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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비만아동의 식이 및 신체활동 자기효능감 향상 및 비만도 감소를 위한 개인심리학 기반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효과성을 검증하는데 있다. 개인심리학 기반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김창대(2002)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모형에 따라 목표 수립, 프로그램 구성, 예비 연구, 프로그램의 실시 단계를 거쳐 개발되

었다.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비만아동 10명에게 총 10회기를 실시하고, 식이 및 신체활동 자기효능감과 비

만도 검사를 사전, 사후, 추후에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비만아동의 식이 및 신체활동 자기효능

감 향상 및 비만도 감소를 위한 개인심리학 기반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타당하게 구안되었다. 둘째, 개인심리학 

기반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비만아동의 식이 및 신체활동 자기효능감 전체 및 하위요인(일반적 식사습관, 사회적 

주위환경)향상에 효과적이다. 셋째, 개인심리학 기반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비만아동의 비만도 감소에 효과적이

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과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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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논문은 제 1저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요약 및 수정, 보완한 것임.
** 제 1저자, 거창 아림초등학교

*** 한국교원대학교 교육학과 부교수

논문 요약



112  아시아교육연구 17권 4호

Ⅰ. 서론

전 세계적으로 비만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우리나라도 서구화된 식습관과 운동량 부족,

스트레스의 증가 등과 같은 이유로 비만아동의 숫자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국내 초등학생 비만

의 발생 빈도는 1970년도에는 2～3%에 불과했으나 1990년도에는 10～20%수준에 이르렀으며(강

윤주, 박종구, 서일, 홍창호, 1997), 비만에 노출되는 연령층도 점차 낮아져 초등학교 재학 중에 

비만 판정을 받는 아동들이 많다(권은주, 나은희, 2016). 특히 군(郡) 이하의 지역의 경우 관련 

의료 및 사회체육시설의 부족으로 비만이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오상우, 윤영숙, 2005).

비만아동의 경우 정상체중 아동에 비해 당뇨,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 각종 합병증의 발생위

험이 높고, 지방세포 수의 증가로 성인 비만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조성종 등, 2003). 정서적

으로는 신체상의 왜곡 및 부정적인 자아인식으로 열등감을 갖게 된다(천근아, 2003). 비만아의 

30.4%는 가족으로부터, 57.3%가 친구로부터 놀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임낙수,

2003). 특히 발달상으로 사춘기 초기인 초등학교 고학년에 들어서면서 비만으로 인한 놀림에 대

한 민감도가 커지는데(이인선, 1998) 또래의 놀림은 심리적 열등감을 유발하며 부정적인 자아정

체감을 형성하게 된다(유일영, 1997). 비만아동의 열등감은 적응능력의 저하로 친구관계에 어려

움을 갖게 하는 경우가 많으며 우울증, 대인 공포증, 등교 거부 등의 선행인자가 되기도 한다(천

근아, 2003).

이와 같은 이유로 비만아동 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각 학교에서는 

비만관리 계획을 세워 운영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도 비만예방 키트 교육자료(2010)를 개

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그러나 운동, 식이, 행동습관의 관리에 대한 지침만 있을 뿐 비만아동의 

심리적 문제에 있어서는 소홀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비만아동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비만에 영향을 미치는 정서적 변인을 찾아 개선함으로

써 건강한 체중 및 건강한 정서를 조화롭게 가지도록 개발할 필요가 있다. 비만 조절행위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정서적 변인은 자기효능감(남성미, 2013; 백순이, 2010; 홍미령, 1995;

Bernior & Avard, 1986; Campbell, 1990)이라는 점이 여러 연구에서 증명되었다. 자기효능감은 

건강증진행위의 주요 예측원인으로 작용하여 왔다(구자명, 1993; 최지은, 2009; 허은희, 1998;

Pender, 1982). 건강과 관련된 자기효능감 중 비만아동의 체중조절행위와 관련 있는 자기효능감

으로는 식이 자기효능감 및 신체활동 자기효능감이 있다(Bernier & Avard, 1986). 식이 자기효

능감은 식사라는 특정한 상황에서 얼마나 식사행동을 잘 통제하고 건강하게 실천할 수 있는지

에 대한 개인의 신념과 자신감을 판단하는 것이다(최정은, 2012). 또한 신체활동 자기효능감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도 운동을 할 수 있는 확신으로 운동의 유지와 선택에 중요한 중재인자로 

알려져 있다(Martin, 1991). 식이 자기효능감 및 신체활동 자기효능감의 향상을 통해 비만아동이 



비만아동을 위한 개인심리학 기반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  113

경험할 수 있는 심리 사회적 특성의 부정적 요소를 최소화 하고 아동 스스로 지속적인 비만관리

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Campbell, 1990).

그동안의 비만아동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으로는 인지-행동 상담 기법과 현실치료를 적용

한 프로그램이 대부분이다(문금명, 2005; 백순이, 2010; 여경순, 2008; 최두자, 2009; 최현실,

2010). 인지-행동 상담기법의 경우 비합리적 사고를 개선하여 합리적인 사고를 갖도록 도움을 

주고, 현실치료의 선택이론은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해줄 수 있다. 그러나 

인지-행동 상담기법의 경우 신체상 개선에 효과가 있으므로 대부분 신체상치료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나(문금명, 2005; 오순생, 2009; 전미희, 2003; 정화진, 2005) Ramirez & Rosen(2001)의 비

교연구에서는 신체상치료가 체중 조절에 부가적 효과를 보이지 않음을 보고한다. 김미란(2006)

은 기존의 인지-행동 상담기법은 주로 성인들을 상담의 대상으로 발전되어 온 것으로 아동을 

위한 상담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들이 있었기에 이에 대한 대안으로 미래를 강조하고 성장 

지향적으로 아동에게 희망과 유용성을 보여주는 개인심리학을 제시하고 있다(Sweeney, 1998).

또한 인지-행동 상담기법 및 현실치료는 비만아동의 열등감의 근원을 다루는데 소홀하고, 열등

감이 오히려 삶의 추진력이 될 수 있음(Ansbacher & Ansbacher, 1979)을 간과한다. 비만아동의 

경우 비만한 상태에서 건강한 체중으로 돌리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열등감 보상의 과정이 잘못

된 방식으로 가게 되어 비만 치료 자체를 포기해버리는 무기력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김성희,

1999).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좌절될 경우 열등감이 더욱 강화되어 열등감 콤플렉스

(inferiority complex)에 이르게 되며 자기효능감은 낮아진다(송현종, 조성은, 2003). 또한 비만아

동의 경우 부모의 양육태도나 자녀의 신체에 대한 평가가 자녀의 신체상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도 불구하고(Rozin & Fallon, 1988, Whaley & Wong, 1991, Valtolina, 1995), 인지-행동 

상담기법이나 현실치료를 적용한 비만 상담프로그램의 경우 양육방식의 탐색은 이루어지지 않

고 있다. 이에 반해 개인심리학 기반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부모의 양육방식에 따른 생활양식을 

파악을 통해 자신의 열등감과 잘못된 보상과정과 부적응적 사적논리에 대한 통찰을 가짐으로써

(송현종, 조성은, 2003) 건강한 보상과정 및 대안적 사고를 선택하고자 하는 동기를 갖게 한다.

특히 개인심리학의 핵심 기술인 자기 격려 및 타인 격려는 비만아동의 식이 및 신체활동 자기효

능감을 향상시킬 것이다(김미란, 2006).

본 연구에서는 Bandura(1993)가 제시한 자기효능감의 네가지 원천을 접목하여 개인심리학 기

반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첫째, 성공경험은 자기효능감을 강화시키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비만 아동의 대부분은 전문가의 지도 없이 체중조절을 시도하고(김옥수, 윤희

상, 2000), 체중조절의 반복된 실패 경험으로 자기효능감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다(장경아, 2007).

이에 본 프로그램은 건강한 식이와 신체활동을 선택하는 성공경험을 할 수 있도록 식사 및 운동

일기 작성을 1회기부터 계열성 있게 구성하였다. 식사 및 운동일기 쓰기는 그 효과성이 커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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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의 비만 치료 프로그램에서 이용되고 있다(김미리혜, 2004). 둘째, 대리경험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본 프로그램의 참여를 통해 다른 집단원들이 목적을 달성해가는 간접 경험 공유할 

수 있으며,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내용에도 비만으로 인한 열등감을 극복한 실례를 제시함으로 

대리경험을 통해 자기효능감이 향상될 수 있다. 셋째, 언어적 설득을 통해 자기효능감이 향상되

도록 하였다. 격려는 개인심리학 기반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핵심 기술로 당면 과제를 스스로 해

결할 수 있도록 하며 지속적인 자기를 돕는 내적 기제로 작동한다(Ferguson, 2003). 집단 안에서 

건강한 식이 및 신체활동을 선택하는 노력을 격려함으로써 성공경험은 강화되고 내적 통제성은 

증가하여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다(김미란, 2006). 넷째, 생리적 각성을 위해 매 회기 시작 

시 쉽고 재미있게 따라할 수 있는 5분 순환운동을 집단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구성함으로써 

운동이 피곤한 것이 아니라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도록 하였다.

국내의 대부분의 개인심리학 기반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김미란(2006)이 개발한 집단상담 프

로그램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자기효능감 증진에 유의한 결과를 얻었다(박상권,

2010; 선국진, 2013; 양미옥, 2013; 정은숙, 2012). 이 외에도 진로 상담 프로그램으로 활용되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정은균, 2008)을 향상 시키는데, 예비부모 교육 프로그램으로 활용되어 양

육효능감(김지연, 2014)을 향상시키는데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다. 개인심리학 기반 집단상담 프

로그램을 비만아동들에게 적용한 연구로는 김미란(2006)이 개발하고 정지운(2008)이 재구성 한 

것을 박채민(2013)이 실험한 연구가 유일하다. 이 연구는 비만아동들의 자아존중감 향상과 일부 

스트레스 감소 및 인지 충동성 감소에 효과를 보여 개인심리학 기반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비만 

아동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으로 유익한 상담적 활용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김미란

(2006)의 격려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경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초등학생

들에게 적용하기 어려우며, 특히 비만아동은 다른 초등학생들과 심리 특성적인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비만아동의 요구를 반영한 개인심리학 기반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전무하므로 상

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상에 특화된 개인심리학 기반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만아동의 요구를 분석하여 비만아동의 식이 및 신체활동 자기효능감 

향상 및 비만도 감소를 위한 개인심리학 기반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전‧사후‧추후 효

과검증을 하여 그 결과를 상담 현장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다음과 같이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비만아동을 위한 개인심리학 기반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어떻게 구안할 것인가?

둘째, 비만아동을 위한 개인심리학 기반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식이 및 신체활동 자기효능감 

및 비만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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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비만아동

비만이란 건강을 해칠 정도로 지방조직에 과도한 지방질이 축적되는 상태를 말한다(Wolrd

Health Organization, 2000). 비만은 발생 시기에 따라 소아비만과 성인비만으로 구분할 수 있다.

소아비만은 지방세포 수가 증식하는 유형이며, 성인비만은 지방세포 크기가 증식하는 유형이다.

늘어난 지방세포 수는 줄어들기 힘들기 때문에 아동비만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최현정, 서

정숙, 2003; Whaley & Wong, 1993).

소아비만의 영향은 크게 신체적 영향과 심리적 영향으로 나뉜다. 신체적 영향으로는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제 2형 당뇨병과 대사 증후군의 발생의 증가 등이 있다(추미애, 최병호, 2010). 심

리적 영향으로는 외모로 인한 놀림 때문에 겪는 신체적 열등감이 가장 크다. 질적 연구를 통해 

살펴본 비만아동들이 느끼는 주된 정서는 타인 앞에 비만이 노출되거나 놀림을 받을 때, 이성친

구로부터 거절당할 때 수치심과 속상한 감정을 경험한다. 또 날씬한 친구들과 비교당할 때 열등

감을 느끼며 놀리는 학생에 대해서는 미움과 분노의 정서를 보인다(이인선, 1998). 신체상(Body

Image)은 역동적인 개념으로 개인마다 독특한데 일반적으로 자신의 신체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때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지나(Jasmin & Trygstad, 1979), 비만아동은 신체상에 대한 손상으로 

열등감, 자존감 저하, 대인관계 장애 등을 경험하게 된다(박향순, 1999; 이분옥 1999). 김나연

(2001)은 비만 학생들의 열등감으로 인한 소극적인 성격 등으로 정상체중 학생보다 자기효능감

이 낮고 그로인해 학업 성적도 낮아진다고 보고하였다. 장경아(2007)의 연구에서도 정상체중 학

생과 비만학생이 자신감과 전체 자기효능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우울·부정적 인지가 높

게 나타났음을 보고하고 있다. 또한 비만 정도가 심할수록 학습된 무기력이 높음을 알 수 있었

다. 비만아동의 자기효능감과 학습된 무기력 간에는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2. 식이 및 신체활동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어떤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다

(Bandura, 1986). Bandura(1993)는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요인으로서 성공경험, 대리경험, 언어적

설득, 생리적 각성 등을 제시하였다. 성공경험은 자기효능감을 강화시키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이다. 여기에서 필요한 성공경험은 어려운 상황에서 끈기 있게 노력하여 목표를 성취해보는 극

복하는 경험이다. 대리경험은 자신과 유사한 사람이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성공한 사례를 간접

적으로 경험하며 자신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찰자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언어적 설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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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타인의 설득력 있는 격려로 동기와 행동의 지속을 강화하고 견고한 자기효능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생리적 각성은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바르게 교정하

는 것이다.

자기효능감은 건강증진행위의 주요 예측원인으로 작용하여 왔다(구자명, 1993; 최지은, 2009;

허은희, 1998; Pender, 1982). 자기효능감은 건강한 행동을 선택할지, 얼마나 노력을 기울일지,

역경과 실패에도 그 노력을 얼마나 유지할지 결정하는 인자이다. 따라서 자기효능감은 건강 행

동의 예측 요인, 매개 변인, 조절 변인으로 간주할 수 있기에 비만아동의 자기효능감을 측정하여 

행동 변화를 시작하게 하는 잠재력을 평가할 수 있다(Schwarzer, 2008). 자기효능감은 비만인의 

자기조절행위에 대한 가장 유의한 변수이며 자기 조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홍미령, 1995;

황란희, 2001; Bernior & Avard, 1986). 따라서 Campbell(1990)은 비만관리 프로그램에서 자기효

능감 증진의 중요성을 주장하는데, 비만아동의 체중 조절 행위와 관련 있는 자기효능감으로 식

이 자기효능감 및 신체활동 자기효능감이 있다(Bernier & Avard, 1986).

식이 자기효능감은 식사라는 특정한 상황에서 얼마나 식사행동을 잘 통제하고 건강하게 실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개인의 신념과 자신감을 판단하는 것이다(최정은, 2012). 식이 자기효능감

은 건강한 식사습관을 지속할 수 있는가, 건강한 음식을 선택할 수 있는가, 과잉 음식 섭취에 

유혹을 받는 사회적 주위환경에서 거절할 수 있는가, 폭식을 일으키는 부정적인 감정 상태에서 

폭식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가 등으로 다양한 측면이 포함되어 

있다(최수전, 1998). 초등학교 중학년을 대상으로 식이 자기효능감과 식이 행동과의 관련성을 연

구한 결과 식이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건강한 식이 행동을 선택하는 것에 유의하게 작용한다

고 보고한다(Parcel, Edmunson, Perry & Henry, 1995).

신체활동 자기효능감은 건강을 위한 운동행위를 지속해야 하는 상황에서 개인이 긍정적인 행

위에 참여할 수 있고(Marcus, Niaura, Rossi & Selby, 1992), 여러 가지의 상황에서도 운동을 할 

수 있는 확신(Simkin, 1993)으로 설명된다. 신체활동 자기효능감은 운동의 유지와 채택에 중요한 

중재인자이고, 운동 프로그램의 효과를 증진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알려져 있다(Martin, 1991).

연구자들(Guy, Parcel, Cheryl & Henry, 1995)은 높은 사회적 지지와 신체활동 자기효능감이 초

등학생 신체활동 시간과 유의한 상관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신체활동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현

재 아동의 신체활동 점수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는데(최수전, 1998), 신체활동이 비만도 및 비만

의 합병증을 감소시킨다는 것은 여러 연구결과(Richter, Turcotte, Herspel & Kiens, 1992; Mccall

& Raj 2009)를 통해 증명된 사실이다. 신체활동을 증가시키기 위한 전략으로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체활동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고 인지하는 장벽감을 낮추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김

영호, 박인경, 2012). 반면 신체활동 자기효능감의 저하는 비만아동의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정

서적 불안정성에 영향을 미친다(임애규,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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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심리학 기반 집단상담 프로그램 

열등감의 개념에 대해 처음으로 논의한 Adler(1956)는 열등감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응해 나가느냐를 중요하게 보고, 이를 인간의 기본 동기로 보았다.

아동은 부모의 양육과 가족구도에서의 개인의 위치, 사회 문화적 영향 등을 통해 생활양식을 형

성하나 그 중요성의 정도는 개인이 결정짓는 선택과 관련 있다. 사람들은 스스로 선택한 목표에 

따라 ‘사적 논리(private logic)’나 감정을 사용하여 평가하고 해석한다. 사적논리는 목표를 추구

하는데 도움이 되는 개인의 인지구조로 ‘일반 논리(common logic)’로는 이해되지 않을 수 있다.

최종목표를 지향하는 개인의 관점으로 인간의 행동을 설명할 수 있다(Adler, 1937; Hall &

Lindzey, 1975). Adler의 상담 이론에서 변화를 이끌어내는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 격려이다. 개

인심리학의 격려 기술은 책임감을 강하게 하고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강하게 심어주면서 내담자

를 강한 자기효능감을 지닌 사람으로 발달시킬 수 있는 기제로 사용된다(박도영, 2011). Adler는 

격려를 개인의 인지적 도식 틀에 긍정적인 기대를 넣어 더 발전하게 하며 인지, 정서, 행동에 

미친다고 정의하였다(Dinkmeyer & Losoncy, 2007). 격려 받은 사람은 스트레스를 적게 느끼며 

긍정적 변화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Manaster & Corsini, 1999). 또한 자기격려란 자기 자

신에게 확신과 자신을 불어 넣어 용기의 발달을 촉진하며 자기 스스로 낙담시키지 않고 격려하

면서 자신의 가치를 세우는 것을 말한다(노안영, 정민, 2007). 자기격려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낮고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노안영, 정민, 2007).

김미란(2006)이 개발한 개인심리학 기반 격려프로그램은 열등감과 생활양식 이해하기, 긍정적 

이미지 만들기, 자신의 능력 신뢰하기, 낙담하게 하는 신념에 도전하기, 사적 논리와 대안적 사

고 찾기, 숨겨진 목표 탐색과 새로운 행동목표 세우기, 타인을 격려하기 등의 활동으로 프로그램

의 내용을 구성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의 자기존중감, 내적통제, 사회적 관심을 증진시키

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대부분의 개인심리학 기반 집단상담 프로그램

은 김미란(2006)이 개발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자기효능감 증

진에 유의한 결과를 얻었다(박상권, 2010; 선국진, 2013; 양미옥, 2013; 정은숙, 2012). 개인심리학 

기반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한 정은균(2008)의 연구 결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향상에 

효과적이었으며, 김지연(2014)의 개인심리학 기반 예비부모 교육 프로그램 결과 양육효능감 향

상에 효과적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심리학 기반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내담자 스스로를 가치 

있도록 인식하고 긍정적인 변화에 대한 동기를 갖도록 하여 지속적으로 발전하도록 도움으로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제공하는 좋은 수단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선국진, 2013).

또한 김미란(2006)이 개발하고 정지운(2008)이 재구성 한 개인심리학 기반 집단상담 프로그램

을 비만아동들에게 적용한 박채민(2013)의 연구에서 비만아동들의 자아존중감 향상과 일부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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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스 감소 및 인지 충동성 감소에 효과를 보여 개인심리학 기반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비만아

동을 위한 상담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Ⅲ. 프로그램 개발

1. 프로그램 개발 모형

본 연구에서는 변창진(1994), 박인우(1995), Sussman(2001)의 모형의 장점을 통합하고 단점을 

보완하여 종합적인 모형을 제시한 김창대(2002)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 따라 프로그램을 개발하

였다. 구체적인 절차는 목표 수립, 프로그램 구성, 예비 연구, 프로그램 실시 단계 순이다.

김창대(2002) 프로그램 개발 모형의 단계별 절차와 내용을 도식으로 나타내면 그림1과 같다.

[그림 1] 개인심리학 기반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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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그램 개발 과정

1) 목표수립 

프로그램 기획을 위해 가장 먼저 비만아동들의 요구분석을 실시하였다. 요구 조사 방법은 주

요 정보제공자(key informants)조사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주요 정보제공자는 비만문제에 대해 

질 높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비만아동 5명 및 비만아동 지도 경험이 있는 초등학교 담임교사 

6명을 선정하여 인터뷰로 진행하였다. 요구조사 질문지는 개인심리학 상담 과정에 따라 비만아

동들이 낙담하는 상황에 대한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 측면에서의 반응 및 전체적인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관하여 학생용과 교사용으로 구분하여 구성 후 상담심리 전공 지도교수와 상담심리 

전문가 2인의 자문을 거쳐 완성하였다.

인터뷰는 본 연구자가 주요 정보제공자에게 동의를 얻은 후 메모 및 녹음을 통해 내용을 저장

하였다. 축어록을 풀어 주요 내용을 요약 및 분석하여 비슷한 개념끼리 묶는 범주화 작업을 하였

다. 그 결과 프로그램에 반영되어야 할 주제 및 전반적인 흐름은 표 1과 같다.

<표 1> 단계별 프로그램 구성요소

단계 프로그램 구성요소

정서초점
비만아동들 간의 친밀감 형성

신체적 열등감으로 인해 낙담했던 상황 및 감정 공유

인지초점
열등감의 보상기제 이해

부적응적 사적논리를 대안적 사고로 전환

행동초점 격려기술을 통해 건강한 행동을 연습

전체초점 타인격려와 자기격려를 통해 건강한 행동의 유지

기타
동질 집단(같은 학년, 비만 학생들로만)으로 구성

그림활동 및 미술치료 기법 접목

다음으로 이론적 모형은 Adler의 개인심리학을 근거로 Losoncy(2001)가 제안한 격려치료 상

담과정의 4단계를 적용하여 설정하였다. 즉 관계형성과 탐색단계(정서초점), 내담자 지각의 확

장단계(인지초점), 계획하기/다짐/실행단계(행동초점), 자유단계(전체초점)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단계는 개인심리학의 주요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이 이론적 모형은 지도교수 1인과 상담심리 

전문가 2인에게 자문을 받은 결과 이론적 모형의 이론적 근거 및 논리적 연결성은 적절하나 세

부적으로 관계형성 단계의 구성요소에서 단순히 수평적 관계형성보다는 무조건적 수용, 존중,

격려 등도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를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 활용한 

이론적 모형은 그림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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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단계 구성요소 주요개념

관계형성과 

탐색단계

(정서초점)

‣ 상담자와 비만아동과의 수평적 관계 형성

: 상담자의 무조건적 수용, 존중, 격려를 통해

내담자 지각의 

확장단계

(인지초점)

‣ 비만아동의 생활양식 파악

: 초기기억, 가족구도, 출생순위
생활양식

‣ 비만아동의 신체적 열등감 공유

‣ 개인심리학의 열등감과 보상기제, 우월의 추구 이해
열등감

‣ 비만아동의 부적응적 사적논리 파악 및 대안적 사고 이해 사적논리

계획하기/

다짐/실행단계

(행동초점)

‣ 부적응적 사적 논리에 대한 대안적 사고 연습하기 대안적 사고

‣ 건강한 식이 및 생활습관을 선택하는 연습

: 상담자와 집단원의 격려 피드백을 중심으로
격려

자유단계

(전체초점)

‣ 건강한 식이 및 생활 습관을 선택하는 연습

: 내담자의 자기격려를 중심으로
자기격려

‣ 적용 및 종결

: 격려, 자기격려, 책임감부여

[그림 2] 프로그램 이론적 모형

이론적 모형의 흐름에 따라 관계형성과 탐색단계(정서초점) 1회기, 내담자 지각의 확장단계

(인지초점) 4회기, 계획하기/다짐/실행단계(행동초점) 3회기, 자유단계(전체초점) 2회기로 조직

하였다. 지속적인 열등감으로 형성된 생활양식, 부적응적 사적논리는 개인의 내적인 동기와 관

련되기 때문에 쉽게 변화하지 않지만 이 동기가 변화되었을 때 행동의 변화로 이어지므로(김미

란, 2006) 내담자 지각의 확장단계의 활동회기를 총 4회기로 가장 중점을 두었다. 영역별 프로그

램 회기구성에 반영된 구체적인 요소와 반영과정은 그림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비만아동의 

식이 및 신체활동 자기효능감과 비만도에 대한 요구조사 분석 및 이론적 모형 수립을 통해 설정

한 목적 및 목표는 그림 4와 같다.

관계형성과 

탐색단계

(1회기)

➜

내담자 지각의 

확장 단계

(4회기)

➜

계획하기/다짐/

실행단계

(3회기)

➜

자유 단계

(2회기)

상담자와 

비만아동과의 

수평적 관계 형성

열등감의 보상기제 

이해 및 부적응적 

사적논리를 대안적 

사고로 전환

격려를 통한 

건강한 식이 및 

신체활동 선택

자기격려를 통한 

건강한 식이 및 

신체활동 유지

[그림 3] 영역별 프로그램 회기 구성의 반영요소와 반영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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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

2) 프로그램 구성 

프로그램의 구성 단계에서는 비만아동의 식이 및 신체활동 자기효능감 향상 및 비만도 감소

를 위해 설정한 이론적 모형에 따라 기존 활동을 수집·정리하였다. 각 활동은 Sussman(2001)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수용성과 접근성,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정도, 목표 집단에 미치는 영향

력을 비교한 후 연구자가 직접 개발하거나 기존 활동을 수정·보완하여 일차로 프로그램을 구성

하였다. 대상이 초등학생임을 고려하여 회기별 시간은 40분으로 구성하였으며 회기별 활동 단계

는 시작, 활동, 정리의 3단계로 구성하였다.

관계형성과 탐색단계(정서초점)는 1회기로 선행 프로그램의 오리엔테이션 회기를 참고하되,

자기소개시 생활양식 파악을 위해 중요한 요소인 출생순위를 포함하여 내가 가족의 일원이 되

어 나를 소개함으로써 비방어적으로 가정에서의 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내담자 지각의 확장단계(인지초점)는 2회기에서 5회기로 이루어진다. 2회기는 정은균(2008)의 

생활양식 탐색하기 활동을 참고로 하되 초기기억을 그림으로 표현하도록 활동을 수정하였다. 또

한 가족구도 파악도 비만과 관련하여 생활양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다. 3회기는 비만아

동을 대상으로 REBT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한 이현정(2009)의 나는 OOO! 활동을 반영하여 

비만으로 인해 마음이 힘들었던 상황을 공유하고 내 사진을 보고 드는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

되 개인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누구나 열등감을 갖고 있으나, 열등감은 타인과의 비교로부터 비롯

된 주관적인 감정임을 이해함으로 내담자의 지각이 확장될 수 있도록 수정하였다. 4회기에서는 

열등감의 보상기제를 이해하기 위해 기존 활동의 경우 주로 ‘미운오리새끼’와 같은 동화를 활용

한 경우가 많았는데(김미란, 2006; 박채민, 2013; 정지운, 2008) 본 연구에서는 열등감을 극복한 

실제 여러 인물 사례들을 살펴보며 열등감이 오히려 삶의 원동력이 된 경우도 많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생들의 흥미 유발을 위해 실제 유명인물이 표현했던 열등감의 언어를 먼저 

본 후 누구인지 추측해보도록 한 다음 집단원들이 맞추면 현재는 그 인물이 열등감을 어떻게 

보상기제로 활용하였는지 소개함으로 동기부여가 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미술 활동이 많았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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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겠다는 요구분석을 반영하여 내가 바라는 ‘건강한 나’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그림

으로 표현해보도록 개발하였다. 5회기 목표인 부적응적 사적논리를 파악을 위해 기존 프로그램

에서는 강의 후 활동지로 연습하는 활동이 많았으나(김미란, 2006; 임채원, 2012), 본 연구에서는 

‘건강한 나’를 만드는데 방해하는 요소를 클레이로 표현하게 함으로써 흥미를 유발하고 부적응

적 사적논리가 비방어적으로 투사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이 후 비만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대안적 사고를 갖도록 하였다.

계획하기/다짐/실행단계(행동초점)는 6회기에서 8회기로 구성된다. 6회기의 경우 부적응적 

사적논리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미움 받을 용기」(기시미이치로, 2014)라는 책의 대화 내용

을 인용 후 건강한 식습관 및 신체활동 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계획하는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7회기에서는 격려의 중요성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해 ‘마음아, 작아지지마’라는 동화책과 실제인

물인 박지성의 예화를 함께 읽은 후 임채원(2012)의 ‘격려의 기법 알아보기’ 활동을 참고로 집단

원의 노력에 대해 격려하는 말을 활동지를 통해 연습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8회기의 활동은 

개인심리학에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장애물을 만나더라도 계속 노력하는 마음이 용기임을 이

해하고 이를 격려하기 위해 신뢰게임을 추가하였다.

자유단계(전체초점)는 9회기와 10회기로 구성된다. 9회기에서는 자기격려를 통해 건강한 식이 

및 신체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나를 응원하는 꼴라쥬(collage) 작업을 하는 활동으로 개발하였

다. 기존 프로그램의 자기격려 활동은 활동지에 문장으로 연습하는 활동이 대부분이었는데(강경

미, 2012; 김미란, 2006; 박상권, 2010) 꼴라쥬 작업은 다양한 재료들을 화면위에 붙여가며 자기

를 표현하는 유희적인 형태를 취함으로써 초등학교 비만아동들의 흥미를 유발할 뿐 아니라(정

진자, 정용원, 2001) 시각적으로 구체화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자기격려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

라 기대된다. 10회기는 기존 프로그램의 마무리 회기를 참고하되 3회기에서 활동 하였던 내 모

습 보기 활동을 다시 한 번 함으로써 그동안 신체적 및 심리 사회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해보는 활동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격려 샤워와 선언문 낭독, 소감나누기 활동을 통해 집단

상담이 끝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건강한 식이 및 신체활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10회기가 

마친 후 사후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지속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3주 후 추후검사를 실시

하도록 하였다.

잠정적으로 구안된 프로그램의 이론적 타당성과 일반화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상담심리 전공

교수 1인과 상담심리 전문가 2인에게 자문을 받았다. 전문가의 자문결과에 따른 수정·보완 사항

을 정리하면 첫째, 프로그램의 목표 및 활동의 용어가 초등학생이 이해하기 어렵게 기술되었다

는 의견이 있어 개인심리학의 개념을 초등학생 수준에 맞게 수정하였다. 둘째, 비만관련 양육방

식 구분 및 대안적 사고 연습에서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영화 캐릭

터를 활용한 구체적인 예시 및 활동지를 추가하였다. 셋째, 개인심리학의 개념을 이해하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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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강의식이 아닌 놀이 활동을 추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강의 부분을 퀴즈나 

집단 활동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비만아동 대상 프로그램인 만큼 신체를 활용한 놀이와 활동이 

많으면 흥미 유발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매 회기 시작에서 격려의 내용을 담

은 노래에 맞춘 5분 순환운동을 통해 몸과 마음을 푸는 시간으로 수정하였다. 넷째, 식사 및 운

동일기를 1회기부터 시작하고 계열성 있게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반영하였다. 다섯째,

계획하기/다짐/실행하기 단계로 넘어갈 때 동기부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동기부여

를 위한 참고자료를 삽입하였다. 여섯째, 변할 수 있는 용기를 위한 활동으로 제시한 신뢰게임이 

논리적 연결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는 삭제하고, 개인심리학에서 용기를 갖도록 하는 

핵심적인 방법이 격려임을 반영하여 집단원 간 격려의 말을 적어주는 롤링페이퍼 작성을 하는 

것으로 수정하였다.

3) 예비연구

구안된 프로그램은 실제 현장 적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소수의 비만아동에게 실시하고 실

제 적용 시 발생할 어려움을 예측하여 수정·보완하였다. 예비연구 적용 대상은 초등학교 6학년 

학생 중 체질량지수를 이용한 비만도 기준으로 과체중(overweight)이상 6명을 대상으로 총 4회

기를 실시하였다. 예비 적용 회기는 이론적 모형의 각 단계에 있는 회기 중 시간 배정, 참여도,

난이도 등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1회기, 4회기, 7회기, 10회기로 선정하였다. 운영평가, 과정평과,

성과평가의 기준에 따라 관찰 및 경험보고서를 통해 평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회기에서는 출생순위를 포함하여 내가 가족의 일원이 되어 나를 소개하는 활동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의견을 반영하여 활동지에 구체적인 예시 질문을 포함시켰다.

4회기의 열등감을 극복한 인물 사진의 카드를 고르는 활동에서는 학생들이 생소해하거나 식상

해하는 인물은 삭제하고 현재 활동 중인 사람들의 열등감 극복 사례를 추가하였다. 또한, ‘건강

한 나’의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활동에서는 미술에 자신이 없는 학생의 경우 부담스러워 

하고 그림에 잘 드러나지 않아 ‘건강한 나’의 모습을 문장으로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7회기에서는 식사 및 운동일기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못하는 것 같아 잘하는 부분은 

초록색, 반성해야 할 부분은 분홍색 형광펜으로 구별하여 직관적으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10회

기의 경우 마지막 피드백에서 단순하게 표현하는 학생들이 많아 구체적인 프로그램 평가지를 

만들었다. 전문가의 자문결과와 예비연구 후 수정‧보완하여 본 연구에서 구안된 최종 프로그램

의 회기별 구성은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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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로그램 실시

프로그램은 연구자가 G군 비만아동중 부모의 동의가 있는 희망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요구를 반영하여 같은 학년(4학년과 6학년), 비만아동들로만 두 집단을 구성하였으며, 한 집단에 

5명씩, 총 10명의 비만아동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2015년 9월 2일부터 2015년 10월 2일까지 

주 2회로 방과 후 꿈키움교실에서 실시하였다.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지도교수의 감독 하에 운영

되었다. 1회기 시작 전 사전검사를 실시하였으며 10회기 종료 후 사후검사를 실시하고, 3주 후 

추후검사를 실시하였다.

<표 2> 비만아동 위한 개인심리학 기반 집단상담 프로그램

영역
회

기
제목 회기별 목표 활동내용

관계

형성과 

탐색

단계

1
두근두근, 

반가워!

프로그램의 목표와 규칙을 이해하고 

서로 간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다.

오리엔테이션

별칭 짓기

출생순위를 포함한 자기소

개 하기

내담자 

지각의 

확장

단계

2 넌 누구니?
초기기억, 우리 집 분위기를 통해 

형성된 생활양식을 이해할 수 있다.

초기기억

우리집은요.

3

나를 

가로막는 

나에게

비만아동의 신체적 열등감을 공유하고 개

인심리학의 열등감을 이해할 수 있다.

신체적 열등감 공유하기

내 모습 보기

4

더 높은 

곳으로 

high, hi!

열등감의 보상기제를 이해하고 내가 원하

는 건강한 나의 모습을 알 수 있다.

열등감의 보상기제

내가 바라는 ‘건강한 나’의 

모습

5

당신은 

‘이대로’ 
좋습니까?

건강하지 못한 행동 습관의 사적논리를 

찾을 수 있다.

‘건강한 나’를 만드는데 방

해하는 괴물은?

비만 바로 알기

좋은 생각으로 바꾸기

계획

하기/

다짐/

실행

단계

6

지금, 

여기에서 

변하기로 

선택하다.

사적논리를 대안적사고로 바꾸고 ‘지금, 

여기’에서 변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

‘지금, 여기’ 스포트라이트 

비추기

오늘 나는 ‘건강한 나’로 

살기로 선택하다.

7
마음아, 

작아지지마

비만아동들은 서로 격려를 통해 건강한 

식이 및 신체활동을 선택할 수 있다.

내 삶을 바꾼 격려 한마디

마음아, 작아지지마 

8
네 편이 

되어줄게!

비만아동들은 서로 격려를 통해 건강한 

식이 및 행동 습관을 지속할 수 있다.

잘하고 있어!

네 편이 되어줄게!

자유

단계

9
잘하고있어, 

자라고있어!

비만아동들은 자기격려를 통해 건강한 식

이 및 행동을 유지할 수 있다.

잘하고 있어!

나를 응원합니다.

10

필요한 

것은 오직 

행동

비만아동들은 프로그램 종결 후에도 건강

한 식이 및 행동을 선택하기로 다짐할 수 

있다.

내 모습 다시보기

격려샤워

선언문 낭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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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

1.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프로그램 참여자는  G군 초등학교 비만아동 20명을 선정하여 실험집단 10명, 통제

집단 10명으로 무선할당 하였다. 개인심리학 기반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경우 초등학교 4~6학년

에서 가장 큰 효과크기를 보이므로(김재희, 2014) 4~6학년이면서 ‘튼튼이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

가 안내문을 보고 신청한 학생들 중 비만도가 과체중 이상인 학생들로 선발하였다. 구체적으로

는 실험집단이 과체중 4명, 비만 6명, 통제집단이 과체중 7명, 비만 3명이었다. 또, 남녀 성비는 

실험집단이 남자 3명, 여자 7명, 통제집단이 남자 6명, 여자 4명이었다. 실험집단은 비만 학생들

로만, 같은 학년끼리 구성하였으면 좋겠다는 요구분석에 따라 4학년 비만학생 집단과 6학년 비

만학생 집단인 2집단으로 구성하였고, 통제집단은 5학년 비만학생 집단으로 구성하였다. 통제집

단도 연구 종료 후 본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2) 측정도구

(1) 식이 자기효능감 척도

식이 자기효능감 척도는 Guy 등(1995)이 개발한 CDSS(Child Dietary Self-Efficacy Scale)와 

Mathew, David, 와 Raymond (1991)등이 개발한 Eating Self-Efficacy Scale을 토대로 최수전

(1998)이 수정·보완한 것이며, 4점 Likert Scale을 적용한 총 18문항의 자가측정법을 사용하였다.

각 하위개념은 4개의 영역으로 일상적인 식습관에 관한 5문항, 음식선택에 관한 4문항, 과식을 

유도하는 주위환경과 관련된 6문항, 과식을 유도하는 부정적 감정상태와 관련된 3문항으로 구성

되었다. CDSS(Child Dietary Self-Efficacy Scale)의 신뢰도는 .84이고, 최수전(1998)이 수정․보완한 

식이 자기효능감 척도의 Cronbach's α 값은 .86이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값은 .85이다.

(2) 신체활동 자기효능감 척도

신체활동 자기효능감 척도는 Stewart. G.(1996)가 개발하여 사용한 Physical Activity

Self-Efficacy Sacle과 David. G.(1993)가 개발하여 사용한 Exercise Self-Efficacy Scale을 토대로 

최수전(1998)이 수정·보완한 것이며 4점 Likert Scale을 사용한 것으로 총 9문항이었지만 21번 

문항과 22번 문항이 유사하여 22번 문항은 제외하고 총 8문항의 자가측정법을 사용하였다. 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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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1998)의 수정․보완한 신체활동 자기효능감의 Cronbach's α 값은 .73이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값은 .70이다.

(3) 비만도

체질량 지수를 이용한 비만도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구한다.

체질량지수(BMI)=신장
체중

3) 실험설계

본 연구에서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사후‧추후 비교를 위해 사전‧사후‧추후검사 통제집

단 설계방법을 사용하였다. 프로그램 실시로 인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반복측정 변량분석

(Repeated Measure ANOVA)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2. 결과

1) 집단 간 동질성 검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두 집단의 사전 검사를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식이 및 신체활동 자기효능감과 비만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두 집단은 동질적인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표 3> 집단 간 동질성 검사

식이 자기효능감 신체활동 자기효능감 비만도

M(SD) t M(SD) t M(SD) t

실험집단(n=10) 55.7(8.23)
.734

25.3(2.06)
1.738

25.8(2.23)
.122

통제집단(n=10) 57.8(3.73) 27.0(2.30) 23.7(3.43)

2) 식이 자기효능감 사전․사후․추후 검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식이 자기효능감 총점의 사전·사후·추후검사 결과를 

분석한 기술통계는 표 4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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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식이 자기효능감 사전·사후·추후검사 기술통계 결과

실험집단(n=10) 통제집단(n=10)

사전 사후 추후 사전 사후 추후

M 55.7 62.6 65.8 57.8 57.1 58.0

SD 8.23 7.89 5.43 3.73 3.72 3.49

2(실험, 통제)*3(사전, 사후, 추후) 반복측정 변량분석(Repeated Measure ANOVA)을 한 결과,

동변량성을 검증하는 Mauchly의 구형성 검정에서 유의수준이 0.28로 유의한 값을 가지지 않으

므로 구형성 가정을 만족하여 개체 내 효과 검정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식이 자기효능감 총점

은 검사시기(F=14.579, p<.001)및 집단과 검사시기 간의 (F=14.554, p<.001) 상호작용 효과에 대

해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사후 및 추후검사 시점에서 보였다. 구체적인 값은 표 5 및 

그림 5와 같다.

<표 5> 식이 자기효능감 총점 반복측정 변량분석 결과

검정 소스 SS df MS F

개체-내

효과검정

검사시기 268.900 2 134.450 14.579***

집단x검사시기 268.433 2 134.217 14.554***

***<.001

[그림 5] 식이 자기효능감 변화

식이 자기효능감 하위요인의 구형성 검정을 살펴보면 사회적 주위환경 유의수준이 0.56으로 

유의한 값을 가지지 않으므로 구형성 가정을 만족하여 개체 내 효과검증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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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 자기효능감 하위요인의 사회적 주위환경은 검사시기(F=14.758, p<.001)및 집단과 검사시기

(F=18.694, p<.001)의 상호작용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 구체적인 값은 표 6과 같다.

<표 6> 식이 자기효능감 하위요인 반복측정 변량분석 결과

SS df MS F

개체내

효과검정

사회적

주위환경

검사시기 60.233 2 30.117 14.758***

집단x검사시기 76.300 2 38.150 18.694***

*<.05, ***<.001

Mauchly의 구형성 검정에서 식이 자기효능감 하위요인 중 일반적 식사습관, 음식선택, 부정

적 감정 상태는 유의한 값을 가지므로 구형성 가정을 만족하지 못하여 다변량 검정을 확인하였

다. 다변량 검정의 Wilks의 람다를 확인한 결과 일반적 식사습관 영역에서는 집단과 검사 시기

(F=7.105, p<.05)의 상호작용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반면 음식선택 영역과 부정적 감정상

태 영역에서는 집단과 검사시기의 상호작용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다변량 검정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식이 자기효능감 하위요인 다변량 검정

집단x검사시기

Wilks의 람다
값 F 가설df 오류df

일반적 식사습관 .545 7.105** 2 17

음식 선택 .918 .763 2 17

부정적 감정 상태 .825 1.799 2 17

*<.05, **<.01

3) 신체활동 자기효능감 사전․사후․추후 검사

신체활동의 사전·사후·추후검사 결과를 분석한 기술통계는 표 8과 같다.

<표 8> 신체활동 자기효능감 사전·사후·추후검사 기술통계 결과

실험집단(n=10) 통제집단(n=10)

사전 사후 추후 사전 사후 추후

M 25.3 26.4 28.6 27.0 27.3 26.9

SD 2.06 3.66 2.64 2.30 3.13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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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실험, 통제)*3(사전, 사후, 추후) 반복측정 변량분석(Repeated Measure ANOVA)을 한 결과,

동변량성을 검증하는 Mauchly의 구형성 검정에서 유의수준이 0.87로 유의한 값을 가지지 않으므

로 구형성 가정을 만족하여 개체 내 효과검증을 확인하였다. 추후시점(F=4.106, p<.05) 및  집단

과 검사시기(F=5.109, p<.05)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자세한 결과는 표 9및 그림 6과 같다.

<표 9> 신체활동 자기효능감 하위요인 반복측정 변량분석 결과

SS df MS F

개체내

효과검정
신체활동

검사시기 25.733 2 12.867 4.160*

집단x검사시기 31.600 2 15.800 5.109*

*<.05, ***<.001

[그림 6] 신체활동 자기효능감 변화

4) 비만도 사전․사후․추후 검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비만도 사전‧사후‧추후 검사 결과를 분석한 기술통계

는 표 10과 같다.

<표 10> 비만도 사전·사후·추후검사 기술통계 결과

실험집단(n=10) 통제집단(n=10)

사전 사후 추후 사전 사후 추후

M 25.81 25.25 24.91 23.70 24.00 24.12

SD 3.43 3.49 3.23 2.23 2.49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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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실험, 통제)*3(사전, 사후, 추후) 반복측정 변량분석(Repeated Measure ANOVA)을 실시한 

결과, 동변량성을 검증하는 Mauchly의 구형성 검증에서 유의수준이 .053으로 유의한 값을 가지

지 않으므로 구형성 가정을 만족하여 개체 내 효과검증을 확인하였다. 비만도는 검사 시기

(F=1.862, p>.05)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집단과 검사 시

기(F=14.111, p<.001)의 상호작용 효과가 사전-사후 간, 사후-추후 간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구체

적인 결과는 표 11 및 그림 7과 같다.

<표 11> 비만도 반복측정 변량분석 결과

SS df MS F

개체-내

효과검정

검사시기 .587 2 .294 1.862

집단x검사시기 4.451 2 2.226 14.111***

***<.001

[그림 7] 비만도 변화

Ⅴ. 논의 및 결론

1. 프로그램 구안

본 연구의 첫 번째 연구문제인 ‘비만아동을 위한 개인심리학 기반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어떻

게 구안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본 프로그램은 김창대(2002)의 집단상담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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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 개발모형에 기초하여 목표수립단계, 프로그램 구성단계, 예비연구 단계로 개발되었고 그 효

과성을 검증하였다. 김창대(2002)의 모형은 변창진(1994)과 박인우(1996)의 모형, Sussman(2001)

의 모형을 참조로 장점들을 통합하고 단점들을 보완하여 통합적인 모델을 제시하며 체계적인 

개발절차를 설명하고 있다. 프로그램 구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 구안 과정의 단계별로 

타당성의 근거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목표 수립단계에서는 먼저 주요 정보제공자(key informants)조사 방법으로 연구대상의 

요구를 직접적으로 반영하여 타당성을 확보하였다(송소원, 2008; 이형국, 2009; 정은균, 2008). 자

기효능감이 건강한 식습관 및 신체활동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Pender, 1987)에 

근거하여 프로그램의 목적을 비만아동의 식이 및 신체활동 자기효능감 향상 및 비만도 감소로 

세우고 세부 목표를 수립하였다.Losoncy(2001)의 격려치료 4단계를 적용하여 이론적 모형 설정 

후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기존 개발된 비만아동 상담 프로그램(오순생,

2009; 김귀란, 2008; 이현정, 2009; 최현실, 2010)의 경우 정서초점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인지

초점에만 편중되어 있었던 반면, 개인심리학 기반 비만 상담 프로그램은 네 가지 단계로 구성되

어 자신이 느끼는 열등감이라는 정서적 측면을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원동력으로(Adler, 1937)

활용하게끔 도와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프로그램 구성단계는 회기별 활동을 수집하고 각 활동의 장단점을 비교한 후 

Sussman(2001)이 제시한 기준에 근거하여 비교하여 선정하였다. 2회기, 3회기, 7회기는 선행 비

만 상담 프로그램에서 효과성이 검증된 활동(이현정, 2009; 임채원, 2012; 정은균, 2008)을 비만아

동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고 나머지 회기별 활동은 본 연구자가 새로운 프로그램 활동 

요소를 직접 개발하여 1차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셋째, 예비연구 단계에서는 프로그램의 실제 현장 적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소수의 비만아

동에게 일부 회기를 실시한 후 운영평가, 과정평가, 성과평가를 실시하였다. 예비연구를 통해 실

제 적용 시 발생할 어려움을 예측하여 수정‧보완함으로써 프로그램 구성의 완성도를 향상시켰다

(김은정, 2015). 잠정적으로 구안된 프로그램은 전문가 3인에게 타당도를 검증 받고 자문결과를 

반영하여 수정‧보완하였다. 예비연구 평가 및 전문가 자문 결과를 반영하여 프로그램의 타당도

를 높였다.

2. 프로그램 효과

본 연구의 두 번째 연구문제인 ‘비만아동을 위한 개인심리학 기반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식이 

및 신체활동 자기효능감 및 비만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연구 결과에 근거

하여 식이 및 신체활동 자기효능감의 평균변화와 비만도의 평균변화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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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참여하지 않은 통제집단에 비해 식이 및 신체활동 자기

효능감 전체 및 식이 자기효능감의 하위영역인 일반적 식사습관, 사회적 주위환경 영역에서 유

의하게 향상되었다. 식이 및 신체활동 자기효능감 전체 점수 및 식이 자기효능감의 일반적 식사

습관 영역에서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검사 평균이 유의하게 향상된 것은 건강한 식사 및 

신체활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활동들로 구성했기 때문으로 추론된다. 건강한 식사 및 

운동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서 식사 및 운동일기 쓰기가 효과성이 크다는 연구결과(김미리혜,

2004)에 근거하여 1회기부터 매 회기 식사 및 운동일기 쓰기 과제를 제시하되 다음 회기에 노력

한 부분을 찾아 즉각적이고 구체적으로 격려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다. 역경을 극복해야 할 때 

주위 사람들의 언어적 설득이나 격려는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킨다(이득화, 2008). 이는 격려 집단

상담프로그램에서 자기격려 및 타인격려가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킨다는 연구(박상권, 2010; 양미

옥, 2013; 정은숙, 2012)와 맥락을 같이한다.

사회적 주위환경 영역에서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검사 평균이 유의하게 향상된 것은 

개인심리학 기반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부적응적 사적논리 대신 대안적 사고를 갖게 되면

서 내적통제성이 증가되었기 때문으로 추론된다. 5회기의 ‘건강한 나를 만드는데 방해하는 괴물

은?’과 같은 활동에서 집단원들이 비만하게 된 이유를 주로 사회적 주위환경에서 찾는 경우가 

많았는데 ‘좋은 생각으로 바꾸기’와 6회기의 ‘지금, 여기 스포트라이트 비추기’, ‘오늘 나는 건강

한 나로 살기로 선택하다’와 같은 활동 이후 사회적 주위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스스로 건강한 

식습관 및 신체활동 습관을 선택할 수 있다고 다짐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김미란(2006)

이 개발한 개인심리학 기반 집단상담 프로그램 역시 청소년들에게 적용한 결과 내적 통제성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는 비만아동의 경우 건강통제 소재 중 외적 통

제 성향이 높고(이경희, 1997) 타인 의존성향이 더 높으나(임애규, 2001; 조선화, 1998) 자기격려

를 하는 사람은 내적 통제성이 높아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감을 느끼며, 타인의 평가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설 수 있어(Dinkmeyer & Losoncy, 1996) 체중조절 프로그램을 받았을 때 내적통제

성이 더 높은 사람들이 체중감소 효과가 더 크다는 연구(Blach & Ross, 1975)로 설명될 수 있다.

다만 비만아동을 대상으로 내적통제성에 대한 효과 검증은 하지 않았으므로 내적통제성과 식이 

및 신체활동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자세히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음식선택과 부정적 감정 상태에 있어서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는데 음식선택과 부정적 감정 상태에 있어서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둘 다 사전검사부

터 높은 점수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는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식이 자기효능감을 분석해 

본 결과 음식선택 영역에서 높은 자기효능감을 보임을 검증한 연구(김소라, 2003; 김정애, 2011;

김정은, 2009; 박희정, 2010)에서도 음식 선택 영역에서 사탕이나 과자대신 과일을 선택하거나 

부정적 감정 상태 영역에서 화나거나 불안하거나 우울할 때 음식절제의 문항에서 높은 점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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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 것과 일치한다.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실험집단의 개인별 점수를 

살펴보면 사전점수에서 높은 점수를 보인 집단원은 사후 점수와 추후 점수에서도 높은 점수를 

유지하지만 사전 점수에서 낮은 점수를 보인 집단원의 경우 사후 점수에서 높은 점수로 향상하

여 추후 점수까지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참여하지 않은 통제집단에 비해 비만도가 유의하게 감

소되었다. 이 결과는 비만아동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비만도를 낮추는데 효과가 있다는 

연구(박충선, 2001; 백순이, 2010)결과와 관련이 있다.

그동안 비만아동의 비만도 감소를 위한 연구는 대부분 식이 및 운동요법으로 이루어진 프로

그램이 대부분이었으며(주현옥, 1998; 최경희, 2004; 황윤신, 2007), 개인심리학 집단상담으로 비

만아동들의 비만도 효과 검증을 한 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심리학 집단상담이 비만

아동들의 비만도를 감소시킬 것이라는 연구가설을 세우고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통제집

단에 비해 실험집단의 비만도가 유의하게 감소되었는데 그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개인심리학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초등학교 비만아동의 식이 및 신체활동 자기효능

감이 향상된 것이 비만도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자기효능감은 건강한 식습관 

및 신체활동 습관에 영향을 주는 가장 영향력 있는 요인이다(Bernior & Avard, 1986; Campbell,

1990; Pender, 1987). 비만아동의 건강한 식습관 및 신체활동을 실천하는데 가장 직접적인 영향

을 주는 요인은 자기효능감이라는 연구(남성미, 2013; 백순이, 2010; 전미숙, 2008; 홍미령, 1995)

와 비만아동 집단 내에서도 자기효능감 정도에 따라 건강한 식습관 및 신체활동 습관 수행 정도

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연구(김민희, 2000)를 미루어 볼 때 본 연구에서도 식이 및 신체활동 

자기효능감의 향상과 비만도 간의 상관관계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또한 본 프로그램에서는 사후검사뿐 아니라 3주 후 시행된 추후검사에서도 비만도가 감소하

였다. 다른 운동 및 식이요법으로 이루어진 비만 관리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는 체중

감량을 보이더라도 프로그램 종료 후에는 다시 체중이 증가하는 요요현상을 보이는 것이 일반

적이다(홍미령, 1995). 그러나 본 프로그램은 자기격려 기술을 익혀 건강한 식습관 및 신체활동

습관을 선택하고 유지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므로 추후검사에서도 조절된 체중의 유지 및 감소효

과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인지·정서·행동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체중조절 뿐 아니

라 조절된 체중의 유지 효과가 있다는 연구(박충선, 2001)와 관련이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현장에서 다방면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기존의 초등학교 비만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은 식이 및 운동 치료에 집중되어 있어 

심리 사회적인 부분을 소홀히 다루었거나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경우 정서적 변인의 개선에만 

집중되어 있어 초등학교 현장에서 적용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개인심리

학을 기반으로 이론적 모형을 구축하여 체계적 개발 과정을 거쳐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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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측면인 다각적인 접근으로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기존 비만 상담 프로그램의 경우 정서적 

변인의 효과성 검증에만 그친 것과는 달리 비만도 감소에 있어서도 그 효과성을 검증하였으므

로 학교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는 기존 비만 관리 프로그램에 접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초

등학교 비만아동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집단상담을 운영하거나 개인 상담을 운영할 때 필요한 

영역을 발췌하여 이용가능하다. 이를 위해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회기별 안

내와 활동지 및 참고자료를 제시하였다.

한편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G군의 한 초등학교 비만아동을 대상으로 효과검증을 실시하였다. 따라

서 연구결과는 지역이 다른 모든 초등학교 비만아동에게 일반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비만은 사회경제적 수준에 영향을 받는 변인이므로 정확한 프로그램 효과를 검토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역에 있는 비만아동 및 다양한 경제적 수준의 비만아동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적용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요구조사 결과에 따라 같은 학년으로 집단을 구성하고자 통제집단이 실

험집단과 다른 학년으로 구성되었으며, 같은 학년으로 운영하되 대상 수를 확보하기 위해 실험

집단이 두 집단으로 운영되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실험집단을 한 집단으로, 통제집단을 실험집

단과 동일 학년으로 구성하여 비교하는 것이 타당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자가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기에 연구자의 의도가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추

후 다양한 상담전문가가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본 프로그램의 효과성과 비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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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ment and Effect on Group Counseling Program based on
Individual Psychology for Overweight Children

*

Jo, Yeong-hyun*

Chung, Yeo-Ju**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group counseling program based on individual

psychology and to verify its effect to develop the diet and physical activity self-efficacy and

to decrease in Body Mass Index (BMI) of overweight children. The group counseling program

based on individual psychology was developed through objection establishment, program

organization, preliminary research, and implementation stage of program according to the group

counseling program development model by Chang-Dai Kim(2002). It has been executed for

total 10 sessions to the 10 overweight children who wanted to participate in the program, and

this study was to execute the pre test, post test, and follow-up test for the diet, physical activity

self-efficacy, and Body Mass Index. From the result of this research above, it may be summed

up as follows. First, the group counseling program based on the individual psychology to

develop the diet and physical activity self-efficacy and to decrease in Body Mass Index of

overweight children was validly devised. Second, the group counseling program based on the

individual psychology to develop the diet and physical activity self-efficacy was effective in

the improvement of overweight children in the total self-efficacy and sub-factors of diet and

physical activity self-efficacy (general eating habits, social surrounding environment). Third,

the group counseling program based on the individual psychology to develop the diet and

physical activity self-efficacy was effective in the decrease of Body Mass Index of overweight

children. Based on these research findings, this study was to discuss the proposals and

implications of follow-up study.

Key words: Overweight children, Individual psychology group couns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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