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간호학 박사 학위논문 

 

남자 청소년을 위한 학교 기반 

문제해결능력 증진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2015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 전공 

김 혜 원 

 

 



 

  

남자 청소년을 위한 학교 기반 

문제해결능력 증진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지도 교수  김 성 재 

 

이 논문을 간호학 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10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 전공 

김 혜 원 

 

김혜원의 간호학 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4년  12월 

 

위 원 장           최 희 승         (인) 

부위원장           서 은 영         (인) 

위    원           채 선 미         (인) 

위    원           주 세 진         (인) 

위    원           김 성 재         (인)



i 

 

초    록 

 
본 논문은 학교 기반의 문제해결능력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프

로그램이 남자 청소년의 문제해결능력, 우울, 자살위험성, 그리고 위험행

동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하는 무작위 대조군 전후 시차 설계 실험연구이

다.  

본 논문의 대상자는 서울시 소재 고등학교 4곳과 인천광역시 소재 

고등학교 2곳, 총 6곳의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남자 청소년 중 Beck’s 

Depression Index 10점 이상인 청소년으로 실험군 31명, 대조군 29명 총 

60명이다.  

본 논문의 자료 수집은 2014년 8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학교 현장

에서 이루어졌다. 프로그램 시행 전후에 설문지를 통해 청소년의 문제해

결능력, 우울, 자살위험성, 위험행동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는 D'Zurilla, 

& Nezu (2007)의 문제해결이론을 기반으로 개발된 학교 기반의 문제해

결능력 증진 프로그램으로 매 50분씩 총 8차 시로 구성되어 총 4주 동안 

진행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9.0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되었다. 수집된 자료

는 SPSS 19.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한 사전 동질성 검정은 X²-test와 Fisher’s exact 

test를 시행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사전 동질성 검사는 independent 

t-test, 실험효과 분석은 검사는 independent t-test 와 paired t-test, 그리

고 등분산 검정은 Levene’s test를 사용하였다.  

본 논문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학교 기반의 문

제해결능력 증진 프로그램을 시행 받은 실험군은 대조군 보다 문제해결

능력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t=-3.91, p=.000). 둘째, 학교 기반의 문제해

결능력 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학교 기반의 문제해결능력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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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 보다 우울 점수가 유의하게 감소하

였다 (t=4.19, p=.000). 셋째, 학교 기반의 문제해결능력 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학교 기반의 문제해결능력 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 보다 자살 위험성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t=2.22, p=.030). 

넷째, 학교 기반의 문제해결능력 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학교 

기반의 문제해결능력 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 보다 위험 

행동 점수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t=2.63, p=.011).  

본 논문의 결과를 통해 실제 학교 현장에서 남자 청소년들의 심리적 

역량인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문제해결능력 증진 프로그램을 

학급 수업으로 활용하는 학교 기반의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이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제해결능력 증진 프로그

램을 기획하고 시행할 때는 인지, 감정, 행동 변화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첫째, 내용적 측면에서는 문제해결의 간단한 원리인 ‘문제’와 

‘문제해결’의 원리를 충분히 활용하고, 둘째, 교수학습 방법으로는 청

소년들이 쉽게 이해하고 행동화하면서 직접 경험해 볼 수 역할극 기법을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주요어: 문제해결능력, 청소년 우울, 자살 위험성, 위험행동, 역할극, 

문제해결능력 증진 프로그램, 남자 청소년 

학  번: 2009-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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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남자 청소년은 우울이 위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자살 

사고에서 시작해 자살 성공으로 이어지는 자살 과정이 짧아 중재가 

시급히 요청된다(Epstein & Spiro, 2010). 우울 유병률은 여성이 높지만 

남성의 자살 위험도는 여성의 4배이다(Murphy, 1998). 우리나라 전체 

남자 청소년 27.4%가 우울을 경험하고, 남자 중학교 청소년 22.9%, 남자 

고등학교 청소년 27.4%가 우울을 경험하며(질병관리본부, 2013), 

청소년의 사망 원인 1위는 자살이다(통계청, 2013).  

남자 청소년의 충동적인 문제해결은 위험 행동으로 나타나 학업 및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자살에 이르게 할 수 있으므로, 

남자 청소년의 우울을 중재할 때는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Schrijvers, Bollen, & Sabbe, 

2012). 선행 연구에 따르면 문제해결능력은 자살시도를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데 영향을 미치며, 청소년 우울 및 위험행동의 보호요인으로 

보고된다(김순규, 2008; Dieserud, Roysamb, Ekeberg & Kraft, 2001; 

D`Zurilla, Chang, Nottingham, & Faccini, 1998).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남자 청소년의 우울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켜 학업 및 일상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는 

자살위험성과 위험행동을 함께 감소시킬 있도록 고려할 필요가 있다. 

외국의 경우 청소년의 인지발달 단계를 고려한 문제해결능력 증진 

프로그램(Problem Solving Therapy: PST)은 청소년을 위한 학교 기반의 

프로그램으로 청소년 우울 감소와 문제해결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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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되고 있다(Eskin, Ertekin, & Hadiye, 2008; Mynors-Wallis, Gath, Day, 

& Baker, 2000; Mynors-Wallis, Gath, Day, & Baker 2001; Purper, Michel, 

& Mouren- Simeoni, 2002; Spence, Sheffield, & Donovan, 2003).  

특히 학교 기반의 문제해결능력 증진 프로그램은 참여하는 청소년에 

대한 낙인의 위험이 없이 문제해결능력 향상, 회피적 대처, 자살 위험성 

그리고 우울 감소의 효과를 가져 온다(Bennett, Ambrosini, Kudes, Metz, 

Rabinovich, 2005; O'Hearn, & Gatz, 2002; Spence, Sheffield, Danovan, 

2003).  

하지만 국내에서 학교 기반으로 남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제해결능

력을 증진시키고 우울을 감소시킬 수 있는 인지발달 단계를 고려한 문제

해결능력 증진 프로그램은 없다. 또한 외국의 문제해결능력 증진 프로그

램의 경우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실제 일상생활 문제와 문제해결에 대한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남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문제해결능력 증진 프

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실제 남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일상생활 문제와 문제해결요구를 파악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

요하다. 

또한 문제해결능력을 습득하는 것은 일종의 학습과정이므로 프로그

램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학습방법이나 전략이 학습의 성취에 큰 영향을 

미친다. 주도적 학습방법인 역할극은 흥미와 동기를 유발하여 참여를 촉

진하고 문제에 대한 통찰력을 갖게 하며, 다양한 대안을 안전한 환경에

서 시연해 보도록 격려하는 역할을 하므로(김성재, 2006; 나용선과 최명

주, 2007; 지재화, 2007), 청소년들의 문제해결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

다. 특히 언어적 의사소통 보다는 행동이나 체험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

는 데 익숙한 남자 청소년의 경우 역할극은 집단 속에서 또래 친구들 다

양한 문제해결 방법을 보고 자신의 문제해결방법에 대해 통찰하고, 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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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문제해결 대신 새로운 합리적 문제해결 방법을 습득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외국의 학교 기반 청소년 문제해결능력 증진 프

로그램을 고찰하고 국내 청소년의 문제와 문제해결요구를 반영하여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는 학교기반의 문제해결능력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 프로그램이 고등학교 남자 청소년의 문제해결능력, 우울, 자살위험성, 

그리고 위험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남자 청소년을 위한 학교 기반의 문제해결능력 증

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 목

적은 학교 기반의 문제해결능력 증진 프로그램이 남자 청소년의 문제해

결능력, 우울, 자살 위험성, 위험 행동의 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는 

것이다. 

 

3. 연구 가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다루고자 하는 구체적인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학교 기반의 문제해결능력 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

은 대조군 보다 문제해결능력이 높을 것이다. 

가설 2: 학교 기반의 문제해결능력 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

은 대조군 보다 우울 점수가 낮을 것이다. 

가설 3: 학교 기반의 문제해결능력 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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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대조군 보다 자살 위험성이 낮을 것이다. 

가설 4: 학교 기반의 문제해결능력 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

은 대조군 보다 위험 행동 점수가 낮을 것이다. 

 

4. 용어의 정의 

 

1) 문제해결능력 

 

문제해결능력은 다양하고 사용 가능한 잠정적 대안들을 많이 산출하

여 그 대안들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것을 선택해 낼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며(D'Zurilla, & Nezu, 2007),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문제 상

황에 대처하는 인지, 정서, 행동적 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

한다(최영옥, 2011). 본 연구에서는 최이순(2002)이 번안한 D'Zurilla, & 

Maydeu-Olivares (1997)의 문제해결능력척도(Social Problem Solving 

Inventory-Revised; SPSI-R)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2) 청소년 우울  

 

청소년 우울은 불쾌한 기분 또는 절망감, 과민성 또는 비관적인 감

정 또는 슬픔과 같은 지속적인 증상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개인의 일상 

활동에서의 흥미나 기쁨의 상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박현정, 김형남, 김인복과 전승아(2000)가 고

등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신뢰도를 검증한 Beck Depression Inventory 

(Beck, 1967)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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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살 위험성 

 

자살 위험성은 자살 가능성이 높은 상태(Cull & Gill, 1988)로, 자살 

생각, 자살 계획, 자살위협의 순으로 높아진다. 본 연구에서는 Cull & 

Gill (1988)의 청소년 자살 위험성 척도(Suicide Probability Scale for 

Adolescent; SPS-A)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4) 위험 행동 

 

위험 행동은 청소년이 일상생활에서 보이는 사회적 기대나 규범에 

벗어난 행동으로, 환경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동적, 정서적 

부적응의 결과(김유경, 2004)이다. 본 연구에서는 Achenbach (1991)의 청

소년 위험 행동 척도를 오경자, 홍강의, 이혜련과 하은혜(1997)가 우리 

나라 아동 및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타당성을 연구한 후 제작한 청소년 

자기행동 평가 척도(K-YSR)를 장덕희(2001)가 재구성한 척도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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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1. 남자 청소년의 우울과 문제해결능력 

 

우리나라 청소년 우울 유병률은 38.4%이며(조성진, 2001), 고등학교 

전체 청소년 32.6%가 우울을 경험하며 고등학교 남자 청소년 27.4%가 

우울을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질병관리본부, 2013). 청소년 우울 

유병률은 여자 청소년이 더 높지만 남자 청소년의 경우 우울 증상을 

행동화하여 충동적으로 극단적인 문제해결을 하는 경향이 더 많다. 남자 

청소년의 충동적인 문제해결은 위험행동으로 표출되어 학업 및 

학교생활에서 실패를 가져오고 우울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으며, 자살 

위험성을 더욱 높일 수 있으므로, 남자 청소년을 위한 우울 및 자살 

감소를 위한 중재가 필요하다(Epstein & Spiro, 2010; Schrijvers, Bollen, 

& Sabbe, 2012). 

선행연구에 따르면 청소년의 우울과 관련된 변인 중 문제해결능력은 

청소년의 우울, 자살위험성, 위험행동을 감소시키는 보호요인으로 

프로그램을 통해서 증진시킬 수 있는 청소년의 핵심 심리적 역량이다. 

특히 남자 청소년의 경우 우울 증상이 충동적 문제해결로 행동화하여 

자살위험성과 위험행동이 높으므로 자살시도를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는 문제해결능력 향상이 더욱 요구된다. 

문제해결이론(D'Zurilla, & Nezu, 2007)에 따르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이며 문제해결능력이란 되도록 다양하고 사용 가능한 

대안들을 많이 산출하여 그 대안들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것을 선택해 

낼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능력(D'Zurilla, & Nezu, 2007)으로, 내적 

또는 외적 요구와 도전들에 적응하기 위한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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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들의 상호작용(Heppner, Baker, & Chales, 1997)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은 청소년이 다양한 대안을 찾고 

해결책을 실행하는 데 영향을 주어 실제 일상생활의 당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하며 더욱 우울하게 한다. 특히 청소년기는 인지 발달 단계적 

특성으로 인해 이러한 문제해결에 필요한 기술과 자원이 성인에 비해 

부족한 시기이므로 일상생활 문제에 비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쉽다. 

일상생활 문제에 대한 비효율적 대처는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져오고 이러한 생각은 우울을 유발하는 주요인으로 

작용하며, 우울은 문제해결의 효율성을 더욱 떨어뜨리는 악순환(D'Zurilla 

& Chang, 1995; D'Zurilla & Chang, 1998; D'Zurilla, & Nezu, 2007)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문제해결능력 부족은 문제 상황에서 적절한 해결책을 탐색하기 보다

는 현실을 회피하거나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대처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

이 있어서 더욱 위험하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문제해결능력의 결핍은 청

소년 우울과 자살위험성을 증가시키는 위험요인이다(Becker-Weidman, 

Reinecke, Silva, & March, 2010; D'Zurilla et al., 2011).  

반대로 문제해결적 대처 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고등학교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덜 우울하다. 생활사건 스트레스는 청소년 우울

의 10%를 설명하며, 문제해결능력은 스트레스-우울의 관계에서 조절요

인으로 작용한다(Frye, & Googman, 2000). 문제해결능력은 우울과 역 상

관관계가 있으며 문제해결기술의 부족은 우울의 예측요인이며, 효과적이

지 못한 문제해결은 스트레스를 개선시키는 데 실패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해결전략을 사용하는 것은 청소년의 일상생활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약화시키는 조절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지속적인 

우울 감소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선행연구를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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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우울 감소를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는 문제해결능력을 강

화시켜 청소년이 일상생활에서 끊임없이 마주치는 문제들에 회피적 또는 

충동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문제해결 전략을 사용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겠다.  

정리하면, 청소년 우울 감소를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는 문제해

결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향상시켜 충동적이고 회피적인 대처가 아닌 

다양한 대안을 탐색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주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긍정적 문제 인식 태도와 부족하고 대안을 찾

는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제해결과정에서 긍정적 문제 인

식을 갖도록 지지하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대안을 찾아보도록 격려하는 

것이 요청된다. 특히 남자 청소년의 경우 우울 증상을 행동화하며 충동

적이고 극단적인 문제해결로 위험행동 및 자살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

으므로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고 하겠다. 

 

2. 문제해결능력과 자살 위험성 및 위험 행동 

 

청소년 자살에 관한 통계 결과를 보면 우리 나라 청소년 사망원인 1

위는 자살로 운수사고로 인한 사망보다 높다고 보고되며 우리 나라의 자

살률은 2003년부터 2010년까지 OECD 국가들 중 1위이며 청소년 행복지

수는 30개 국가 중 25위에 머물렀다(통계청, 2010). 미국의 경우 청소년 

자살은 15세에서 19세 사이 청소년의 사망 원인 중 3위이다(미국질병관

리본부, 2007; Lucey, & Lam, 2011). 우리 나라의 청소년 자살은 15-24세 

청소년의 경우 2008년에서 2009년 사이 인구 10만 명 당 13.5명에서 

15.3명(통계청, 2010)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자살사고는 고등학교 청소

년의 경우 2013년 15.6%로 남자 청소년 13.1%, 여자 청소년은 20.4%로 

학교의 종류별로 일반계고 15.6%, 특성화고 16.0%(질병관리본부, 2013)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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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된다. 자살계획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은 2013년 고등학교 청소년의 

경우 4.7%, 남자 청소년은 4.4%, 여자 청소년은 5.1 %, 자살시도는 고등

학교 청소년 전체 4.0%이며 남자 청소년이 2.8%, 여자 청소년이 5.5%(질

병관리본부, 2013년)로 나타났다. 남자 청소년은 여자 청소년 보다 자살

사고의 비율은 낮으나 실제 자살성공률은 높다고 보고되므로 자살위험성 

및 위험행동 감소를 위해 남자 청소년의 우울을 중재할 수 있는 프로그

램이 더욱 요구된다. 

미국의 경우 여성의 우울증은 남성의 4배이지만 여성의 자살 

시도자는 남성의 1/4에 불과하다. 자살미수는 자살시도자의 10배이며 

이들을 분석해보면 여성이 남성의 2배이다. 남성의 자살위험도는 여성의 

4배이다(Murphy, 1998). 자살사고와 자살시도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높지만 자살의 성공률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다. 실제 자살자를 

분석해보면 서유럽의 경우 남성이 여성의 2배이며, 미국의 경우 남성이 

여성의 4배이다. 자살시도는 여성이 많지만 자살자의 수는 남성이 많은 

이른바 “자살에 대한 수수께끼”는 생물학적 차이, 사회적 규준, 문화적 

기대 등으로 설명된다(Schrijvers, Bollen, & Sabbe, 2012).  

남성은 여성보다 자살사고, 자살계획, 자살시도, 자살성공으로 

이러지는 자살에 이르는 과정이 짧다. 자살사고로부터 시작되면 남성은 

여성보다 더 빨리 더 성공적으로 자살에 이른다. 여성은 자살에 이르는 

과정이 길고 그 동안 다른 치료적 중재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지만 

남성은 자살에 이르는 과정이 짧기 때문에 치료적 중재에 참여할 

가능성이 낮다. 남성은 도움을 구하는 것을 사회적으로 약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결정을 뒤로 미루는 것이 여성 보다 남성이 더 

어렵다. 또한 남성은 치명적인 자살도구를 사용한다고 보고된다 

(Schrijvers, Bollen, & Sabbe, 2012).  

남성과 여성의 자살과정의 특징을 고려하여 남성에게도 자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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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를 할 필요가 있으며(Schrijvers, Bollen, & Sabbe, 2012), 특히 

고등학교 청소년기 남성의 특성을 반영한 자살 위험성 감소를 위한 

중재가 요청된다. 남성의 경우 자살과 관련한 공격성을 다루어주는 것이 

필요하며(Epstein & Spiro, 2010), 더 의사소통을 많이 하고 자신의 

문제를 다루어주면서 덜 고립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Murphy, 1998). 

특히 우리 나라 청소년은 자살생각이나 자살충동을 느낄 만큼 학업

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이 크다(김동숙, 2010). 자살충동의 원인은 15~19

세 청소년의 경우 성적 및 진학 문제가 53.4%였으며 가정 불화(12.6%), 

외로움 및 고독(11.2%), 경제적 어려움(10.5%)이었다(통계청, 2010). 청소

년의 학업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에서 학업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고등학

교 청소년은 78%였고 진로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75%

였다(보건복지부, 2011). 이에 문제해결능력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는 청소년의 학업 및 진로와 관련된 일상 생활 문제를 반영하는 것이 필

요하다고 판단된다. 

청소년은 성인과는 달리 특유의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특징으로 성

인들과는 다른 이유로 자살을 시도할 수 있다. 청소년기는 성취해야 할 

과업은 많은 데 비해 인지적으로 미성숙하면서 정서적으로 충동성이 심

화되는 시기로 한 순간의 우울한 기분에 의해 충동적으로 자살을 시도할 

위험이 높다. 청소년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의 상실과 비관적 생각에 의

해 자살 생각을 하기 보다는 일시적인 스트레스나 좌절경험에 따른 고통

스런 심리 상태에서 즉각적으로 벗어나고자 하는 강렬한 욕구로 인하여 

충동적으로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문제 해결 방식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

다((김동숙, 2010; 신민섭 외, 2006).  

즉, 청소년 자살의 경우 정신질환으로 인한 경우 보다 일상생활에서 

가족이나 친구 관계에서 느끼는 분노, 좌절, 충동성 등 심리적 갈등이나 

정서적 요인에 의해 유발되므로(김순규, 2008),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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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자주 겪는 일상생활 문제 상황들을 선별하여 상황 속에서 느껴

지는 갈등과 감정들을 다루어주고 충동적이거나 회피적인 대처가 아닌 

문제해결적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

된다.  

또한 가족의 결속력이 부족하고 구성원간의 갈등이 많을수록, 그리

고 가족 간의 지지, 의사표현, 독립성, 적응력이 낮을수록 청소년의 자살

위험성이 증가하였다(Lucey, & Lam, 2011). 개인적 요소와 관련하여서는 

자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고 실수 혹은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에게 자살생각이 많았다

(김동숙, 2010). 또한 학대경험이 없는 우울증 청소년 보다 학대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더 자살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살생각을 감소

시키기 위해서는 부모학대를 감소시키고 부모 의사소통을 증가시킬 필요

가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청소년이 자주 겪는 일상생활 

문제 상황을 선택할 때는 가족관계의 갈등 상황을 가져와 관련된 생각 

및 감정을 다루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청소년기 자살은 몇 가지 위험요인과 관련이 있는데 그 중에

서 가장 큰 위험요인은 청소년 우울(박광배와 신민섭, 1991; 전영주, 

2001; 홍나미; 1998; 홍영수)이다. 또한 청소년 우울은 자살생각의 중요한 

매개변인이며 직접적으로 자살생각에 이르게 하므로 더욱 위험하다(박병

금, 2009; 신민섭 외, 1990;). 우울한 청소년의 경우 문제해결능력 부족은 

직접적으로 자살에 이르게 하는 요인(D`Zurilla, Chang, Notting ham, & 

Faccini, 1998)으로 지적된다. 또한 부정적 문제 인식 태도, 긍정적 문제 

인식 태도, 그리고 회피적 문제해결 유형은 우울의 심각성에 대한 예측 

요인이며, 회피적 문제해결 유형, 충동적/부주의한 문제해결 유형은 자살 

위험성에 대한 예측요인이다(Becker-Weidman, Jacobs, & Reinecke, et 

al.,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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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자살위험성과 함께 청소년 우울 증상으로 나타나는 

청소년의 위험 행동은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에게서 나타나는 비행, 

공격성, 우울, 사회적 위축 같은 행동을 말하는데 전체 청소년 중 

문제행동을 보이는 청소년의 비율은 약 10-15% 정도이다(오경자와 

이혜련, 1990; 임인섭, 2012).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위험 행동은 첫째, 

우발적이고 충동적인 행동으로 대체로 폭력적인 양상과 구조화가 

이루어진 채 집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위험 행동과 둘째, 집단에 속한 

학생이 집단에 속하지 않은 학생을 상대로 하여 조직적으로 지속적으로 

금품을 갈취하고 괴롭히는 것이 지속되는 양상으로 구분된다(임인섭, 

2012). 

선행연구에 따르면, 청소년의 위험행동 예방을 위한 접근으로는 위

험행동에 초점을 두는 프로그램 보다는 청소년의 역량을 강화시켜 우울

을 감소시키고 위험 행동을 예방하는 접근법이 효과적이라고 보고된다. 

박현숙(2011)에 따르면 다체계적 역량을 강조하는 전략은 청소년 위험군

을 선별하지 않고 학급단위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소년들에게 문제학

생이라는 낙인 없이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역량강화에 초점을 둔 학급단

위의 토론을 활성화함으로써 건강한 청소년의 대응능력을 모델링할 수 

있으며, 학생들 간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박현숙 외, 2011). 또

한 청소년의 위험행동 예방과 치료 중심의 전략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위험행동과 역량강화를 위한 통합적 접근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줄일 수 

있는 비용·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박현숙 외, 2011; Guilamo- 

Romos, Litardo & Jaccard, 2009). 이러한 접근은 궁극적으로는 청소년의 

긍정적인 성장과 발달을 촉진하고 성공적인 성인기로의 진입을 지원하며, 

청소년의 자원의 질을 높일 수 있다(박현숙, 2011)고 보고된다.  

위의 근거를 바탕으로 중재를 통해 향상시킬 수 있는 핵심 심리적 

역량인 문제해결능력의 역할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제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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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은 우울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키는 조절효과를 

나타낸다. 우울 증상이 높은 것으로 진단된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문제해

결능력을 높여주는 상담전략이 인지적 와해 상태가 심한 청소년들의 경

우에는 가족들의 사회적 지지를 높여주는 상담전략이 자살예방과 치료에 

효과적임을 의미한다(조윤자, 2008). 이것은 청소년의 우울과 자살 사고

를 예방하기 위한 상담적 개입 방안 수립에 유용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둘째, 문제해결능력은 생활스트레스에 의한 자살생각을 감소시킨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생활스트레스는 자살생각과 자살계획을 증가시키지만 

문제해결능력은 생활스트레스에 의한 자살생각을 감소시킨다. 또한. 자

기존중감, 문제해결능력 및 친구에 의한 사회적 지원 등은 생활스트레스

에 의한 자살계획을 감소시키지 못한다(홍영수, 2004). 이것은 청소년 자

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스트레스 요인을 규명함으로써 자살행동 예

방 프로그램의 초점을 제공해 주고 있으며 추후 청소년의 자살행동에 대

한 자기존중감, 문제해결능력, 부모와 친구에 의한 사회적 지원 등의 기

능을 입증함으로써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개발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

다. 

셋째, 문제해결능력은 스트레스 지각과 우울감 사이에서 조절효과를 

나타냈다. 즉, 우울은 우울을 촉발시키는 위험요인, 우울을 증가시키는 

취약요인, 그리고 우울을 완화시키는 보호요인의 상호관계에서 영향을 

받게 된다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에서 문제해결능력은 스트레스 

지각과 우울감 사이에서 조절효과를 나타냈다(김기정, 2009). 비효과적인 

문제해결기술은 스트레스와 심리적인 부적응을 가져온다. 효율적인 문제

해결자는 유동적, 적응적이며 문제를 해결하고 개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방법을 발전시킬 수 있다. 문제해결능력은 적응적인 반응을 

하는 역할을 하며 문제해결은 우울, 절망감, 자살사고, 신체적 건강, 도

움의 추구, 직업 계획, 학문적 성취와 관련되어 있다(Heppner, Bak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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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les, 1997). 

요약하면 청소년의 문제해결능력은 우울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

을 조절하며 높은 문제해결능력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살생각을 감소시

키며 스트레스 지각과 우울감 사이의 조절 효과를 나타내는 심리적 보호

요인으로 청소년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서는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청소년 우울 및 자살 위험성 감소를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는 인지적으로 미숙하고 충동적인 청소년기의 

특징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문제해결과정에 대한 연습을 통해 문제를 해

결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문제 수용 태도를 향상시켜 충동적이거나 회피

적인 대처가 아닌 다양한 대안을 탐색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우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청소년의 

위험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해 청소년이 자주 겪는 일상생활 문제 상황을 

다루어주고 문제해결적 대처를 연습해 보도록 구성하였다. 학교 기반의 

문제해결능력 증진 프로그램은 청소년의 핵심 역량인 문제해결능력을 강

화시켜 주기 위해 위험 행동이 높은 청소년이 충동적이거나 회피적 문제

해결이 아닌 적극적 문제 해결 방식을 연습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러한 문제해결능력 증진 프로그램은 청소년의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고 위험 행동을 예방하여 성인기로의 진입을 도울 수 있을 것으

로 예상된다. 

 

3. 문제해결능력 증진 프로그램 

 

문제해결능력 증진 프로그램은 인지행동치료 중 문제해결능력에 초

점을 둔 단기적인 심리적 중재로 일상적인 문제들에서 증상의 원인을 찾

고, 문제가 해결되면 증상이 호전되며, 문제는 문제해결기술을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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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될 수 있다는데 문제해결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 청소년을 위한 

문제해결능력 증진 프로그램은 단기심리치료로서 학교, 일차보건의료, 

또는 병원 현장에서 청소년들의 정서적인 문제를 다루고 핵심 심리적 역

량인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보고된다.  

 

1) 문제해결능력 증진 프로그램의 효과 

 

문제해결능력 증진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우울 감소에 미치는 효과는 

메타분석 결과 효과크기 d=.83로 나타났으며(Cuijpers, Straten, & 

Warmerdam, 2007), Bell, & D'Zurulla (2009)의 메타분석 연구에서는 문

제해결단계를 모두 포함한 경우 우울 감소에 대한 효과크기는 d=.84로 

보고된다. Bell, & D'Zurulla (2009)의 연구에 따르면 문제해결능력 증진 

프로그램의 우울 감소 효과는 문제 지향과 문제 정의 및 공식화, 대안의 

생성, 의사결정, 그리고 대안 적용 및 평가 단계인 문제해결 기술의 모

든 요소를 모두 포함한 경우 효과크기 d=.84로 나타났지만, 한 가지 이

상의 치료 요소를 생략한 경우 효과크기는 감소하였다. 따라서 청소년 

문제해결능력 증진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는 우울 감소 효과를 극대화하

기 위해서 문제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형성하도록 하는 문제 지향 단계

와 문제해결기술의 4요소인 (1) 문제 정의 및 공식화, (2) 대안의 생성, 

(3) 의사결정, (4) 대안 적용 및 평가 단계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해결능력 증진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첫째, 문제해결능력 증진 프로그램은 청소년의 핵심 심리적 

역량인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켜 일상생활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문제해결능력 증진 프로그램은 증상의 감소와 문제해결기술, 정신

적, 신체적 안녕, 일상기능, 사회적 지지, 대처방식, 문제의 평가, 보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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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의 활용에서 향상을 가져왔다(Schreuders, Oppen, Marwijk, Smit, & 

Stalman, 2006). 또한 일반적 치료에 비해 우울 감소와 회피행동 감소의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며 치료 전 회피적 대처가 높았던 군은 회피적 대

처가 낮은 군에 비해서 이후 치료 효과가 유지되었다(Oxman, Hegel, 

Hull, & Dietrich, 2008).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문제해결능력 증진 프

로그램은 일반 청소년 중 회피적 대처가 높은 경증의 우울을 경험하는 

청소년의 우울 감소 및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중재로 활용될 수 있겠다. 

둘째, 일차보건의료 현장에서 우울 및 자살 위험성이 있는 고위험 

청소년을 위한 문제해결능력 증진 프로그램을 제공 받은 실험군은 우울

과 자살 위험성이 대조군에 비해 프로그램 후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실험

군 중 77.8%가 우울에서 회복되었고, 대조군의 15.8%가 회복되었다(Eskin, 

Ertekin, & Demir, 2008). 일차보건의료 현장에서 임상적 진단받은 우울

증 환자를 위한 문제해결능력 증진 프로그램은 우울 증상 감소에 효과적

이었다(Mynors-Wallis et al., 2000). 또한 우울증을 가진 청소년을 대상으

로 8회기 90분씩 문제 해결 치료를 실시한 결과 대조군 보다 우울증상 

감소에 효과적이었다(Nezu, 1986).  

셋째, 임상적으로 진단 받은 우울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제해

결능력 증진 프로그램은 지속적인 우울 증상 감소에 영향을 준다. 임상

적 우울증을 진단받은 대상자들을 문제해결능력 향상에 초점을 둔 심리

치료와 약물치료 병행 집단, 지지심리치료와 약물치료 병행 집단, 약물

치료만 받는 집단으로 나누어 효과를 비교했을 때, 문제해결능력 향상에 

초점을 둔 심리치료와 약물치료 병행 집단에서 우울 감소의 효과가 유의

하게 높았다. 또한 문제해결능력의 향상은 치료 후 12주까지 지속적으로 

우울 증상의 감소에 영향을 주는 예측 요인으로 나타났다(Klein et al., 

2011).  

넷째, 우리나라 여자 중학교 2,3학년 학생을 선별하여 문제해결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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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진 프로그램을 시행한 결과 문제해결능력, 자아존중감이 유의하게 향

상되었다(엄화윤, 2010). 또한 경미한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문제

해결능력 증진 프로그램은 비행 청소년의 우울 감소와 문제해결기술 향

상 및 비행 행동 감소에 효과적이었다(구현지, 2003). 조윤자(2008)에 따

르면 청소년의 자살행동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은 우울증상이 높은 것으

로 진단된 청소년의 경우 문제해결능력을 높여주는 상담전략이 효과적이

라고 보고된다. 

다섯째, 인터넷 기반의 자조 문제해결능력 증진 프로그램은 다수의 

일반 청소년이 경증에서 중등도의 우울과 불안을 경험하고 있다는 선행

연구를 토대로 하여 12-18세의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인터넷 기

반의 문제해결능력 증진 프로그램을 적용하였을 때 낙인의 위험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비용 효과적인 중재로 나타났다(Hoek, Schuurmans, 

Koot, & Cuijpers, 2009) 

 

2) 학교 기반의 문제해결능력 증진 프로그램 

 

학교 기반의 문제해결능력 증진 프로그램(School-Based Adolescent 

Problem Solving Therapy)은 학교에서 시행되어 참여 청소년에 대한 낙

인의 위험이 없고, 교과과정에 활용되어 일반 청소년의 핵심 심리적 역

량인 문제해결능력 향상을 위한 중재로 활용될 수 있다. 문제해결능력 

증진 프로그램은 일반 고등학교의 청소년 중 우울을 경험하는 청소년과 

가정에서 부모의 갈등이 있는 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인지-행동적 

중재로 대조군과의 비교연구에서 6개월, 2년의 추적 조사에서 지속적인 

우울증상의 감소를 가져왔다(Spence, Sheffield, & Donovan, 2003).  

또한 학교 청소년 중 고위험군을 선별할 경우 특히 부모의 이혼, 부

모의 죽음 그리고 우울한 부모를 가진 청소년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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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우울한 부모의 자녀들이 우울한 경향이 높으므로 이들에 대한 

예방 프로그램을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부모의 우울을 이해하고 대처하

는 데 필요한 정보를 가족 구성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Hauenstein, 2003; Weissberg, Caplan, & Harwood, 1991). 

문제해결능력 증진 프로그램에서 인지와 정서를 모두 다루는 것은 

우울에 대한 대처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문제해결과정을 강조하는 논리

적인 접근은 청소년이 경험하는 우울 증상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온

다(Goetz, 2000). 그러므로 문제해결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연습을 위해서

는 청소년이 인지적인 문제해결과정을 실제 일상생활 문제 상황에 적용

해 볼 수 있는 교수·학습전략을 선택하여 학습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역할극은 자기주도적 학습 방법으로 수업에서 활용되어 학습

자의 수업참여를 활발히 유도하며 자발성과 창의적인 사고를 개발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이다(나용선 & 최명주, 2007).  

특히 충동적 문제해결과 행동화 경향이 많은 남자 청소년의 경우 역

할연기, 역할 바꾸기, 이중자아 등의 역할극 기법의 활용은 문제해결 대

안들을 안전한 환경에서 행동화 해보면서 행동을 통찰하고 합리적 문제

해결을 연습해볼 수 있는데 도움이 되리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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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이론적 기틀 

 

 

본 연구의 이론적 기틀은 문제해결이론(D’Zurilla, & Nezu, 2007)을 

기반으로 하여 재구성하였다. 문제해결이론에 따르면 문제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 이며, 문제해결이란 ‘문제해결단계를 충실히 

이행하는 과정’ 이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 은 청소년의 

정서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의 이론적 기틀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청소년은 일상생활 속에서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에 

직면한다. 높은 문제해결능력은 더 많은 대안을 찾게 하고 대안을 

실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서 적응적인 행동을 하게 한다. 

반대로 낮은 문제해결능력은 일상생활 문제에 부딪혔을 때 

정서적으로 우울하게 하고, 자살 위험성을 증가시키며, 우울한 정서는 

대안을 탐색하고 새로운 대안을 행동화하는 것을 저해하고 위험행동을 

증가시킨다. 역할극을 활용한 청소년 문제해결능력 증진 프로그램은 

청소년의 핵심 심리적 역량인 문제해결능력을 증진시키는 중재로 

문제해결과정 연습하여 궁극적으로 청소년의 자살위험성, 우울, 

위험행동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의 이론적 기틀은 그림과 같다 

(Figur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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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고등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 기반의 문제해결능력 

증진 프로그램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무작위 대조군 전후 시차설계

(Randomized control-group pretest-posttest non- synchronized design) 

이다. 실험군의 효과가 대조군에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차설계

를 적용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설계는 표에 제시하였다(Table 1.) 

 

Table 1. The Research Design of this study 

 Baseline 1st 2nd 3rd 4th 5th 6th 7th week 

Experimental 

group 
Ra 

 
 

 pre   post 

   Xb X X X 

Control 

group 
R pre    post    

a R: Randomization,  

b X : PSAEP-R 

 

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 소재 고등학교 4곳과 인천광역시 소재 고등학교 2

곳, 총 6곳의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남자 청소년 중 사전검사 BDI 10점 

이상이며 본인 및 학부모 1인의 본 연구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동의가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자 수는 Bell & D'Zurilla 

(2009)의 연구에서 보고된 효과크기 0.8을 기준으로, 검정력 0.8, 유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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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0.05로 양측검정 하였을 때 적정 표본수 52명이며 20%의 탈락률을 

고려하여 실험군과 대조군 각 집단 별 32명씩 총 64명으로 선정하였다. 

총 64명은 블록 무작위 배정의 방법으로 실험군 33명, 대조군 31명으로 

배정되었으며, 최종 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프로그램 도중 탈락한 3명을 

제외한 실험군 31명, 대조군 29명, 총 60명이다.  

실험군의 효과가 대조군에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면서 한 학교에서 

실험군과 대조군을 무작위 할당하기 위해 시차설계를 적용하였다. 먼저 

대조군의 사전검사를 실시한 후 대조군의 사후검사가 끝나는 시점에 실

험군과 대조군 모두에게 동일한 8차 시의 프로그램을 제공하였고, 사후 

효과는 실험군만 측정하였다. 프로그램은 매 50분씩 총 8차 시로 구성되

어 있으며 기말고사 및 공휴일 등의 학교의 일정을 고려하여 한 주당 

1~3차시의 프로그램이 총 4주 동안 진행되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학

교 별 및 집단 별 구성 및 진행 내용은 부록에서 제시하였다(부록 6). 

 

3. 연구 도구 

 

연구도구는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며 질문지의 내용은 문제해결

능력 척도, 청소년 우울 척도, 자살 위험성 척도, 위험 행동 척도, 일반

적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1) 문제해결능력 척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문제해결능력 척도는 D'Zurilla, & Nezu(1990)가 

개발하고 Maydeu-Olivares (2002)가 요인분석을 통해 수정한 문제해결능

력 척도(Social Problem Solving Inventory-Revised; SPSI-R)를 최이순

(2002)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척도는 13세 이상의 청소년과 성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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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사용 가능하며 총 52문항, 하위척도 5개로 구성되어 있다. 즉, 

문제 수용 태도인 긍정적 문제 수용 태도와 부정적 문제 수용 태도, 그

리고 세 가지 문제해결 방식인 합리적 문제해결, 충동적 문제해결, 회피

형 문제해결 방식이다. 하위 척도는 긍정적 문제수용태도 5문항, 부정적 

문제수용태도 10문항, 합리적 문제해결방식 20문항, 충동적 문제해결방

식 10문항, 회피적 방식 7문항이다. 개발 당시의 신뢰도는 .92 였으며 최

이순(2002)의 연구에서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90이었고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박성주(2008)의 연구에서 .92, 그리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엄화

윤(2010)의 연구에서 .91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s α값

은 .92였다. 

 

2) 청소년 우울 척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청소년 우울 척도는 이영호와 송종용(1991)이 

번안하여 우리 나라 고등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

증된 Beck Depression Inventory(BDI)을 사용하였다. 또한 프로그램 참여 

전 대상자 선별을 위한 도구로 BDI 를 활용하였다. 본 척도는 우울의 정

서적, 인지적, 동기적, 생리적 증상 영역들을 포함하는 21개 문항들로 구

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문항은 증상의 강도별 4개의 진술로 되어 있다. 

점수는 각 문항마다 0점에서 3점으로 주어지며, 총점의 범위는 0점에서 

63점까지이다. 총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며’0-9점’ 

우울하지 않은 상태, ‘10-15점’ 경미한 우울, ‘16-23점’ 중증의 우울, ‘24-

63점’ 심한 우울로 구분한다. 한홍무(1986)가 우리 나라판 표준화 연구를 

실시한 결과 정상집단에서 .89, 우울증 집단에서 .94, 고등학교 청소년 

대상의 연구에서 .85 였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값은 .9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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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살 위험성 척도 

 

Cull & Gill (1988)이 개발한 자살 가능성 척도를 고효진 외(1999)가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살 위험성 척도는 청소년과 성인의 자살 

위험성을 측정하는 총 31문항의 자가 보고식 척도이다. 척도는 “없음, 

가끔, 대부분, 항상”으로 구성된 4점 리커르트식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다. 최근 자살 행동 이론을 바탕으로 구성된 총 4개의 하부척도는 (1) 절

망감; (2) 자살 생각; (3) 부정적 자기 평가; 그리고 (4) 적대감 이다. 척도

의 점수는 36점에서 144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살 경향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신뢰도는 .95 (Mehmet et al., 

2008), .70 (고효진 외, 1999), .91 (김경희, 2008)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값은 .84였다. 

 

4) 위험 행동 척도 

 

청소년의 위험 행동은 갈등이 표출되는 방향에 따라 외현화 위험 행

동과 내면화 위험 행동으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Achenbach (1991)

의 CBCL(Child Behavior Checklist: CBCL)을 오경자 외(1997)가 우리말로 

번역하고 표준화한 ‘우리 나라판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K-CBCL)' 

중 청소년에게 적합한 외현화 위험 행동과 내면화 위험 행동 32문항을 

선별하여 재구성한 장덕희(2001)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평

정척도로 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위험 행동이 심함을 나타낸다. 김

유경(2004)의 연구에서 Cronbach's α계수는 .93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값은 .9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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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로그램 개발  

 

1) 프로그램 개발 절차 

 

첫째, 문헌고찰을 통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문제해결능력 

증진 프로그램(Problem Solving Therapy: PST), 인지행동치료(Cognitive 

Behavior Therapy: CBT), 대인관계치료(Interpersonal Psychotherapy: 

IPT)에 대한 외국 및 국내 연구 결과들을 고찰하고 분석하였다. 둘째, 

청소년의 일상생활 문제와 문제해결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고등학교 남자 

청소년 12명을 학교에서 30분씩 1:1 면담하여 분석한 후 프로그램 

내용에 반영하였다. 셋째, 분석된 고등학생들의 실제 일상생활 문제와 

문제해결 요구를 분류하여 만화로 제작하였다. 청소년의 문제와 

문제해결요구는 부록에 제시하였다. 청소년용 워크북은 문제해결능력 

증진 프로그램 5단계를 회기 별로 구조화하였고, 게임을 사용하여 

간단한 문제해결원리를 게임을 통해 풀어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넷째, 

구조화된 프로그램은 정신간호학 교수 1인의 자문을 통해 내용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다섯째, 개발한 프로그램은 고등학교 남자 청소년 40명과 

중학교 남자 청소년 10명을 대상으로 총 3집단, 집단 별 총 8회기를 

운영하였다. 여섯째, 예비 프로그램 시행 후 워크북 용어를 순정하고 

만화를 추가하였다. 구체적인 단계별 프로그램 개발 기간과 내용은 

부록에 제시하였다(부록 7). 

 

2) 프로그램 구성  

 

본 연구의 프로그램은 D`Zurilla & Goldfried (1971)의 인지적 문제해

결 모형의 개념과 목적 및 핵심 내용을 기초로 하여 구조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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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Zurilla & Goldfried (1971)의 문제해결 모델은 표에 제시하였다(Table 

2). 본 연구에서 문제해결단계는 각 회기마다 한 단계씩 반영하였고 단

계 별로 청소년의 일상생활 문제와 문제해결요구를 반영한 만화 자료와 

게임으로 문제해결과정을 흥미 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Table 2. 5 Steps of the Problem Solving Model  

 

Step Contents 

1 Problem orientation 

2 Problem definition and formulation 

3 Generation of alternatives 

4 Decision making 

5 Solution implementation and verification  

 

본 연구에서의 학교 기반의 문제해결능력 증진 프로그램은 1단계부

터 5단계까지 문제해결과정을 충분히 연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회기 

별로 각 문제해결 과정에 대한 단계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조화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1회기에서는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

와 자기소개를 통해 친밀감을 형성하고 앞으로 8회기 동안 진행될 학교 

기반의 문제해결능력 증진 프로그램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프로그램 진행 방법과 프로그램 참여 시 유의점에 대해서 안내하고 사전

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앞으로의 문제해결과정을 연습하기 위한 기초 단

계로 ‘생각, 감정, 상황 구분하기’ 연습을 통해 상황과 나의 생각과 

감정을 분리해 보고 감정 단어 분류집을 통해서 상황에 적절한 감정을 

찾아 보고 요구 조사를 통해서 제시된 고등학교 청소년들의 일상생활 문

제 상황에 적용해 본다.  

둘째, 2회기에서는 문제해결과정의 첫 단계인 문제를 정의하는 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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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는 단계이다. 예비조사를 통해 청소년들이 자주 겪는 일상생활 문

제들을 만화로 표현하여 제시하고 만화를 통해서 문제를 추론하도록 한

다. 단순한 문제부터 복잡한 문제로 제시하며 일상생활 문제 상황은 선

행연구를 통해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감정으로 분류된 행복, 기쁨, 

사랑, 애정, 슬픔, 우울, 공포, 외로움, 죄책감, 분노 등이 반영되도록 분

류하였다. 문제를 정의할 때는 겉으로 드러난 문제뿐 아니라 자신의 감

정 및 행동을 통해서 감추어진 문제를 볼 수 있도록 하며, 자신의 욕구

를 파악하여 문제와 연관시킬 수 있도록 한다. 

셋째, 3회기는 문제해결과정의 두 번째 단계로 문제 해결을 위해 목

표를 설정하는 연습을 하는 단계이다. 목표 설정을 연습하기 위해 예비 

조사를 통해 분류된 청소년의 일상생활 문제 상황을 만화로 표현한 반 

구조화된 학습자료를 제공한다. 문제 상황은 역할극으로 시연하여 학생

들 모두가 상황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목표를 설정하기 위

해서 ‘나의 요구와 바램을 충족시키는 일은 무엇인?’, ‘장애물은 무

엇인지?’, ‘요구를 줄이거나 바꿀 수 있는지?’ , ‘문제 상황을 바꿀 

수 없는 상황으로 인정할 것인지?’ 에 대한 질문을 통해 나의 요구를 

고려하고 장애물을 파악하며 요구를 바꾸거나 상황을 바꿀 수 없는 것으

로 인정하는 것을 연습한다. 구체적으로 ‘나 전달법’을 통해서 나의 

요구와 바램을 상대방이 기분 상하지 않게 전달하는 방법을 연습해 보

고 ’방해물 찾기 게임’을 통해 목표 달성을 방해하는 방해물을 ‘낯섦, 

복잡함, 목표 불일치, 기술 부족, 자원 부족, 불확실’ 의 범주로 분석해 

본다. 

넷째, 4회기는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을 생각해 보는 단계이다. 문제 

상황은 예비조사를 통해 분류된 청소년의 문제해결 요구를 반영한 상황

들이 만화로 표현한 자료를 통해 제시된다.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 생

각하기‘는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진행되며 가능한 다양하고 많은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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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도출될 수 있도록 판단이나 비판을 자제하고 탐색하도록 돕는다. 해

결책 생성을 위한 브레인스토밍 원칙인 (1) 다다익선의 원칙, (2) 판단 

보류의 원칙, (3) 다양성의 원칙을 설명한다. 처음에는 ‘벽돌 한 장으로 

할 수 있는 일, 옷걸이로 할 수 있는 일, 종이컵으로 할 수 있는 일’ 

등의 간단한 문제부터 시작하여 청소년의 문제해결 요구를 통해 도출된 

문제 상황까지 확대시켜 다양한 대안을 탐색해 보도록 돕니다. 다양한 

대안들 중 대표적인 대안을 적용했을 때의 결과를 역할극을 통해서 경험

할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5회기는 문제 해결 방법을 평가하고 선택하는 단계이다. 다

양한 대안들 중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서 대안을 평가하는 단계이다. 대

안에 대한 평가는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쉬운지?, 나와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지?’에 대해 1점부터 5점까지 점수를 주어 합산한 점수로 평가해

보도록 한다. 문제 상황은 만화로 된 자료를 통해 주고 다양한 대안들을 

직접 역할극을 통해 시연하고 역할을 바꾸어 연기해 보도록 격려한다. 

해결책에 대한 행동 시연과 역할 연기는 대인관계 문제에서 특히 유용한 

방법으로 참여자들이 여러 가지 해결책의 사회적 및 정서적 효과를 찾아

내고 평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D'Zurilla & Nezu, 2007). 

여섯째, 6회기는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단계이다. 예비조사를 통해

서 분류된 청소년의 일상생활 문제 상황을 만화를 제시하고 반구조화된 

학습자료를 제공하여 ‘문제 정의하기’부터 ‘해결방법 찾기 및 선택’

까지의 문제해결과정을 연습해 보고 선택한 방법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

적인 계획을 세워보도록 격려한다. 해결책 실행계획은 긍정적 결과는 극

대화하고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 하면서 문제는 만족스럽게 해결해야 한

다는 일반적인 목표와 일치하도록 한다. 해결에 대한 계획은 장기와 단

기로 나눌 수 있으며 두 가지 이상의 해결책을 선택하여 동시에 실행하

는 해결책 조합의 방법과 두 가지 이상의 해결책을 선택하여 이들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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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실행하지 않고 조건부로 실행하는 유관계획 또는 하나의 계획을 먼

저 이행한 후 그 성과에 따라 다른 실행 계획을 이행하는 유관계획 방법

에 대해 설명한다. 일상생활의 많은 문제는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애물을 극복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해결책 조합이나 유관계획

의 방법이 유용하다(D'Zurilla & Nezu, 2007). 실행에 옮기기 직전에는 해

결을 위한 계획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실행될 것인지를 자세히 기록하

도록 과제를 낸다. 7회기에서는 1회기부터 6회기까지 배웠던 문제해결과

정을 자신의 일상생활 문제 상황에 적용해볼 수 있도록 자신의 해결하고 

싶은 문제 상황을 생각해 오도록 과제를 부여한다. 

일곱째, 7회기는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두 번째 시간이며 1회기부

터 6회기까지 익혔던 문제해결과정을 자신의 일상생활 문제 상황에 적용

해 보는 단계이다. 7회기 시작에서는 과제를 통해 적어온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점검해 본다. 이어서 문제해결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실제 자신의 경험하는 일상생활의 문

제 상황에 적용해 보고 문제해결과정을 연습해 보도록 격려한다. 자신의 

문제 상황 중 역할극으로 시연하고 싶은 참여자에게는 같이 연기하기 원

하는 참여자와 함께 연기해보도록 격려한다. 

여덟째, 8회기는 내가 해결하고 싶은 일상생활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문제해결과정을 통해 분석해 보고 역할극으로 시연해 보고 전체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소감을 나누고 수료증을 수여하며 사후조사를 

하는 단계이다. 자신의 문제 상황을 역할극으로 시연해 보는 것은 직접 

자신과 연관된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미리 연습해 보고 행동 

시연을 통해서 해결책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받고 통해 상황과 관련된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참여한 대상자들에게 수료증을 수여하며 역할극, 숙제, 발표 등에 

부여한 스티커를 모아서 상위 참여자들에게 상장을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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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프로그램을 통해 변화된 점에 대해서 소감을 나누고 

사후조사를 실시한다. 회기 별 프로그램의 개요는 표에 제시하였다 

(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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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roblem Solving Ability Enhancement Program with Role-play 

Session Theme Goals Stages(Duration) 

Activities 

1 Classifying objective 

situations, thoughts, 

and emotions  

1. Explain a necessity and goals of PSAEP-

R    

2. Distinguish between objective situations  

and subjective interpretations arousing  

emotions  

3. Identify distorted thoughts and searching 

 of alternative thoughts  

Introduction(10min.) 

·Introduce leaders(1min.) 

·Explain a necessity, goals, and rules of PSAEP-R (3min.)  

·Self-introduce and set a goal to achieve(6min) 

· complete a questionnaire(15min) 

Development(35min.) 

·Self-teste the part of the ‘Classifying objective situations, thoughts, and emotions 

’ of the workbook(5min.) 

·Discuss reasons arrived various choices and rational choices(10min.)  

·Practice classifying objective situations, thoughts, and emotions through a role- 

playing with participations(20min.)  

Conclusion(5min.) 

·Share the impression of attendance and assign homework(5min) 

2 Defining problem  1. Explain principles of defining a problem 

2. Identifying hidden problems through 

 emotions or behaviors 

3. Connect needs with problems  

 

Introduction(5min.) 

·Review the previous session 

Development(40min.) 

·Self-teste the part of the ‘Classifying objective situations, thoughts, and emotions’ 

 of the workbook(5min.) 

·Discuss reasons arrived various choices and rational choices(15min.)  

·Practice classifying objective situations, thoughts, and emotions through a role- 

Playing with participations(20min.)  

Conclusion(5min.) 

·Share the impression of attendance and assign homework(5min) 



32 

 

Session Theme Goals 
Activities 

Stages(Duration) 

3 Setting a goal 1. Explain principles of setting a goal 

2. Find out obstacles in workbooks  

3. Set a realistic goal through understanding 

needs  

4. Rehearse role-play using cartoons and 

discuss obstacles and goals  

 

Introduction(5min.) 

·Review the previous session 

Development(40min.) 

·Learn principles of setting a goal and find out obstacles in workbooks  

·Set a realistic goal based understanding needs  

·Role-play and discuss  

Conclusion(5min.) 

·Share the impression of attendance and assign homework(5min) 

4 Generation of 

alternative solutions 

1. Explain principles of a brainstorming 

2. Find out alternative solutions in cartoons of 

workbooks  

3. Apply principles of a brainstorming to real-

life problems 

 

Introduction(5min.) 

·Review the previous session 

Development(40min.) 

·Learn principles of a brainstorming 

·Practice a brainstorming: ‘novel ways to use a single concrete brick’  

·Practice a generation of alternative solutions using cartoons in workbooks 

·Role-play with real-life problems  

Conclusion(5min.) 

·Share the impression of attendance and assign homework(5min) 

5 Evaluation and 

selection of solutions 

1. Explain principles of a decision-making 

2. Rehearse various solutions to role-play and 

discuss the pros and cons of each solution  

 

Introduction(5min.) 

·Review the previous session 

Development(40min.) 

·Learn principles of a decision-making 

·Role-play with alternative solutions and discuss  

·Role-play with real-life problem 

Conclusion(5min.) 

·Share the impression of attendance and assign homework(5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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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Theme Goals 
Activities 

Stages(Duration) 

6 Planning and practice 

1 

1. Explain principles of a planning practice  

2. Explain a method of a short and long-term 

plan, a combine solution, and a sequential 

plan.  

3. Apply problem solving process to situations 

in workbooks  

Introduction(5min.) 

·Review the previous session 

Development(40min.) 

·Learn principles of a planning practice  

·Practice ‘problem solving process’ using cartoons in workbooks 

·Role-play and discuss  

Conclusion(5min.) 

·Share the impression of attendance and assign homework(5min) 

7 Planning and practice 

2 

1. Apply principles of a planning and practice 

process to real-life problem 

2. Express feelings after applying problem 

solving process  

3. Evaluate plans in real-life problems  

Introduction(5min.) 

·Review the previous session 

Development(40min.) 

·Apply ‘problem solving process’ in real-life problems 

·Role-play and discuss  

Conclusion(5min.) 

·Share the impression of attendance and assign homework(5min) 

8 Problem solving in 

real-life situation 

1. Find out real-life problems and apply a 

problem solving process to real-life 

situations 

2. Express the impression of attendance  

Introduction(5min.) 

·Review the previous session 

Development(40min.) 

·Assort various real-life problems  

·Role-play with real-life problems by groups and discuss 

Conclusion(5min.) 

·Share the impression of atten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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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프로그램의 내용 구성은 요구도 조사를 통해 분석된 남자 청소년

의 일상생활 문제와 문제해결요구의 항목들을 반영하였다. 분석된 청소

년의 일상생활 문제와 문해결 요구는 청소년용 워크북의 회기 별 문제해

결단계와 ‘인지, 감정, 행동’ 구분하기 연습, 또한 ‘방해물 찾기’ 게임을 

위한 예시들로 포함되었다. 또한 분석된 청소년의 문제와 문제해결요구

는 만화로 제작되어 역할극의 상황으로 활용되었다. 

구체적으로 요구도 조사를 통해 분석된 남자 청소년의 일상생활 문

제와 문제해결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목표의 부재와 하고 싶은 것을 찾

고자 하는 요구이다. 둘째, 대인관계기술의 부족과 어색하지 않고 낯선 

사람과도 잘 어울릴 수 있는 대인관계 기술 향상에 대한 요구이다. 셋째, 

원하는 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한 갈등과 원하는 대학에 진학

하고 꿈을 이룰 수 있을 정도의 성적 향상에 대한 요구이다. 넷째, 진로

를 정하지 못함 또는 부모님과 진로에 관한 갈등과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고 꿈을 향해 달려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현실적인 정보 및 지지에 

대한 요구이다. 다섯째, 일상생활 문제로 인한 부모님과의 갈등과 사생

활을 침해 받지 않고 부모님과 잘 지내기를 원하는 바램이다. 여섯째, 

학업과 진로를 위해서 학교의 일정에 맞추어 고등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항상 잠이 부족한 문제와 짧은 시간을 이용해서 푹 자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은 요구이다. 일곱째, 남자 고등학교라서 여자 

청소년들과 대화하는 것이 어색한 것과 여자 청소년들과도 친근하게 얘

기를 나눌 수 있는 대인관계기술 향상에 대한 요구이다. 여덟째, 행복한 

삶에 대한 고민과 진정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행복할 수 있는 방법

을 찾고자 하는 요구이다. 교육방법은 역할극, 만화 자료, 워크북 작성, 

게임, 강의로 이루어져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였다. 

특히 청소년이 자주 겪는 일상생활 문제와 문제해결 요구를 반영하여 문

제 상황을 만화로 제시하여 역할극에 흥미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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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각 회기에는 문제해결단계에 대해 연습할 수 있도록 구성된 청

소년용 워크북이 제공되었다. 청소년용 워크북은 부록에 수록하였다(부

록2).  

 

5. 자료수집 절차 

 

1) 연구 대상자 

 

본 연구의 대상자는 2014년 8월부터 11월까지 집단상담에 대한 교육 

요구가 있는 서울시 소재 고등학교 4곳과 인천광역시 소재 고등학교 2곳, 

총 6 곳의 고등학교에서 모집되었다. 대상자 수는 4명의 탈락자를 

제외한 실험군 31명, 대조군 29명, 총 60명이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대상자 선정기준, 제외기준, 탈락 기준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대상자 선정 기준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자 

청소년으로 선별검사 상 BDI 10 점 이상인 청소년 중 본인, 학교 

선생님과 보호자가 프로그램 참여에 동의한 경우이다. 대상자 

제외기준은 다음과 같다. BDI 10 점 미만이거나 정신과적 질환을 

진단받고 치료 중인 경우 또는 다른 개인상담 또는 집단상담에 참여 

중인 경우 또는 집단상담 참여가 어려운 심각한 의사소통 장애가 있는 

경우이다. 대상자 탈락 기준은 다음과 같다. 집단상담 총 8회 중 3회 

이상 참석하지 않은 경우 또는 본인,  교사,  또는 부모님의 거부, 또는 

전학 또는 기타 사유로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경우, 또는 타 기관 

의뢰가 필요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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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대상자 선정 절차 

 

본 연구에서 대상자 선정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첫째, 

연구기관에 대한 자료수집 협조의뢰는 2014년 5월부터 10월까지 진로 및 

보건 담당 교사의 소개 및 공문 발송을 통해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연구기관은 총 6 곳으로 서울시 소재 고등학교 4곳과 인천광역시 소재 

고등학교 2곳으로 각 고등학교장 및 담임교사 그리고 상담교사 또는 

보건교사에게 연구자가 직접 프로그램 시행 목적과 절차 등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였다. 2014년 5월 연구를 위한 집단상담이 가능한 학교를 

선정하기 위해 본 연구자가 자원봉사로 고등학교 청소년의 개인 및 집단 

상담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연락하고 있는 진로 및 보건 담당 

교사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 및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프로그램 시행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2014년 5월부터 10월까지 진로 및 보건 담당 

교사로부터 본 연구와 프로그램 시행에 대한 참여 의사가 있는 고등학교 

5 곳을 추천 받았으며 행정 절차 상 본 프로그램에 대한 간단한 정보와 

일정을 포함한 공문이 필요한 학교에는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서 발행한 

자료수집 공문을 발송하여 프로그램 시행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둘째, 1차 선별검사는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남자 청소년 중 담임교

사 및 상담 또는 보건교사의 설명을 듣고 본인이 본 프로그램 참여에 대

한 본인 및 학부모 1인의 동의가 있는 학생 총 135명을 모집하여 본 연

구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선별검사

를 시행하였다.  

셋째, 1차 선별검사 결과 BDI 10점 이상을 만족하는 학생 총 64명은 

크기 4의 블록을 설정하여 Random Integer Number Generator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무작위 배정하여 실험군 33명, 대조군 31명으로 할당하였

다. 실험군 33명 중 2명은 본 연구의 탈락 기준 ‘총 8회기 프로그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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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기 이상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또

한 대조군 31명 중 1명은 본 연구의 제외 기준 ‘다른 개인상담 또는 집

단상담에 참여 중인 경우, 나머지 대조군 1명은 사후 설문지를 작성하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최종 분석에는 실험군 31명과 대조군 29명, 

총 60명의 자료가 사용되었다.  

넷째, 본 프로그램의 선정기준과 제외기준에 부합하지 않지만 1차 

선별검사에 참여하고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본인 및 학부모 1인의 서면 

동의가 있는 학생 60명은 연구대상자 64명과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총 125명이 본 연구의 프로그램에 참여하였고, 최종 분석에서는 실험군

과 대조군으로 무작위배정 된 64명 중 탈락자 3명을 제외한 60명의 결과

만 사용되었다. 선별검사 결과와 무관하게 다양한 학생들이 집단상담에 

참여하는 것은 청소년의 낙인 위험을 줄이고 다양한 구성원의 참여를 통

해 집단 역동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2) 대조군 선정 및 무작위 배정 방법 

 

본 연구에서는 블록 무작위배정의 방법으로 총 64명의 대상자를 실

험군과 대조군 각각 33명과 21명으로 할당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 수의 

불균형을 방지하기 위해 크기 4의 블록을 선정하여 실험군과 대조군의 

대상자 수가 2명이상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하였다. 블록은 AABB, BBAA, 

ABAB, BABA, ABBA, BAAB 순서대로 1번부터 6번까지 번호를 부여하고 

A는 실험군, B는 대조군으로 하여 배정순서는 컴퓨터 프로그램 Random 

Integer Number Generator를 사용하여 각 학교 별로 실험군과 대조군을 

무작위 배정하였다. 무작위 배정을 통해 실험군 구체적인 무작위 배정 

결과는 부록에 제시하였다(부록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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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재 방법 

 

실험군에게는 학교 기반의 문제해결능력 증진 프로그램 총 8차시를 

시행하였고 프로그램 시행 전후에 사전검사와 사후 검사를 시행하였다. 

대조군은 사전 검사 실시 후 실험군의 중재 기간과 동일한 시간 동안 

특별한 상담 프로그램을 받지 않고 학교 생활을 한 후 사후 검사를 

시행하였다. 확산효과를 배제하기 위해서 실험군에 대한 중재가 

시행되기 전 대조군의 사전 및 사후 검사가 끝나도록 하였다. 이후 

대조군은 실험군과 함께 동일한 8차시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구체적인 

각 학교 별 집단의 구성 및 운영은 부록에 제시하였다(부록6). 

본 프로그램은 학교 청소년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친숙한 

환경인 학교에서 시행하였다. 고등학교 청소년들의 경우 학업 때문에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고 타 기관에 이동하여 프로그램을 받을 경우 

학업에 지장을 줄 수 있고 탈락률이 높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친숙하고 

학업에도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학교의 공동학습실 또는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가능한 교실을 프로그램의 장소로 선정하였다.  

 

4) 연구자의 준비 

 

본 연구자는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실 및 병동에서 6년 간 청소년 환

자를 간호한 임상 경력이 있는 정신 전문간호사로 보건교사, 종교 및 윤

리 중등 정교사 2급 자격을 가지고 있다. 석사 과정 동안 청소년 우울과 

관련이 있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문제해결

능력 증진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 문제해결상담사 전문 과정을 이수

하고 학술대회 및 싸이코드라마 워크샵에 참여하여 경험을 쌓았다. 또한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역할극을 활용한 문제해결능력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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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한 경험이 있다. 이러한 경력으로 미루어 

볼 때 이번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경험이 충분하다고 사료된다. 

 

6.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9.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실

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한 사전 동질성 검정은 X²-test와 

Fisher’s exact test를 시행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사전 동질성 검사

는 independent t-test로 분석하였다. 실험효과 분석은 independent t-test

와 paired t-test로 분석하였고, 등분산 검정은 Levene’s test를 사용하였

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SPSS 19.0 통계 프로그램의 신뢰도 검사를 통

해 Cronbach’s α값을 측정하였다. 

 

7.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구 대상자의 보호를 위하여 헬싱키 선언 (2013년 개정) 

및 ICH-GCP의 취약한 피험자 보호규약에 대한 내용을 준수하였으며 연

구 시작 전 기관연구윤리심의 위원회(Interna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을 받아 연구를 진행하였다(H-1404-133-574). 연구 대상자가 만 18

세 이하의 청소년인 점을 고려하여 보호자 1명으로부터 서면 동의서를 

통해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청소년에게는 쉽게 이해할 수 있

도록 청소년용 동의서를 따로 작성하여 구두로 설명하면서 궁금한 점을 

질문 받고 자발적으로 동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 참여가 성적 또는 

수행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설명하고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숫자화되어 연구를 위한 목적으로 통계화 되

어 사용되며 폐기될 예정임을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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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과 동질성 검정 

 

본 연구의 결과는 실험군 31명, 대조군 29명, 총 60명의 자료를 분

석한 것이다.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4).  

대상자는 모두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남자 청소년으로 학년은 고등학

교 1학년 38명(63.3%), 2학년 22명(36.7%)이다. 대상자의 종교는 개신교 

18명(30.5%), 가톨릭 3명(5.1%), 불교 3명(5.1%), 기타 1명(1.7%)이었고 종

교가 없는 경우가 34명(57.6%)이다. 대상자의 형제 수는 본인을 포함하여 

총 2명인 경우가 37명(64.9%), 총 1명인 경우가 10명(17.5%), 총 3명인 경

우가 10명(17.5%)이다. 본인의 형제자매 순위는 첫째가 31명(54.4%), 둘째

가 20명(35.1%), 셋째가 6명(10.5%)이다. 학업성취도는 중 34명(57.6%), 하 

17명(28.8%), 상 8명(13.6%)이다.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에 대한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 검정은 

Chi-square test와 Fisher’s exact test를 이용하였고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은 실험군과 대조군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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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Homogeneity test of Demographic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Categories 
Experiment 

(n=31) 

n(%) 

    Control 

    (n=29) 

    n(%) 

χ² p 

Sex Male 31(100%) 29(100%)   

Grade 1 21(67.7%) 17(58.6%) 

0.537 .593 

2 10(32.3%) 12(41.4%) 

Religion Protestantism 10(32.3%) 8(28.6%) 

1.977† .879 

Catholicism 1(3.2%) 2(7.1%) 

Buddhism 1(3.2%) 2(7.1%) 

Confucianism 0(0.0%) 0(0.0%) 

Others 1(3.2%) 16(0.0%) 

None 18(58.1%) 28(57.1%) 

Number of 

Sibling 

1 5(17.2%) 5(17.9%) 

2.231† .324 2 21(72.4%) 16(57.1%) 

3 or more 3(10.3%) 7(25.0%) 

Sibling 

Status 

1 19(65.5%) 12(42.9%) 

4.240† .122 2 9(31.0%) 11(39.3%) 

3 or other 1(3.4%) 5(17.9%) 

Academic 

Performance 

Low 7(22.6%) 10(35.7%) 

1.488† .502 Medium 20(64.5%) 14(50.0%) 

High 4(12.9%) 4(14.3%) 

†Fisher’s exac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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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속변수에 대한 동질성 검정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에 대한 사전 동질성 검정 결과 문제해결능력, 

우울, 자살 위험성, 그리고 위험행동 사전 점수는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실험군과 대조군의 종속변수에 

대한 사전 동질성 검정 결과는 표에 제시하였다(Table 5). 

 

Table 5. Homogeneity test of Dependent Variables 

Dependent Variables 

Experiment 

(n=31) 

M±SD 

Control 

(n=29) 

  M±SD 

t p 

 

Problem Solving Ability 9.58±2.01 9.97±1.97 0.75 .458 

Depression 14.81±9.47 12.59±10.22 -0.87 .386 

Suicidal Probability 
 

64.03±9.24 

 

62.62±12.68 

 

-0.50 

 

.622 

Risk Behavior 
 

89.10±18.06 

 

81.66±19.44 

 

-1.54 

 

.130 

 

 

3. 연구 가설 검정 

 

1) 제 1 가설 : 학교 기반의 문제해결능력 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대조군 보다 문제해결능력이 높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학교 기반의 문제해결능력 증진 프로그램을 시행 받은 

실험군의 문제해결능력 점수는 사전 점수 보다 평균 1.81점(±2.29) 증가

하였으며, 실험 전후 실험군의 문제해결능력 점수의 증가 정도는 통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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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유의하였다(t=4.40, p=.000). 대조군의 문제해결능력 점수는 사전점

수 보다 0.17점(±1.54) 감소하였으며 감소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0.60, p=.551). 실험군과 대조군의 사전사후 검사 결과의 집단 

간 차이의 평균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t=-3.91, p=.000) 가설 1은 지지

되었다(Table 6). 

 

Table 6. Comparison of Differences of Problem solving ability Scores Between  

Groups  

Group 
Pre 

M±SD 

Post 

M±SD 

Difference 

M±SD 
t p 

Experiment 

(n=31) 
9.58±2.01 11.39±2.72 1.81±2.29 

-3.91 .000 
Control 

(n=29) 
9.97±1.97  9.79±1.84 -0.17±1.54 

                                                

             

 

 

Figure 2. Comparison of Problem Solving Ability Scores Within Groups 

 

 

2) 제 2 가설 : 학교 기반의 문제해결능력 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학교 기반의 문제해결능력 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대

조군 보다 우울 점수가 낮을 것이다. 

 

ㅡ Experimental group 

--- 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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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학교 기반의 문제해결능력 증진 프로그램을 시행 받은 

실험군의 우울 점수는 사전 점수 보다 평균 5.71점(±4.68) 감소하였으며, 

실험 전 후 실험군의 우울 점수의 감소의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t=-6.79, p=.000). 대조군의 우울 점수는 사전점수 보다 2.90±10.37점 증

가하였으며 증가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1.50, p=.144). 실

험군과 대조군의 사전사후 검사 결과의 집단 간 차이의 평균값은 통계적

으로 유의하여(t=4.19, p=.000) 가설 2는 지지되었다(Table 7). 

 

Table 7. Comparison of Differences of Depression Scores Between Groups  

Group 
Pre 

M±SD 

Post 

M±SD 

Difference 

M±SD 
t p 

Experiment 

(n=31) 
 14.81±9.47   9.10±9.36 -5.71±4.68 

4.19 .000 

Control 

(n=29) 
12.59±10.22  15.48±14.33  2.90±10.37 

 

 

 

 

Figure 3. Comparison of Depression Scores Within Groups 

 

 

3) 제 3 가설 : 학교 기반의 문제해결능력 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학교 기반의 문제해결능력 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대

조군 보다 자살 위험성이 낮을 것이다. 

ㅡ Experimental group 

--- 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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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학교 기반의 문제해결능력 증진 프로그램을 시행 받은 

실험군의 자살위험성 점수는 사전 점수 보다 평균 3.16점±7.64점 감소

하였으며 실험 전 후 실험군의 자살 위험성 점수의 감소 정도는 통계적

으로 유의하였다(t=-2.30, p=.028). 대조군의 자살 위험성 점수는 사전점

수 보다 0.86점(±6.25) 증가하였으며 증가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0.74, p=.464). 실험군과 대조군의 사전사후 검사 결과의 집단 

간 차이의 평균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t=2.22, p=.030) 가설 3은 지지

되었다(Table 8). 

 

Table 8. Comparison of Differences of Suicidal Probability Scores Between  

Groups  

Group 
Pre 

M±SD 

Post 

M±SD 

Difference 

M±SD 
t p 

Experiment 

(n=31) 
64.03±9.24 60.87±10.91 -3.16±7.64 

2.22 .030 
Control 

(n=29) 
62.62±12.68 63.48±12.76 0.86±6.25 

 

 

 

 

Figure 4. Comparison of Suicidal Probability Scores Within Groups 

 

 

ㅡ Experimental group 

--- 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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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 4 가설 : 학교 기반의 문제해결능력 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학교 기반의 문제해결능력 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대

조군 보다 위험 행동 점수가 낮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학교 기반의 문제해결능력 증진 프로그램을 시행 받은 

실험군의 위험행동 점수는 사전 점수 보다 평균 8.77점(±17.77) 감소하

였으며, 실험 전 후 실험군의 자살위험성 점수의 감소 정도는 통계적으

로 유의하였다(t=-2.75, p=.010). 대조군의 위험 행동 점수는 사전점수 보

다 2.79±16.22점 증가하였으며 증가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

다(t=0.93, p=.362). 실험군과 대조군의 사전사후 검사 결과의 집단 간 차

이의 평균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t=2.63, p=.011) 가설 4는 지지되었다

(Table 9). 

 

Table 9. Comparison of Differences of Risk Behavior Scores Between Groups  

Group 
Pre 

M±SD 

Post 

M±SD 

Difference 

M±SD 
t p 

Experiment 

(n=31) 
89.10±18.06 80.32±21.70 -8.77±17.77 

2.63 .011 
Control 

(n=29) 
81.66±19.44 84.45±17.89 2.79±16.22 

 

 

 

Figure 5. Comparison of Risk Behavior Scores Within Groups 

ㅡ Experimental group 

--- 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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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논의 

 

본 연구의 결과 남자 청소년을 위한 학교 기반의 문제해결능력 증진 

프로그램은 남자 청소년의 우울, 자살사고, 위험행동의 감소에 효과적인 

중재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 기반의 문제해결능력 증진 

프로그램의 효과, 프로그램의 구성 및 활용, 간호학적 의의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1. 학교 기반의 문제해결능력 증진 프로그램의 효과 

 

본 연구의 학교 기반의 문제해결능력 증진 프로그램은 D’Zurilla와 

Nezu (2007)의 문제해결이론을 바탕으로 문제해결능력 증진 프로그램을 

청소년의 특성에 맞게 재구성하여 제공되었다. 문제해결능력 증진 프로

그램의 핵심은 D’Zurilla와 Nezu (2007)의 문제해결이론을 바탕으로 문

제해결과정을 연습하는 것을 통해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켜 인지를 통해 

감정 및 행동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생각, 감정, 행동의 관

계를 이해하고 생각 단서, 감정 단서, 행동 단서를 통해 자기 스스로를 

이해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이것은 타 인지행동치료의 기본 원

리와도 비슷하다. 하지만 문제해결능력 증진 프로그램이 타 인지행동치

료와 다른 점은 인지적인 원리를 습득하고 연습하는 것 보다는 실제로 

경험하는 일상생활 문제를 가지고 문제해결과정을 연습하는 것을 집중적

으로 훈련한다는 점이다. 또한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것은 문제

해결의 어느 단계에 머물러 있지 않고 ‘문제해결은 과정’ , 그리고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이라는 단순한 원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과 같다.  

이에 본 연구의 프로그램은 간단한 문제해결능력 증진 프로그램의 



48 

 

원리를 활용하여 청소년들이 일상생활 문제를 가지고 문제해결과정을 연

습해 볼 수 있도록 역할극과 만화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

도록 하였다. 특히 ‘문제’와 ‘문제해결’에 대한 원리를 학습하고 일

상생활의 주제들로 문제해결과정을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연습을 하

는 것은 어렵지 않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짧은 기간 동안 기분 및 

행동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프로그램에 반영하여 구조화하였다. 본 

연구의 프로그램 효과를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해보면 다

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 학교 기반의 문제해결능력 증진 프로그램은 4

주 8시간 동안 진행되어 남자 청소년의 문제해결능력을 단기간에 유의하

게 향상시켰다. 선행연구에서 6회기에서 12회기의 문제해결능력 증진 프

로그램이 청소년의 문제해결능력이 유의하게 향상되었다는 결과(구현지, 

2003; 엄화윤, 2010; Schreuders, Oppen, Marwijk, Smit, & Stalman, 2006)

는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문제해결능력의 향상

은 중재 9개월까지 효과가 유의하게 유지되었고(Schreuders, Oppen, 

Marwijk, Smit, & Stalman, 2006), 회피적 대처가 높은 군의 경우 문제해

결태도의 변화는 우울 감소의 효과를 지속시키는 데 영향을 미쳤다

(Oxman, Hegel, Hull, & Dietrich, 2008)고 보고되므로, 본 연구의 종료 이

후 문제해결능력의 지속여부를 측정해보고 일상생활 문제를 해결하는데 

지속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추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장기 

효과를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 학교 기반의 문제해결능력 증진 프로그램은 

남자 청소년의 우울을 유의하게 감소시켰다. 선행연구에서 문제해결능력

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이 6회기에서 12회기의 단기간에 제공되어 청소

년의 우울을 감소시켰다(Cuijpers, Straten, & Warmerdam, 2007; Eskin, 

Ertekin, & Demir, 2008; Kennard, 2009; Klein et al., 2011; Nezu,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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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ek, Purper, Michel, & Mouren-Simeoni, 2002; Schuurmans, Koot, & 

Cuijpers, 2009; 엄화윤, 2010)는 결과는 본 논문의 8회기로 프로그램이 

청소년 우울을 유의하게 감소시킨 결과를 지지한다.  

선행연구에서 메타분석을 통해 보고된 문제해결능력 증진 프로그램

의 청소년 우울 감소에 미치는 효과크기 d=.83 (Cuijpers, Straten, & 

Warmerdam, 2007)는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한다. 본 프로그램은 회기 

별로 문제해결과정을 충실히 이수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문제해결과정을 

모두 반영하였고, 선행연구에서 문제해결과정을 모두 반영한 프로그램은 

문제해결단계를 모두 포함한 경우 효과크기 d=.84로 한 단계 이상 생략

한 경우 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결과는 본 결과를 뒷받침해준다(Bell, & 

D'Zurulla, 2009). 

Kennard (2009) 는 Selective Serotonin Reuptake Inhibitor (SSRI) 약

물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우울 청소년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의 치료효과를 

가져오는 변인을 연구하였을 때 긍정적 문제해결태도와 문제해결기술에 

대한 교육 회기에 참여한 청소년은 인지행동적 이론에 기반한 치료의 9

회기 모두에 참석한 경우 와 유사하게 2.3배에서 2.6배의 치료효과를 가

져온다고 보고한다. 이것은 본 연구의 문제해결태도와 문제해결기술에 

대한 훈련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회기를 포함하는 문제해결능력 증진프로

그램이 청소년 우울 감소의 효과를 가져온 결과를 지지하며, 문제해결능

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청소년 우울을 감소시킬 수 있는 비용효과적인 방

법임을 뒷받침한다. 

또한 Ciarrochi, Leeson, & Heaven (2009)의 연구에서 정적 문제해결 

태도를 가진 청소년은 공포, 슬픔, 적대감 등의 감정이 증가시키므로 청

소년의 정서적 안녕을 위해서는 부정적인 문제해결태도를 감소시키고 긍

정적 문제해결태도를 증가시키는 것이 요구된다는 결과는 본 논문의 결

과를 뒷받침한다. 본 연구에서 단기간의 문제해결능력 증진 프로그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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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 감소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은 청소년의 인지적 특성을 고

려하여 간단한 문제해결이론의 원리를 이해하고 자유롭게 일상생활 문제

를 선정하여 역할극을 통해 문제해결과정을 연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

공하였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의 결과 학교 기반의 문제해결능력 증진 프로그램은 청

소년의 자살 위험성을 유의하게 감소시켰다. 6회기에서 12회기의 문제해

결능력 증진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자살 위험성을 유의하게 감소시켰다는 

선행연구의 결과(Ertekin, & Demir, 2008; Mynors-Wallis et al., 2000; 

Mynors-Wallis et al. 2001; Eskin, Ertekin, & Demir, 2008; Oxman TE. et 

al. 2008; Purper, Michel, & Mouren-Simeoni, 2002; Spence, Sheffield, & 

Donovan, 2003; Weissberg et al., 1991)는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 

선행연구에서 문제해결능력 증진 프로그램을 통한 자살 위험성 감소 효

과는 12개월 이후까지 지속되었다고 보고하므로 본 연구의 프로그램의 

장기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위해서는 문제해결능력과 자살위험성 점

수를 측정하여 분석해볼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에서 문제해결능력의 향상에 따른 청소년의 자살 위험성 감

소 효과는 문제해결능력이 청소년의 우울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키는 조절효과를 나타내며 문제해결능력은 생활 스트레스

에 의한 자살생각을 감소시킨다(홍영수, 2004)는 선행연구의 이론적 근거

를 뒷받침한다. 

본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지 왜곡 반박하기 등의 수업을 

통해서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친구들의 다른 의견들을 들어

보고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인지적 

왜곡 점검하기를 통해서 참여 청소년들에 다시 나를 돌아볼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또한 문제해결과정을 연습하는 것을 통해 문

제를 정의하고 다양한 대안을 찾고 목표를 설정하는 연습이 실제 자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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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민하고 있는 일상생활과 연관되어 있어 층동적인 판단과 부정적인 

사고를 감소시켜 자살위험성을 유의하게 감소시켰다고 사료된다.  

특히 남자 청소년은 문화적인 특성 상 일상생활 문제를 언어로 표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나약한 것’ 이라고 생각하

여 도움을 받지 못하거나 하거나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부족하여 문제가 

더욱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된다(Cibis et al., 2012; Murphy, 1998; 

Kim Choi Hwang Heppner, 2012). 이러한 남자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했

을 때 본 프로그램은 또래들과 유사한 일상생활 문제를 공유하고 역할극

을 통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문제해결에 대한 태도와 다양한 문

제해결방법을 탐색하도록 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넷째, 본 연구의 결과 학교 기반의 문제해결능력 증진 프로그램은 

청소년의 위험 행동을 유의하게 감소시켰다. Greene et al. (2001) 의 연

구에 따르면 반항행동장애로 감정조절 문제를 가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지행동치료 모델에 기반한 협동적인 문제해결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프

로그램 사후 조사와 4개월 후 조사에서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을 때 

Global Assessment Function(GAF) 점수가 모두 유의하게 향상되었다고 

보고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행동 문제를 가진 청소년을 접근할 때 문

제해결능력의 증진이 실제 일상생활에서의 반항, 충동성, 불복종, 적대감 

등을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중재임을 뒷받침하며, 본 연구의 학교 

기반의 문제해결능력 증진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위험행동을 감소시킨 결

과를 지지한다. 

본 연구는 행동 변화를 위한 다양한 원리들을 프로그램에 반영하여 

청소년의 위험행동 감소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조화하였

다. 역할극을 활용하여 청소년들의 흥미 있는 참여를 격려하였고, 청소

년 스스로 제안한 문제에 대해 다양한 구성원들이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

고 역할극을 시연하기도 하면서 문제해결과정을 충실히 연습하도록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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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였다. 역할연기 중 역할 바꾸기 체험은 통해 평소 자신이 해보지 못

했던 역할을 해 보고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는 경험을 제공하였다. 

또한 긍정적 강화의 원리를 적용하여 출석, 숙제, 연기, 발표 등의 잘 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 스티커로 보상하였고 참여한 청소년들의 연기와 

발표는 회기가 진행될수록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

었다.  

이러한 행동 변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다양한 원리들을 바탕으로 단

기간의 중재를 통해 참여 청소년들의 위험 행동 점수가 유의하게 감소된 

것이라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위험 행동에 대한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 할 때는 위험 행동에 대해 초점을 맞추

는 것 보다는 다양한 긍정적 강화 기법과 역할극 등의 행위기법을 활용

하여 다른 사람이 되어 보면서 공감해 보고, 다양한 문제해결 방법을 체

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 사료된다. 

요약하면, 본 연구의 학교 기반의 문제해결능력 증진 프로그램은 

‘문제해결은 과정’, 그리고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이라는 단순한 문제해결이론의 원리를 이해하고 실제 역할극을 통

해 문제해결과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다. 이렇게 문제

해결과정을 연습하는 것은 문제해결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문제해결의 어

느 단계에 머물러 있지 않고 문제를 정의하고 대안을 찾는 등의 과정을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하며 궁극적으로는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켜 

기분과 행동에 변화에 영향을 준다. 본 연구의 프로그램은 이러한 문제

해결이론의 원리를 충실히 반영하였으며 청소년인 대상자의 특성을 반영

하여 역할극과 만화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프로그램은 청소년의 문제해결능력 증가. 우울, 자살사고 및 

위험행동의 감소에 효과적인 단기 중재로 추후 문제해결능력 향상 또는 

우울, 자살위험성, 그리고 위험 행동을 감소를 위한 적절한 학교 기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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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라고 판단된다. 

 

2. 학교 기반의 문제해결능력 증진 프로그램의 구성 및 활용 

 

본 연구의 학교 기반의 문제해결능력 증진 프로그램은 청소년의 우

울, 자살사고 및 위험행동 감소를 위해 청소년의 심리적 역량인 문제해

결능력을 증진시켜 인지를 통한 기분 및 행동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

록 D’Zurilla & Nezu (2007)의 문제해결이론에 기초하여 구성된 단기 

심리 중재 프로그램이다.  

첫째, 본 연구의 프로그램은 청소년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핵심 심

리적 역량인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구조하였다. 문제해결

능력 향상에 초점을 두어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구조화한 것은 선행

연구(Ciarrochi, Leeson, & Heaven, 2009; Kennard, 2009)에서 문제해결능

력은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핵심 역량으로 단기간의 훈

련을 통해 향상되어 정서와 행동에 효과를 가져오는 요인으로 프로그램

을 기획할 때 치료 요인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론적 근거와 

일맥상통한다.  

둘째, 본 프로그램은 학교 현장에서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적용 

가능한 학교 기반의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기획하였다. 8회기의 단

기 중재로 일반 청소년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청소년의 심리적인 역량인 문제해결능력에 초

점을 두어 모든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실제 본 연구

의 프로그램의 구성원은 선별검사의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청소년들

도 함께 참여하였으며, 다양한 구성원의 참여가 집단상담에서 다양한 역

할극을 통해 해결방법을 찾고 친구들에게 자신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

을 얘기해주고 보완해주어 활발한 프로그램의 진행에 도움이 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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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된다. 

셋째, 본 프로그램의 내용은 일반 청소년의 일상생활 문제와 문제해

결 요구를 반영하여 구성되었다. 실제 사전 면담을 통해 일반 청소년의 

일상생활 문제와 문제해결 요구를 반영하여 구성된 프로그램은 직접 프

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이 거부감 없이 자신의 이야기와 비슷하다고 공

감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본 연구의 프로그램은 

남자 청소년의 일상생활 문제와 문제해결 요구를 반영하여 청소년용 워

크북의 만화 주인공이 모두 남자 청소년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추후 다

른 구성의 집단을 위해서는 프로그램 참여 구성원의 일상생활 문제와 문

제해결 요구를 반영하여 자료를 구성하여 활용될 것을 기대한다. 

넷째, 본 프로그램 청소년의 요구를 반영한 일상생활 문제 상황들을 

만화로 구성하였고, 워크북을 게임 형식으로 구조화하였다. 본 프로그램

의 핵심인 인지적 문제해결과정에 대한 연습이 청소년에게 적용되기 위

해서는 흥미 있는 자료와 수업 방법이 요구된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참여 청소년은 특히 워크북 중 게임 형식으로 구성된 ‘기분. 생각, 감

정 구분하기’ 와 ‘방해물 찾기’ 등의 간단하고 직접 참여하여 정답을 

맞추고 친구들과 교류할 수 있는 방법에 흥미를 느끼고 참여하였다. 추

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는 청소

년의 흥미와 활발한 참여를 위해 게임과 만화 등의 흥미 있는 자료를 사

용하는 것을 기대한다. 

다섯째, 본 프로그램은 교수-학습 방법 중 역할극을 활용하였다. 역

할 연기를 통해서 다양한 상황에서 주인공이 경험할 수 있는 감정들을 

안전한 환경에서 표현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청소년들은 자신과 유사

한 일상생활 문제 상황을 역할 연기를 통해 표현해 보고 평소 표현하고 

싶었던 장면을 표현하면서 가상이지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였다. 

또는 평소 해보지 못했던 다양한 역할을 하거나 역할 바꾸기를 통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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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해보면서 다른 사람들의 감정과 입장을 깊이 이해하고, 새로운 문제해

결방법을 배우고 시험하는 기회를 가졌다. 실제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

년들은 역할극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재미있고 계속 역할극을 많이 했으

면 좋겠다고 표현하였다. 특히 역할극의 기법은 언어적 의사소통 보다 

행동으로 표현하고, 자신의 문제를 드러내고 도움을 구하는 것을 ‘나약

한 것’으로 생각하는 남자 청소년에게 자연스럽게 또래와 문제를 공유하

고 다양한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 판단된다. 추후 

남자 청소년을 위한 문제해결능력 증진 프로그램 시행 할 때는 행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소통하면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역할극의 기법이 활

용되기를 기대한다.  

여섯째, 본 프로그램에서 주로 다루었던 청소년의 일상생활 문제들

은 다음과 같았다. ‘담배 권유’, ‘담배 피우다 선생님께 들킨 상황’, ‘편의

점에서 친구가 물건을 훔치라고 권유하는 경우’, ‘강압적인 친구의 심부

름’, ‘선생님께 꾸중 듣는 상황’, ‘아버지가 휴대폰을 감시하는 상황’, ‘마

음에 드는 여자친구와 대화를 나누는 상황’,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어머

니가 잔소리 하는 상황’, ‘전동차를 타고 싶은데 위험하다고 집에서 반대

하는 상황’ 등이다. 위의 상황들은 주제는 비슷하지만 창의적으로 장소 

및 주인공들의 특징이 각각 바뀌어 다양한 역할극으로 시행되었다. 위의 

주제들은 청소년들에게 공감과 흥미를 일으켜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

여하게 하는 동기가 되었다. 추후 청소년을 위한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는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청소년의 요구를 반영하여 내용을 구

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여섯째,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했지만 추후 문제해결능력 증진 프로

그램의 내용을 구성할 때는 가족의 문제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

단된다. Dietz et al. (2014)의 연구에 따르면 어머니의 우울은 청소년 우

울의 감소시키는 데 있어서 문제해결능력 향상 효과를 가져오게 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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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문제해결능력 향상을 위한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는 어머니의 우울 수준을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기

획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것은 문제해결능력 증진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같은 프로그램을 시행하였지만 문제해결능력 치료효과를 가져오지 못

하는 경우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보아야 하며, 문제해결능력 증진 프로그

램을 기획할 때는 개개인의 일상생활 문제를 다룰 때 가족의 문제를 고

려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청소년의 우울 감소를 위해서는 

부모의 이혼과 부모의 죽음 그리고 우울한 부모를 가진 고위험군 청소년

에 대한 우울 감소를 위한 중재가 필요하다고 보고한다(Spence, 

Sheffield, & Donovan, 2003). 이는 학교 일반 고위험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제해결능력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는 청소년이 처한 가족의 문제와 문

제해결요구를 내용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요약하면, 본 연구의 학교 기반의 문제해결능력 증진 프로그램은 

D’Zurilla & Nezu (2007)의 문제해결이론을 바탕으로 인지적인 문제해

결과정을 연습하여 청소년의 심리적 역량인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켜 궁

극적으로 청소년의 우울, 자살 위험성, 위험 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한 목

적으로 기획되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의 특성을 반영하여 8회

기의 단기 프로그램으로 낙인의 위험 없이 다양한 구성원의 청소년이 함

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 기반의 중재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일반 청소년의 일상생활 문제와 문제해결 요구를 반영하여 만화와 게임

을 적용하여 내용에 반영하고 교육 방법으로 역할극을 활용하여 친근하

고 재미있게 청소년들이 프로그램에 흥미를 느끼며 적극 참여하도록 하

였다. 특히 청소년의 우울과 자살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집단을 활용

한 중재는 학교 현장 내에서는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본 연

구의 프로그램과 같이 낙인의 위험 없이 학교 내에서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추후 학교 현장에서 청소년의 정신건강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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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집단 프로그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3. 간호학적 의의 

 

첫째, 본 연구는 현 교과과정 중심의 학교 현장에서 고등학교 청소

년들이 실제 경험하는 문제와 문제해결 요구를 반영한 학교 기반의 집단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의 요구와 적용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기회를 제

공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학교 기반의 문제해결능력 증진 프로그램이 학교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단기 중재로 사용될 수 있도

록 하는 근거를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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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결론 및 제언 

 

본 논문은 고등학교 남자 청소년들에게 학교 기반의 문제해결능력 

증진 프로그램을 8회기 제공하고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문제해결능력, 우

울, 자살 위험성, 그리고 위험 행동의 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하는 

무작위 대조군 전후 시차설계 연구이다. 본 연구의 프로그램은 학교를 

기반으로 청소년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졌으며 

집단 크기는 평균 20명 내외의 남자 청소년과 1명의 주진행자, 그리고 1

명의 보조진행자로 구성되었으며, 집단 별로 8회기의 프로그램이 총 6학

교, 7집단으로 진행되었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청소년의 실제 일상생활 문제와 문제해결 요구를 

면담을 통해 반영하여 분석된 내용을 만화를 활용하여 표현하였고 복잡

한 인지행동치료의 이론을 게임 형식으로 워크북에 담아 함께 수업시간

에 활용하였다. 구체적인 진행 방법은 역할극 기법을 활용하여 문제해결

이론을 직접 체험해보고 연습해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본 논문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기반의 문제해결능력 증

진 프로그램은 청소년의 문제해결능력을 유의하게 향상시켰다. 문제해결

능력은 청소년의 우울 및 자살사고를 감소시키는 대표적인 심리적인 역

량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문제해결능력의 향상은 본 프로그램을 

통해 긍정적인 문제해결 태도의 향상, 부정적, 회피적, 공격적 문제해결 

태도의 감소, 그리고 문제해결과정의 단계를 충분히 거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해결기술의 증가를 통해 향상되었다. 

둘째, 학교 기반의 문제해결능력 증진 프로그램은 청소년의 우울을 유

의하게 감소시켰다. 문제해결이론의 핵심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 그리고 ‘문제해결은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 이라는 간단한 

원리를 사용하여 실제 청소년들이 고민하고 있는 생각들을 다루어 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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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인지의 변화를 통해 우울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생각된

다. 

셋째, 학교 기반의 문제해결능력 증진 프로그램은 청소년의 자살위험

성을 유의하게 감소시켰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청소년의 자살위험성은 

우울과 가장 연관이 있으며 심리적인 역량 중에서는 문제해결능력의 향

상이 자살생각과 자살시도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보고된다. 

본 프로그램은 청소년의 우울을 감소시키고 심리적인 역량인 문제해결능

력을 증진시키도록 고안되었으며 이러한 효과는 청소년의 자살위험성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학교 기반의 문제해결능력 증진 프로그램은 청소년의 위험행동

을 유의하게 감소시켰다. 역할극을 통해서 문제해결이론의 간단한 원리

들을 실제 다른 친구들과 경험을 공유하고 행동화여 역할극으로 표현해 

본 경험은 공감과 지지를 가져왔고 궁극적으로 청소년의 행동 변화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하여 선생님, 

아버지, 어머니, 자신과는 다른 특징을 가진 친구의 역할들을 경험해 보

면서 자기자신과 타인을 좀 더 이해하고 자신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들여

다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행동의 변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사료된

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일반 고등학교 청소년들이 심리적인 역량인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문제해결능력 증진 프로그램을 학급 수업 또는 교과 

외 활동으로 활용하는 학교 기반의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둘째, 문제해결능력 증진 프로그램을 시행할 때는 인지, 감정, 행동 

변화를 위해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문제해결의 간단한 원리인 ‘문

제’와 ‘문제해결’의 충분히 활용하고 청년들의 쉽게 이해하고 행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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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직접 경험해 볼 수 역할극 기법을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청소년의 인지, 감정,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해결능력 증

진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정신건강증진에 미치는 장기 효과 측정에 대한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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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학교 기반의 문제해결능력 증진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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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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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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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연구윤리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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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Random Integer Number Generator를 이용한 무작위 할당표 

 

Institution  Random number a Allocated order b 

1 5,4,1 ABBABABAA 

2 5,4,4,3 ABBABABABABAABA 

3 4,1,1,2 BABAAABBAABBBB 

4 3,5,1 ABABABBAA 

5 5,3 ABBAABAB 

6 5,4,5 ABBABABAA 

 
a Random number 1: AABB, 2: BBAA, 3: ABAB, 4: BABA, 5: ABBA, 6: BAAB 
b Allocated order A : Experimental group, B : 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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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각 학교 별 집단의 구성 및 운영 

 

Institution Group 
Sessions/week 

(Total: 8sessions)  

Participants 

Schedules 
Experiment     Control      Other       Total 

 

1 1st  2/1 5 4 9 18 2014.09.04-2014.09.25 

2 2nd   1 or 2/1 8 7 13 28 2014.10.15-2014.11.21 

3 3rd  2/1 3 4 3 10 2014.09.04-2014.10.10 

4th  2/1 3 4 8 15 2014.09.04-2014.10.10 

4 5th  2/1 5 4 10 19 2014.10.16-2014.11.13 

5 6th  2, 1 or 3/1 4 4 9 17 2014.10.08-2014.10.31 

6 7th  2, 1 or 3/1 5 4 9 18 2014.10.23-201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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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역할극을 활용한 문제해결능력 증진 프로그램(PSAEP-R)  

개발 흐름도 

 

 

 

 

 

 

 

 

 

 

Stage 

 

Contents 

 

Time 

 

1st Literature Review 

Effects and Validity of  PST, CBT, IPT for adolescents 

 

2011.03~2011.06 

(3months) 

 

2nd Need Assessment & Analysis 

Interviewing adolescents in school(n=12) 

2011.09~2011.10 

(3months) 

 

3rd Development Program -PSAEP-R 

Workbook & Cartoons 

2011.10~2011.12 

(3months) 

 

4th Supervision Program 

1 Professor & PMHNP in Nursing 

2012.03~2012.03 

 

 

5th Pilot Study 

3 groups, 8sessions in 3 School(n=40) 

2012.03~2012.07 

(5months) 

 

6th Revisioning Program 

Adding Cartoons& Editing Workbook 

 

2012.07~2014.03 

(3months) 

7th Measuring Program Effects 

RCT in 6 School 

2014.09~2014.11 

(3mon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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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8. 역할극을 활용한 문제해결능력 증진 프로그램(PSAEP-R)  

효과 측정 흐름도 

 

 

 

 

 

 

No. 

 

Contents 

 

Time 

 

1 
 

Recruiting Institutions  

(Enrolled institution n=6, unenrolled institution n=36) 

Sending Official Documents to 5 School (5 unenrolled) 

Recommended 3 School by 2 School Nurse (3 enrolled) 

Contact to 1 institution volunteering counseling(1 enrolled) 

Recruiting Phone Call to 30 School (2 enrolled, 28 unenrolled) 
 

 

2014.05~2014.10 

(5months) 

2 Meeting with School Authorities 

(Approved institution n=6 , unapproved institution n=1) 

7 Official Meeting with 7 School Authorities in School 

Briefing the Purpose & Procedure of PSAEP-R 

Approving Implement of PSAEP-R 

2014.5~2014.9 

(4months) 

3 

 

Informed Consent  

(Completed n=125, reject n=1) 

2014.05~2012.10 

(5months) 

4 Screening Test &Blocked Randomization 

Screening test of 140 adolescents (Enrolled n=64,urnenrolled=66) 

Size 4 Blocked Randomization (Experimental n=33, Control n=31)   

2014.05~2012.10 

(5months) 

5 Pre & Post-test, Implementation  

(Experimental group n=33, Control group n=31,  

Unenrolled Other group n=61) 

Control group Pre-test 

Control group  Post-test, Experimental group Pre-test, 

Intervention  

Experimental group Post-test 

2014.09~2012.11 

(3mon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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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evelopment and effects of a 

school-based problem solving 

ability enhancement program 

 for male adolescents 
 

Kim, Hye-Won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school-based 

problem solving ability enhancement program for male adolescents 

and to determine whether the program was effective in problem 

solving ability, depression, suicidal probability, and risk behavior.  

The participants in the study were 60 male adolescents in high 

school. They were assigned to the experiment group (n=31) or the 

control group (n=29) using a computerized blocked randomization.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was tested from August, 2014 to 

November in 6 high schools. The school-based problem solving 

ability enhancement program for this study was based on D'Zurilla, 

& Nezu (2007)’s Problem Solving Model and problem solving need 

assessments of male adolescents. The program consisted of var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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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toons, games, and a role-play was implemented 8 sessions for 

4week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problem solving ability (t=-

3.91, p=.000), depression (t=4.19, p=.000), suicidal probability (t=2.22, 

p=.030), and risk behavior (t=2.63, p=.011) between groups after the 

school-based problem solving ability enhancement program for male 

adolescents.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a school-based problem 

solving ability enhancement program for male adolescents is 

effective in terms of problem solving ability, depression, suicidal 

probability, and risk behavior. As the results of this study, a 

school-based problem solving ability enhancement program should 

be integrated into a school-based mental health program for 

adolescents in a school curriculum for adolescents. 

. 

 

 

 

 

 

Keywords : problem solving ability, adolescent’s depression, 

 suicidal probability, risk behavior, male adolescent 

 school-based problem solving enhancement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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