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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집단 상담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스트레스 및 학교 적응에 미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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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요약

본 연구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또래집단상담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실시한 후 대학생들의 스트레스 정도
와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래집단상담을 실시한 후 대학생들의 학교적응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대인관계 및 사회 적응, 개인-정
서적 적응, 대학에 대한 만족도의 하위 영역에서 실험집단의 평균이 통제집단의 평균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
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학업적응에 있어서는 통제 집단의 평균이 실험집단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학교적응 전체를 비교해 보면 실험집단의
평균이 통제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학교 적응이 향상되었음을 나타내
주었다.
또한 또래집단상담을 실시한 후 대학생들의 스트레스 정도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학교생활, 친구 및 대
인관계, 자기 자신 영역에서 실험집단의 평균이 통제집단의 평균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스트레스 전체에서도 실험집단의 평균이 통제집단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
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또래 집단 상담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학교 적응도를 향상시키고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데
효과가 있음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 주요어 : 또래 집단 상담, 스트레스, 학교 적응

* 이 논문은 2005년도 청운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졌음.
** 청운대학교(조교수)

190 아시아교육연구 7권 1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연구의 필요성
인간은 사회 속에서 다양한 집단생활을 통하여 성숙한 사회인이 되어 가는데, 사회집단
중에서도 학교는 개인을 사회의 성원으로 만들어 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학생들은
학교 생활을 통하여 단순히 지식만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과 다양한 교우관계를 맺
고 개인의 행동 규범을 정하며 성격 및 사회성 등 여러 가지 특성을 발달시킨다. 즉, 학교는
학생들이 바람직한 대인관계를 학습하기에 적절한 장소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대학생
들은 엄청난 입시 지옥에서 빠져나온 직후에도 여전히 여러 가지 사회적, 개인적 문제 때문
에 학교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대학생의 학교 적응 여부는 당사자 본인과 사회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면
성공적인 학교 적응은 개인의 지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줌으로써 바람
직한 자아상을 확립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신기술과 신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여건
을 마련하여 줌으로써 졸업 후에 산업 일선에서 국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
준다. 그러나 학교 적응에 실패할 경우 이러한 결과는 기대하기 어렵고 대학생 본인과 사회
전체는 유형․무형의 손실을 부담하여야 한다. 미국에서는 대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지 못
하고 중퇴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져 연구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Gerdes &
Mallinckrode, 1994).
이처럼 오늘날 교육현장에서 중요시되고 있는 대학생의 학교적응(college adjustment)은
대학 환경과 대학생 사이에 활발한 상호교환을 통해 이뤄지는 과정으로, 개인이 자신의 욕
구에 적합하도록 환경을 변화시키며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 맞춰나가는 과정과 관련된 다차
원적인 현상으로 설명되고 있다(Abouserie, 1994; Betterncourt et al., 1999; Lapsley, Rice &
Shadid, 1989). 교육부에서는 이러한 다차원적인 대학생들의 학교적응에 관한 여러 문제와
이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영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여러 사례 연구들을 통하여 대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의 근원
들을 밝혀내기 위하여 노력하였고(황상하, 1994), 이러한 어려움들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믿어지는 각종 제도들을 마련하여 교육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하여 왔다. 최근
여러 대학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각종 교양강좌 및 특강의 증설, 장학제도 확대, 학
생 생활 상담실 및 취업 보도부 운영, 학부제 운영, 대학간 교차 수강 허용, 편의시설 확충
등이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된 제도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많은
대학들이 학생들의 중퇴, 취업 실패 등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학교 적응의 제고를 목적으로 마련된 기존 제도들의 한계를 고려하여 볼 때 대학생들이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직면하는 근본적인 문제점들과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응하는데 활용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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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유용한 요소들을 보다 다각적으로 밝혀내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서비스의 개선을 꾀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학교에 적응하기 위하여 대학생들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상담 서비스를 개발하여 적극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청소년 대상으로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또래 상담은 매우
유용한 상담 서비스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래상담은 청소년들의 이러한 또래 관
계 특성과 양상에 직접 개입하여, “비슷한 연령의 유사한 생활경험 및 가치관 등을 지닌 청
소년들 중에서 일정한 훈련을 받은 사람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주변에 있는 정상
적인 다른 또래들이 발달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문제의 해결에 조력하여, 이들이 성장, 발
달할 수 있도록 생활의 제반 영역에서 지지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김진희 외,
1999).
또래상담은 또래상담자가 돕는 대상들에게 귀중한 조력을 제공할 뿐 아니라 또래상담자
자신에게도 개인적 성장을 가져오는 매우 귀중한 경험이 된다고 또래 상담에 관한 연구결과
들이 공통적으로 보고하고 있다(Schweisheimer & Wellberg, 1976). 또래상담은 바로 이러한
맥락과 대학생 또래집단이 지니고 있는 독특한 이점, 시간과 경제성 등의 측면에서 그 활용
도가 높아지고 있다(Mitchell, Kantorowitz, & Davidson, 1980).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보다 손쉽게 상담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동료들
간에 실시할 수 있는 또래집단상담을 구성하여 대학생들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학교 적응도
를 높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목적을 갖는다.
(1) 대학생에게 적합한 또래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2) 또래집단상담을 받고 난 후 대학생들의 학교 적응도와 스트레스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본다.

2. 연구내용,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또래집단상담을 통해 대학생들의 학교 적응도 및 스트레스 정도를 알아보기 위
한 것이다. 본 연구의 내용 및 방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또래 상담자 모집
각 학과의 추천을 받아 또래 상담자로 활동할 학생을 모집한다. 성실하게 또래 상담자 훈
련을 받아 활동에 임할 의사가 있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둘째, 또래 상담자 훈련 프로그램 마련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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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상담자자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상담자의 자질과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내용으로 훈
련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또래 상담자 훈련 프로그램은 연구자와 상담을 전공한 박사과정 1
인이 참여하여 총 20회기 동안 진행한다.
셋째, 또래상담 프로그램 마련 및 시행
먼저 대학생을 위한 학교 적응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해 대학생들의 현실 고
민 및 학교 부적응에 관한 설문 조사를 충남 C 대학교 학생 3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
를 통해 지방대 학생들의 주요 갈등 문제 및 학교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분류한다.
다음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학생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연구하여 동료들과 효과적으
로 운영할 수 있는 20회기 분량의 대학생용 학교 적응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제작한다. 이
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집단 상담을 운영하여 그 효과를 검증한다.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 참여하는 학생은 충남에 위치한 C 대학 학생들로서 심리학 개론 및, 교직 과목
을 수강하는 학생들이다.
먼저 또래 상담자로 활동하게 될 학생들은 충남 C대학교 20개 학과별로 학업성적이 우수
하고 대인관계가 원만하며 성실한 학생을 3명씩을 추천받아 이들에게 본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고 또래 상담자로서 한 학기 동안 활동할 의사가 있다고 자원한 학생들로 구성하였다.
총 24명이 또래 상담자 훈련에 참여하였으나 개인 사정 등으로 도중에 훈련에 참여하지 않
거나 또래 상담자로 활동하지 않은 4명을 제외하고 20명이 최종 또래 상담자로 활동하였다.
이들에 대한 정보는 <표 1>에 제시하였다. 남학생이 11명, 여학생이 9명이고 2학년 학생이
10명, 3학년 학생이 10명, 또한 전공별로는 인문사회계열이 6명, 이공계열이 5명, 예술계열이

<표 1> 또래 상담자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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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방송계열이 5명으로 학년, 정공, 성별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또래 상담자로서 참여하는 학생 20명, 집단 상담 참여 학생 120명으로 총 140 명이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이들은 6명씩 20개 조로 운영되며 각 조마다 1명의 또래 상담자가 참
여하게 된다. 또래집단상담 참여자 120명 중 최종적으로 설문에 응하지 않거나 상담 프로그
램에 성실하게 참여하지 않은 학생 10명을 제외한 110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통제 집단은 교직관련 교과목을 수강하는 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중 설문에 성
실하게 응답하지 않거나 무응답한 11명을 제외한 10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측정도구
(1) 대학생활 적응 척도
대학생활 적응 척도는 Baker와 Siryk(1984)가 제작한 척도를 본 연구자가 재번역하여 사용
한다. 본 척도는 대학생들이 대학 내에서 학업과 관련된 생활(시험, 수업 등)에 적응하는 정
도를 측정하는 학업적 적응(Academic Adjustment), 대인관계(Social Adjustment), 대학생들
이 일반적으로 겪는 심리적 스트레스 및 신체화 장애 정도를 측정하는 개인-정서적 적응
(Personal-emotional Adjustment), 자신이 다니고 있는 대학에 대한 전반적인 호감도 정도를
측정하는 대학에 대한 만족도( Institutional Attachment)의 4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네 가지의 하위 요인을 모두 합하면 전체 대학생활 적응 점수가 된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9점)’까지의 9점 척도로, 역채점 문항이 포함된 60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Cronbach α 계수는 학업적 적응이 .89, 대인관계 적응이 .91, 개인-정서적 적응이
.87, 대학에 대한 만족도가 .93 이며, 전체 학교 적응은 .92로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대학생을 위한 스트레스 척도
대학생을 위한 스트레스 척도는 최해림(1986)이 개발한 것으로 스트레스 근원에 따라 학
교생활, 가정생활, 친구 및 대인관계, 자기 자신, 환경 등 5개 영역으로 분류되며, 원 척도는
스트레스 근원, 영향 및 장애, 대응책의 세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생
활, 친구 및 대인관계, 자기 자신 등 세 영역의 스트레스 근원 차원만을 선택하여 사용하였
다. 학교생활 14문항, 친구 및 대인관계 14문항, 자기 자신 13문항 총 41문항이다. 각 문항은
‘전혀 받지 않음(1점)’에서 ‘아주 심함(5점)’까지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점수
가 높을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Cronbach α 계수는 학교생활
이 .87, 친구 및 대인관계가 .93, 자기 자신이 .79 이며, 전체 스트레스 척도는 .85로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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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절차
또래 집단 상담 프로그램은 또래 상담자 훈련과 또래 집단 상담 운영의 두 부분으로 나누
어 진행된다.

가. 또래 상담자 훈련 프로그램
먼저 또래 집단 상담을 운영하기 전 또래 상담자를 훈련시켜야 하는데 이를 위한 프로그
램은 표 1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자가 제작한 또래 상담자 훈련 프로그램은 기존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또래 상
담자 훈련 프로그램 내용(박명순, 1999; 채유경, 2003; 한상철, 기영애, 2004)과 한국청소년상
담원에서 개발한 청소년 또래상담 훈련프로그램 Ⅴ(구본용 외, 1998) 내용 중 일부를 선별하
여 구성하였다.
박명순(1999)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또래 상담자 훈련 모형에 나의 모습 이해하기, 친구
관계에 대한 이해, 경청과 공감적 이해, 내 마음 전달하기, 대인관계 갈등 이해 등을 포함하
였다. 채유경(2003)의 연구에서 언급된 대학생 또래 상담자 프로그램 내용은 자기소개 및 친
밀감 형성, 친구 관계 탐색, 대인관계 이해, 부정적 감정 이해, 공감 경청, I-message, 도움주
기 등이며, 구본용 외(1998)가 개발한 청소년 또래 상담 훈련 프로그램 Ⅴ에서는 자기경험인
식, 긍정적 자기개념 형성,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식, 문제해결조력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한
상철과 기영애(2004)의 연구에서는 친한 친구되기(민감성 훈련), 대화하는 친구되기, 도움 주
는 친구되기 등으로 또래 상담자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또래 상담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 필요한 자질을 훈련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공감적 대화 이해하기,
갈등 해결 방법, 도움을 주는 대화 전략, 리더십 훈련, 주의집중 훈련, 의사결정 훈련 등으로
구성하였다.
또래 상담자 훈련은 주 2회 1시간씩 10주간 총 20회기로 진행된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상담 프로그램 진행 시간은 1회기를 기준으로 60분에서 120분 사이로 진행하며 주 1, 2회 정
도를 실시하며 총 회기는 2시간 주 1회 기준으로 보면 총 8회에서 10회 정도 진행하고 있다
(박명순, 1999; 우승희, 황경열, 2001; 채유경, 2003; 한상철, 기영애, 2004). 대학의 특성상 한
학기 16주 중에서 중간, 기말 고사 기간은 상담을 운영하기 힘들며 또 방학 중에는 학생들
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학교에 나오기 힘들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어려우므로 한 학기 내
에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본 연구자의 집단 상담 프로그램 운영 경험
에 비추어 보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시간 이상 상담을 진행할 경우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어 본 연구에서는 또래 상담자 및 또래 상담 프로그램을 주 2회 1시간씩 10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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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쳐 총 20회기로 구성하였다.
또래 상담자 프로그램은 2004년 9월 첫 주부터 10주 동안 진행되었다.

나. 또래 집단 상담 프로그램
또래집단상담은 주 2회 1시간씩 10주간 운영하여 총 20회기의 상담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자가 제작한 또래 집단 상담 훈련 프로그램은 기존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또래
집단 상담 프로그램 내용(최혜숙, 이현림, 2003)중 일부를 선별하여 구성하였고 또한 본 연구
자가 충남의 C 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내용도 추가하였다. 이 설문조사
에는 학교 스트레스, 진로, 교우관계, 교수-학생 관계, 학업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학
생들은 요즘 고민하고 있는 문제나 학교생활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이 무엇이며,
가장 도움을 받고 싶어하는 부분 등에 대해 각 영역별로 자유롭게 서술하도록 하였다. 설문
내용을 분석한 결과 진로 문제, 이성 문제, 학업 문제, 대인관계 문제 등의 순으로 많이 언
급되었으며 이러한 내용은 실제 또래 상담 프로그램 내용에 반영하였다.
최혜숙과 이현림(2003)의 연구에서 또래 집단 상담 프로그램 내용으로 가치관 명료화, 자
아개념 정립, 역할극, 자신감 회복, 자아실현 의지 고양 등이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자가 제
작한 또래 집단 상담 프로그램은 각 회기마다 자기 드러내기, 갈등 표출, 고민 해결하기, 가
족과 친구 문제, 진로 문제 등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집단 집단상담을 실시하기 전에 참가자들을 상대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한다. 프로
그램에 대한 소개, 목적 제시, 상담 활동 시 주의점, 학교 적응에 관한 사전 검사 등을 실시
한다. 그 후 18회기에 걸쳐 집단 상담을 실시 한 후 마지막에 피드백을 통한 마무리, 사후
검사 등을 한 후 마치게 된다. 또래집단상담 프로그램은 2006년 3월 첫 주부터 10주 동안 실
시되었다. 각 회기별 내용 및 절차는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또래 상담자 훈련 프로그램과 또래 집단 상담 프로그램 내용

주

1

또래 상담자 훈련 프로그램
주제

내용

또래 집단 상담 프로그램
주제

내용

(1)오리엔테 또래 상담자 훈련 프로그램 (1)방향제시 또래 집단 상담에 대한 소개, 상호간
이션 및
소개
및 자기 소개 자기 소개, 중요한 타인이 되어 자기
자기소개
자기 소개하기 : 친밀감 형성 ★ 사전검사 소개하기
(2)자신에
대한 이해

자기 자신 탐색
자긍심 갖기
가치관 명료화하기

자기 이해 증진, 자기 수용, 자기 개
(2)나는 어떤
방을 통해 풍부하고 성숙한 인간 되
사람인가
기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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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 계속

주

2

3

4

5

6

7

또래 상담자 훈련 프로그램
주제
내용
친구의 의미를 그림으로 표현
(3)친구의
하기
의미
나의 친구관계 돌아보기
친구관계 걸림돌 파악하기
(4)좋은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한 역할
친구되기
극
(5)친구의 대화의 기본 자세 배우기
마음
관심 기울이기
이해하기 1 친구의 마음 이해하기 연습
(6)친구의 공감적 대화 배우기
마음
의사소통의 장해 요소 알기
이해하기 2
(7)친구의 내 마음 전달하기
마음
친구와 함께 연습하기(역할
이해하기 3 극)
(8)친구의 갈등 사례 다루기
마음
갈등을 해결하는 대화 방법
이해하기 4 배우기
(9)친구의
신뢰감 형성 게임
마음
이해하기 5
(10)친구의
우리들의 고민 이해하기
문제
친구 고민 풀어가기
도와주기 1
(11)친구의
고민해결에 도움이 되는 활동
문제
고민 해결시의 점검 사항
도와주기 2

주제
(3)관심
기울이기
집단 활동

또래 집단 상담 프로그램
내용
인간관계에서 관심 기울이기의 중요
성과 그 방법, 활동 후 경험한 느낌
말하기

(4)신뢰감
회복

적극적인 자기 탐색과 노출 위해 상
호간에 신뢰감 발전

(5)경청하기

적극적으로 상대방의 말의 내용 파
악, 상대방을 이해하고 나아가 자신
의 성장

(6)자기 각성

자기 자신에 주의집중, 자기 자신을
자각하고 분석해 보기

자신이 느낀 것 정확히 알고 자유롭
(7)감정 확인
게 언어표현, 행동변화에 대한 욕구,
집단 활동
타인 이해 바탕 만들기
(8)고민해결
대학 성적에 관한 문제, 학습 기술
하기:
에 관해 이야기하기
학업문제
이성과 원만한 교제, 성관계, 대학
(9)이성문제 선후배, 동료와의 이성 문제 등 다
루기
자신이 원하는 것 구체적으로 파악
(10)소망에
하고 명료화(왼손과 오른손 활동. 나
대한 각성
의 소망 목록표)
(11)가족
현재의 행위와 태도들이 어떤 가정
이야기 집단 배경에서 나온 것인지 알기. 부모가
활동
대학생활에 미치는 영향 파악하기
깊은 이해를 가져올 자발적인 대화
(12)친구의 제시된 상황에서 친구를 돕는 (12)닮은
를 할 수 있는 기술 개발, 개인적인
문제
방식 통의하기
점과 다른 점
인식의 차원 향상. 자기와 다른 남
도와주기 3 역할극을 통해 반응하기
집단 활동
들에게 배우는 능력 성장
자신의 장점 깨닫기, 다른 사람들에
(13)친구의
(13)장점
게 있어서 장점, 좋은 면 혹은 긍정
도움을 주는 대화 방식 알기 세례 집단
문제
적인 면을 발견하고 인식하는 습관
도와주기 4
활동
기르기
(14)친구의
환상의 타임머신과 다시 태어난다면
갈등중재 연습(화난 마음 돌 (14)비젼의
문제
활동. 진로나 희망 알고 인생목표에
아보기)
명료화 활동
도와주기 5
통합될 수 있는 결정인지 파악하기
(15)모의상
대화전략 연습(나-전달법)
담 연습 1

(15)가치관의 자신의 현재의 가치관과 미래에 대
명료화 활동 한 비젼 생각해 보기: 가치관 경매

(16)모의상
의사소통의 걸림돌 파악하기
담 연습 2

개인 내적, 대인간 갈등에 대한 각
(16)대인관계
성. 갈등 원인 파악하기, 해소 방법
문제
찾기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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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 계속

주

또래 상담자 훈련 프로그램
주제

내용

(17)모의상
리더십 훈련
담 연습 3
9

또래 집단 상담 프로그램
주제

내용

(17)진로문제

직업과 적성, 진로. 지방대 학생으로
서 겪는 어려움 등 다루기

(18)모의상 주의집중 기술(언어적, 비언 (18)선후배
담 연습 4 어적) 훈련
관계

과 활동, 동아리 활동 등에 관한 문
제 다루기
집단 속에서의 동료, 선후배 관계
원만히 이끌기

(19)미해결
(19)모의상 문제 해결과 의사결정 기술
과제 해결
담 연습 5 훈련
전략

최근 가장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듣고 피
드백 주는 활동. 상담이 끝난 후 각자 어떻
게 해결할 것이지 조언 주기. 집단구성원
간의 친밀감, 다른 사람을 도와줌으로 인
해 성취감 얻음

10

(20)피드백
프로그램 정리 및 평가하기
대인관계에서 미처 해결하지 못한
(20)정리하
을 통한
집단원들 간에 피드백 주고
과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활동. 긍정
기
마무리
받기
적 피드백 주기
★ 사후검사

3. 이론적 배경
1)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또래 상담
또래 상담이란 “훈련받은 사람이 생활현장을 공유하는 비슷한 연령대의 또래들과 지지적
인 관계를 맺고 도움을 주는 일련의 활동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이상희 외, 2004). 이러한
또래상담은 훈련받은 또래상담자의 개인적 성장은 물론 청소년의 고민과 문제를 청소년들
스스로 해결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즉 자질이 있는 학생들을
선발하고 또래 상담자로 양성하여 학생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문제들에 보다 능동적
으로 대처하게 하고 학생들 사이에 서로 존중하고 경청하는 문화, 공동체적인 문화를 확산
시킬 수 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채연희, 이현림, 2003).
또래상담은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는데, 초기에는 이론적인 연구보다는 아동과 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인 발달을 강조하는 교육장면에서의 운동차원에서 시작되었으며(Varenhost, 1984),
그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69년 Vriend가 낮은 학업 성취 수준의 학생
들과 또래들과의 관계를 발표하면서부터이다(구본용 외, 1995). 또래상담이 우리나라에서 시
작된 초창기에는 주로 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과 연구가
주를 이루어 왔으며, 1990년대부터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청소년상담원의 프로그
램들이 개발되어 보급되면서 연구와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은혁기,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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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또래상담이 주목을 받으면서 청소년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성과가 발표되
었는데, 국내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또래 상담자의 자아실현도가 변화하였음을 검
증한 연구(홍경자, 김선남, 1986), 동료집단 상담자 훈련 프로그램이 상담자의 자아 효능감
향상에 효과적이었음을 보고한 연구(강진구, 1997), 사관생도를 대상으로 또래 상담자 훈련이
의사소통 능력, 상담자 평가, 호감도에서 긍정적으로 변화하였음을 밝힌 연구(김광은, 1992)
가 있다.
또한 외국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Canning(1983)은 또래 상담이 학교생활 부적응을 경험
하는 학생의 학교 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보고하였으며, Crouse(1985)가 소수 인종 학
생을 위하여 또래 상담자에 의한 집단치료를 실시하였던 연구에서는 내담자들이 자존감, 정
서적지지, 학업 성취, 지적 능력, 학교생활 몰입 등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고 하였다.
친구 괴롭힘 방지를 위한 또래 상담에서도 효과가 나타났다(Salmivalli, 2001)는 결과와 8학
년 또래상담자들이 6학년 문제행동 학생들에게 학교출석, 학교성적, 학교에 대한 태도 등의
측면에서 효과적인 도움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는 연구(Tovias & Myrick, 1999)결과도 있다.
이렇듯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또래 상담은 어느 연령층에나 활용될 수 있지만 청소년
기가 또래 집단의 영향력을 가장 많이 받는다(Urberg, Shyu & Liang, 1990)는 사실을 고려
할 때, 또래 상담 훈련이 청소년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본다. 또한 또래
상담자가 다루는 문제 역시 청소년기의 보편적 발달 과업인 학업, 진로, 대인관계, 가치관
탐색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이수용, 문기린, 1990). 또래 상담이 특히 청소년들에게 필요하
다고 보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기술할 수 있다(채연희, 이현림, 2003).
첫째,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정상적인 발달 특성상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나 이를
적절하게 해결하는데 필요한 심리적 자원을 충분히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둘째, 청
소년들은 그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또래들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경향이 크다는 점이
다. 셋째, 발달적 측면에서 청소년기가 특별히 또래 집단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청소년기 후기에 해당되는 대학생들도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또래상담의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2) 대학생의 스트레스와 학교 적응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대학 입학은 많은 새로운 경험과 스트레스를 제공한다. 또래 및
선배들과의 인간관계, 새로운 학문에 대한 이해와 자신의 흥미 분야에 대해 탐색하며, 교수
와의 관계 유지 및 새로운 수업 방식에 대한 적응해야 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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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은 그동안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자아를 탐색하고자 자신의 내부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 이것은 자아의식을 고양시키고, 자신감 상실과 정서적 불안을 동반할 수 있으며 고
독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Gerdes & Mallinckrodt, 1994). 이러한 과정에서 많은 대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스트레스와 부적응 현상을 경험하고 휴학 및 자퇴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이는 오늘날 대학의 경쟁력 약화와 위기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어떻게 적응하는가 하는 문제는 대학생들이 학교를 중퇴하는 측면을 이해하고 부적응으로
인해 고통 받는 학생들을 돕기 위해서 매우 중요하게 검토되어질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대학생활 관련 스트레스와 학교 적응과 관련된 여러 요인들을 선행 연구를 통하여 살펴보자.
대학생들은 학교생활에서 학습기술의 결여, 역할구속, 경제적 압박, 비우호적인 학교 분위
기 등과 같은 유형의 어려움을 스트레스 인자로써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어려움은 대부분
의 경우 대학진학과 더불어 초래되는 교육환경과 생활 반경의 커다란 변화에서 기인한다.
먼저, 대학교육은 전문지식을 다루기 때문에 고등학교 교육과는 교과내용과 전달방법에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대학에서 정상적으로 학업을 이수할 수 있으려면 고등학교 때와 구별
되는 학습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나 학습기술들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갖기 못하
고 대학에 진학하기 때문에 대학생들은 학습기술의 결여로 인한 심리적 부담을 경험한다.
대학진학과 더불어 초래하는 생활반경의 확대로 학생들은 학생 역할 외에 여러 사회적 역
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로 인하여 이들은 한정된 시간과 에너지를 학업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회적 역할을 위해서도 소비해야 하기 때문에 역할 갈등, 역할 구속, 역할과부하와 같은 문
제와 지속적으로 직면하게 된다(Kasworm, 1990; Terrell, 1990). Kasworm(1990)의 조사 연구
에 의하면, 학교생활과 병행하기 어려운 사회적 역할들을 담당하는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학
업에 전념하는데 심각하게 지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은 많은 액수의 학비와 여타 비용을 학업을 위하여 소비해야 하고 그들 대부분이
자립이 가능한 연령이 된 성인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처하고 있는 경제적 상황에 대하여
상당한 관심을 갖는다. 특히 가정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 가족들의 희생을 담보로 대학
교육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거나 만학을 해야 하는 대학생들은 가족에 대하여 죄송한 마음
을 갖게 되고 그 만큼 경제적인 문제가 학교생활 가운데 직면하는 중요한 어려움의 하나로
부각된다. 미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약 53%의 대학생들이 학교생활 가
운데 경제적인 어려움을 어떠한 형태로든 경험한다고 밝히고 있다(Solomon & Gordon,
1981).
대부분의 경우 대학에서 학생-교수의 상호작용은 주로 강의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비
록 각 학년마다 지도교수가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학생-지도교수의 관계가 고등학교에서의
학생-담임선생의 관계처럼 정기적으로 빈번하게 유지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학생-교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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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은 서로가 서로를 잘 알지 못하는 피상적인 관계가 되기 쉽고, 설령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학생들의 눈에는 비우호적인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 이러한 학생-교
수의 관계로 인하여 학생들은 강의나 학과 활동에 소극적인 참여를 하는 경향이 있고 그 결
과 학교몰입에 어려움을 갖는다(Peabody & Sadelacek, 1982).
집을 떠나 혼자 생활하는 대학 1학년 학생들이 향수병과 외로움으로 사회적 적응에 힘들
어 한다는 것이 많은 연구에서 밝혀졌다(Gerdes & Mallinckrodt, 1994). 사회적 지지망도 대
학 생활 적응의 중요한 요소인데, Mallinckrodt(1992)는 백인과 흑인 양쪽 집단에서 사회적
지지에 대한 인식이 낮은 학생들이 학교를 중퇴할 비율이 높음을 예언해 준다고 하였다.
개인의 정서적 적응 문제는 전반적인 심리적 고통, 육체적 고통, 불안, 낮은 자존감, 우울
로 나타난다. 대학에서 일어나는 변화로 인해 학생들은 자기 가치, 삶의 방향, 대인관계에
대해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이것은 때때로 내적 동요를 일으키기도 하고
개인적인 위기로 이끌기도 한다(Gerdes & Mallinckrodt, 1994).
또한 부모와의 관계가 대학생활 적응의 중요한 변수가 되기도 한다. 후기 청소년들의 주
요 발달 과업인 부모로부터의 독립과 분리개별화는 대학 생활 적응과 깊은 관련이 있다.
Hoffman(1984)은 부모로부터의 갈등적 독립은 대학 생활의 학문적, 정서적, 사회적 적응과
상관이 있으며, 정서적 독립은 학문적, 개인적 적응과 상관이 있다고 하였다. 또 양육자로부
터 분리 개별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청소년은 학업 과정(academic courses)과 이성 관계에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나라 정은희(1992)의 연구에서는 어머니, 아버지로부터의 갈등
적 독립은 대학생활 적응(학업적, 사회적, 개인-정서적 적응, 대학에의 만족도)과 유의한 정
적 상관을 보였으며, 어머니, 아버지로부터의 태도적 독립과 대학생활 적응은 부적 상관을
보였다. 어머니로부터의 기능적 독립은 학업적 적응에 아버지로부터의 기능적 독립은 학업
적 적응과 사회적 적응에 부적 상관을 보였다. 한혜준(1994)의 연구에서는 남녀 대학생 모두
부모로부터 갈등적 독립이 발달한 학생이 학업적 적응은 높으나 심리적 문제의 적응이 어려
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자신의 대학 생활을 예상하는 적응기대(anticipated adjustment)도 대학생활 적응
을 설명하는 요인이 된다. 대학 생활에 대해서 비현실적인 높은 기대를 하는 학생들은 그렇
지 않은 학생보다 학교를 중퇴하는 경우가 더 많았으며, 대학 생활에 적응하는 자신의 능력
을 과대평가하는 학생들도 자신의 적응능력을 적절하게 평가하는 학생들에 비해 학교를 그
만두는 비율이 높았다(Baker, McNeil, & Siryk, 1985).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이 대학생들의 학교 적응과 관련되는데, 대학생의 스트레스와 학교
적응에 대한 연구에서는 우선 대학생들은 대학생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유형의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그러한 스트레스는 대학생의 학교 적응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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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되었다. Abouserie(1994)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주요 스트레스원으로 학업성취 및 학업
에 대한 기대, 대인관계 유지임을 지적하였다. 또한 Baker, McNeil, Siryk(1985)가 대학 신입
생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시험과 평가, 학점은 대학생에게 가장 심각한 스트레스요인
이며, 대인관계 또한 적지 않은 스트레스로 나타났다.
한국대학생의 경우에는 학업, 대학공부에 대한 좌절위협, 물리적 환경, 대인관계 기술 등
이 높은 스트레스로 나타나고, 이러한 스트레스들은 학교 적응에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이혜성 등, 1989). 또한 학습 스트레스와 진로 및 취업 스트레스는 학교 적응에 부적
영향력을 보이고 있다는(김성경, 2003) 연구 결과도 있다. 특히 전겸구(1998)는 대학생 생활
스트레스 척도를 개발하면서 전국의 420명의 대학생을 조사하였는데,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모든 종류의 대학생 생활 스트레스, 즉 이성 친구관계 스트레스, 동성친구관계스트레스, 가
족관계 스트레스, 교수와의 관계 스트레스, 경제문제, 장래문제, 가치관 문제가 대학생의 정
신병리 및 신체병리 간에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황상하(1994)
는 대학생 459명을 대상으로 학년별 대학생의 스트레스 및 대처 방식과 대학생활 적응 수준
을 조사하였는데, 신입생의 스트레스 수준은 다른 학년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
으며, 스트레스 지각 정도와 학교적응 수준에서 지각량이 적은 집단이 많은 집단에 비해 학
교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최근에는 창의성과 스트레스와 관련성을 연구하여 일
상적 창의성이 높은 대학생들이 학교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는 결과(정은이,박용한, 2004)도
보고되었다.

3) 또래집단상담과 스트레스, 학교 적응에 관한 연구
그동안 또래집단상담을 실시하여 그 효과를 검증한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자아존중감(김
덕희, 2002; 고정숙, 2000; 양금옥, 2002; 유헌식, 1990; 정선화, 2000; 황혜신, 2002), 교우관계
및 대인관계, 대인 도움 기술(은혁기, 2002; 한길자, 1999), 의사소통 기술(김은미, 2003) 및
사회성(신현근, 2003)이 발달하였고, 부적응 학생들의 자아개념(최해룡, 2002)이 향상되었다는
결과가 많이 보고되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스트레스와 학교 적응 관련 변인들에 관한 연구를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또래집단상담이 학교 부적응 학생들의 학교 적응도 향상에 효과적이었으며(Canning, 1983;
Nenottas, 1987), 또래집단의 강력한 힘은 학생들이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태도와 학교에 대
해 성숙한 견해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었다는(Rosenberg, McKeon, & Dinero, 1999)연구
가 있었다. 또한 또래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이 학교에 대한 태도에 더 긍정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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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밝혀졌다(Miller, 1992).
Crouse(1985)가 소수 인종 학생을 위하여 또래상담자에 의한 집단치료를 실시하였던 연구
에서는 내담자들이 자존감, 정서적지지, 학업성취, 지적능력, 학교생활 몰입 등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고 보고 하였다.
Jackson과 Zoost(1974), Fremouw와 Feinder(1978)은 학습 방략의 측면에서도 또래 상담이
효과적이었다고 보고하였으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의 효과와 관련한 연구에서도 또래 상담
자에 의한 오리엔테이션이 전문가에 의한 것보다 더 신뢰할 수 있고 감동적이며, 또래에게
오리엔테이션을 받은 학생은 입학 후에 상담소를 더 자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Zunker
& Brown, 1966).
우리나라 경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또래 상담 훈련 효과를 연구한 결과 아동들의 인간
관계와 학급 생활태도, 친구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남두현,
2001). 또한 중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에서도 친구에 대한 태도와 학급생활태도가 긍정
적으로 변화하였으며(박건자, 2001),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또래집단 상담 훈련이 고등학생의
친구관계 태도를 개선하는 데(이경희, 2000)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대학생 또래 상담 프로그램의 효과를 연구한 결과에서는 자아존중감, 인간관계, 대학생활
적응, 사회봉사활동 참여 욕구가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채유경, 2003)는 보고가 있다.
이와 같은 선행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또래 상담은 다양한 연령층에서 학교 관련 태
도와 적응도를 향상시켰으며 이는 중도 탈락 및 부적응에 따르는 부작용을 예방하고 보다
친밀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게 도와줄 것이다. 즉, 또래집단상담은 현재 대학생들이 겪고 있는
심리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기여하여 보다 적응적으로 대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유용한 교육 서비스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또래 상담의 효과를 학교 관련 변인을 중심
으로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주로 학교 관련 태도나 자아존중감, 교우관계를 중심으로 그 효
과를 검증하였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대학생의 학교 관련 스트레스와 적응도를 본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러한 결과의 연장선상에서 본 연구는 또래 상담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학업 및 대인관
계, 정서적 문제 및 대학에 대한 만족도를 포함하는 학교 적응도와 학교생활 및 대인관계,
자기 자신에 관한 스트레스 차원에서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지 검증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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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결과
1) 또래집단상담이 대학생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효과
또래 집단 상담을 실시하기 전 학교 적응 수준의 동질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두 집단
의 사전 검사를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은 학교적응의 모든 하위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두 집단은 동질적인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표 3> 학교 적응 사전 검사

실험집단(n=110)

통제집단(n=109)

M

SD

M

SD

학업 적응

73.14

29.30

76.89

28.65

.940

대인 관계 및 사회적응

77.61

17.92

77.12

13.69

-.224

개인-정서적 적응

72.07

15.67

72.01

12.33

-.031

대학에 대한 만족도

76.41

14.75

76.59

15.13

.090

전체: 학교적응

299.25

43.28

302.64

40.67

.586

t

또래집단상담이 대학생의 학교 적응도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또래집단상담을 실시한 실험집단과 실시하지 않은 통제집단의 학교적응에 대한 t 검증 결
과는 표 4와 같다.
학업적응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대인관계 및 사회적응에서는
실험집단의 평균(M=84.42)이 통제 집단의 평균(M=78.21)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개인-정서적
적응에서는 실험집단의 평균(M=77.08)이 통제집단의 평균(M=71.60)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대
학에 대한 만족도에서도 실험집단의 평균(M=82.81)이 통제집단의 평균(M=75.15)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들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학업 적응에서는 실험집
단의 평균(M=73.24)이 통제집단의 평균(M=74.01)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
<표 4> 또래 집단 상담을 실시한 학생의 학교 적응도 분석

실험집단(n=110)

통제집단(n=109)

M

SD

M

SD

학업 적응

73.24

11.41

74.01

10.95

.502

대인 관계 및 사회적응

84.42

24.18

78.21

13.13

-2.338*

개인-정서적 적응

77.08

20.81

71.60

11.73

-2.376*

대학에 대한 만족도

82.81

21.65

75.15

14.33

-3.047**

317.56

50.10

298.99

35.67

-3.118**

전체: 학교적응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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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교 적응의 전체 평균은 실험집단(M=317.56)이 통제집단
(M=298.99)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또래집단상
담이 대학생들의 학교적응 향상에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또래집단상담을 실시한 실험집단과 실시하지 않은 통제집단의 학교적응에 대한 다변량 분
석 결과에 따르면 실험 및 통제 집단별 학교 적응 전체 점수는 Wilks'Lambda λ =.915,
F=4.798 로서 유의도 .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실험 및 통제 집단에 따라
학교 적응 전체 점수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또한 학업 적응을 제외한 대인관계
및 사회적응(F=5.467, p<.05), 개인-정서적 적응(F=5.646, p<.05), 대학에 대한 만족도(F=9.284,
p<.01) 등에서 집단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또래 집단 상담을 받은 학생
들이 대학 생활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훨씬 더 적응을 잘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래 집단 상담을 실시한 실험 집단의 학교적응에 대한 사전․사후 검사를 비교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학업적응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대인관계 및 사회 적응에서는 사전검사 평균(M=77.61)에 비해 사후검사 평균(M=84.42)이
높게 나타났으며, 개인-정서적 적응에서는 사전검사 평균(M=72.07)에 비해 사후검사 평균
(M=77.08)이 높게 나타났으며, 대학에 대한 만족도에서도 사전검사 평균(M=76.41)에 비해 사
후검사 평균(M=82.81)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학업적
응에서는 사전검사 평균(M=73.14)과 사후검사 평균(M=73.24)이 거의 같았으며 이는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교적응 전체 평균은 사전 검사 평균(M=299.25)에 비해
사후검사 평균(M=317.56)이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또래
집단상담을 실험집단에게 실시한 결과 대체로 사전과 사후 검사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나타
남으로 학교적응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5> 실험집단의 학교 적응 사전 사후 검사 비교

사전검사(n=110)

사후검사(n=110)

M

SD

M

SD

학업적응

73.14

29.30

73.24

11.41

-.032

대인관계 및 사회적응

77.61

17.92

84.42

24.18

-2.199

개인-정서적 적응

72.07

15.67

77.08

20.81

-2.120

대학에 대한 만족도

76.41

14.75

82.81

21.65

-2.664**

299.25

43.28

317.56

50.10

-3.110**

전체 : 학교적응

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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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또래집단상담이 대학생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또래집단상담을 실시하기 전 스트레스 정도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의 동질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두 집단의 사전 검사를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스트레스의 모든 하위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두 집단은 동질적인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또래집단상담이 대학생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또래집단상담을 실시한 실험집단과 실시하지 않은 통제집단의 스트레스 차이에 대한 t 검
증 결과는 표 7과 같다.
학교생활 영역에서는 실험집단의 평균(M=29.78)이 통제 집단의 평균(M=35.65)에 비해 낮
게 나타났고, 친구 및 대인관계 영역에서는 실험집단의 평균(M=26.61)이 통제집단의 평균
(M=31.25)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자기 자신 영역에서도 실험집단의 평균(M=31.59)이 통제집
단의 평균(M=35.60)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이들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대학생의 스트레스 전체 평균은 실험집단(M=88.00)이 통제집단(M=102.51)에 비해 낮게 나타
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또래집단상담이 대학생들의 생활 스
트레스 감소에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또래집단상담을 실시한 실험집단과 실시하지 않은 통제집단의 스트레스에 대한 다변량 분
석 결과에 따르면 실험 및 통제 집단별 스트레스 전체 점수는 Wilks' Lambda λ =.910,
F=6.861 로서 유의도 .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실험 및 통제 집단에 따라
<표 6> 스트레스 사전 검사

실험집단(n=110)

통제집단(n=109)

M

M

SD

SD

t

학교 생활

34.22

7.57

35.53

8.70

친구 대인관계

31.49

7.69

31.45

8.76

1.36
.039

자기 자신

34.00

8.74

34.61

8.49

-.520

스트레스 전체

99.72

19.59

101.60

21.46

-.666

<표 7> 또래 집단 상담이 대학생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실험집단(n=110)

통제집단(n=109)

M

SD

M

SD

학교 생활

29.78

12.31

35.65

11.49

12.75***

친구 대인관계

26.61

9.71

31.25

10.78

-3.288***

자기 자신

31.59

10.29

35.60

10.77

-2.766**

스트레스 전체

88.00

20.71

102.51

25.74

-4.528***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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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전체 점수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또한 학교 생활(F=12.755, p<.001), 친
구 대인관계(F=10.810, p<.001), 자기 자신(F=7.649, p<.01) 등 3가지 하위 영역에서 집단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또래 집단 상담을 받은 학생들이 대학 생활의 각 영
역에서 스트레스를 덜 느낀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래집단상담을 실시한 실험 집단의 스트레스에 대한 사전․사후 검사를 비교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학교 생활 영역에서는 사전검사 평균(M=34.22)에 비해 사후검사 평균(M=29.782)이 낮게
나타났으며, 친구 대인관계 영역에서는 사전검사 평균(M=31.49)에 비해 사후검사 평균
(M=26.61)이 낮게 나타났으며, 자기 자신 영역에서도 사전검사 평균(M=34.00)에 비해 사후검
사 평균(M=31.59)이 낮게 나타났으며, 이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스트레스
전체 평균은 사전 검사 평균(M=99.72)에 비해 사후검사 평균(M=88.00)이 낮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또래집단상담을 실험집단에게 실시한 결과 대체
로 사전과 사후 검사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나타남으로 대학생들의 스트레스가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8> 실험집단의 스트레스 사전 사후 검사 비교

사전검사(n=110)

사후검사(n=110)

M

M

SD

SD

t

학교 생활

34.22

7.57

29.78

12.31

3.61***

친구 대인관계

31.49

7.69

26.61

9.71

4.318***

자기 자신

34.00

8.74

31.59

10.29

2.246*

스트레스 전체

99.72

19.59

88.00

20.71

5.439***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 분석한 결과를 중심으로 선행연구와 관련지어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또
래집단상담을 실시한 후 대학생들의 학교적응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대인관계 및 사회 적
응, 개인-정서적 적응, 대학에 대한 만족도의 하위 영역에서 실험집단의 평균이 통제집단의
평균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학업적응에 있어서는 통제
집단의 평균이 실험집단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이지 않았다.
그러나 학교적응 전체를 비교해 보면 실험집단의 평균이 통제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
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학교 적응이 향상되었음을 나타내주었다. 이는 또래 집

또래 집단 상담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스트레스 및 학교 적응에 미치는 효과 207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단상담이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 집단 안에서의 소속감과 안정감, 대학에 대한 만족감과
정서적인 적응도 향상에 효과적이었음을 나타내 주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장면에서 또래 상담을 활용한 개입전략을 장기간 연구한 결과, 학생들
이 학교에 대해 성숙한 견해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었다는(Rosenberg, McKeon, &
Dinero, 1999)연구와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의 교사관계, 교우 관계, 수업 태도 등 학교 적응
향상에 효과가 있었다는(최혜숙,이현림, 2003) 연구와 맥락을 같이한다. 또한 대학생을 대상
으로 한 또래집단상담이 대학 생활 적응에 효과가 있었다는 (채유경, 2003)연구와 또래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이 학교에 대한 태도에 더 긍정적인 것으로 밝혀진 Miller(1992)의
결과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또래집단상담을 실시한 후 대학생들의 스트레스 정도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학교
생활, 친구 및 대인관계, 자기 자신 영역에서 실험집단의 평균이 통제집단의 평균에 비해 낮
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스트레스 전체에서도 실험집단의 평균이
통제집단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또래집단상담이
대학생들의 스트레스 감소에 효과적이었음을 나타내 주는 결과이며 이는 대학 생활 전반에
걸쳐 보다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와 논의를 통해서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또래 집단상담을 실시한 후 대학생들의 학교 적응이 현저하게 향상되었고 이는 자
신과 타인을 이해하고 더불어 사는 집단 안에서 적극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
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재학생 탈락율의 증가와 신입생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대
학들이 또래집단상담을 통해 재학생들의 심리적․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또래상담자 모집과 훈련을 포함, 또래상담을 다양한 형태로 활
용하여 재학생들이 안정적인 대학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대학이 오늘날의 위기
를 벗어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또래집단상담을 실시한 후 대학생들의 스트레스가 현저하게 감소되었으며
이는 또래집단상담 활동을 통해 자신의 분노 감정 조절과 타인에 대한 이해, 동료와 선후
배간의 문제 해결 등으로 스스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 보다 안정적인 대
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학생들의 생활스트레스 중 친구 문제 등 대인관계가 우울, 불안 등 정신병리와 유의한
상관이 있다는(이은희, 2004; 전겸구 외, 2000) 연구 등으로 볼 때 또래집단상담이 대학생의
스트레스를 감소시켰다는 결과는 심리적으로 건강하며 적응적인 인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특히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주된 스트레스가 학업문제와 장래 및 진로 문제인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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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연구 결과(이은희, 2004)로 미루어 볼 때 앞으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또래상담에서는
학업 및 진로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 신입생과 졸업을 앞둔 4학년과는 심리적 요구와 문제들에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한 차별적인 프로그램 마련 및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둘째, 또래 집단상담에 참여한 학생들에 대한 추후 효과에 대한 분석을 하여 장기적인 효
과에 대한 연구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지방의 한 대학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집단상담자들의 개인적 특성이 연구결과에 미친 영향을 배제하지 못했으므로
이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넷째, 또래 상담자 선발과 양성 과정에 관한 연구와 이에 대한 대학 차원의 제도적인 노
력이 필요하다. 또래 상담자로 활동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보다 우수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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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Peer Group Counseling Program on
Students' Stress and Adjustment at College
2)Eun-I

Jeong*

This study administered a peer group counseling program to college students and explored
its effect on students' stress level and school adjustment.
Regarding college students' school adjustment,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the program
showed significantly higher scores in social adjustment, personal-emotional adjustment, and
institutional attachment than students who did not participate in the program. However,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academic adjustment between two groups. In sum, students
in the program showed the improvement in their school adjustment after the program and
also they showed significantly higher school adjustment overall than student not in the program.
Regarding college students' stress level, students in the program showed significantly lower
stress about school,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self than students not in the program. Overall
students in the peer group counselling program had less stress after participation.
In conclusion, the peer group counseling program was effective in improving college students'
school adjustment and managing their stress.
Key words: peer group counseling, stress, adju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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