 내용

“중고등학생 시기와 배우는 내용은 같았으나, 대학생 또래상담자 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특성과 달랐어요. 중고등학생 때에는 교육에 참여하는 친구들끼리 이름이나
얼굴을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 별도의 친목활동이 굳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대학생이 되니 서로 서먹한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가까워지는 활동이 초반에 많이
포함되면 좋을 것 같아요.” (대학생 또래상담자 A, B, C, D)
“교육내용의 전문성이 더 강화되면 좋겠어요. 학생들이 다양한 상담이론과 기법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해요. 또한 대학생 시기에 다양한 발달과제를 마주하게
되는데, 여기서 어려움을 겪는 또래를 돕기 위해서는 대학생 시기의 발달과제가 무엇
인지 아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상담이 무엇인지, 내담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상담에 대한 정의, 기본 용어 등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면 좋겠어
요. 이 경우 상담 및 심리학 관련 전문지식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전
문가 F, H, M, N)
“또래상담자 스스로가 건강하고 자신을 잘 표현할 수 있어야겠다고 느꼈어요. 이
를 위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초반에 포함되면 좋을 것 같아
요.” (대학생 또래상담자 A, B, C, D)
“기존 또래상담프로그램은 학생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법, 면담 교육
이 주를 이뤘어요. 반면에 또래상담자 본인에 대한 자기이해 시간은 없었습니다. 자신
에 대한 이해를 체험할 수 있는 활동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왜 또래상담자가 되
고 싶었는지, 어떤 반응에 거부감이 있고 어떤 친구가 부담스러운지, 어떤 편견을 가
지고 있는지에 대해 돌아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전문가 F, G, I, J,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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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과 경청에 대한 훈련이 좀 더 보강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상담 및 대화기
법을 아무리 연습해고 익숙해지더라도 자신이 체험하지 못하는 일에 대해 공감하는
것을 원체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전문가 E, F, G, I, K, L)
라) 효과적인 프로그램의 운영방식

“바쁜 대학생들의 일정을 고려해 집합교육 이외에 온라인 교육 매체도 제공되면
좋겠어요. 집합교육이 주가되어야 한다면 월 1회 전체교육 시간을 갖고, 매 주 시간이
맞는 사람들끼리 소규모 조모임 활동을 자발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교육 형태가 갖춰
지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 리더를 선정해 리더가 그 주 모임의 학습 내용을 정리하고
주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면 학생이 중심이 되는 모임이 이뤄질 것 같습니
다.” (대학생 또래상담자 A, B, C, D)
“학생들이 수업, 동아리 활동, 아르바이트 등의 일정이 있어 평일에 교육에 참여하
지 못해요. 그래서 토요일로 교육일을 잡아두고 사전에 가능한 인원을 모집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든, 대학학생상담센터든 평일 일과시간 중에 교
육을 진행하기엔 학생들의 참여가 저조합니다. 따라서 교육내용을 구성할 때 기본적
으로 이수해야 하는 양을 최소화하고, 교육내용을 선택해 원하는 내용을 교육할 수
있는 모듈식 프로그램 구성을 갖추면 좋을 것 같아요.” (전문가 E, F, G, I, L, M, N,
O)
마) 기타

“대학학생상담센터와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협약을 맺으면 좋을 것 같아요.
대학생이 가진 자원은 무궁무진합니다. 다양한 학과와 자질을 갖춘 학생들이 많아 청
소년상담복지센터의 다양한 멘토링 사업, 저소득층 학업지원 사업의 인력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또래상담 사업을 중심으로 이러한 연계가 이뤄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때 대학학생상담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이 필요합
니다.” (전문가 F, G, L, M, N,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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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교육 내용에 대학생 또래상담자가 얻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언급이 되
면 좋겠습니다. 요즘 대학생들은 취업과 관련되지 않으면 등한시 하는 경향이 있어요.
또래상담 교육을 받았더니 직장에서도 이러한 이점이 있다더라, 이수해서 실제 상담
관련 직종을 얻는 데 보탬이 되더라 라는 후기 등이 프로그램에 담겨 있으면 좀 더
많은 대학생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학생 또래상담자 A, C, 전
문가 K)

다. 시사점
포커스 그룹 인터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대학생 대상 또래상담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현재 대학생들에
게 제공되는 또래상담 프로그램 교육은 1994년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또래상담
기본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다. 또래상담의 효과성을 근거로 교육 대상이 후기청소년으
로까지 확대되는 근래의 흐름은 긍정적이나, 교육 대상에 걸맞지 않은 교육자료가 활용되
는 것은 교육의 진정한 효과를 자아내기 어렵다. 실제로 현재의 중고등학생용 대상으로 개
발된 또래상담 기본 프로그램 교육 자료는 고등학생이 나와 대화를 이어나가는 영상을 중
심으로 이뤄졌다. 실제로 문・이과 진학에 대한 고민과 같은 대학생들이 공감하기 어려운
사례들이 나오기도 한다.
또한 교육 내용의 수준 자체도 대학생들에게는 적절하지 못해 유치하다는 인터뷰 대상
자들의 반응이 많았다. 다양한 대화기법 교육과 연습을 통해 공감, 경청 등을 학습하는 것
은 좋으나, 암기를 용이하게 하고자 초성을 따서 만든 단어, ‘어기역차’, ‘잠하둘셋’,
‘원무지계’등이 유치한 인상을 주고 교육 내용의 수준 또한 대학생의 인지적 수준에 비
해 낮아 적절한 자극과 흥미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평이었다.
마지막으로 중고등학생 시기에 또래상담자 활동을 했던 대학생의 경우, 또래상담자 양
성교육에서 같은 내용을 또 다시 반복하는 수준에 그칠 수 있다. 또한 대학생 대상 교육을
운영할 때 과거 또래상담자 활동 경험 유무에 따라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수준에 차이가
발생해 교육집단 내 위화감을 유발할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유경험 집단 내에는 흥미를
유발하기 어려워 집단 운영 자체가 지장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볼 때, 대
학생만을 위한 또래상담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보급될 필요가 있음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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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대학생들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의 핵심요소들이 도출되었다. 현재 대
학상담센터를 찾는 대학생들 가운데 대다수가 대인관계, 학업, 진로에 대한 고민을 호소하
고 있다. 그 가운데 대학생 또래상담자는 다가가서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기존 프로그램의
역할을 바탕으로 또래의 대인관계 문제에 효과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음을 확인했다.
한편 실제 대학생들은 대학생활 초기에는 대인관계에 대한 고민이 주를 이루지만 시간
이 흐를수록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찾는,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는
청소년기에 미해결된 문제가 대학에 와서도 이어지고 있고, 기존에 주어진 대로의 삶을 살
면 됐던 중고등학교와 달리 자율적으로 나아갈 방향을 선택하고 책임을 지는 영역이 확대
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대학생 또래상담자는 또래의 임상적
문제 영역보다 발달과제 영역에 도움을 줄 때 보다 유익하다는 D’Andrea(1987)의 연구를
볼 때, 이와 같은 대인관계 및 정체성 확립에 대한 영역을 대학생 또래상담 프로그램에 반
영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대학생들이 자발적이고 중고등학생에 비해 인지적 수준이
높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에서 다룰 호소문제 영역 자체를 프로그램 개발진과 인
터뷰 대상자들이 한정하지 않고 프로그램 내에서 직접 활동으로 다루는 방법을 제안하기
도 하였다. 다만 이 의견을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할 시에는, 지도자의 역량에 따라 프
로그램 진행이 제한될 수도 있는 만큼, 명료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최소한 구조화된
프로그램 형태를 취할 필요가 있다.
셋째, 대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운영방식을 확인하였다. 우선 중고등학교는 학교 규모 자
체가 대학교에 비해 월등히 작다. 그 결과 학생들이 서로의 얼굴이나 이름을 알고 또래상
담자 교육에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 반면에 대학교는 그 규모가 크기도 크거니와 학생 각
자의 전공과 참여하는 연령대 폭이 좀 더 크다. 즉, 집단 자체의 동질성 정도에서 큰 차이
를 갖는다. 그 결과 중고등학생에 비해 대학생 대상 또래상담 교육 진행초기에 서먹하고
낯설어 하는 경향이 보다 클 수 있다. 따라서 교육 내용에 친목을 위한 활동이 보다 많이
포함될 필요성이 있다.
한편 대학생 또래상담자 및 대학생 또래상담자를 양성하는 전문가들은 전반적으로 대학
생의 상담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한 욕구가 높으며, 인지적 수준 또한 높다는 의견을 공
유했다. 이는 전문성 향상을 위한 욕구도 높고, 이를 받아들일 수준 또한 갖춘 만큼, 보다
전문적인 수준의 교육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이어졌다. 구체적으로는 다양한
상담이론 및 기법, 상담 자체에 대한 기본적인 용어 등 상담에 대한 지식과, 청소년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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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과제 및 수준에 대한 정보 등 심리학 관련 지식을 보다 세부적으로 교육받고 싶어 한다
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나아가 상담자로서의 자기 이해 및 점검이 필요하다는 내용 또한 학생 및 전문가 집단
모두에게서 확인할 수 있었다. 상담자가 곧 내담자를 비추는 거울이며, 자신을 잘 이해하
는 만큼 내담자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믿음에 기반한 의견이었다. 이러한 자기 이해
및 점검이 교육 내용 초반에 구성된다면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를 제공하고 한편으로는 상
담 동기를 효과적으로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공감과 경청에 대한 훈련이 현재 또래상담 프로그램의 기법 교육 수준을 넘
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확인했다. 현재에도 대화 기법 안내는 잘 이뤄지고 있으나
그 중요성에 비해 교육 내용의 비중 자체가 적으며, 특히 공감은 단순히 대화 방법을 안내
하는 수준으로 만족스러운 수준의 교육효과를 얻기 어렵다는 전문가 집단의 의견이 많았
기 때문이다.
효과적인 프로그램 운영방식에 대한 다양한 시사점 또한 얻을 수 있었다. 우선 대학생들
이 다양한 일정으로 바쁜 탓에 장시간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방학이나 입학 전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또래상담 교육을 단 기간
내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를 토대로 볼 때 교육 프로그램 구성은
학교 및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특성에 맞게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유연한 형
태를 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이수에 필요한 교육내용 구성은 최소화 하고, 원하는
내용을 취사선택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모듈식’ 구성을 활용할 수 있다. 나아
가 집단 전체의 교육 시간 외에 원하는 대학생들이 주 별로 원하는 시간에 만나 소모임을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 형태와 그 운영 사례를 교육 내용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넷째, 프로그램의 원활한 보급 및 효과적인 또래상담 운영을 위해 대학학생상담센터와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협약 체결이 함께 이뤄지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래상
담 활동이 해당 운영학교를 넘어 지역사회에 공감・배려 문화를 조성한다는 점을 볼 때,
또한 대학생들의 사회활동 참여 욕구가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
터의 다양한 지역사회 상담 서비스 제공활동 과정에 대학생 또래상담자들이 참여할 수 있
는 유기적인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프로그램 교육 내용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대학생들이 또래상담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또래상담자 활동
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취업 관련 긍정적 보상에 대해 언급이 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는
당장 취업과 무관한 활동을 등한시 하는 대학생들의 경향을 고려함과 동시에, 프로그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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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는 또래상담자들이 얻을 수 있는 보상을 명시하는 것이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자로
서의 윤리적 소임과도 닿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실제 대학생 또래상담자로 활동했던 이들
의 또래상담 경험 및 활동이 취업에 어떠한 긍정적 영향을 미쳤는지 등에 대해 파악하고
성공사례, 후기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또래상담자들의 동기를 유발하는 데 활용할 필요가
있다.

3. 프로그램 구성
후기청소년 또래상담 프로그램은 각 회기 마다 60분씩, 총 12회기로 구성하였다. 프로그
램 참여 동기를 높이고 프로그램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매 회기마다 친해지는 마당 활동
을 제시하였으며, 대학교에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수 과정과 선택 과정을 구분하
였다. 특히 선택 과정은 프로그램 지도자가 대학생이 가장 고민하는 주제를 선택하여 운영
할 수 있도록 모듈식으로 구성하였다. 각 회기별 세부 프로그램 내용은 표 3과 같다.

표 3. 후기청소년 또래상담 프로그램
구분
영역

전반부
(친구관계
살펴보기 등)

활동(안)
회기

- 또래상담 프로그램 및 지도자 소개, 자기소개
1회기 들어가기 - 또래상담의 정의 및 대학생 또래상담자 역할 이해하기
(60분)
- 대학생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이해 및 대처방안
- 함께 지킬 규칙 정하기

친한
2회기 친구되기
필 (60분) (필수)
수
친구와의
3회기 관계형성
중반부
(60분) 및 촉진
(상담기술
기법 Ⅰ
습득)
4회기 친구와의
(60분) 관계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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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 친구의 의미는?
- 친구 유형(아는이, 공일이, 친한이, 끈끈이) 탐색하기
- 나의 친구관계 패턴 탐색하기
- 친구에게 다가가기 위한 방법 및 태도 탐색하기
- 친구와의 대화에 경청하기
- 친구의 마음을 공감하기
- 반영하기
- 재진술하기

구분
영역

활동(안)
회기

및 촉진
기법 Ⅱ
5회기 또래상담
기법
(60분) 익히기

6회기
(60분) 이성교제

후반부
(대학생활 모듈
장면에서
활용하기) 식
7회기
(60분) 대인관계

8회기 휴학, 복
(60분) 학, 졸업

세부내용

- 정보제공하기
- 원더풀 기법 이해하기
- BTS 기법 이해하기
- TMI 기법 이해하기
- 이성교제를 하고 싶지만 이성친구들에게
인기가 없어요
이성교제전 - 이성친구에게 다가가기가 어려워요
- 이성친구를 짝사랑해요
- 이성친구들과 얘기하는게 어려워요
- 남자(여자)친구와 자주 싸워요
- 남자(여자)친구와 싸우고 나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 이성친구가 신체접촉(성관계)을 하려고
이성교제중 할 때 고민이 되요
- 데이트 폭력인가요?
- 제가(남자친구가) 군입대를 앞두고 있
어요. 남자(여자)친구와 헤어져야 할까
요?
- 남자(여자)친구에게 실연당했을 때 어
할지 모르겠어요
이성교제후 - 떻게
헤어진 전 남자(여자)친구가 스토킹을
해요
- 무조건 따르라는 선배가 싫어요
선후배와의 - 나이 어린 선배로 인해 대학생활이 힘이
관계
듭니다
- 복학해서 후배와 같이 공부해야 해요
후 친구 사귀는게 어려워요
친구와의 -- 입학
친구들이
저를 멀리하고 따돌리는거
관계
같아요
- 선후배들에게 인기 많은 동기가 미워요
가끔 혼자 있고 싶은데 동기들이
동기와의 - 저는
무리지어
해요
관계 - 저에 대한 다니려고
안좋은 소문과 시선이 있어서
무서워요
생활비 문제로 휴학을 고민
휴학 - 등록금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휴학 하자니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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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영역

활동(안)
회기

세부내용

유예

복학
졸업유예
구직활동

9회기 아르
(60분) 바이트

노동법
위반
시간관리
전공 선택

10회기 학업 및 성적(학점)
(60분) 취업·진로 관리
취업·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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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서 다른 친구들보다 뒤처지지 않
을지 고민입니다.
- 군대 가는게 걱정되요
- 군대를 언제 가야할지 모르겠어요
- 제대 후 학교 적응이 어려워요
- 제대하고 나니 뭘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 취업에 도움이 되려면 졸업을 유예하고
응시지원서를 제출해야 할 것 같아요
- 등록금과 생활비가 너무 벅차 아르바이
트를 하려고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없을까요?
- 생활비에 보태기 위하여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사기 당했어요. 어떻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부모님께 용돈을 받아쓰는데 빨리 내
능력으로 돈을 벌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업을 병행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시간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현재의 전공이 취업률이 높다고 하여
적성을 고려하지 않고 전공을 택했습
니다. 취업을 하기 위해 이 전공으로
계속 가야할지, 아니면지금이라도적성에
맞는 다른 전공을 찾아야 할지 고민입
니다.
- 처음 학교에 입학하고 노는 것이 너무
좋아 학점 관리에 소홀하였습니다. 높
은 학점은 취업과도 연결된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공부에 효율이 없어서 힘들어요.
- 졸업학년이 되니 캠퍼스를 떠나 취업
을 해야 하는데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
지, 원하는 직장은 어디인지 아직 모르
겠습니다.
- 진로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
데 막상 취업을 하려고 보니 나에게 확

구분
영역

마무리

활동(안)
회기

세부내용

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 졸업 후 취업을 해야 할지 대학원으로
진학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함께 사용하는 룸메이트와
자취, - 기숙사를
성향이
달라서
기숙사에서 생활하는데
기숙사 어려움이 있습니다.
- 학기 초 MT에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MT이후에 동기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기들과 어떻게 친해질 수
있을까요?
- 재수를 하여 다른 친구들보다 2년 늦게
되었습니다. 여러 동기들과
동아리 및 신입생이
부담
없이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어떻
대외활동 게 이야기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학과
행사에
무조건
다 참석해야 하나요?
11회기 신입생
- 학기 초에 각 동아리활동에 대한 이야
(60분) 학교적응
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활동을 하는 동
아리가 있는지도 모르고 성격도 내성
적인데 동아리 활동이 꼭 필요한가요?
- 중,고등학교 때와 달리 대학의 수업은
각기 다른 진행과 방대한 학습량으로
적응이 어려워 수업에 자주 빠집니다.
하면 새로운 수업 환경에 적응
자율성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 스마트폰, 게임 등에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괴로워요. 왜 이렇게 사는가 싶은
데 제어가 안돼요.
또래상담 프로그램 전 과정 되돌아보기
필 12회기 마무리 -- 후기청소년
솔리언
또래상담자로서
우리의 다짐
수 (60분)
- 프로그램 평가 및 향후 모임(수퍼비전 등) 구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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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프로그램의 실행 및 평가
1. 예비연구

가. 연구대상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서울 지역 1개 대학교, 부산 지역 1개 대학교에 재학중인 1학년~4
학년 대학생 64명으로 선정하였다.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생 64명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무선으로 각 32명씩 배치하였다. 프로그램 참여 연구대상자 64명 중 한 회기라
도 프로그램에 불참하거나, 설문에 불성실하게 응답한 대학생 14명은 최종 연구에서 제외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최종 연구 대상자는 서울 지역 1개 대학교, 부산 지역 1개 대학교에
재학중인 1학년~4학년 대학생 총 50명이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4와 같다.

표 4. 인구사회학적 특성
집단구분

실험집단
(N=25)

성별
학년
지역
성별

통제집단
(N=25)

학년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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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남
여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서울
부산
남
여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서울
부산

빈도(명)

6
19
6
8
6
5
16
9
10
15
15
4
3
3
17
8

백분율(%)

24.0
76.0
24.0
32.0
24.0
20.0
64.0
36.0
40.0
60.0
60.0
16.0
12.0
12.0
68.0
32.0

나. 연구설계
본 연구의 시범운영은 프로그램 개발자 2인이 실시하였다. 프로그램 개발자 2인은 솔리
언 또래상담 전문지도자로서 다수의 청소년 대상 또래상담 프로그램 집단 운영 경력이 있
으며, 박사 수료 1명, 석사 1명이다.
실험집단 프로그램 시범운영은 연구대상자가 재학 중인 대학교 강의실에서 2018년 10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주 2~3회에 걸쳐 이루어졌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후기청소년 또래상담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실험집단
과 통제집단 간의 사전검사 점수를 기준으로 집단의 동질성을 확인한 후, 사전검사에 대비
한 사후검사의 변화점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연구설계는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을 위한 연구설계
집단구분

사전검사

실험처치

사후검사

실험집단
O1
X1
O2
통제집단
O3
O4
O1, O3 : 사전검사 / 대학생활적응도, 공감능력, 의사소통능력, 이타성능력, 리더십능력
O2, O4: 사후검사 / 대학생활적응도, 공감능력, 의사소통능력, 이타성능력, 리더십능력
X1 : 실험처치 / 후기청소년 또래상담 프로그램
다.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후기청소년 또래상담 프로그램 참여가 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정도와 대
학생 또래상담자의 자질 및 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이윤정(1999)이 개발한
대학생활적응척도, 김성은(1997)이 개발한 공감능력, 최은연(2004)이 개발한 의사소통능력,
이현숙(1999)이 개발한 이타성능력, 김소령(2006)이 개발한 리더십능력 검사 도구를 사용하
였다. 각 측정도구는 다음과 같다.
1) 대학생활적응도 척도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활적응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Baker와 Siryk(1989)이 제작한 대학생
적응도 검사(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 SACQ)를 이윤정(1999)이 수정‧보
완한 대학생활적응도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학업적 적응 5문항, 사회적 적응 5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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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정서적 적응 5문항, 신체적 적응 5문항, 대학에 대한 애착 5문항의 5가지 하위요인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측정범위는‘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매우 그렇다’5점까
지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합산 총점이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대학생활적응도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71로 나타났다.

표 6. 대학생활적응도척도의 하위영역별 문항 내용
하위영역



학업적 적응
사회적 적응
정서적 적응
신체적 적응
대학에 대한 애착
역문항

문항 번호

5, 7 , 9 , 13 , 25
2, 11, 14, 18*, 23
3 , 8 , 17 , 22 , 24
4 , 10, 12 , 16 , 19
1, 6, 15 , 20 , 21










신뢰도 계수

















.71



2) 공감능력척도
본 연구에서는 공감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Davis(1980)가 개발한 성인용 대인관계 반응
척도(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 IRI)를 김성은(1997)이 청소년용으로 번안, 수정한 것
을 사용하였다. 공감능력 척도의 하위요인은‘관점 취하기’,‘공감적 관심’,‘개인적 고
통’,‘상상하기’로 이루어 졌으며,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전혀 그렇지 않다’(1
점)부터‘매우 그렇다’(5점)로 반응하도록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능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역채점 문항은 3, 4, 9, 11 번이며, 공감능력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75으로 나타났다.

표 7. 공감능력척도의 하위영역별 문항 내용
하위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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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 취하기
공감적 관심
개인적 고통
상상하기

역문항

문항 번호

3 , 6, 10, 13, 17, 20, 22
1, 11 , 19
4 , 8, 9 , 14, 16, 18, 23
2, 5, 7, 12, 15, 21, 24

신뢰도 계수









.75

3) 의사소통능력척도
본 연구에서 의사사통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Navran(1967)이 부부 의사소통 검사를 위
하여 개발한 PCI(Primary Communication Inventory)의 내용을 최은연(2004)이 고등학생들에
게 알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의사소통 능력척도는 총 25문항으로 8, 16번 문항은 역문
항으로 환산 점수를 주도록 하였다. 각 문항의 응답 방식은‘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하위
영역으로는 언어적 의사소통 척도 20문항, 비언어적 의사소통 척도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내용적 측면에서는 경청의 기술, 자기노출 및 자기 표현의 능력, 공감의 능력, 관계
형성에서의 의사소통 능력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85로 나타났다.

표 8. 의사소통능력척도의 하위영역별 문항 내용
하위영역

언어적 의사소통
비언어적 의사소통


역문항

문항 번호

1, 2, 3, 4, 5, 8 , 10, 12, 13, 14, 15, 16 , 17,
18, 19, 20, 21, 22, 23, 25
6, 7, 9, 11, 24


신뢰도 계수



.85

4) 이타성능력척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이타성능력척도는 Bar-Tal(1982)이 개발한 도움행동 측정도구를 이
생현(1994)이 번안하고 이현숙(1999)이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8문항으로‘전혀 그
렇지 않다’(1점)에서‘매우 그렇다’(5점)의 Likert 5점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하위 영역으
로는 공감(empathy), 도움행동(helping), 협력(cooperation)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
을수록 이타성 능력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85로 나타났다.

표 9. 이타성능력척도의 하위영역별 문항 내용
하위영역

공감
도움행동
협력

문항 번호

1, 4, 7, 10, 13, 16
2, 5, 8, 11, 14, 17
3, 6, 9, 12, 15, 18

신뢰도 계수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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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리더십능력척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리더십능력척도는 한국교육개발원(2003)에서 개발한 리더십 진단 도
구를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발달단계에 적합하도록 김소령(2006)이 수정 보완하여 사용
한 검사 도구이다. 이 검사는 리더십의 하위 요인을 목표달성 능력, 재창조 능력, 통솔력,
인간관계 능력, 목적의식으로 나누어 각 하위 요인당 10개의 문항, 총 50개의 문항으로 구
성한 것이다. Likert 5점 척도로‘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매우 그렇다’(5점)로 점수가
높을수록 리더십 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93으로 나타났다.

표 10. 리더십능력 척도의 하위영역별 문항 내용
하위영역

목표달성 능력
재창조 능력
통솔력
인간관계 능력
목적의식



역문항

문항 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 48 , 49 , 50




신뢰도 계수

.93



라.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 개발한 후기청소년 또래상담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 공감능력,
의사소통능력, 이타성능력, 리더십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SPSS 20.0 프로
그램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변인들이 사전검사에서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
을 실시하였다.
둘째, 주요변인들의 사전, 사후검사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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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연구결과
1)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검사에 대한 독립표본 t-검증
첫째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검사에 대한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
과 대학생활적응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t=.242,
p>.05), 공감능력(t=.489, p>.05), 의사소통능력(t=.269, p>.05), 이타성능력(t=-1.369, p>.05), 리
더십능력(t=-1.987, p>.05)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실험집단과 통
제집단의 동질성이 확보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분석 결과는 아래 표 11과 같다.

표 11. 실험집단 및 통제집단의 사전검사 결과
주요변인

집단

N

대학생활
적응
공감능력

실험
통제
실험
통제
실험
통제
실험
통제
실험
통제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의사소통 능력
이타성능력
리더십능력
*p<.05, **p<.01

사전검사

M

3.26
3.29
3.45
3.72
3.58
3.61
3.74
3.56
3.94
3.71

SD

.37
.29
.43
.50
.44
.39
.41
.54
.42
.38

t

p

.242

.810

.489

.627

.269

.789

-1.369

.177

-1.987

.053

2) 후기청소년 프로그램을 실시한 이후 각 변인 별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의 차이
두 번째로, 후기청소년 또래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한 이후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대학생활적응도에서는 실험집단(t=-3.151,
p<.01)과 통제집단(t=-3.007, p<.01)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분석 결과는 아
래 표 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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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대학생활적응도 변인의 사전·사후검사 대응표본 t-검증
주요변인

집단

N

대학생활 실험 25
적응도 통제 25
*p<.05, **p<.01

사전검사

M

사후검사

SD

3.26
3.29

M

.37
.29

SD

3.58
3.55

p

효과크기
( d)

.004
.006

.67
.66

t

.57
.48

-3.151
-3.007




<그림 2. 대학생활적응도 사전-사후검사 점수>
공감능력에서는 실험집단은 사전-사후검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t=-3.490, p<.05), 통제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2.002, p<.05).
따라서 후기청소년 또래상담 프로그램이 공감능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분석결과는 아래 표 13과 같다.

표 13. 공감능력 변인의 사전·사후검사 대응표본 t-검증
주요변인

집단

N

25
공감능력 실험
통제 25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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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검사

M

3.45
3.72

SD

.43
.50

사후검사

M

3.89
3.47

SD

.52
.56

t

-3.490*
2.002

p

.461
.057

<그림 3. 공감능력 사전-사후검사 점수>
의사소통능력에서도 실험집단은 사전-사후검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
나(t=-2.785, p<.05), 통제집단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953, p<.05). 따라서 후기
청소년 또래상담 프로그램으로 인해 의사소통능력에서의 효과성이 입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분석결과는 아래 표 14와 같다.

표 14. 의사소통능력 변인의 사전·사후검사 대응표본 t-검증
주요변인

집단

N

의사소통 실험 25
능력 통제 25
*p<.05, **p<.01

사전검사

M

3.58
3.61

SD

.44
.39

사후검사

M

3.75
3.55

SD

.35
.39

t

-2.785*
.953

p



.010
.350

<그림 4. 의사소통능력 사전-사후검사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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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타성능력에서는 실험집단은 사전-사후검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t=-2.255, p<.05), 통제집단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709, p<.05). 따라서 후기청
소년 또래상담 프로그램의 효과성이 이타성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분석결과는 아래 표 15와 같다.

표 15. 이타성능력 변인의 사전·사후검사 대응표본 t-검증
주요변인

집단

사전검사

N

25
이타성능력 실험
통제 25
*p<.05, **p<.01

M

3.74
3.56

SD

.41
.54

사후검사

M

3.91
3.46

SD

.37
.71

t

-2.255*
.709

p


.034
.485

<그림 5. 이타성능력 사전-사후검사 점수>
리더십능력에서는 실험집단은 사전-사후검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t=-2.220, p<.05), 통제집단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705, p<.05). 후기청소년
또래상담 프로그램으로 인해 리더십능력에서도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석결과는 아래 표 1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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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리더십능력 변인의 사전·사후검사 대응표본 t-검증
주요변인

집단

N

25
리더십능력 실험
통제 25
*p<.05, **p<.01

사전검사

M

3.94
3.71

SD

.42
.38

사후검사

M

4.15
3.77

SD

.47
.38

t

-2.220*
-.705

p



.036
.488

<그림 6. 리더십능력 사전-사후검사 점수>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를 위해 개발된 후기청소년 또래상담 프로그램에 참
여한 집단은 5개의 요인에서 모두 유의미한 효과를 보여 후기청소년 또래상담 프로그램의
효과성이 입증되었다.

바. 참가자 만족도 평가 및 회기별 만족도
1) 참가자 만족도
후기청소년 또래상담 프로그램에 참가한 25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평가지를
배포하고, 문항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매우 그렇지 않다’(1점)에서‘매
우 그렇다’(5점)까지 평정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프로그램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했는
지에 대한 질문에 전체 중 84%(21명)가‘매우 그렇다’고 평가했으며, 16%(4명)이‘그렇
다’고 응답하여 대부분의 대학생이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이 이해하기 쉬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 88%(22명)가‘매우 그렇다’고 평
가했으며, 12%(3명)가‘그렇다’고 응답하여 프로그램의 이해도 또한 긍정적인 것으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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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되었다. 또한 후기청소년 또래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만족도, 프로그램 목적 부합성,
유익성, 활용성, 추천의향의 정도에 대해서도 전체 25명의 학생 중 21명 이상이‘매우 그
렇다’라고 응답하여 본 프로그램의 목적부합성, 유익성, 활용성, 추천의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참여한 대학생의 프로그램 평가에 대한 내용은 아래 표 17과 같다.

표 17. 후기청소년 또래상담 프로그램 시범운영 참여 대학생의 프로그램 평가 결과
질문

1. 프로그램은 전반적으로 만족
스러웠나요?
2. 프로그램 내용은 이해하기
쉬웠나요?
3. 프로그램 참여하는 것이 만
족스러웠나요?
4. 프로그램이 목적에 맞게 잘
만들어졌나요?
5. 프로그램이 유익하다고 생각
하나요?
6. 프로그램이 다른 또래상담자
들에게 활용되기를 원하나요?
7. 본 프로그램을 다른 친구들
에게도 추천하고 싶나요?

매우
그렇지
않다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단위 : 명)

그렇지
않다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보통
이다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그렇다

4
(16.0)
3
(12.0)
4
(16.0)
4
(16.0)
3
(12.0)
2
(8.0)
2
(8.0)

매우
그렇다

21
(84.0)
22
(88.0)
21
(84.0)
21
(84.0)
22
(88.0)
23
(92.0)
23
(92.0)

평균

응답수

4.84
4.88
4.84
4.84
4.88
4.92
4.92

25
25
25
25
25
25
25

1) 후기청소년 프로그램 회기별 평가
후기청소년 또래상담 프로그램의 회기별 내용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1점)에서‘매우 도움이 되었다’(5점)까지 평정하도록
하였다. 평가 결과, 1회기 들어가기 단계에서는 88%(22명)의 참여자들이‘매우 도움이 되
었다’고 평가하였고, 2회기 친해지는 마당에서는 참여자들 92%(23명)가‘매우 도움이 되
었다’고 평가하였다. 내담자와의 관계형성 및 촉진기법을 다루는 3회기, 4회기에서는
96%(24명)의 참여자들이‘매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였으며, 5회기 또래상담 기법 익
히기에서는 참여자 92%(23명)가‘매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모듈식으로 진행된
6회기 이성교제, 7회기 대인관계, 8회기 휴학, 복학, 졸업유예에서는 96%(24명)의 참여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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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매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였으며, 9회기 아르바이트와 10회기 학업 및 진로에서
는 각 92%(23명)의 참여자들이‘매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11회기 학교적응에서
는 88%(22명)의 참여자들이‘매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였고, 12회기 전 회기 요약 및
마무리는 참여한 대학생의 전체 100%(25명)가‘매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프로
그램 회기별 평가에 대한 내용은 아래 표 18과 같다.

표 18. 후기청소년 또래상담 프로그램 회기별 평가 결과
질문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0
(0.0)
0
2. 친한 친구되기
(0.0)
3. 내담자와 관계형성 및 촉 0
진기법Ⅰ
(0.0)
4. 내담자와 관계형성 및 촉 0
진기법Ⅱ
(0.0)
0
5. 또래상담 기법 익히기 (0.0)
0
6. 이성교제
(0.0)
0
7. 대인관계
(0.0)
0
8. 휴학, 복학, 졸업유예
(0.0)
0
9. 아르바이트
(0.0)
0
10. 학업 및 진로
(0.0)
0
11. 학교적응
(0.0)
0
12. 전 회기 요약 및 마무리 (0.0)
1. 들어가기

도움이
되지
않았다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단위 : 명)

보통
이다

도움이
되었다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3
(12.0)
2
(8.0)
1
(4.0)
1
(4.0)
2
(8.0)
1
(4.0)
1
(4.0)
1
(4.0)
2
(8.0)
2
(8.0)
3
(12.0)
0
(0.0)

매우
도움이
되었다

22
(88.0)
23
(92.0)
24
(96.0)
24
(96.0)
23
(92.0)
24
(96.0)
24
(96.0)
24
(96.0)
23
(92.0)
23
(92.0)
22
(88.0)
25
(100.0)

평균

응답수

4.88

25

4.92

25

4.96

25

4.96

25

4.92

25

4.96

25

4.96

25

4.96

25

4.92

25

4.92

25

4.88

25

5.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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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요약 및 논의
1. 요약 및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학교생활적응을 높이기 위한 요인을 도출하고, 도출된 요인
에 따라 후기청소년 또래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와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기존 개발되어 보급되고 있는 청소년용 또래상담
프로그램과 차별화된 교육 내용과 후기청소년기에 해당하는 대학생이 상담을 필요로 하는
영역의 요인을 도출하였다.
개발된 후기청소년 또래상담 프로그램은 총 12회기, 1회기는 60분씩 구성하였으며, 매
회기 친해지는 마당 활동을 두었다. 대학에서 실시 시기와 계획한 총 시간소요에 따라 다
양한 운영방식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영역은 전반부 1~2회기(친구관계 살펴보기)와 중반부
4~6회기(상담기술 습득)는 필수영역으로 구성하였으며, 후반부 6~11회기는 선택영역으로
구분하였고, 마무리 12회기는 필수로 또래상담자 다짐으로 구성되었다. 후반부 선택영역의
경우 주제에 따라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듈식으로 구성하였다.
개발한 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하고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2개 집단을 실험집단으로
운영하였다. 또래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 대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도, 공감능력,
의사소통능력, 이타성능력, 리더십능력이 프로그램 참여 후 유의미하게 변화했는지 검증하
기 위하여 사전-사후 실험-통제 집단 설계를 사용하였다. 통계분석 결과 모든 영역에서 실
헙집단의 점수가 유의미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서 개발된 후기청소
년 또래상담 프로그램이 대학생들의 학교적응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었으며, 이들의
공감능력, 의사소통능력, 이타성능력, 리더십능력 향상에도 도움이 된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을 바탕으로 향후 전국 대학교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
년상담복지 관련 기관에서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하고자 한다.
이에 따른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이 상담을 필요로 하는 영역의 요인을 도출하였다.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또
래상담이 필요한 주요영역의 주제를 도출하고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해 적절성을 검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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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이를 통해 친구관계 탐색, 상담기술 습득의 필수영역과 대학생활 장면에서 효율적으
로 활용할 수 있는 이성교제, 대인관계, 휴학/복학/졸업유예, 아르바이트, 학업 및 취업/진
로, 신입생 학교적응의 하위 영역을 도출하였다. 이는 대학생의 경우 학업문제, 대인관계,
진로 및 취업, 경제문제 및 이성문제와 같은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을 경험한다고 밝힌 박
연경과 강인순(2012)의 연구 결과와 다양한 배경을 지닌 동료학생에 대한 공감능력 부족
등으로 인해 많은 후기청소년들이 대학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과 불안, 대인관계 단
절 등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는 신지연(2007)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둘째, 후기청소년 또래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그동안 우리나라 또래상담은 초·
중·고등학교 청소년을 중점으로 개발, 보급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후기청소년 또래상
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선행연구, 포커스그룹 인터뷰 등을 통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또래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총 12회기의 프로그램이 개발되었고, 6회기는 필수영
역으로 친구를 이해하고 상담기술을 습득하고 마무리하는 과정이고, 6회기는 대학생 적응
영역과 관련된 6가지 주제에 대해 6회기로 구성되어 모듈식으로 구성되어 운영방식에 따
라 선택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선행연구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했던 프로그램은
손혜진(2016)은 180분 5회기, 채유경(2003) 120분 10회기 등 개발된 내용과 운영방식에 맞
추어 다양하게 개발되었던 것을 보완하여 필수영역과 선택영역을 개발함으로써 일선 대학
교에서 취사선택할 수 있도록 한 장점이 있다.
셋째,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또래상담 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하고 그 효과성을 검증
하였다. 본 또래상담 프로그램을 이수한 대학생들은 대학생활적응도, 공감능력, 의사소통
능력, 이타성능력, 리더십능력이 향상되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또래상담자가 대학생일 때
가장 큰 효과를 가져온다는 연구결과(노성덕, 김계현 2014)와 일치한다. 채유경(2003)의 연
구결과에서는 대학생 또래상담 프로그램 실시 후 인간관계 변화, 대학생활적응, 사회봉사
활동 참여욕구가 유의미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은이(2006)의 연구결과에서도
학교적응도를 향상시키고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정은이(2007)의
연구결과에서는 또래 진로 상담프로그램 참여 후 진로결정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들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이 대학생 또래상담자들의 학교
적응을 비롯한 대인관계능력들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으므
로 대학학생상담센터와 연계하여 본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또래상담자를 양성하는데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프로그램 대상자가 대학생인 특성을 고려하여 인지적 수준에 적절한 자극과 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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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대학생들이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영역에 대한
상담 기법 뿐만 아니라 자기이해 및 점검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제공함으로써 프
로그램 참여 흥미를 더욱 높였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의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가지는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은 2개 지역 대학생 50명을 대상으로 한정되어 전국 대학생을 대상
으로 일반화 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향후에는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효과성과 타
당성을 지속 검증하여 보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의 대상은 4년제 대학교 1학년~4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전문대학,
특성화대학, 일반대학교 및 학년별 인지적 수준과 호소하는 상담 영역이 편차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추후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추가 개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또래상담자 교육프로그램에 해당하여 또래상담자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프로그램으로 확인되었다. 나아가서 본 프로그램을 이수한 또래상담자가 내담자와
상담하는 과정에 관한 연구가 후속으로 연구되어 내담자가 어떠한 상담성과를 거두는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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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후기청소년 또래상담 프로그램 매뉴얼
1회기 들어가기

목표

첫째, 또래상담자의 역할 및 자질에 대해 생각해 본다.
둘째, 대학생이 경험하는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 이해한다.
셋째, 집단프로그램의 참여 규칙을 익히도록 한다.
내용구성
1. 친해지는 마당

- 진실 혹은 거짓(20분)
2. 활동

- 나이스(10분)
- 나의 스트레스 뇌구조(20분)
- 또래상담자의 역할 및 자질(5분)
3. 마무리

- 함께 지킬 약속 정하기 (5분)
준비물

- 워크시트, 웹교재, 빔프로젝트, PC, A4용지, 필기도구, 포스트잇(인당 3~4장씩)
Tip 회기 목적

본 회기는 프로그램의 첫 회기로서 집단원들 간의 소개 시간을 가짐으로써 타인에 대한 관심 및
예민성을 기를 수 있도록 하며, 타인에 대한 편견을 갖지 않고 타인을 볼 수 있도록 연습한다. 또
한 또래상담자의 역할 및 자질에 대해 생각해 보고, 대학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스트레
스 상황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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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친해지는 마당

▶ 진실 혹은 거짓(필수)
① 빈 종이에 나에 대한 3개의 진실과 1개의 거짓을 적습니다.

ex) 나는 재수를 하였다(진실)
나는 휴학을 한 적이 있다(진실)
나는 현재 사귀는 사람이 없다(거짓)
나는 군대에 갔다 왔다(진실)
② 조원들이 모두 작성하였다면 돌아가면서 각자 적은 내용 중에 거짓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조원들이 선택합니다.
③ 자신이 적은 내용 중에 거짓을 알려줍니다.
④ 나머지 3개의 진실을 통해 자신을 조원들에게 소개합니다.

2. 활동

▶ 나를 이해하는 스트레스 검사(선택)
①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을 알아보기 전에 워크시트 1-1‘스트레
스 설문지’를 활용하여 각자가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는지 간단한 검사
를 통해 알아본다.
0
1
2
3
4
5

절대
거의
가끔
종종
자주
항상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그렇다(2와 4의 중간)
그렇다
그렇다
경험한 기분이나 생각

1. 지난 한 달 동안, 얼마나 자주 예상치 못한 일 때문에
화가 났습니까?
2. 지난 한 달 동안, 얼마나 자주 자신의 힘으로 중요한
일들을 처리하지 못했다고 느꼈습니까?
3. 지난 한 달 동안, 얼마나 자주 불안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습니까?
4. 지난 한 달 동안, 얼마나 자주 개인적인 문제를 잘
처리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느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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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낀 정도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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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5

0

1

2

3

4

5

0

1

2

3

4

5

0

1

2

3

4

5

경험한 기분이나 생각

5. 지난 한 달 동안, 얼마나 자주 자신의 일들이 순조롭게
풀린다고 느꼈습니까?
6. 지난 한 달 동안, 얼마나 자주 자신이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까?
7. 지난 한 달 동안, 얼마나 자주 살면서 자신의 짜증을
잘 조절할 수 있었습니까?
8. 지난 한 달 동안, 얼마나 자주 주변상황을 잘 파악하고
관장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까?
9. 지난 한 달 동안, 얼마나 자주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화가 났습니까?
10. 지난 한 달 동안, 얼마나 자주 힘에 부치는 일이 너무
많이 쌓여 헤어날 수 없다고 느꼈습니까?
출처 : 스트레스 척도 핸드북. 학지사. p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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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 설문은 크게‘스트레스 관련 부정적 경험’과‘대처 자원에 의한 긍정적 경험’으
로 문항이 구성되어 있으며,‘스트레스 관련 부정적 경험’요인은 1,2,3,6,9,10번 문항
으로 스트레스와 관련된 경험 중 부정적 경험과 관련된 문항이며,‘대처자원에 의한
긍정적 경험’요인은 4,5,7,8번 문항으로 스트레스와 관련된 경험 중 당면한 문제를
대처할 수 있고 통제감을 느꼈는지와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점의 범위
는 0점에서 50점으로 총점이 높을수록 지각된 스트레스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 나의 스트레스 뇌구조(필수)
웹교재를 통해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을 함께 알아보고, 다양한 스
트레스 해소 방법을 공유해 봄으로써 친구가 경험할 수 있는 스트레스에 대해 공감하고,
해소 방법을 함께 찾아볼 수 있도록 한다.
① 워크시트 1-2‘나의 뇌구조’를 활용하여 현재 내가 가장 강하게 느끼고 있는 스트
레스 상황을 순서대로 작성해 본다.
② 작성한 후 조원들과 함께 작성한 내용을 공유해 보며, 공통적으로 많이 느끼는 스트
레스가 무엇인지, 또는 나만 느끼고 있는 스트레스 상황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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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워크시트 1-3‘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활용하여 조원들끼리 공유한 내용 중에 공통
적으로 많이 나온 스트레스 상황을 2~3개 선택하고, 각자 그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
한 방법들을 적어본다.
Tip. 스트레스 해소 방법 작성하기

스트레스 상황은 개인에 따라 느끼는 정도가 다르며, 개인이 통제 가능한 것과 통제 불가
능한 상황이 있을 수 있음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느끼고 있는 스트레스가 스스
로 통제 할 수 없는 것이라면 상황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스트레스 해소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통제가 불가능한 스트레스 상황을 수용하지 못하면 스트레스
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스트레스 상황을 통제 할 수 있는지 없는
지 구분해 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④ 조원들과 나눈 스트레스와 각자의 해소방법을 다른 조원들과도 공유해본다. 이를 통
해 각자 느끼고 있는 스트레스가 유사한 것도 있으나 서로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스트레스 상황을 내가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은 없는지 살펴봄으로써, 건강하게 스트레스를 관리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알아본다.

▶ 또래상담자의 역할 및 자질(필수)
교내에서 또래상담자는 상담 전문가로서의 자질보다는 또래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조력하는 동료로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또래상담자로서 활동하기 위해
다양한 자질이 필요할 수 있는데 모둠별로 각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또래상담자의 자질
을 적어보도록 한다.
① 개인당 포스트잇 3장씩 나눠 가진 다음 또래상담자로서 필요한 자질로서 어떤 것이
있을지 작성해 본다. (ex. 친구에 대한 관심, 상담스킬, 경청하는 자세 등)
② 작성한 후 조원들과 함께 작성한 내용을 공유해 보며, 공통적으로 많이 나온 또래상
담자 자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본다.
③ 마지막으로 워크시트 1-4‘또래상담자의 역할’를 활용하여 교내에서 할 수 있는 또
래상담자의 역할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작성해 본다. (예 : 진로고민이 있는 친구 상
담 및 진로상담센터 정보 알려주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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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무리

▶ 함께 지킬 약속 정하기
① 또래상담자들과 향후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 함께 지켜야 할 규칙들을 함께 정해
본다.

1. 쉿! 비밀을 보장하라.
나의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이 싫듯이 프로그램에서 나온 친
구의 이야기를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아야겠죠.
2. 나의 목표를 향하여...
프로그램에서 성취해야 할 목표에 관심을 가지고 주어진 시간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함
께 노력해요.
3. 마음의 귀를 열자!
만나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고 진실한 의사소통을 하려면 먼저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
고 적절한 마음으로 대해주어야 합니다. 내가 이야기하는데 집착하지 말고 주의 깊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4. 지각 NO! 결석 NO!
정해진 시간을 제대로 지키고 꼭 참가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 과정이 연결되는 내용
이므로 4회 모두 참석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5. 마음가짐은?
마음을 열고 즐겁게 적극적인 생각이 필요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과 함께 꾸며져 진
행되므로 여러분이 적극적이고 열심히 하려는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합니다.
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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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기 친한 친구되기
목표

첫째, 친구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주변 친구들에게 자신은 어떤 친구인지 되돌아본다.
둘째, 친구유형과 자신의 친구관계 패턴을 탐색해보고, 관계가 나빠졌을 때 혹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친구에게 다가가는 방법을 찾아본다.
내용구성
1. 친해지는 마당

- 언어 속담 (5분)
2. 활동

- 친구의 의미는? (15분)
- 친구 유형 탐색하기 (15분)
- 친구관계 패턴 탐색하기 (10분)
- ‘걸림돌’ VS ‘디딤돌’ (10분)
3. 마무리

- 한문장으로 말해요 (5분)
준비물

- 워크시트, 웹교재, 빔프로젝트, PC, 풍선, 속담 쪽지, 전지, 색연필, 잡지, 풀, 가위
Tip 회기 목적

본 회기는 친구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고, 친구 유형 및 자신의 친구관계 패턴을 탐색함으
로써 친구에게 다가가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과 태도를 익힐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였
다. 그러므로 자유롭게 토론하고 활동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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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친해지는 마당

▶ 언어 속담 (필수)
① 언어와 관련된 속담을 빈 종이에 적어 준비한다.
② 한 개의 속담을 적은 종이를 반으로 나누어 접는다. (1개 속담 당 2개 쪽지 완성)

ex) 가는 말이 고와야 / 오는 말이 곱다
낮 말은 새가 듣고 / 밤 말을 쥐가 듣는다
발 없는 말이 / 천리 간다
말 한마디에 천 냥 / 빚도 갚는다
③ 반으로 나누어 접은 속담 쪽지를 풍선에 넣고, 바람을 불어 넣는다. (집단 참여 인원
수만큼 풍선 준비)
④ 집단원들이 동그랗게 만든 원 안에 풍선을 모두 넣고, 손뼉을 치면서‘산토끼’동요
를 부르면서 시계방향으로 돈다. 지도자가‘친구야~’하고 외치면 노래를 멈추고 마
음에 드는 풍선을 선택해서 터트린다.
⑤ 터트린 풍선 안에서 나오는 언어 속담을 가지고 자신의 짝을 찾아간다. 짝을 찾은 조
는 선착순으로 지도자 앞에 줄은 선다.
⑥ 모든 집단원이 짝을 찾으면 다함께 언어 속담을 외치고 자리로 돌아가는데, 이 활동
을 통해‘말’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활동

▶ 친구의 의미는?
‘친구’의 의미를 다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한다. 친구란 무엇이라고 생각
하는지, 나에게 친구는 어떤 의미인지 다양한 생각들은 나누고 함께 정의내림으로써 더 나
아가 나는 친구들에게 어떤 친구의 모습인지도 생각해본다.
① 모둠별로 전지 1장, 색연필, 잡지, 풀, 가위 등을 나누어준다.
② 전지 위에 모둠명을 쓰고, 자유롭게 모여 앉는다.
③ 나에게 친구란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보고, 잡지, 색연필 등을 사용하여 각자 하나씩
전지 위에 표현한다.
④ 각자 작업이 끝난 후에 왜 그렇게 표현했는지 돌아가면서 설명하고 모둠 전체의 정
의를 한 가지로 도출하여 ‘우리 모둠은 친구란 나에게 ........라고 생각한다’ 하고
전지에 표기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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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활동이 끝나면 모둠끼리 작업한 전지를 활동 장소에 부착하여 매 회기마다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한다.

▶ 친구 유형 탐색하기
친구에도 유형이 나누어 질 수 있음을 이해하고, 유목화 시킨 친구유형이 나의 친구관계
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생각해본다.
① 워크시트 2-1‘친구 유형 탐색하기’를 활용하여‘아는이’‘공일이’‘친한이’‘끈
끈이’4가지 친구 유형에 대해 설명하고 집단원 각자가 워크시트를 작성하도록 한다.
② 나의 친구관계 특징은 무엇인지, 자신의 친구관계에 만족하는지 모둠별로 자유롭게
나누어본다. 이 때 지도자는“모든 친구가 끈끈이가 되어야 하는가?”혹은“아는이 밖
에 친구가 없다면 친구관계가 좋지 않은 것인가?”등과 같은 질문을 통해‘친구가 많을
수록 관계가 좋다’는 등의 생각에서 보다 유연해질 필요가 있음을 알려주도록 한다.
③ 이 때 집단원들은 서로 이야기하고 들어주는 과정을 통해 서로 판단하지 않고 서로
의 입장을 수용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도자가 이끌어 주도록 한다.
Tip.

친구 유형에 대해 충분히 생각하고 작성할 수 있도록 명상 음악을 틀어주는 것이 도움이
되며, 워크시트를 작성할 때 친구의 이름은 본명보다 이니셜이나 별칭으로 작성하도록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 친구관계 패턴 탐색하기
친구와의 관계를 돌아보고 나의 친구관계는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찾아본다.
① ‘아는이’‘공일이’‘친한이’‘끈끈이’ 중에서 한명의 친구를 떠올려 본다.
② ‘0’을 중심으로 친구와 관계가 좋았을 때는‘+’방향, 친구와 관계가 좋지 않았을
때는‘-’방향으로 워크시트 2-2‘우정곡선 그리기’를 한다. 이 때 떠올린 친구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현재까지를 회상하여 그리도록 한다.
③ 자신이 그린‘우정곡선’을 집단원들에게 보여주고 각자 특징에 대해 발표한다. 이
때‘+’였던 상황에서는 친구와 어떤 관계였는지,‘-’였던 상황에서는 친구와 어떤
관계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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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또래상담 프로그램 참여 전 또는 1회기를 마친 후 MBTI 성격유형검사를 사전에 실시하고,
유형별 그룹 해석 상담을 통해 자기 이해 및 타인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친구관계 패
턴을 탐색할 수도 있다.

▶ '걸림돌' VS '디딤돌'
친구와의 관계에서 걸림돌이 되는 상황과 디딤돌이 되는 상황을 이해하고, 친구에게 다
가가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찾아본다.
① 영상 시청 : 영화‘주토피아(2016)’, 주토피아 최초 토끼경찰관을 꿈꾸는‘주디’를
중심으로.
②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친구관계에서 걸림돌이 되는 상황이 무엇인지, 디딤돌이
되는 상황이 무엇인지 모둠별로 토의하여 찾아보도록 한다.
③ 더 나아가 친구관계에서 걸림돌 또는 디딤돌이 되는 상황에서 내적 요인과 외적 요
인을 웹교재에 제시된 2가지 사례를 통하여 구분해보도록 한다.
④ 또래상담자로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요인 중에서 친구에게 다가가기 위한 방법은 무
엇이 있는지 모둠별로 자유롭게 토론한다. 이때, 또래상담자로서 도와줄 수 있는 범
위와 한계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Tip.

Q. 또래상담자로서 도와주기 어려운 경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자살, 임신, 데이트폭력 또는 심각한 정신적 질환을 가지고 있어 성인의 도움을 필
요로 하는 긴급한 위기상황에 놓여있는 친구, 가정문제 혹은 학교폭력 등 변화되기
힘들거나 위험한 상황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친구 등
Q. 이럴 때 어떻게 도와주면 될까요?
: 전문적인 상담 또는 여러 정보제공이 필요한 경우 대학 내 설치되어 있는 학생상담
센터, 지역 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전문기관에 연계하여 친구의 문제해결을 돕는
다.
3. 마무리

▶ 한문장으로 말해요
① 이번 회기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주제나 소감을 1개의 문장으로 요약하여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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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기 친구와의 관계형성 및 촉진기법 Ⅰ

목표

첫째, 친구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질을 이해한다.
둘째, 경청하기와 공감하기를 실습을 통해 충분히 익힌다.
내용구성
1. 친해지는 마당

- 달팽이 집 찾아가기 (10분)
2. 활동

- 친구와의 대화에 경청하기 (20분)
- 친구의 마음을 공감하기 (20분)
3. 마무리

- 요약 정리 및 마무리 (10분)
준비물

- 워크시트, 웹교재, 빔프로젝트, PC, 색연필
Tip 회기 목적

본 회기는 친구를 잘 이해하고, 관계를 촉진하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또래
상담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친구들이 처한 여러 상황에 대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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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친해지는 마당

▶ 달팽이 집 찾아가기
① 2인 1조를 만든 후 가위바위보를 한다.
②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은 워크시트 3-1‘달팽이 집 찾아가기’를 활용하여 가위바
위보에서 진 사람이 시작점에서부터 A지점까지 잘 찾아갈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해준
다. 이 때 출발하는 사람은 눈을 감고 오로지 상대방의 설명만을 듣고 찾아가야 한다.
③ 역할을 바꾸어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은워크시트 3-1‘달팽이 집 찾아가기’를 활
용하여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이 A지점에서부터 B지점까지 잘 찾아갈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해준다. 위와 마찬가지로 이 때 출발하는 사람도 눈을 감고 오로지 상대
방의 설명만을 듣고 찾아가야 한다.
④ 달팽이 집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줄 때와 설명만을 듣고 달팽이 집에 찾
아갈 때 각각의 상황에서 드는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이야기해본다.

2. 활동
친구와의 친밀한 관계형성을 위한 경청하기와 공감하기의 실습을 통해 기본적인 자질을
이해하고 충분히 익히도록 한다.

▶ 친구와의 대화에 경청하기
무조건 안들어주기 활동과 매우 적극적으로 잘 들어주기 활동을 통해 친구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 즉 경청이란 무엇인지 스스로 찾아볼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언어적
요인 외에도 비언어적 요인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인식하도록 한다.
(1) 무조건 안들어주기
① 2명씩 짝을 지어 ‘말하는 사람(A)’과 ‘듣는 사람(B)’을 정한다.
②‘말하는 사람(A)’은 최근 자신이 경험한 일 중 가장 뿌듯했던 것에 대해 2분간 이야기
하도록 한다.
③‘듣는 사람(B)’은 시선 또는 고개를 돌리는 등 최대한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한다.
④ (A), (B)의 역할을 번갈아 가며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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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우 적극적으로 잘 들어주기
① 2명씩 짝을 지어‘말하는 사람(A)’과‘듣는 사람(B)’을 정한다.
②‘말하는 사람(A)’은 최근 자신이 경험한 일 중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에
대해 2분간 이야기하도록 한다.
③‘듣는 사람(B)’은 말하는 사람을 향해 앉는 등 최대한 이야기를 잘 들어주도록 한다.
④ (A), (B)의 역할을 번갈아 가며 해본다.
Tip.

<비언어적 행동의 예>
① 시선맞추기 : 적절한 눈맞춤(Eye-contact)을 통해 친구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있다는
반응을 보이는 것이 좋다.
② 몸동작 : 친구를 향해 약간 앞으로 기울인 자세를 보인다.
③ 얼굴표정 : 친구와의 얘기에 편안한 미소를 지어 보인다.
④ 말투 : 친구와 같은 어조로, 말을 천천히 하면 친구는 보다 편안한 감정을 느낄 수 있다.
⑤ 끄덕임 : 대화 중간에 고개를 끄덕이는 행동을 보이는 것은 또래상담자가 친구의 이
야기에 귀 기울이고 있다는 느끼게 해준다.

▶ 친구의 마음을 공감하기
친구의 마음을 공감한다는 것은 내 입장이나 생각에서가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그의 세계를 이해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친구의 마음을 공감하기 위해서는 우선 다양한 감
정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며,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1) 감정빙고
① 최근 내가 경험하거나 느낀 감정을 떠올려본다.
② 떠올린 감정들을 형용사 또는 명사 형태로 워크시트 3-2‘감정단어 빙고게임’칸을
채우도록 한다. 이 때 빙고칸을 채우기 어렵다면 반드시 내가 경험한 것이 아니더라
도 보편적으로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을 떠올려 작성하도록 한다.
③ 가로, 세로 또는 대각선으로 3줄을 먼저 완성하면 “빙고”를 외칠 수 있다.
④ “빙고”를 가장 먼저 외친 사람에게 소정의 상품을 제공하여 동기부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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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정 수준 이해하기
① 감정빙고 단어 중에서 최근 내가 가장 많이 느끼고 있는 감정 단어 한가지를 선택한다.
② 감정 수준에 따라 더 다양한 표현이 있을 수 있음을 설명하고, 1~5단계별로 표현해보
도록 한다.

ex) 행복하다
1단계 : 미소를 짓는다
2단계 : 미소를 머금고 소리내어 웃는다
3단계 : 손뼉을 치며 웃는다
4단계 : 발을 동동 구르며 펄쩍펄쩍 뛴다
5단계 : 너무 행복해서 눈물이 난다
(3) 친구의 마음을 공감하는데 걸림이 되는 말, 도움이 되는 말 이해하기
① 친구의 마음을 공감하는데 걸림이 되는 말에 대해 이해한다.

ex) 밀어붙이기, 반박하기, 충고하기, 헐뜯기, 무시하기 등

② 친구의 마음을 공감하는데 도움이 되는 말에 대해 이해한다.

ex) 관심갖기, 들어주기, 존중하기, 열린 질문하기 등

③ 두명씩 짝을 지어 서로에게 공감하는데 걸림이 되는 말을 해보고, 어떤 기분이 드는지
경험해본다.
④ 두명씩 짝을 지어 서로에게 공감하는데 도움이 되는 말을 해보고, 어떤 기분이 드는지
경험해본다.
⑤ 이 활동에 대해 소감을 나누고, 공감하기 연습을 한다.

3. 마무리
① 활동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점과 느낀 점을 나누도록 한다.
② 프로그램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정리하고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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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회기 친구와의 관계형성 및 촉진기법 Ⅱ

목표

첫째, 또래상담자들이 친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대화기법 등을 익힌다.
둘째, 실습을 통해 다양한 대화기법 등에 대해 충분히 익힌다.
내용구성
1. 친해지는 마당

- 미션임파서블 (10분)
2. 활동

- 반영하기 (15분)
- 재진술(바꾸어 말하기) (15분)
- 정보제공하기 (10분)
3. 마무리

- 요약정리 및 마무리 (10분)
준비물

- 워크시트, 웹교재, 빔프로젝트, PC, 미션쪽지, 강화물
Tip 회기 목적

본 회기는 친구를 잘 이해하고, 관계를 촉진하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또래상담
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친구들이 처한 여러 상황을 탐색할 때 여러 가지 기술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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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친해지는 마당

▶ 미션임파서블

① 각 모둠별 미션이 적힌 종이를 각 모둠 대표가 나와 제비뽑기를 한다.
② ex) 미션 1 : 사행시 짓기 (제시어 : 또래상담)
미션 2 : 집단원들의 공통점 3가지 찾기
③ 가장 먼저 미션을 완수한 팀에게 강화물을 제공하는 것도 좋다.

2. 활동
친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질문기법 등을 이해하고, 실습을 통해 익힌다.

▶ 반영하기
친구의 말과 행동에서 표현된 감정, 생각, 태도를 또래상담자가 다른 참신할 말로 부연
해주는 것이 좋다.

친구 : 어제 이상한 꿈을 꿨어. 수능을 다시 보는 거 있지? 너무 놀라고 긴장되서 그런지 일어
났더니 내가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거 있지?
또래상담자 : 어제 꿈 때문에 많이 놀랐나보구나.

▶ 재진술(바꾸어 말하기)
재진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상대방이 한말을 그대로 다시 반복하는
방법이고, 둘째는 상대방이 한말을 조금 바꾸어서 재진술해 주는 방법이다.

친구 : 학교에서 내주는 과제가 너무 많아.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아르바이트도 해야 하는데
과제까지 많으니 요새 너무 많이 힘들어～
또래상담자 :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내주는 과제까지 많아서 더 많이 힘든가보구나.

▶ 정보 제공하기
정보 제공하기에서는 친구에게 필요한 정보를 사실 그대로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
요하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3. 마무리
① 활동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점과 느낀 점을 나누도록 한다.
② 프로그램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정리하고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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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회기 또래상담 기법 익히기
목표

첫째, 또래상담 기법을 이해한다.
둘째, 또래상담 기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익힌다.
내용구성
1. 친해지는 마당

- 내 마음에 저장 ‘찰칵’ (20분)
2. 활동

- 원더풀 기법 이해하기 (10분)
- BTS 기법 이해하기 (10분)
- TMI 기법 이해하기 (10분)
3. 마무리하기

- 또래상담 기법 Review (10분)
준비물

- 워크시트, 웹교재, 빔프로젝트, PC, 포토엽서 3세트
Tip 회기 목적

본 회기는 또래상담 기법에 대해 이해하고, 상담기법을 사례에 적용시켜 연습해봄으로써 대학에
서의 또래상담 장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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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친해지는 마당

▶ 내 마음에 저장 ‘찰칵’
① 모둠별로 포토엽서 1세트를 준비한다.
②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직전까지 혹은 참여하고 있는 지금 자신의 마음과 가장 비슷하
다고 생각되는 포토엽서 1가지를 선택한다.
③ 자신이 선택한 포토엽서와 그 포토엽서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발표해본다.
④ 지도자는 발표자에 대해 평가나 과도한 질의가 오가지 않고, 최대한 편안하고 수용적
인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⑤ 집단원들의 반응을 ‘공감’ 으로만 제한하도록 한다.

2. 활동

▶ 원더풀 기법 이해하기
원더풀 기법을 제시하고, 단계별로 반복해서 연습한다. 이 때, 또래상담 기법의 기본 전
제는 경청, 공감임을 다시 한번 더 재확인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① 워크시트 5-1‘원더풀 기법 이해하기’를 활용하여 원더풀 기법을 이해한다.
② 반복해서 연습한 후 전략을 습득하도록 한다.

Step 1

원 : 원하는 게 뭐야?

· 친구에게 질문을 함으로써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할 수 있도
록 도와주는 단계이다. 친구가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하게 알게 해주는 동시에 주위 사
람들이 친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게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Q. “무엇을 원하니?”
· 친구는 자신의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과 원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는지 생각해
보고 말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Q.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니?”, “네가 원하는 것을 얻는다면 무엇을 갖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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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더 : 더 노력해야 하는 게 있을까?

· 또래상담자가 친구에게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탐색하도록 도와주고 행동과 욕구와
의 관계를 점검해보는 단계이다. 친구가 통제할 수 있는 활동을 스스로 탐색하도록 조
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활동요소를 바꿈으로써 우울, 외로움 등의 느낌과 신체기능 까
지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행동변화를 위해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스스로 자기평가를 하게 하는 것이다.
Q. “너는 무엇을 하고 있니?”, “지금 행동이 너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니?”, “네가 원
하는 것은 현실적이거나 실현 가능한 것이니?”
워 ! 씩!
· 계획과 실행과정으로서 긍정적인 행동 계획과 그 계획에 대한 약속, 과정에 대한 마
무리, 제언으로 이루어지는 단계이다. 이 때 긍정적이라는 것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
키기 위해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행동 전체를 말한다.
Step 3

풀 : 풀랜(Plan)을 세 보자 하나

Tip.

<효율적인 계획 세우기(SAMIC3/P)>
1) 계획은 단순해야 한다. 너무 복잡하면 수행될 수 없다.
2) 계획은 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즉, 현실적이어야 한다.
3) 계획은 구체적이고 정확해야 한다.
4) 계획은 가능한 빨리 수행되어야 한다.
5) 계획은 계획자에 의해 통제되어야 한다. 다른 사람이 하는 것에 의존하지 않는다.
6) 계획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7) 계획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수행되어야 한다.

▶ BTS 기법 이해하기
BTS 기법을 제시하고, 단계별로 반복해서 연습한다. 이 때, 또래상담 기법의 기본 전제
는 경청, 공감임을 다시한번 더 재확인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① 워크시트 5-2‘BTS 기법 이해하기’를 활용하여 BTS 기법을 이해한다.
② 반복해서 연습한 후 전략을 습득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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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ehavior) : 행동 관찰해보기
· 친구가 진술하는 그 상황에서 친구는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 알아본다.
Step 1

hkg
고
· 친구가 그 행동을 하고 난 후,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알아본다.
Step 2

T(T in in ) : 생각(사 ) 해보기

w ch
고 고민해보기
· 또래상담자와 친구가 함께 문제 해결 방안을 고민해본다.
Step 3

S(S i ) : 대안적 사

▶ TMI 기법 이해하기
TMI 기법을 제시하고, 단계별로 반복해서 연습한다. 이 때, 또래상담 기법의 기본 전제
는 경청, 공감임을 다시 한번 더 재확인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k 고민 말해보기
· 친구가 현재 어떤 고민을 겪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봅니다.
Step 1

T(Tal ) :

Step 2

M(Maintain) : 원인 찾아보기

· 친구의 문제 상황이 유지되는 원인에 대하여 파악합니다.
I(Information) : 정보제공하기
· 문제해결을 위하여 해결방법을 생각해보고 친구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Step 3

3. 마무리하기
① 이번 회기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정리하고 마무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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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회기 이성교제
목표

첫째, 건강한 이성교제를 위해 자신의 상태를 점검해 본다.
둘째, 이성교제와 관련한 다양한 어려움에 대해 또래들의 고민을 이해하고 도움을 제공해 줄
수 있다.
내용구성
1. 친해지는 마당

- 스토리텔링 게임
2. 활동

- 사례 알아보기
- 원더풀 단계 알아보기
- 원더풀 단계 적용해 보기
3. 마무리하기

- 데이터폭력 관련 영상 시청
준비물

- 워크시트, 웹교재, 빔프로젝트, PC, A4용지(인당 1/4크기 1장씩), 필기도구
Tip 회기 목적

본 회기는 사례를 통해 대학생이 경험하는 이성교제 관련 문제를 알아보고, 또래의 고민을 이해
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제시된
사례 이외에도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이성교제 관련 고민들을 다양하고 공유해 보고, 함께 해결방
안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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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친해지는 마당

▶ 스토리텔링 게임
① A4용지 1/4 크기의 종이를 준비하여 모둠별로 인원 수 만큼 나눠줍니다.
② 각자 이성교제와 관련하여 떠오르는 단어를 하나씩 적어봅니다.
③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각자 작성한 단어를 활용하여 이성교제와 관련한 문장을 만듭니다.
④ 문장은 앞 사람의 문장에 연이어 관련성 있게 문장을 구성하도록 합니다.
⑤ 모든 문장이 이어지면 모둠별로 어떤 문장을 완성하였는지 다른 모둠과 공유해 봅니다.

2. 활동

▶ 사례 알아보기

례 1 이성친구만 보면 자꾸 긴장이 되요.
남중, 남고를 졸업한 △△이는 대학교에 입학하면 여자 친구들도 많아지고, 자신도 연
애를 시작 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대학에 들어가면 꼭 하고 싶었던
사진 동아리에 가입을 했고, 동아리 모임에서 신입생 환영회를 위해 주말동안 1박2일
로 여행을 가기로 했다. 다양한 학과의 친구들을 만날 수 있고, 서먹서먹한 관계가 조
금은 나아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다. 학교 인근지역으로 다 같이 출발하여
도착한 후, 동아리 선배들은 신입생들을 위해 친목도모를 위한 다양한 게임을 준비하
였다. 그 중 2인 1조로 짝을 지어 달리기 시합을 하는 게임이 있었는데, 오늘 처음 본
여자 동기와 짝이 되어 손을 잡고 달려야 했다. 평소 남자들 사이에선 말도 잘하고 분
위기 메이커였는데, 왜 오늘은 이렇게 긴장되고 땀까지 흐르는지... 손을 잡는 것도 긴
장된 나머지 앞서 달리던 같은 조 친구들의 바톤을 놓쳐버렸고, 같은 팀 동아리 선배
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순간 이목이 집중되자 얼굴이 빨개지며, 다리에 힘이 풀리기
시작했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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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 2 내 남자친구가 변했어요.
내 남자친구 △△이는 처음 만났을 때와는 너무 달라진 모습이다. 동아리 환영회에서
처음 만난 △△이는 내가 전에 만나던 친구들과는 다르게 배려심도 많고, 수줍음도 많
아 귀여운 모습에 자꾸 눈길이 갔다. 호감을 가지고 있던 우리는 연애를 시작했고, 처
음 3개월 동안은 꿈을 꾼 것만 같다. 그런데 요즘 △△이는 연애 전에 보던 모습과는
너무 달라졌다. 내가 과친구들과 놀고 있으면 전에는 재밌게 놀다 집에 조심히 들어가
라고 얘기하던 △△이가 점점 나를 의심하는 듯 친구들과 함께 있는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고 했다. 주말에 가족들과 여행을 간다고 해도 영상통화를 하자고 하며,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러던 어느날 주말 아침, 오랜만에 목욕탕에 다녀온 나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가 엄청 화가 난 표정으로 우리집 앞에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아
차, 핸드폰도 두고 온 나는 헐레벌떡 △△이에게 뛰어 갔는데, △△이는 내가 전에 볼
수 없었던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사

례 3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학생활 2년과 나의 군대 2년을 기다려준 ○○이가 오늘 이별을 통보했다. 나는 복학
하여 이제 3학년, 그 동안 ○○이는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시작했다. 복학 후
학교적응에 어려움이 많아 함께 고민을 나누고 싶었는데, ○○이는 회사에 적응하느라
바쁜지 그동안 연락이 잘 되지 않았다. 아는 동기라도 있으면 함께 고민을 나눌텐데..
오랜만에 학교를 다녀서 그런지 그 전에 공부했던 내용도 가물가물하고, 너무 많이 주
어진 시간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게다가 취업 전쟁이라 벌써부터 내가
취직을 할 수 있을지 너무 막막할 뿐이었다. 대학교 1학년 때부터 함께 진로를 고민하
던 ○○이가 옆에 있었더라면 조금 덜 힘들었을텐데.. 나는 이제 누구와 이런 고민을
나눠야 하는지 갑자기 서글퍼졌다. 내가 앞으로 학교를 졸업하여 취직도 하고, 여자친
구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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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더풀 단계 알아보기!
앞서 나온 3가지의 사례를 활용하여 원더풀 단계를 적용해 봅니다. 단 또래상담자는 원
더풀 단계 전에 앞서 3회기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하여 언어적, 비언어적 언어를 활용하
여 충분히 상대방을 경청, 공감하는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원

원하는 게 뭐야?

구체적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합니다.
더 노력해야 하는 게 있을까?

더
풀

지금까지 무엇을 해왔는지 살펴보고, 원하는 것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하는 것
이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풀랜(Plan)을 세워보자! 하나씩!
문제해결을 위해 하나씩 해결방법을 생각해 봅니다.

▶ 원더풀 단계 적용해보기!
① 3인 1조로 조를 구성합니다.
② 서로 논의하여 위의 사례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③ 상담자, 친구, 관찰자의 역할을 각각 나누어 선택한 사례를 다음 원더풀 단계에 맞추
어 상담을 진행합니다.
④ 상담을 진행한 후 상담자와 친구는 워크시트 6-1‘원더풀 실습지’에 상담한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합니다.
⑤ 관찰자는 6-2‘관찰자용 피드백 기록지’를 활용하여 상담자와 친구의 상담과정을
기록해 봅니다.

3. 마무리하기
① 웹교재의 데이터폭력 관련 영상을 시청하고, 건강한 이성교재에 대한 각자의 정의를
내려봅니다.
② 모둠별로 의견을 공유해 보고, 지도자는 건강한 이성교제를 위해 또래상담자가 할 수
있는 도움행동에 대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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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회기 대인관계
목표

첫째, 다양한 상황에서 개인마다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아본다.
둘째, 다양한 대인관계의 어려움에 대해 또래들의 고민을 이해하고 도움을 제공해 줄 수
있다.
내용구성
1. 친해지는 마당

- 너와 나의 입장차이!
2. 활동

- 사례 알아보기
- BTS 단계 알아보기
- BTS 단계 적용해 보기
3. 마무리하기

- 타인과의 입장차이
준비물

- 워크시트, 웹교재, 빔프로젝트, PC,
Tip 회기 목적

본 회기는 대학생활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대인관계의 문제 상황을 이해하고, 각 상황에서 다양
한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아본다. 이를 통해 문제를 수용하고, 나아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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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친해지는 마당

▶ 너와 나의 입장 차이!
① 워크시트 7-1‘너와 나의 입장차이’를 활용하여 각자 빈칸을 채워본다.
② 모둠별로 돌아가면 각자 작성한 부분을 공유해본다.
③ 각 상황마다 개인의 입장차이가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예시)

1) 나는

때문에(~해서) 강아지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2) 나는

때문에(~해서) 오늘 수업을 못 들어갔습니다.

3) 나는

때문에(~해서) 해외여행을 취소하였습니다.

4) 나는

때문에(~해서) 친한 OO이와 영화를 보러가게 되었습니다.

5) 나는

때문에(~해서) 핸드폰 번호를 바꾸었습니다.

2. 활동

▶ 사례 알아보기

례 1 나이 어린 후배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18학번 신입생 ○○는 요즘 학교에서 자꾸 신경 쓰이는 □□선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삼수 끝에 원하는 학교에 입학했지만 ○○이는 동기들보다 많은 나이 때문
에 선배들이나 동기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선뜻 쉽지만은 않다. 당연히 자신의 나이 때
문에 나이 어린 선배들이 조금은 불편하리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유독 나를 괴롭히는
선배 때문에 요즘에는 어떻게해야 할지 모르겠다. 아무리 대학이 학번을 중심으로 돌
아간다고 해도 나보다 3살이나 어린 선배는 툭하면 나에게 말을 놓고, 이런저런 잔심
부름을 시킨다. 사실 기분이 썩 좋은 것은 아니었지만 후배인 내가 별달리 할 수 있는
대처방법은 없었다. 과방에서 선후배 동기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고 있던 어느날, □□
선배는 나에게 다가와 “○○아, 너 돈좀 있냐? 그럼 내 담배랑 먹을 것좀 넉넉 사와
라!”며 지시를 내리는 것이 아닌가! 순간 ○○이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멍하니
있다가 생각해 보니 너무 화가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는 “ □□ 선배님! 저
돈 없고요! 담배도 못 사오겠는데요!” 라며 대답하는 순간 과방의 분위기는 갑자기 싸
늘해지기 시작했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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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 2 내가 투명인간처럼 느껴져요.
수줍음이 많은 ◇◇이는 대학에 입학하면서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것 중 하나가
조별 과제에 참석하는 것, 그리고 발표수업이었다. 며칠 전 교수님께서 과제를
내주시며, 조를 자유롭게 구성하여 2주동안 과제를 해오라고 하였는데, 수업이
끝난 후 다들 삼삼오오 조를 만들고 있는데, 나는 먼저 누구에게도 다가가지 못
했다. 모두들 조를 찾아다니고 있을 때, 겨우 ○○이가 인원이 모자란다며 마지
못해 나를 같은 조로 넣어주었다. 그리고 다음 모임을 기약하고 헤어졌는데, 단
톡으로 다음 만날 날을 정하고 있었다. 나는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같은
조 친구들은 모두 토요일에 시간이 가능하다고 한다. 나는 미안하지만 아르바이
트 때문에 참석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하자, 한 친구가 “조발표에서는 적극적으
로 참여해야 하는거야! 너 같은 친구들이 있으면 나머지 친구들이 다 해야 하잖
아” 라며 불편한 마음을 표현했다. 나도 어쩔 수 없었지만 달리 할 말이 없었다.
나는 논의한 내용으로 ppt 자료를 마지막에 만들기로 했고, 다음주 수업에 친구
들을 만났지만 친구들은 논의내용을 전달해 주지 않았다. 다음 모임은 참석할
수 있도록 주말에 시간을 비워두었는데, 이번 주말에도 그냥 나빼고 만나도 될
것 같다며 마지막에 ppt만 만들어 달라며, 나를 제외시켰다. 친구들이 점점 나를
투명인간처럼 느끼고 있는 것 같아 왈칵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사

례 3 친구들이 저를 멀리하고 따돌리는 것 같아요.
1학년때부터 남자친구가 줄곧 있었고, 과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교를 다니던 하
나는 없는 시간을 쪼개고 쪼개서 과 여자 동기들과의 모임에 나가려고 노력했다. 남자
친구도 좋고, 과사에서 일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같은 동기들과 쇼핑도 하고 영화도
보러 다니며 캠퍼스를 누비는 것도 너무 좋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자친구가 곧 군대
를 가기 때문에 최대한 그 전까지는 남자친구와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 동기들이 영화
를 보러 가지고 했지만 남자친구와의 선약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그럼 다
음을 기약하고 헤어졌지만 마음이 찜찜했다. 그날도 과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
는데 과 동기들이 찾아와 끝나면 같이 밥을 먹으로 가자고 했다. 그러나 그날은 과사
에서 회식을 하기로 한 날 이었다. 그 날 이후로 수업에 들어가도 친구들이 나의 시선
을 피하고, 일하는 과사에도 쉬는 시간마자 찾아오곤 했는데 이젠 나에게 먼저 연락을
하는 일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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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TS

Behavior
hkg

T in in

w ch

S it

행동 관찰해보기

친구가 진술하는 문제 상황에서 친구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알아봅니다.
생각(사고)해보기
친구가 문제 상황에서 어떠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생각해봅니다.
대안적 사고 생각해보기
또래상담자는 친구가 비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합리적인 사
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BTS 단계 적용해 보기!
① 3인 1조로 조를 구성합니다.
② 서로 논의하여 위의 사례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③ 상담자, 친구, 관찰자의 역할을 각각 나누어 선택한 사례를 다음 BTS 단계에 맞추어
상담을 진행합니다.
④ 상담을 진행한 후 상담자와 친구는 워크시크 7-2‘BTS 실습지’에 상담한 내용을 정
리하여 작성합니다.
⑤ 관찰자는 워크시트 7-3‘관찰자용 피드백 기록지’를 활용하여 상담자와 친구의 상
담과정을 기록해 봅니다.

3. 마무리
누구나 일상에서 겪게 되는 대인관계에서의 입장차이가 있습니다. 앞에서 배운 BTS 단
계를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친구 상담에서 뿐만 아니라 또래상담자 스스로에게도 적용해
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에 일주일 동안 일상생활에 타인과 경험한 입장차이 사례를 생
각해 보고 BTS 단계에 맞춰서 해결방안을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① 일주일 동안 본인이 직접 경험한 타인과의 입장차이로 인한 갈등 상황을 생각해 봅니다.
② 워크시트 7-4‘타인과의 입장차이 사례’작성을 통해 BTS 단계에 맞춰서 스스로 해
결방안을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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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회기

휴학, 복학, 졸업유예

목표

첫째, 친구들이 경험할 수 있는 휴학, 복학, 졸업유예의 고민을 알아본다.
둘째, 친구가 휴학, 복학, 졸업유예의 문제로 인하여 겪을 수 있는 어려움과 상황을 이해
하고 도움을 제공해 줄 수 있도록 한다.
내용구성
1. 친해지는 마당

- 몸으로 말해요
2. 활동

- 사례알아보기
- 원더풀 단계 알아보기
- 원더풀 단계 적용해보기
3. 마무리하기

- 활동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점과 느낀 점을 나눈다 (5분)
- 프로그램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정리하고 마무리한다 (5분)
준비물

- 워크시트, 웹교재, 빔프로젝트, PC, 유튜브 동영상
Tip 회기 목적

본 회기는 대학생들은 경제적 어려움, 군입대, 취업 준비 등 다양한 이유로 휴․복학, 또는 졸업
유예를 고민한다. 군입대를 제외한 휴학, 휴학 이후의 복학, 졸업유예는 대학생들이 잠깐 쉬어야
하거나, 졸업을 하지 않고 재학상태로 있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것은 대학생들에게는 매우 큰 고
민이다. 이러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또래상담을 통해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함께 공유하
고, 함께 한다면 친구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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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친해지는 마당

▶ 그림으로 물건 맞추기
① 4명당 1팀을 구성하고 인원수에 맞춰 팀을 나눠, 팀에서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 1명
을 선발한다.
② 화가는 물건이 적힌 메모지를 받는다.
③ 시작 신호와 함께 도화지에 그림을 그려 자기 팀원에게 보여 주어 물건의 이름을 맞
추게 한다.
④ 제한 시간 내에 많이 맞추는 팀이 이긴다.
Tip.

1. 물건을 맞추는 사람은 물건에 대하여 3가지 질문을 할 수 있다.
2. 화가는 질문에 고개로만 대답을 할 수 있다.
2. 활동

▶ 사례 알아보기

례 1 휴학을 하려고 합니다.
00이는 3학년을 마치고 4학년이 되어 취업전선에 들어가기 전에 새로운 도전을 해보
고 싶어졌다. 매 학기 대학 등록금 때문에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공부만 했기 때문에
대외활동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한 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본격
적으로 취업 전선에 들어가기 전 그럴듯한 스펙이 필요할 것 같았다. 그러나 막상 휴
학을 하려고 하니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해야 할지. 스펙을 위해 어떤 것을 해야 하
는지 고민이 되어 망설이고 있다. 또 스펙을 위해서 휴학을 한다지만 1년 가까이 휴학
을 하게 되면 다른 친구들보다 취업에서 뒤처지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다.
사

후기청소년 또래상담 프로그램 개발 : 대학생을 중심으로

83

례 2 복학을 앞두고 걱정이 됩니다.
00이는 누구보다도 노는 데에 열중했던 1학년 생활을 끝내고 군대에 입대하고 전역하
고 곧 복학을 앞두고 있다. 복학을 앞두고 00이는 기필코 열심히 학교생활을 하리라
다짐하였지만 걱정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캠퍼스의 낭만을 즐기며 연애도
하고 싶고 여행도 다니고 싶은데 또래 친구들보다 일찍 입대한 터라 남자인 동기인
친구들은 아직 군대에 있고, 여자인 동기들은 어느덧 졸업학년이 되어 취업을 준비하
느라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없기 때문이다. 또 군대에 가기 전과 달리 새로운 학교 건
물들과 분위기에 적응을 하지 못할까봐 걱정이 된다.
사

례 3 졸업유예를 하면 취업에 도움이 될까요.
2월에 졸업 예정인 00이는 바로 졸업을 하려고 생각하였으니 막상 졸업이 다가오니
졸업유예를 하고 취업준비를 더 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이 들었다. 주위에 선배들
을 보니 졸업 후나 졸업유예기간 중에 취업이 되는 경우가 많아 더욱 고민이 되었다.
지금 00이는 학점과 어학성적만 준비되어있고, 별 다른 스펙은 없는 상태이다. 00이는
졸업 유예기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에 대한 뚜렷한 목표는 없지만 졸업유예 기간 중
에 전공자격증과 컴퓨터 활용 자격증, 어학 점수 향상을 하여 취업을 준비할 생각이
있다. 이런 경우에 졸업을 바로하고 취업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지 졸업유예를 하고 취
업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지 조언이 필요하다.
사

▶ 원더풀 단계 알아보기!
원

원하는 게 뭐야?

구체적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합니다.
더 노력해야 하는 게 있을까?

더

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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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무엇을 해왔는지, 원하는 것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
봅니다.
플랜(Plan)을 세워보자! 하나씩!
문제해결을 위해 하나씩 해결방법을 생각해 봅니다.

▶ 원더풀 단계 적용해보기!
① 3인 1조로 조를 구성합니다.
② 서로 논의하여 위의 사례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③ 상담자, 내담자, 관찰자의 역할을 각각 나누어 선택한 사례를 다음 원더풀 단계에 맞
추어 상담을 진행합니다.
④ 상담을 진행한 후 상담자와 내담자는워크시트 8-1‘원더풀 실습지’에 상담한 내용
을 정리하여 작성합니다.
⑤ 관찰자는워크시트 8-2‘관찰자용 피드백 기록지’를 활용하여 상담자와 내담자의 상
담과정을 기록해 봅니다.

3. 마무리하기
① 활동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점과 느낀 점을 나누도록 합니다.
② 프로그램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 및 정리하고 마무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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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

9회기 아 바이트

목표

첫째, 나의 아르바이트 경험과 내가 겪었던 어려움이 있었는지 점검해본다.
둘째, 친구가 아르바이트로 인하여 겪을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해 친구의 상황을 이해하고 도움
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내용구성
1. 친해지는 마당

- 아르바이트 O,X 퀴즈
2. 활동

- 사례 알아보기
- TMI 단계 알아보기
- TMI 단계 적용해 보기
- 시간항아리 채우기
3. 마무리하기

- 구직정보를 알 수 있는 사이트 정보 제공하기
준비물

- 워크시트, 웹교재, 빔프로젝트, PC, O,X카드,
Tip 회기 목적

대학생들에게 아르바이트는 자신들의 생활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본
회기에서는 대학생들의 아르바이트 경험과 그로 인해 겪을 수 있는 문제점을 알아보고 또래들의
상황을 이해하여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86

1. 친해지는 마당

▶ 아르바이트 O, X 퀴즈
① O카드와 X카드를 각각 하나씩 나누어 줍니다.
② 지도자는 아르바이트와 관련하여 문제를 제시하고 학생들은 그 문제가 맞다고 생각
하면 O,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X로 카드를 각자 듭니다.
③ 지도자는 학생들이 이해하지 못하거나 결정을 내리지 못했을 경우 다시 한 번 문제
를 읽어줍니다.
④ 아르바이트와 관련된 10개의 문제를 모두 다 맞춘 한 사람에게는 소정을 상품을 지
급합니다.

1. 2019년 기준 최저임금은 7,530원이다.
2. 아르바이트 직원도 근무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3. 주 15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은 4대보험 가입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4. 아르바이트 직원도 1주일에 40시간, 1일 8시간 이상 초과근무 할 수 없다.
5. 아르바이트 직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6. 아르바이트 직원은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임금체불 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 노동법의 적용, 노
동부나 기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
7. 아르바이트 근무 중에 나의 실수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 받을 수 없다.
8. 근무한지 1년이 넘은 아르바이트생도 일반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9.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
10. 고용주가 30일 전 해고하는 이유와 함께 해고예고를 하였다면 30일분에 해당하는 임금
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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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 기준 최저임금은 7,530원이다.(X)
- 7,530원은 2018년의 최저임금이며,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이다.
2. 아르바이트 직원도 근무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O)
- 고용주는 모든 근로자에게 근로 계약기간, 담당업무, 임금구성, 근로시간, 휴일 등이 명시되
어 있는 근로계약서를 교부하고 작성하여야 한다.
3. 주 15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은 4대보험 가입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
다.(O)
- 아르바이트 직원 또한 4대보험 가입은 의무이지만, 일주일 15시간이하로 근무하는 직원
의 경우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가입의무가 면제된다.
4. 아르바이트 직원도 1주일에 40시간, 1일 8시간 이상 초과근무 할 수 없다.(O)
- 아르바이트 직원도 일반 직장인과 마찬가지로 정해진 근로시간이 있다. 만약 1일 근무시간이 8시
간이 넘으면 연장근무로 간주한다.
5. 아르바이트 직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O)
-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규정된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근무 일수를 다 채운 근
로자에게 유급 휴일을 주는 것으로 아르바이트 직원도 이에 해당한다.
6. 아르바이트 직원은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임금체불 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 노동법의 적용, 노동
부나 기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X)
- 아르바이트 직원도 근로자이기 때문에 임금 체불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노동
부나 기타 모든 대응 방법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7. 아르바이트 근무 중에 나의 실수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 받을 수 없다.(X)
- 아르바이트 직원도 근로자이기 때문에 산업재해보험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사업
주가 산재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고 산재보상은 가능하다.
8. 근무한지 1년이 넘은 아르바이트생도 일반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
다.(O)
- 근로시간 1주일 15시간 이상, 한당 60시간 이상, 휴직기간없이 1년 이상 근로를 하였
다면 퇴직금을 지급한다.
9.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X)
-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퇴직금은 받을 수 있다.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다면 급
여를 수령했다는 통장 입금내역, 급여 명세서 등으로 증빙이 가능하다.
10. 고용주가 30일 전 해고하는 이유와 함께 해고예고를 하였다면 30일분에 해당하는 임금
을 받을 수 없다.(X)
- 근로기준법 제25조(해고의 예고)는 적어도 30일 전 해고하는 이유와 함께 해고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한다.
출처 : 고용노동부(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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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활동

▶ 사례 알아보기

례 1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부모님께서 용돈을 주고 계시지만 내 능력으로 얼른 돈을 벌고 싶기도 하고, 집 생활
비에 보탬도 되고자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려고 계획하였다. 주변에 많은 동기들이나 선
배들이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많이 당하는 것 같았다. 그런 피해를 경험하지 않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기 전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하는지 알아보았지만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었다. 첫 아르바이트인데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하고 알아야하는지 주의할 점은 없는
지 알려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
사

례 2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올해 초 학교 앞의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였다. 꼭 사고 싶었던 가방이 있었
기에 한달 동안 쉬지 않고 일하며 첫 월급날을 손꼽아 기다렸다. 기다리던 첫 월급날
아무리 금액을 따져봐도 월급의 액수가 맞지 않았다. 다음날 사장님께 월급 계산이 잘
못된 것 같다고 이야기하자 사장님은 원래 아르바이트 첫 달은 교육 기간에 해당하여
당연히 급여 전체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답을 하였다. 교육 기간이라도 엄연히 시
간을 다 채워가며 일을 했는데 제대로 임금을 주지 않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사

례 3 아르바이트나 학업 둘 다 잘할 수는 없나요.
2학년 초 사고 싶었던 가방을 사기위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였다. 아르바이트를 시작
하면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하는 것이 너무 좋아 3학년에 된 지
금까지도 계속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나의 일과 중 아르바이트의 비중이 너무 높아져
학업과 병행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노동 부담으로 심리적
압박을 경험하였고 덩달아 육체적인 피로까지 가중시켜 학업 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해하면서 효과적으로 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에 대해 알 수 있으면 좋겠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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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M.I 단계 알아보기!
alk

T

aintain

M

Information

떤 문제가 있는지 말해봐
친구가 현재 어떤 고민을 겪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봅니다.
문제를 유지하게 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친구의 문제 상황이 유지시키는 원이에 대하여 파악합니다.
문제해결을 위한 정보를 알아보자
문제 해결을 위하여 해결방법를 생각해보고 친구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
니다.
어

▶ TMI 단계 적용해보기!
① 3인 1조로 조를 구성합니다.
② 서로 논의하여 위의 사례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③ 상담자, 내담자, 관찰자의 역할을 각각 나누어 선택한 사례를 다음 원더풀 단계에 맞
추어 상담을 진행합니다.
④ 상담을 진행한 후 상담자와 내담자는 워크시트 9-1‘TMI 연습하기’에 상담한 내용
을 정리하여 작성합니다.
⑤ 관찰자는 워크시크 9-2‘관찰자용 피드백 기록지’를 활용하여 상담자와 내담자의
상담과정을 기록해 봅니다.

▶ 시간항아리 채우기!<선택>
① 시간관리 중요성에 대한 동영상을 시청합니다.
② 가장 큰 스티커에는 이번 주에 해야 할 가장 중심이 되는 과제를 작성합니다.
③ 다음으로 중간 크기의 스티커에 이번 주에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리는 과제를 작성합니다.
④ 다음으로 가장 작은 크기의 스티커에 이번 주 안에 완료해야 하는 과제를 작성합니다.
⑤ 워크시트 9-3‘시간항아리 채우기’에 가장 큰 스티커부터 작은 크기 스티커 순으로
붙여 나가며 항아리를 채웁니다.
⑥ 지도자는 과제가 끝난 후 시간항아리 채우기 활동의 의미를 물어봅니다.

90

3. 마무리하기
① 아르바이트 구직 정보를 알 수 있는 사이트와 부당한 대우를 당하였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이트 정보 제공하기
- 청소년근로권익센터(www.youthlabor.co.kr)
- 청소년근로보호센터(www.blog.naver.com/hwm1388)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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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회기 학업 및

취업·진로

목표

첫째, 친구가 경험할 수 있는 진로 및 취업 문제를 이해할 수 있다.
둘째, 본 회기의 활동을 통하여 학업 및 취업, 진로를 위해 어떤 노력을 더 하고 준비해야 하는 지
알 수 있다.
내용구성
1. 친해지는 마당

- 직업빙고
2. 활동

- 사례 알아보기
- 원더풀 단계 알아보기
- 원더풀 단계 적용해 보기
- 진로 취업 브레인스토밍
- 미래일기 작성하기
3. 마무리하기

- 학업 및 취업, 진로 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 탐색
준비물

- 워크시트, 웹교재, 빔프로젝트, PC, 잡지, 가위, 풀
Tip 회기 목적

본 회기는 진로와 취업이라는 중요한 과업을 달성해야하는 또래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에 대하
여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본 회기의 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상황과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
여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계획을 세우고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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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친해지는 마당

▶ 직업빙고

① 3x3 또는 4x4 빙고칸을 자신이 알고 있는 직업으로 채웁니다.
② 가장 먼저 빙고칸을 채운 사람이 다 썼다고 외치면 가장 먼저 게임을 시작할 수 있
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③ 가장 먼저 시작하는 사람이 본인의 빙고칸을 하나씩 부르면서 지웁니다.
이때, 자신이 부른 직업이 다른 사람이 아무도 쓰지 않았다면 자신의 빙고칸에 있는
직업을 계속 지울 수 있습니다.
④ 사람들은 외치는 사람이 부른 직업이 자신의 빙고칸에 있으면 있어!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게임의 주도권을 가지고 옵니다.
⑤ 빙고칸의 4줄을 가장 먼저 완성시키는 사람이 이기게 됩니다.

빙고게임 주의할 점
1. 직업 빙고는 일반 빙고와는 다르게 내가 적은 직업이 상대방에게 없어야 빙고칸에서 지우
는 것이 가능하다. 가장 먼저 내 빙고칸을 지우려면 직업을 외칠 수 있는 주도권을 잡는게 유리
하다.
2. 내가 부른 직업이 상대방에게도 있을 경우, 빙고칸에 직업을 부르는 권한이 상대에게 넘
어가고, 그 직업도 빙고칸에서 지울 수 있다.
Tip.

2. 활동

▶ 사례 알아보기

례 1 이 전공을 그대로 공부해도 괜찮을지 걱정됩니다.
고등학교에서 대학교에 진학 할 당시 적성이나 미래 진로를 고민하지 않고 성적에
맞추어 학과를 선택하였다. 1학년때는 과 동기들과 놀기 바빠 공부에 소홀하여 과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없었는데 대외활동을 시작하면서 나의 진로에 대해 고민이 많아
졌다. 지금까지 알아 본 결과 현재 재학중인 학과는 취업률이 높아 미래 취업에 도움
이 많이 된다고 하였다. 미래의 취업을 위해서 현재 전공으로 계속 가야하는지, 아니
면 지금이라도 적성과 흥미를 고려하여 다른 전공을 찾아야 할지 고민이 된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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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 2 성적(학점)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학교에 입학한 후 동기들과 노는 것이 즐거워 공부에 소홀히 하였고 그것이 성적
(학점)에 까지 영향을 미쳤다.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높은 성적(학점)을 유
지해야 한다고 하는데 남은 3년동안 1학년 때의 안 좋았던 성적(학점)을 만회할 수 있
을지 걱정이 앞선다. 그리고 2학년이 되어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니 공부를 어떻게 해
야하는지 막막하다. 어떻게 하면 대학 공부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남은 3년 어떤
방식으로 성적(학점)관리를 하면 좋을지 선배들이나 친구들의 조언을 듣고 싶다.
사

례 3 졸업학년이 되어 학교를 떠나려고 하니 불안합니다.
대학교를 다니는 동안 진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자격증도 취득하고 나름 열심
히 준비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막상 졸업학년이 되어 취업을 준비하다보니 나
에게 확실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불안감이 생긴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
엇인지 원하는 직장은 어떤 곳인지 알지 못하고 캠퍼스를 떠날 생각을 하니 두
려움이 앞선다.
사

▶ 원더풀 단계 알아보기!
원

원하는 게 뭐야?

구체적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합니다.
더 노력해야 하는 게 있을까?

더

풀

지금까지 무엇을 해왔는지, 원하는 것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
봅니다.
플랜(Plan)을 세워보자! 하나씩!
문제해결을 위해 하나씩 해결방법을 생각해 봅니다.

▶ 원더풀 단계 적용해보기!
① 3인 1조로 조를 구성합니다.
② 서로 논의하여 위의 사례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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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상담자, 내담자, 관찰자의 역할을 각각 나누어 선택한 사례를 다음 원더풀 단계에 맞
추어 상담을 진행합니다.
④ 상담을 진행한 후 상담자와 내담자는 <워크시트 10-2>에 상담한 내용을 정리하여 작
성합니다.
⑤ 관찰자는 <워크시트 10-3>를 활용하여 상담자와 내담자의 상담과정을 기록해 봅니
다.

▶ 진로 취업 브레인스토밍!(선택)
① 지도자는 브레이밍스토밍을 진행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을 알려줍니다.
② 워크시트 10-4‘진로 취업 브레인스토밍’에 각자 향후 진로와 취업을 위하여 현재
준비하고 있는 활동, 실제 계획하고 있는 활동을 작성합니다.
③ 3인 1조로 조를 구성하여 서로 작성한 내용을 공유하도록 합니다.
④ 각자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진로와 취업을 위하여 더 노력해야하는 것, 하
고 싶은 것 등을 작성합니다.

브레이밍 스토밍 주의할 점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며 나오는 모든 아이디어는 반드시 도움이 된다. 따라서 타인의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좋고 나쁘다는 평가를 하지 않는다. 상대방의 엉뚱한 아이디어를 환영해야 폭
넓은 발상이 가능하며 밝은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다. 또한 한 두가지의 의견보다 많은 아이
디어를 내다보면 발상의 틀을 벗어날 수 있다. 기존의 아이디어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
에 힌트를 얻어 연상 게임을 하듯이 아이디어를 발전시킨다.
Tip.

▶ 미래일기 작성하기!(선택)
① 워크시트 10-5‘미래일기 작성하기’에 작성할 꿈을 선택합니다.
② 미래일기 양식지에 자신이 꿈을 이루고 싶은 임의의 날짜를 적습니다.
③ 자신이 미래에 어떤 모습일지 상상하여 잡지의 그림 또는 사진으로 꾸밉니다.
④ 자신이 그린 그림에 맞추어 미래일기를 작성합니다.
⑤ 작성된 미래일기의 주인공이 되어 현재 나에게 하고 싶은 말 또는 해주고 싶은 말을
작성하여 발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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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1. 일기는 ‘할 것이다’가 아니라 ‘했다’로 작성한다.
2. 온전히 ‘나’를 중심으로 작성한다.
3. 시나리오 작가 겸 감독이 된다.
4. 가까운 미래부터 작성하고 그림과 사진을 이용한다.
5. 미래일기는 한 번 작성하고 끝이 아니라 꿈이 명확해질 때까지 계속 수정할 수 있도록 한다.
6. 작성한 내용은 시시때때로 확인하여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동기부여 한다.
Tip. 미래 기 작성 시 주의할 점

3. 마무리하기
① 진로 및 취업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고 활동에 대한 느낀점을 나눠봅니다.
② 진로 또는 취업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각자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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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11회기 신 생 학교적응

목표

첫째, 친구가 경험할 수 있는 대학생활적응 문제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본다.
둘째, 친구들의 다양한 대학생활적응 문제를 이해하고 조력하여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내용구성
1. 친해지는 마당

- ‘눈가리고 물건 맞추기’ 게임
2. 활동

- 사례 알아보기
- BTS 단계 알아보기
- BTS 단계 적용해 보기
- 난파된 배에서 생존하기
3. 마무리하기

- youtube <지금 대학에서 헤매고 있는 당신이 반드시 들어야 할 대답> 시청
준비물

- 워크시트, 웹교재, 빔프로젝트, PC, youtube 동영상, 안대, 친해지는 마당에 사용할 물품
Tip 회기 목적

본 회기는 사례를 통해 대학생이 경험할 수 있는 대학생활 적응 문제를 알아보고, 또래의 대학
생활적응을 위해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사례 이외에
도 대학생들이 경험하고 있는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고민들을 다양하게 공유해 보고, 함께 해결방
안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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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친해지는 마당

▶ 눈가리고 물건 맞추기 게임!
① 술래는 눈을 가립니다.
② 첫 번째는 일정 시간동안 술래는 오로지 얼굴의 감각만 이용하여 어떤 물건일지 맞
춰봅니다.
③ 두 번째는 물건에 대한 정보를 그룹의 나머지 사람들이 하나씩 제공하고, 술래는 물
건에 대한 정보를 듣고 어떤 물건인지 맞춰보도록 합니다.
④ 술래는 얼굴의 감각만을 이용할 때와 친구들로부터 정보 제공을 받았을 때 각각 어
떤 차이가 있었는지 이야기 해봅니다.
ex) 물건은 스카치테이프, 스테플러, 연필꽂이 등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물건
을 택한다.

2. 활동

▶ 사례 알아보기

례 1 함께 살고 있는 친구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올해 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다. 1학년까지는 본가에서 학교를 다녔지만 올해 초
본가의 이사로 인하여 통학거리가 멀어져 기숙사 생활을 생각하였다. 1학기 성적이 좋
아 기숙사를 신청할 수 있었고, 2학년 2학기부터 본격적인 기숙사 생활을 시작하였다.
다른 학과 친구와 친해질 요량으로 2인실을 신청하여 별이라는 친구와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그러나 기숙사 생활을 시작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제가 생겼다. 뭐든
깔끔하게 정리정돈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나와 달리 별이는 기숙사방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았고, 밤마다 지속적으로 일으키는 소음으로 인해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
졌다. 평소 소심한 성격탓에 별이에게 불편하다는 말을 하지 못하고 있다.
사

98

례 2 새로운 시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고등학교 졸업 후 설레는 마음으로 대학에 다니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실제 대학교 생
활은 고등학교 시절에 꿈꾸던 생활과 많이 달랐다. 입학 한 후 학기 초 집안 사정으로
인하여 MT에 참여하지 못하였는데, MT이후 과에서 동기들과 제대로 어울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이미 다른 동기들은 서로 무리지어 동아리나 대외활동에 참여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 조바심이 들었다. 대
학생이 되면 모든 것이 좋을 줄 알았는데 중,고등학교 때와 너무 다른 환경과 생활방
식에 남은 대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떻게 하면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
사

례 3 제가 너무 나태해지는 것 같아 불안해요.
대학생이 된 이후 중,고등학교때는 겪지 못했던 자유가 갑자기 주어졌다. 중,고등학교
때와 달리 대학의 수업은 교수님들 마다 각기 다른 교육방식과 방대한 학습량으로 적
응하지 못하고 있다. 또 시간적으로는 고등학교 때 비해 오히려 더 많아진 것 같은데
마음의 자유는 적어진 것 같다. 남는 시간에 그저 게임을 하거나 같은 과 동기들과 술
을 마시러 다니거나 하는 등의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대학생이 된 이후 스스로 챙겨
야 하는 일은 너무 많은데 점점 나태해지는 것 같고 이런 생활이 스스로 제어가 되지
않고 있어 불안함을 느낀다.
사

▶ B.T.S 단계 알아보기!

Behavior

행동 관찰해보기

친구가 진술하는 문제 상황에서 친구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알아봅니다.

고)해보기
hinking 생각(사
친구가 문제 상황에서 어떠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생각해봅니다.

T

witch

S

고 생각해보기
또래상담자친구가 비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합리적인 사고
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대안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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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TS 단계 적용해 보기!
① 3인 1조로 조를 구성합니다.
② 서로 논의하여 위의 사례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③ 상담자, 내담자, 관찰자의 역할을 각각 나누어 선택한 사례를 다음 원더풀 단계에 맞
추어 상담을 진행합니다.
④ 상담을 진행한 후 상담자와 내담자는 워크시트 11-1‘BTS 연습하기’에 상담한 내용
을 정리하여 작성합니다.
⑤ 관찰자는 워크시트 11-2‘관찰자용 피드백 기록지’를 활용하여 상담자와 내담자의
상담과정을 기록해 봅니다.

▶ 난파된 배에서 생존하기
① 지도자는 상황설문지를 보고 배가 난파된 상황에 대하여 이야기 합니다.
② 워크시트 11-3‘난파된 배에서 생존하기’에 있는 물품들을 소개합니다.
③ 각 물품에 해당하는 중요도를 생각하여 선택할 물품의 순위와 이유를 활동지에 작성
하도록 합니다.
④ 3인 1조로 조를 구성하고 각 조의 의견을 모아 어떤 물품을 사용할 것인지 결정한
후, 조별로 발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황
근사한 배는 현재 여러분들이 생활하고 있는 대학교라고 가정하고, 배가 난파된
것은 대학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합시다.
근사한 배를 타고 세계를 일주하던 중 커다란 빙산과 부딪혀 배가 바다 속으로
침몰하기 시작했습니다. 가까운 육지는 수천 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난파된 배의 주위를 둘러보니 다음과 같은 19가지의 물품이 있습니다. 배가 난파
된 상황에서 꼭 필요한 물품들을 챙겨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물건을 싣게 되면 보트
는 가라앉을 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꼭 가져갈 물품 5가지만 골라야 합니다. 여러분
은 무엇을 챙겨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겠습니까?

상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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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돋보기
성냥
10m나일론 줄
거울
라면 한 상자
나침반
대야

모기장
지도

가스

버너

관찰력
따뜻함
끈기
매력
여유
리더쉽
이해심
예민함
친화력
열정

항목
석유 2리터
담요
소형 라디
라이터

오

고무튜브
생수

초

콜릿 한 상자
볼펜
낚시 도구

조력
포용력
정보력
실속
행동력
다재다능
애정
지성
생존력

3. 마무리하기
① youtube의 <지금 대학에서 해매고 있는 당신이 반드시 들어야 할 대답>을 시청합니다.
② 대학생활에서 내가 경험했던 어려움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했었는
지 각자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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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회기 마무리

목표

첫째, 전 회기 프로그램을 종합하여 정리해봅니다.
둘째, 향후 또래상담자로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을 계획해 봅니다.
내용구성

1. 프로그램 전 과정 돌아보기
2. 솔리언 또래상담자로서 우리의 다짐
3. 향후 또래상담 활동 계획
4. 프로그램 평가
준비물

- 워크시트, 웹교재, 빔프로젝트, PC, 필기도구
Tip 회기 목적

본 회기는 프로그램의 마지막 회기로 지금까지 배운 또래상담 프로그램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
해 보고, 평가해보는 시간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향후 또래상담 모임을 구조화하여 지속적으로 또
래상담자로서 할 수 있는 활동들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1. 프로그램 전 과정 돌아보기
① 웹교재를 통해 프로그램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배운 과정을 복습한다.
② 5회기에서 배운 또래상담 기법(원더풀, BTS, TMI)을 복습한다.
③ 2인 1조로 조를 구성하고 각자 고민 사례를 하나씩 제시하여 또래상담 기법을 적용
하여 상담을 진행해 본다.
④ 상담이 종료되면 서로 상대방의 상담을 통해 좋았던 점, 아쉬운 점을 나눌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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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솔리언 또래상담자로서 우리의 다짐
웹교재의 솔리언 또래상담자로서 갖추어야 하는 자세, 마음가짐 등을 함께 낭독해 본다.

3.

향후 또래상담 활동 계획
① 워크시트 12-1‘또래상담자 선서문’을 활용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또는 대학 생활
속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친구들이 있는지 생각해 본다. 함께 브레인스토밍 하면서
나온 의견들을 모두 적어보도록 한다.
② 모둠 내에서 함께 의견을 나누다 보면 상대방에서 사소한 일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
음을 알라고 나누도록 격려한다.
③ 어떤 친구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에서 나온 각각의 경우에 도움을 줄 수 잇는 구체
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각자 써보록 하고, 조별로 의견을 나눠보도록 한다.

4. 프로그램 평가
① 또래상담자들과 함께 워크시트에 있는 평가지를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평가해보고 추
후 교육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② 또한 슈퍼비전 및 향후 또래상담 활동 등을 계획하여 솔리언 또래상담자들이 꾸준히
활동 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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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후기청소년 또래상담 프로그램 워크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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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대학생활적응도척도

설문지
안녕하세요?
이 설문지는 여러분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생각과 느낌, 행동에 대해 알아보
기 위한 것입니다. 각 문항은 정답이나 좋은 답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설문지를
읽고 자신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것을 골라 솔직하게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응답해 주신 결과는 연구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모두
익명으로 처리됩니다. 여러분이 성실하게 응답해주신 설문결과는 후기청소년
또래상담 프로그램 개발 연구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학교폭력예방부 ※

다음 문항을 읽고 자신에게 해당하는 번호에
1. 성

별:①남

②여

2. 학

년 : ① 1학년

② 2학년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③ 3학년

④ 4학년

3. 전공계열 : ① 인문사회계열 ② 공학계열 ③ 자연과학계열
④ 예체능계열
⑤ 기타
4. 지 역 : ① 서울 ② 경기 ③ 부산 ④ 경남 ⑤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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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활적응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현재 자신의 생각과 느낌,
상황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보통 그렇 매우
번호
문항
그렇지
않다 않다 이다 다 그렇
다
1 나는 현재의 대학생활에 만족하고 있다.
1
2 3 4 5
들어와서많이속을사귀었다.
터놓고 이야기 1
2 나는
2 3 4 5
할 수 대학에
있는 친구들을
3 나는 최근 들어 자주 우울해진다.
1
2 3 4 5
4 나는 최근 들어 피곤하다고 느낄 때가 많다. 1
2 3 4 5
5 나는 대학에서의 학업성적에 만족하고 있다. 1
2 3 4 5
나는
내가
이
학교를
선택한
것에
대해서
만
6 족한다.
1
2 3 4 5
7 나는 학과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지 못하다. 1
2 3 4 5
8 나는 최근 들어 신경이 곤두서있다.
1
2 3 4 5
있는 공부를 충분히 잘 1
9 나는
2 3 4 5
해낼 지금
능력이내가
없는하고
것 같다.
10 나는 최근에 식욕이 좋다.
1
2 3 4 5
나는
현재의
주거형태에서
잘
생활해
나가고
11 있다.
1
2 3 4 5
12 나는 최근에 머리가 자주 아프다.
1
2 3 4 5
최근에 학습의욕이 없고 공부를 하려 1
13 나는
2 3 4 5
해도 집중이 잘 안된다.
학과 모임,
동아리
14 나는
2 3 4 5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활동, 동문회 등에 1
최근에있다.
대학교육의 가치에 대해서 회의 1
15 나는
2 3 4 5
를 느끼고
16 나는 최근에 체중이 많이 변화되었다.
1
2 3 4 5
17 나는 최근 들어 숙면을 취하기가 어렵다.
1
2 3 4 5
18 나는 최근에 외롭다고 느낄 때가 많다.
1
2 3 4 5
19 나는 요즘 건강상태가 좋은 것 같다.
1
2 3 4 5
흥미를 느끼는 것들은 대부분 대학의 1
20 내가
2 3 4 5
학과 공부와 관련이 없는 것들이다.
21 나는
2 3 4 5
많이 대학생활에
생각한다. 적응이 힘들어 휴학에 대해 1
22 나는
2 3 4 5
들다. 대학생활과 관련된 스트레스 때문에 힘 1
대학에서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1
23 나는
2 3 4 5
있다.
24 나는
2 3 4 5
다. 최근 들어 작은 일에도 짜증을 잘 낸 1
25 나는 현재 대학원 진학에 관심이 많다.
1
2 3 4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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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공감능력척도
공감능력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현재 자신의 생각과 느낌, 상
황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보통 약간
매우
번호
문항
그렇지
그렇
그렇
않다 않다 이다 다 다
발을 다쳐서 절룩거리는 사람이 계단을 힘들
1 게각이올라가고
2 3 4 5
든다. 있으면 부축해 주고 싶다는 생 1

□

이야기나
읽을 때,어떤
‘이 이야
2 재미있는
기 속의 일이
나에게소설을
일어난다면
느낌 1
을 받을까?’를 생각하면서 읽는다.
3 나는
쉽지 다른
않다. 친구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는 것이 1
친구가
것을 봐도 흥분하지 않고 1
4 나는
차분하게
있을다친
수 있다.
소설을 읽을 때 주인공이 슬퍼하면 나도 슬
5 퍼하고
주인공에게
기뻐하면서
읽는다. 기쁜 일이 생기면 나도 1
친구와
내가생각에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친구의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6 봄으로써 내가 친구를 더 잘 이해하려고 노 1
력한다.
읽거나 느낀다.
영화를 보면서 마치 내가 주 1
7 소설을
인공인 것처럼
학급이 긴장된 분위기 속에 싸여 있으 1
8 우리
면 나는 겁이 난다.
집안에 위급한그 상황이
닥치면
나는
안절부절
9 하기보다는
상황에
알맞은
태도를
취한 1
다.
생각을생각이
할 때,옳을
내 생수 1
10 친구와
각이 옳을내가수도서로있고다른친구의
도 있다는 생각을 한다.
친구가 어려운 처지에 놓여도 그 친구 1
11 나는
에 대해 별로 걱정하지 않는다.
좋은 푹책을빠져든다
읽거나 영화를 볼 때, 책이 1
12 나는
나 영화에

2

3

4

5

2

3

4

5

2

3

4

5

2

3

4

5

2

3

4

5

2

3

4

5

2

3

4

5

2

3

4

5

2

3

4

5

2

3

4

5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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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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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그렇지
문항
그렇지
않다 않다
나는
어떤 일에 대해형제,
결정을
전에 여생 1
러 사람들(부모님,
자매,내리기
친구들)의
2
각을 들어보곤 한다.
교통사고를
당해서 몹시 고통스러워하는 사 1
람을
보면
2
나도 함께 불안해져서 어찌할 바를 모른다.
나는 좋은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을 때, ‘내
가본다.주인공이라면 어떻게 할까?’하고 생각해 1
2
집에
이 아플동생과
경우에나만나는있는데
무엇을동생이
어떻게갑자기
해야 많할 1
2
지 몰라 당황한다.
친구가
낼 때,입장에서
나는 그 생각해
친구가 보려
왜 화를한 1
내는지 화를
그 친구의
2
다.
나와 친한 두 친구가 싸우려고 할 때, 나는 1
2
겁이 난다.
길에서
불행해 보이는
할머니를 1
보면 불쌍하다는
생각이할아버지나
들어서 도와드리고
2
싶다.
친구가 나에게 기분 나쁘게 대할 때, 만일
내가
그 친구 입장이라면 어떻게 할까 생각 1
2
해 본다.
나는
영화를
볼 때, 내가 영화 속의 한 1
2
사람인슬픈
것처럼
슬퍼한다.
친구가 나에게 신경질을 내면 나는 화를 내 1
2
기보다 그 친구가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본다.
친구가
다른
친구친구와
때문에같은속상하다고
나에게속 1
말하면
나도
그
기분이
되어
2
상해진다.
연극이나 책 속의 주인공이 불행한 일을 겪
으면
나는 마치 그 일을 겪는 것 같아서 울 1
2
음이 나온다.

매우
보통 약간
그렇
이다 다 그렇
다
3 4 5
3

4

5

3

4

5

3

4

5

3

4

5

3

4

5

3

4

5

3

4

5

3
3

4
4

5
5

3

4

5

3

4

5

[부록 5] 의사소통능력척도
의사소통 능력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현재 자신의 생각과 느
낌, 상황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전혀 그렇
약간
번호
문항
그렇지
지 보통
그렇 매우
그렇
이다
않다 않다
다 다
그날 있었던 유쾌한 일에 대하여 가족이 1 2 3 4 5
1 나는
나 친구들에게 자주 이야기한다.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하여 가족이 1 2 3 4 5
2 나는
나 친구들에게
자주불쾌한
이야기한다.
않는 일이나
대화하기이야어 1 2 3 4 5
3 나는
려운 내가
일에 동의하지
대해서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기한다.
가족이나 친구 모두가 흥미 있어 하는 1 2 3 4 5
4 나는
일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나와 다른 사람이 대화할 때 대부분 내용이나
5 방법에서 내가 느끼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한 1 2 3 4 5
다.
어떤 상대방이
질문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을것이질문무 1 2 3 4 5
6 내가
하기 전에
내가 질문하려는
엇인지 알 때가 많다.
상대방의 얼굴 표정이나 몸짓에서 상대 1 2 3 4 5
7 나는
방의 감정을 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대화하는 1 2 3 4 5
8 나는
것이 꺼려지는 주제가 종종 있다.
친구들은 경우가
눈짓 또는
9 나의
1 2 3 4 5
나에게가족이나
의사를 전달하는
종종 몸짓으로
있다.
결정을 내리기 전에 가족이나 친 1 2 3 4 5
10 나는
구들과중요한
서로 상의한다.
가족들은
내가 말하지
11 나의
를다. 어떻게
보냈는지
알아채는않아도
경우가내가종종하루있 1 2 3 4 5
원하지분명하게
않는 운동을
12 나는
하자고친구가
할 때,내게
친구에게
거절을같이할 1 2 3 4 5
수 있다.
13 친구들은
하여도 종종나에게
이야기말하기
한다. 힘든 이성문제에 대 1 2 3 4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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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그렇지
않다
친구들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특별
14 나와
한 의미를 갖는 말이나 은어를 종종 사용한다. 1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15 나는
1
당황하지
않고 나의
확고한 감정에
생각을 치우치거나
말한다.
친구들에게
16 나는
말하기를
꺼린다. 내가 나쁘게 보일만한 것은 1

번호

문항

상대방의
실제로 말하 1
17 나는
는 내용과
뜻이 말투를
다르다는보고것을그가알아챈다.
친구들은한다.서로의 개인적인 일에 대하여 1
18 나와
자주 이야기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이 내가 이야기하 1
19 나는
고자 하는 것을 잘 이해한다고 느낀다.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아주 잘 1
20 나는
듣는 편이다.
친구들과
감정에 대하여도 종종 대 1
21 나는
화를 통해
감정을나의나눈다.
22 나는 친구들과 아주 터놓고 이야기를 잘한다. 1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다른 사람들 1
23 나는
에게 잘내가이해시킨다.
24 나는
타낸다.나의 느낌을 곧잘 행동이나 몸짓으로 나 1
내가 자주
자기들의
말을 잘 들 1
25 나는
어주는친구들로부터
친구라는 소리를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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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
약간
매우
지 보통
그렇
그렇
않다 이다 다 다
2 3 4 5
2

3

4

5

2

3

4

5

2

3

4

5

2

3

4

5

2

3

4

5

2

3

4

5

2
2
2

3
3
3

4
4
4

5
5
5

2

3

4

5

2

3

4

5

[부록 6] 이타성능력척도
이타성 능력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현재 자신의 생각과 느낌,
상황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보통 약간 매우
번호
문항
그렇지
않다 않다 이다 그렇
다 그렇
다

□

신체장애자나 나이가 많이 드신 어른을
1 나는
도와준 적이 있다.
친구가 이사하는데 도와준 적이
2 친척집이나
있다.
능력이 없어 길가, 터미널, 지하도 등에
3 일할
서 도와달라는 사람을 도와준 적이 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친구를 위해서 어
4 다른
려운 일을 한 적이 있다.
일이 밀려있는 경우라도 다른 사람이 요
5 내청하면
잘 도와주는 편이다.
길을 가다가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어려운
6 일을 당하면 그냥 지나치지 않고 도와준 적
이 있다.
바라지 않고 친구의 어려운 일을 도
7 보답을
와준 일이 있다.
나는 나 개인의 이익보다는 우리반이나 학교
8 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자주 돕
는 행동을 한다.
친구가 아플 때나 어려운 일을 당했을
9 나는
때 위로해 준다.
공부를 못하는 친구의 공부나 과제를
10 나는
도와준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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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4

5

1

2

3

4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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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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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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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
12
13
14
15
16
17
18

150

전혀 그렇지
그렇지
않다 않다
다른 사람을 도와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열 1
2
심히 도와주었다.
나는 내 친구가 상이나 칭찬을 받았을 때 진 1
2
심으로 축하해준다.
친구가 몸이 아플 때 양호실에 데려가거나, 1
2
가방을 들어준 적이 있다.
나는 자선기관이나 교회, 또는 다른 모임에
서 불쌍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스스로 참가 1
2
한 적이 있다.
친구를 위해서라면 손해를 보더라도 자주 도 1
2
와주는 편이다.
나는 낯선 사람이 들고 가는 물건을 들어준 1
2
적이 있다.
우리 반, 우리 학교를 깨끗한 학교로 만들기 1
2
위해 솔선수범하게 앞장서 실천하고 있다.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돕고 싶은 때가 있 1
2
다.
문항

약간
매우
보통
그렇
이다 다 그렇
다
3 4 5
3

4

5

3

4

5

3

4

5

3

4

5

3

4

5

3

4

5

3

4

5

[부록 7] 리더십능력척도
리더십 능력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현재 자신의 생각과 느낌,
상황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전혀 그렇 보통 약간 매우
번호
문항
그렇지
지 이다 그렇
않다 않다
다 그렇
다
1 나는 어려운 일도 끈기 있게 해내는 편이다. 1 2 3 4 5
내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1 2 3 4 5
2 나는
세우고 실천하고 있다.
3 나는
있다.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1 2 3 4 5
나의 능력과 장래희망을 찾기 위해 많은 1 2 3 4 5
4 나는
노력을 하고 있다.
미래를 여러
위해 가지
많이 경험
노력한다(독서,
운동, 1 2 3 4 5
5 나는
사람 사귀기,
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1 2 3 4 5
6 나는
배우는나를
데 노력한다.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이 1 2 3 4 5
7 나는
노력한다.
8 나는 원칙을 잘 지킨다.
1 2 3 4 5
9 나는 미래를 예상하고 행동한다.
1 2 3 4 5
나는
내가
갖고
있는
단점을
극복하려고
노력
10 하는 편이다.
1 2 3 4 5
11 나는 다른 사람들을 이끄는 힘이 있다.
1 2 3 4 5
12 나는 명랑한 편이며, 분위기를 잘 살리는 편이다. 1 2 3 4 5
사람들이말을모인한다.자리에서 아주 자연스럽 1 2 3 4 5
13 나는
고 재미있게
14 나는 리더의 소질을 갖고 있다.
1 2 3 4 5
15 나는 모든 일에 적극적인 편이다.
1 2 3 4 5
16 나는 처음 보는 사람과도 대화를 할 수 있다. 1 2 3 4 5
다른 사람들이 내 의견을 따르도록 잘 1 2 3 4 5
17 나는
설득하는 편이다.
18 나는 재미있는 말을 잘 하는 편이다.
1 2 3 4 5
19 나는 친구들과 마음이 잘 통하는 편이다.
1 2 3 4 5
나는
친구에게
내가
바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
20 한다.
1 2 3 4 5
21 나는 노력으로 나의 모습을 바꾸어 나갈 것이다. 1 2 3 4 5
22 나는 자주 내가 원하는 미래의 모습을 상상한다. 1 2 3 4 5
23 나는 나의 미래의 모습에 기대감을 갖고 있다. 1 2 3 4 5
24 나는
이다. 내가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1 2 3 4 5
25 나는 미래의 내 모습을 상상하곤 한다.
1 2 3 4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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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번호
문항
그렇지
않다
26 나의 삶은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가고 있다.
1
27 나는 창의적이고 독창적이며 상상을 잘 한다. 1
28 나는 나의 느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1
새로운 것에 호기심을 느끼고 배우려 한 1
29 나는
다.
항상 도전해 보고 싶은 과제를 가지고 1
30 나는
있다.
내가 먼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한 1
31 나는
다.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도 곰곰이 생 1
32 나는
각하는다른
편이다.
다른있다.
사람들을 공정하게 대하려고 항상 1
33 나는
노력하고
34 나는 다른 사람들을 존중한다.
1
나의 감정(화, 기쁨, 우울함, 슬픔 등)을 1
35 나는
잘 조절하는 편이다.
36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정직하다.
1
37 나는 좋은 친구들을 잘 사귈 수 있다.
1
38 친구들이 나를 존중하고 믿어준다.
1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잘 이 1
39 나는
해해 주는 편이다.
40 나는 모르는 사람과도 잘 친해질 수 있다.
1
41 나는 공부할 목표를 세운 뒤 공부한다.
1
42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지 알고 있다.
1
43 나는 성공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1
44 나는 분명한 목표를 정해 놓고 생활한다.
1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많 1
45 나는
이 생각하는 편이다.
46 나는
있다.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는 방법을 알고 1
47 나는 장래희망이 없다.
1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하고 있는 1
48 나는
지 알지내가못한다.
49 나는
르겠다.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 1
50 나는 꿈을 가지고 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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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
지
않다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보통
이다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약간
그렇
다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매우
그렇
다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부록 8] 대학생 또래상담자 대상 포커스그룹 인터뷰 질문지

FGI 그룹 1 (대학생 집단 : 또래상담 교육 참여 有)

시간 구분
질문 내용
5분 도입
질문 1. 참석자 소개
1. 인터뷰 주제 소개
【소개내용】
▸ 연구주제 : 후기청소년 또래상담 프로그램
대학생의 심리․정서적 문제로 인한 대학생활 부
5분 인사 ▸ 개발배경:
적응 문제 발생. 대학 내 상담서비스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
인 많은 대학생들을 돕기 위한 대안으로 동기, 선․후배들
의 또래를 활용하여 심리․정서적 지원을 하기 위한 프로
그램 개발 및 보급 예정.
1. 또래상담 경험을 토대로 볼 때, 어떠한 내용으로 또래상담을 운
영되었습니까?
2. 또래상담 활동 가운데 가장 도움이 되는 부분은 무엇이였으며,
그 내용과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전환
3.
또래상담을 받은 내담자 또는 본인이 가장 도움이 된 점은 무엇
30분 질문 인가요?
4. 또래상담 프로그램 교육을 받고나서 본인 스스로 달라졌다고 느
낀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5. 또래를 대상으로 상담을 수행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요?
1. 대학생활을 하며 심리적으로 힘들 때는 언제입니까? 또 그럴 때
에는 누구에게 고민을 털어놓으십니까?
2. 심리적으로 힘들 때, 또래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은 무엇입니까?
3. 후기청소년 또래상담 프로그램이 개발된다면 대상, 활용도 등에
서 어떤 효용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40분 주요
4.
후기청소년 또래상담 프로그램이 기존의 또래상담 프로그램과
질문 어떤
차별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5. 이 외에 후기청소년 또래상담 프로그램의 내용과 관련하여 꼭
포함되어야 할 요소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6. 후기청소년 또래상담 프로그램을 교육받는다고 할 때, 프로그램
및 교육의 형식(교육시간, 방법, 접근 등)은 어떤 것이 효과적이
라고 생각하시는지요?
1.
인터뷰 내용 마무리 (언급된 내용에 대한 간략한 정리)
10분 마무리
2.
후기청소년 또래상담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더
질문 제언해
주실 점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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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GI 그룹 2 (대학생 집단_또래상담 교육 참여 無)

시간

구분

5분

인사

1. 인터뷰 주제 소개
【소개내용】
▸ 연구주제 : 후기청소년 또래상담 프로그램
▸ 개발배경: 대학생의 심리․정서적 문제로 인한 대학생활
부적응 문제 발생. 대학 내 상담서비스 지원의 사각지대
에 놓인 많은 대학생들을 돕기 위한 대안으로 또래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예정.

5분

도입
질문

1. 또래상담 소개

전환
질문

1. 고민이 있을 때 일반적으로 누구와 얘기하는 편인가요?
2. 친구, 선․후배 등 또래가 당신의 고민을 함께 해 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3. 또래가 가진 고민을 듣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면, 어떤 부
분이 어려웠나요?

주요
질문

1. 대학생활을 하며 심리적으로 힘들 때는 언제입니까? 또 그럴
때에는 누구에게 고민을 털어놓으십니까?
2. 힘들 때, 또래가 도움을 줄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
은 무엇입니까?
3. 후기청소년 또래상담 프로그램이 개발된다면 대상, 활용도 등
에서 어떤 효용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4. 후기청소년 또래상담 프로그램의 내용과 관련하여 꼭 포함되
어야 할 요소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20분

50분

질문 내용

1. 인터뷰 내용 마무리 (언급된 내용에 대한 간략한 정리)
마무리
10분 질문 2. 후기청소년 또래상담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더 제언해 주실 점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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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9] 상담전문가 대상 포커스그룹 인터뷰 질문지
시간

FGI 그룹 3 (대학학생상담센터 종사자 집단)

구분

질문 내용

1. 인터뷰 주제 소개
【소개내용】
▸ 연구주제 : 후기청소년 또래상담 프로그램
5분 인사 ▸ 개발배경: 대학생의 심리․정서적 문제로 인한 대학생활
부적응 문제 발생. 대학 내 상담서비스 지원의 사각지대
에 놓인 많은 대학생들을 돕기 위한 대안으로 또래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예정.
1. 당신의 성함과 소속, 대학생 대상 상담활동 관련 경험 등을
도입
소개해 주세요.
5분 질문 2. 간략히
귀하의 상담센터는 또래상담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
나요.(신규 개발 또는 기존 변형, 운영회기 등)
1. 직접 진행한 또래상담 프로그램 교육 경험을 토대로 볼 때,
또래상담의 효과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2. 또래상담 프로그램 활동 가운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활동이 있
30분 전환
내용과 이유를 소개해 주세요.
질문 3. 다면
또래상담 프로그램 교육을 받은 또래상담자들이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피드백 준 것은 무엇인가요?
4. 또래상담자를 양성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1. 후기청소년 또래상담 프로그램이 개발된다면 대상, 활용도 등
에서 어떤 효용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2. 대학생을 위한 또래상담 프로그램에서 대학생의 어떠한 심
리․정서적 호소문제가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3.
후기청소년 또래상담 프로그램은 어떤 특성을 갖추어야 한다
40분 주요
고
질문 4. 이 생각하시는지요?
외에 후기청소년 또래상담 프로그램의 내용과 관련하여 꼭
포함되어야 할 요소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5. 후기청소년 또래상담 프로그램을 실제로 실시하려고 할 때,
프로그램의 형식(시간, 방법, 접근 등)은 어떤 것이 효과적이라
고 생각하시는지요?
1. 인터뷰 내용 마무리 (언급된 내용에 대한 간략한 정리)
10분 마무리
또래상담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질문 2. 더후기청소년
제언해 주실 점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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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GI 그룹 4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 집단)

시간 구분
5분

인사

5분

도입
질문

30분 전환
질문

40분 주요
질문

10분 마무리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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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내용

1. 인터뷰 주제 소개
【소개내용】
▸ 연구주제 : 후기청소년 또래상담 프로그램
▸ 개발배경: 대학생의 심리․정서적 문제로 인한 대학생활
부적응 문제 발생. 대학 내 상담서비스 지원의 사각지대
에 놓인 많은 대학생들을 돕기 위한 대안으로 또래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예정.
1. 당신의 성함과 소속, 대학생 대상 상담활동 관련 경험 등을 간
략히 소개해 주세요.
1. (if 경험)직접 진행한 또래상담 프로그램 교육 경험을 토대로 볼
때, 대학생 대상 또래상담의 효과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2. 또래상담 프로그램 활동 가운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활동이 있
다면 내용과 이유를 소개해 주세요.
3. 또래상담 프로그램 교육을 받은 또래상담자들이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피드백 준 것은 무엇인가요?
4. 대학생 또래상담자를 양성할 때 중고등학생 또래상담자를 양성
할 때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5. 대학생 또래상담자를 양성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1. 후기청소년 또래상담 프로그램이 개발된다면 대상, 활용도 등에
서 어떤 효용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2. 대학생을 위한 또래상담 프로그램에서 대학생의 어떠한 심리․
정서적 호소문제가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3. 후기청소년 또래상담 프로그램은 어떤 특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요?
4. 후기청소년 또래상담 프로그램이 기존의 중고등학생을 위한 또
래상담 프로그램과 어떤 차별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지요?
5. 이 외에 후기청소년 또래상담 프로그램의 내용과 관련하여 꼭
포함되어야 할 요소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6. 후기청소년 또래상담 프로그램을 실제로 실시하려고 할 때, 프
로그램의 형식(시간, 방법, 접근 등)은 어떤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1. 인터뷰 내용 마무리 (언급된 내용에 대한 간략한 정리)
2. 후기청소년 또래상담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더
제언해 주실 점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Abstract
Currently, about 70% of the older adolescent population go to college. By the way,
they come to appeal as they lots of challenges at college such as pressure from the
autonomous environment of college and role tasks given in transition to adulthood.
Under this circumstance, peer counseling that aims to promoting better adjustment to
college life may be an important alternative. However, there are still few peer
counseling programs for older adolescent that are under development or utilization.
This study had the purpose of developing

a peer counseling program that can be

applied students at college and then testing the effects of that program.

For this

purpose, the study made literature review and focus group interviews with officials of
the college student counseling center or the community youth counseling and welfare
center, who have at least 3 years’ experience in dealing with another peer counseling
programs for college students, and with college students who were serving as a
counselor at that center. Through the interviews, this study could draw out critical
elements of a peer counseling program that are based on college students’
developmental characteristics. Based on those elements, the study finally developed the
peer counseling program for college students which consists of two parts, compulsory
and optional ones. To make that program more effectively usable at college, especially,
the optional parts were provided in form of module allowing counselors to choose from
issues with which college students are have the biggest trouble.
To determine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developed here, first of all, this study
selected its participants or 64 students in their 1st to 4th year of any of 2 colleges, all
of whom hoped to participate in that program, and then randomly divided those students
into the experimental and the control groups each having 32 members. The program
was applied to the participants based on 2~3 sessions a week from Oct. 27 to Nov. 2,
2018. After that, the pre- and the post-tests were made. These tests found that after
participation in the program, college students of the experimental group

show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rovements in adjustment to college life, empathic ability,
communication skills, altruism and leadership, but those of the control group show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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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ificant change in the same measures, resultantly proving how effective the program
developed in this study is.
This study may be regarded meaningful in two ways. One is that the study developed
a peer counseling program for college students after determining elements of that
program in association with issues about that college students need counseling. The
other is that the program was finally constructed to have cognitive stimuli and interests
suitable for college students after proving to be effective through its test application.
By the way, this study is not simple to be generalized because it was made on a
limited range of participants. This suggests supplementation is needed through keeping
track of whether the program developed here can continue to be effective and valid.
And what may need to be additionally made is a follow-up research on the
accomplishments that college students who become a counselor after completing the
peer counseling program are actually making by working with peer counsel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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