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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시험결과에서 경험한 좌절에 대해서 보다 더 생산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촉진하는 

학급단위 단기 집단상담이 중학생들의 학습동기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었다. 시험결과가 발표되면  학

생들 일부는 좌절을 경험하고, 이들 중 일부는 학습동기를 낮아진다. 따라서 시험결과가 발표한 후에 학생들이 

자신의 시험결과를 객관적으로 탐색하고, 시험결과로 인한 좌절을 생산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돕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유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연구 대상은 충청남도 N시 소재하고 있는 중학교 1,2학년 4개

반 102명이었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2개 반 51명을 각각 배정하였다. 실험집단에는 조회시간(20분)에  마음 

준비시키기, 수업시간(50분)에 1회 집단상담,  종례시간(20분)에 추수상담를 처치하였고, 통제집단에는 통상적

인 시험결과 알려주기 이외의 아무런 처치도 하지 않았다. 프로그램 투입 1주일 전에 사전검사로, 프로그램 투입 

2주 후에 사후검사로 학교학습동기척도를 각각 실시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시험결과 좌절 대처를 위한 학

급단위 단기 집단상담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학교학습동기 전체 점수, 수업동기점수, 계속동기점수, 내재적 

동기 점수에서 유의한 차이를 가져왔다. 본 연구결과는 시험결과 좌절 대처 학급단위 단기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시험결과 좌절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도록 촉진하여 학습동기를 유지하고 증진시킬 수 있는 유용한 방

법임을 시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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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시험결과에서 경험하는 좌절을 보다 생산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돕

는 학급단위 단기 집단상담 프로그램(이재규, 2008)이 중학생들의 학습동기에 끼치는 영향을 알

아보는 것이다.

학습동기는 학습자로 하여금 학습을 준비하고 학습에 관련된 활동을 지속시키는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이성진 외, 2009). 학습동기는 학습목표의 수립, 학습 투자 시간의 양, 학습참여 태도 

등에 영향을 끼치고,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끼친다(이성진 외, 2009). 따라서 학습지도에 있어서 

학습동기를 강화하고 유지하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김아영 외, 2004; 신종호 외,

2006).

학습동기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는 매우 다양하다. 학습자기개념(구본용, 이명선, 조은경, 1994;

이용남 외, 1999), 학습전략, 부모와의 관계의 질(김아영 외, 2004), 교사와의 관계의 질(신명희 

외, 2005), 또래와의 관계의 질(김아영 외, 2004), 학업에서의 성취와 실패(구본용, 이명선, 조은

경, 1994; 신종호 외, 2006) 등은 학생들의 학습동기에 영향을 끼친다. 이 중에서 학업에서의 성

취와 실패는 학습동기와 상호작용적 관계에 있다. 즉, 학습동기는 학업에서의 성취와 실패에 영

향을 끼치고, 학업에서의 성취와 실패는 학습동기에 영향을 끼친다.

학생들 중 50-60%는 시험 결과로 인하여 좌절을 겪는다(김창대 외, 1994; 이재규, 정호규, 최영

미, 2007). 시험결과에 대한 좌절은 학습동기에 영향을 끼친다(신종호 외, 2006; 서미옥, 2010; 장

성수,이해평, 1994). 시험결과좌절은 일부의 학생에게 학습동기를 강화하기도 하지만 시험결과

좌절은 대다수의 학생에게 학습동기를 떨어뜨리는 경향이 있다.

학생들이 시험 결과로 인하여 좌절을 겪을 때, 이를 보다 생산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이론은 여러 가지로 개발되어 왔다. 귀인이론에서는 실패를 개인의 노력 등과 같은 

내적 요인으로 귀인시킬 때 개인은 좌절을 극복하도록 더욱 더 노력하게 할 수 있다고 하였다

(Weiner, 1994). 또한, 이야기치료와 인지치료에서는 결과를 새로운 방식으로 해석하고 전개시키

도록 함으로써 좌절에 대해서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허남순 

외, 2006). 또한, 사회학습이론에서는 모델 관찰을 통해서 좌절에 보다 더 능동적으로 대처하도

록 도울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Bandura, 1986).

시험결과로 인하여 좌절을 겪는 학생들의 비율이 50-60%에 달하고, 시험결과로 인한 좌절이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손상시킴에도 불구하고, 또한, 시험결과로 인한 좌절에 대해서 보다 더 능

동적으로 대처할수 있도록 안내하는 이론적 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시험결과로 인한 

좌절을 보다 생산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그것의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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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학교상황에서 시험결과에 대한 좌절에 대처하도록 돕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는 

학교에서의 집단상담의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학교에서의 집단상담의 실시여건은 일반 사회기

관의 집단상담 실시여건과 같지 않다. 이재규(2005b)는 학교에서 집단상담을 실시할 때 학교의 

상황적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면서, 학교상황을 고려할 때 집단상담의 실시 조건의 특징을 

4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1회기 진행시간은 45분 이내여야 하며, 둘째, 1회기에 참여할 집단원

은 35명에서 45명 정도이고, 셋째, 집단상담 시행에서 참여자들이 이미 알고 있고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는 특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넷째, 한 주제에 대해서 1회 내지 2-3회를 초과하여 투자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학교에서의 집단상담의 여건을 고려하여 이재규(2005b)는 학급단위 단기 

집단상담 모형을 제시하였으며, 조명희(2004)는 이 모형에 근거하여 방과후 스트레스 관리 프로

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였고, 이재규(2005a)는 이 모형에 근거하여 중학생들의 용돈 

요청 행동의 변화 효과를 검증하였다. 황정훈, 이재규, 박현아(2009)는 이 모형에 근거하여 중학

생들의 시험준비행동 개선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학생들이 시험결과로 인한 좌절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학교

에서 적용하는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학급 전체를 대상으로 단기간 실시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이재규(2008)이 개발한 시험결과로 인한 좌절 대처를 위한 학급단위 단기 집단상담를 

중간고사 결과가 발표된 1주후에 적용하여 그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시험결과 좌절 대처 학급단위 단기 집단상담은 학습동기를 유지하거

나 증가시키는데 효과가 있는가?’이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연구문제를 밝히면, ‘시험좌절 대처 

학급단위 단기 집단상담은 수업동기, 지속성, 내재적 동기, 외재적 동기를 유지하거나 증가시키

는데 효과가 있는가?’이다.

II.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 대상은  충청남도 중소도시인 N시에 소재한 중학교 1, 2학년 2개 반씩 총 4개 학급에 

속한 102명이다. 2개(1학년 1개 반, 2학년1개 반) 학급 51명은 실험집단, 다른 2개(1학년 1개 반 

2학년1개 반)학급 51명은 통제집단에 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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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설계

O1 X O2

O3 O4

O1, O3 : 사전검사(학교학습동기척도)

O2, O4 : 사후검사(학교학습동기척도)

X : 시험좌절 대처를 위한 학급단위 단기 집단상담 프로그램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실험도구와 측정도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시험결과 좌절 대처 학급단위 단기 집단상담 프로그램

본 연구에 사용된 ‘시험결과 좌절 대처 학급단위 단기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이재규(2008)가 

개발한 것이다. 프로그램의 목적은 학생들이 시험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시험결과에 따른 

좌절을 보다 더 생산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안내하는 것이다.

프로그램의 내용구성은 귀인이론(Weiner, 1994), 이야기치료(허남순 외, 2006)에 근거하였으

며, 프로그램의 형식은 학급단위 단기 집단상담의 진행 절차에 대한 이론적 논의(이재규, 2005b),

효과적인 문제해결 모형의 핵심요소에 대한 논의(이재규, 2007; Egan, 2002), 학습과정에서의 상

징적 모델의 효과(Bandura, 1986)와 학급단위 단회 집단상담에 대한 경험적 연구(황정훈, 이재

규, 박현아, 2009; 이재규, 2004, 2005a)를 참고하였다.

프로그램의 핵심 요소는 2 종의 사례와 2종의 사례분석 및 자기경험 탐색지이다. 하나의 사례

는 성적 상위 학생이 시험 성적이 떨어진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는 사례이며, 다른 하나의 사례는 

성적 하위 학생이 반복된 시험에서의 좌절에 대처하는 사례이다. 2종의 사례분석 및 자기경험 

탐색지는 각 사례에서 사례의 주인공이 시험성적이 하락되었을 때 겪었던 좌절감, 그리고 좌절

감을 대처하기 위한 상식적 행동과 그 결과,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과정과 그 결과를 탐색하면서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탐색하도록 안내하기 위한 것이었다.

프로그램은 총 3단계 즉 “마음 준비시키기”, “집단상담 진행”, “추수관리 및 상담”으로 진행

된다. 첫 번째 단계인 “마음준비시키기”에서 ‘요구조사’는 참여자들이 집단상담에서 다룰 주제

에 대해서 관심을 모으기 위한 것으로, 요구조사과정에서 학생들은 자신들의 시험결과와 그에 

따른 정서, 인지, 행동을 탐색하도록 안내하는 질문지에 응답한다. ‘예습과제부여’는 제한된 시

간 내에 집단상담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생들이 관련된 사례와 자신의 경험을 

미리 분석하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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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단계인 “집단상담 진행”에서 ‘집단상담의 주제 및 참여규칙 설명’은 학생들에게 동기

를 부여하고 집단상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촉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생들과 계약을 맺는 

것이며, ‘사례분석 토의 및 발표’는 상담의 주된 내용을 학습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학생들이 예

습과제를 수행한 결과에 대해 5명이 한 모둠이 되어 토의하고 발표하는 것이다. ‘자기경험 분석 

토의 및 발표’ 역시 5인 모둠에서 동료들의 사례를 관찰시키고 향후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심을 

공유시킬 목적으로 주제와 관련된 각자의 경험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의하고 발표하는 것이다.

‘집단상담 마무리’는 상담의 효과를 지속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추수상담일정을 정하고, 상담 후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마지막 단계인 “추수관리 및 상담”은 집단상담 이후의 과정으로 ‘웹상에서 소감나누기’는 집

단상담을 통해 변경된 동료들의 심정을 관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웹상에 개인별로 소감을 올

리고 상호 피드백하는 것이며, ‘웹상에서 과제수행을 통한 나누기’는 집단상담을 통해 결심한 

내용을 수행하는 것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호 격려, 지지, 교정적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

다. ‘추수상담’은 집단상담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제 교실에서 동료들

과 주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토의를 진행하는 것이다. 프로그램의 진행단계, 상담자의 과제, 시간 

등을 간략하게 제시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시험결과 좌절 대처를 위한 학급단위 단기 집단상담 프로그램

단  계 상담자의 과제 시기(시간)

마음준비 

시키기

1. 요구조사를 통한 분위기 조성하기

2. 예습과제(분석용 사례) 부여하기

- 제시된 2종의 사례 중 자신의 경험과 가까운 사례를 선택

하여 읽고 분석해보기

- 관련된 자신의 경험 회상하여 분석해보기

3. 모둠 편성(유사한 경험을 가진 학생 5명으로 구성됨)

시험결과 발표 

3일후부터 집단상담 

진행 4일전

소요시간 20분

집단상담 

진    행

1. 주제 및 참여규칙 설명(3분)

2. 사례 분석과 자기경험 분석  토의 및 발표(35분)

3. 집단상담 마무리(12분)

수업시간

(45분)활용

추수관리

및 상담

1. 웹상에서 집단상담 소감나누기

2. 웹상에서 과제 수행을 통한 나누기

3. 추수 상담(1주일에 한번씩 5분에 걸쳐서 적용경험 나누기)

집단상담 종료 

2주후까지

2) 측정도구: 학교학습동기척도

학습동기를 측정하기 위해서 김용래(1993)가 제작한 학교학습동기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

도의 목적은 피검자가 학교수업에 참여하는 정도, 학습을 지속화하는 정도 등을 확인하는 것이

다. 5단계척도이며,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 척도는 수업동기, 내적동기, 외적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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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성, 등의 4개 척도가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학습동기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척도 전체

의 신뢰도 지수는 Cronbach ⍺=.89이였고, 각 하위 영역별 Cronbach ⍺ 계수는 수업동기가 .80,

내적동기가 .83, 외적동기 .82. 지속성은 .76이었다.

3) 실험의 진행과정과 절차

본 연구의 학급단위 단기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마음준비시키기, 45분 1회 학급단위 집단상담 

실시, 추수관리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는데, 마음준비시키기와 추수관리는 학급담임 교사가, 집

단상담은 연구자 중 1인이 각각 실시하였다.

마음준비시키기는 집단상담 진행 4일전부터 하루 전까지 진행하였는데, 먼저 2009년 10월 2

일에 ‘시험결과에 대한 생각과 고민, 그리고 대처행동과 대처행동의 결과에 대한 탐색 질문지’를 

제공하여 응답하게 하였는데, 이는 주제에 대한 관심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2009년 

10월 3일에 그 응답지를 분석하여 집단상담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알렸고, 예습과제를 부여

하였다. 예습과제는 2종의 사례 중 자신에게 적합한 사례를 선택하여 읽고 분석하는 것이었다.

집단상담 실시 하루 전인 2009년 10월 5일에 예습과제 수행 여부를 검사하여 수행하지 않는 학

생들에게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집단상담 하루 전에 5명씩 모둠을 편성하게 하였는

데, 모둠 편성은 공감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편성하였다.

집단상담 실시는 시험결과 발표 10일후인 2009년 10월 6일에 연구자 중 1인이 하였다. 1학년 

반은 3교시, 2학년 반은 5교시에 각각 이루어졌다. 프로그램 진행자는 교육대학원 상담심리 5학

기 과정생이며, 13년 동안 청소년상담기관에서 자원봉사 경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프로그램 진

행자는 프로그램 개발자에게 프로그램 진행에 대해서 5시간 동안 집중 연수를 받았다.

집단상담이 실시되는 동안 학생들은 5인 모둠에서 예습과제를 통해서 읽어온 사례에 대해서 

나누고, 사례분석지와 자기탐색지에 기록한 내용을 토대로 시험좌절에 대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토론하였고, 이를 학급 전체에 발표하고 토론하였다. 프로그램 진행하

는 동안 정숙한 분위기의 유지 등을 위해서 교과담임교사가 동참해주었다. 프로그램 진행시에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학생들이 선호하는 약간의 간식을 제공하였다. 실험기간 동안 통제집단은 

학급담임교사가 시험결과를 통지하는 것 이외에 아무런 처치도 하지 않았고, 사후검사가 종료된 

후에 실험집단에서 사용된 사례와 사례분석지를 제공하였다.

학급단위 단기 집단상담이 종료된 이후 약 1주 동안 실험집단을 대상으로 추수지도를 했다.

즉, 학급게시판(웹상)에 소감문과 자신의 경험을 작성하면 학급동료들이 상호 피드백 하도록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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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의 수집과 분석

사전검사는 집단상담 프로그램 실시(2009년 10월 2일- 10월 13일) 적용하기 7일 전인 2009년 

9월 25일에, 사후 검사는 프로그램 적용 7일후인 2009년 10월 20일에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동

시에 실시하였고,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는 연구자의 설명을 들은 교과담임교사 및 학급담임교사

가 실시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사전검사를 공변량으로 하여 공변량분석을 실시하였고, 통계프로

그램은 SPSS 18.0을 사용하였다.

III. 결과

<표 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공변량분석 결과에 의하면, 사전검사를 공변인으로 처리하

였을 때, 시험결과 좌절 대처를 위한 학급단위 단기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실험집단에서 “학습동

기 전체 사후검사점수”, “수업동기 사후검사점수”, “지속성 사후검사점수”와 “내재적 동기 사후

검사 점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학습동기 전체 사전검사 점수를 공

변인으로 처리하였을 때, 시험결과 좌절 대처 학급단위 단기 집단상담에 따른 학습동기 전체 사

후검사 점수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15.65, p <.001). 둘째, 수업동기 사전검사 

점수를 공변인으로 처리하였을 때, 시험결과 좌절 대처를 위한 학급단위 단기 집단상담에 따른 

수업동기 사후검사 점수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8.36, p <.01). 셋째, 지속성 

사전검사 점수를 공변인으로 처리하였을 때, 시험결과 좌절 대처를 위한 학급단위 단기 집단상

담에 따른 지속성 사후검사 점수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19.16, p <.001). 넷

째, 내적동기 사전검사 점수를 공변인으로 처리하였을 때, 시험결과 좌절 대처를 위한 학급단위 

단기 집단상담에 따른 내적동기 사후검사 점수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9.07,

p <.001). 외재적 동기 영역에서는 사전검사보다 사후검사가 다소 향상되긴 하였지만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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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사전 사후검사 평균과 표준편차, 집단상담에 따른 학습동기 점수의 

공변량 분석

영역 집단
유형

N
사전검사 사후검사

변량원 SS df MS F
M SD M SD

학습

동기

전체

통제 51 73.67 15.37 72.84 12.65
사전검사 .04 1 .04 .000

집단유형 2356.26 1 2356.26 15.65***

실험 51 78.84 15.27 82.59 11.75
오차 14903.06 99 150.54

합계 633377.00 102

수업

동기

통제 51 19.96 4.34 19.80 3.70
사전검사 .17 1 .17 .012

집단유형 116.98 1 116.98 8.36**

실험 51 21.22 4.33 21.98 3.74
오차 1382.85 99 13.97

합계 46025.00 102

지속성

통제 51 18.53 4.22 15.69 3.25
사전검사 6.05 1 6.05 .55

집단유형 211.67 1 211.67 19.16***

실험 51 19.45 4.08 18.55 3.385
오차 1093.55 99 11.05

합계 31196.00 102

내재적

동기

통제 51 16.88 3.96 18.02 3.64
사전검사 1.51 1 1.51 .11

집단유형 122.31 1 122.31 9.07***

실험 51 17.22 3.83 20.20 3.68
오차 1335.51 99 13.49

합계 38699.00 102

외재적 

동기

통제 51 17.29 4.50 18.33 3.82
사전검사 10.34 1 10.34 .75

집단유형 48.42 1 48.42 3.50

실험 51 18.96 4.05 19.86 3.61
오차 1371.03 99 13.85

합계 38644.00 102

IV. 논의

시험결과 좌절 대처 학급단위 단기 집단상담이 학습동기에 증진에 미치는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시험결과 좌절 대처 학급단위 단기집단상담은 학습동기 전체, 수업동기,

지속성, 내재적 동기를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시험결과 좌절 대처 학

급단위 단기 집단상담은 외재적 동기에 긍정적인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는 적절한 귀인은 좌절상황에서도 학습동기를 유지 혹은 증진시킬 수 있다는 귀인이

론(Weiner, 1994)를 지지하며, 또한 결과를 새로운 방식으로 해석하고 전개시키는 것은 좌절 상

황에서도 학습동기를 유지 혹은 증진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치료(허남순, 2006)를 지지하며, 좌절

를 생산적으로 능동적인 대처하는 모델에 대한 관찰이 좌절상황에서 학습동기를 유지 혹은 증

진시킬 수 있다는 사회학습이론(Bandura, 1997)를 지지하였다. 또한, 연구결과는 학급단위 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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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상담이 다양한 문제에서 학습들의 적응을 도울 수 있다는 연구(황정훈, 이재규, 박현아,

2009; 이재규 2004, 이재규 2005a)들을 지지하였다. 이는 학급단위 단기 집단상담이 집단상담 시

간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통상적인 집단상담에 비하여 보다 많은 참여자를 포함해야 하

는 학교의 상황에서 중요한 집단상담 모형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또한, 학급단위 단기 집

단상담이 학교에서의 생활지도에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연구결과에서 시험결과 좌절 대처 학급단위 단기 집단상담이 학습동기 전체, 수업동기, 지속

성, 내재적 동기에는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었지만 외재적 동기를 향상시키는데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재적 동기는 속성상 강화물에 의한 향상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되었다.

본 연구결과가 학교에서 집단상담 실제에 관련하여 두 가지 제언을 할 수 있다. 첫째, 시험좌

절 대처 학급단위 단기 집단상담이 학교현장에 널리 보급되어 시험결과에서 좌절을 겪는 학생

들을 도와줄 필요가 있다. 둘째, 다양한 주제에 대한 학급단위 단기 집단상담이 개발되어서 학교

에서 활용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결과가 학교에서 집단상담 연구와 관련하여 몇 가지

를 제언할 수 있다. 첫째, 시험결과 좌절 대처 학급단위 단기 집단상담의 효과에 대해서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초증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반복연구가 되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시험결과 좌절 대처 학급단위 단기 집단상담의 효과 요인에 대해서 질적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

가 있다. 학급단위 단기 집단상담은 크게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마음준비시키기 단계, 본 집

단상담단계, 추수관리 및 상담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 세 단계가 각각 학생들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질적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시험좌절 대처 학급단위 단기 집단상담의 

효과 핵심요인에 대한 탐색연구가 필요하다. 연구자는 시험좌절 대처 학급단위 단기 집단상담의 

효과 핵심요인을 독서용 사례라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아직 경험적인 연구로 통해서 확

인되지 않았다. 효과의 핵심요인이 독서용 사례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험좌절 대처 

학급단위 단기 집단상담의 효과와 사례 독서의 효과를 비교하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는 단일 학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보다 많은 학교를 대상으

로 추가적인 실험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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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Short-Term Group Counseling Program for Coping

Test Frustration on Middle School Students' Study Motivation*

Jea-Kyu Lee**

Bok-Nim Ryu***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Short-Term group counseling program

for Coping Test Result Frustration on middle school students' study motivation. Subjects were

102 students of 7th-8th grade in N City Chungnam Province of Korea. The research design

was pretest-posttest with control group. The experimental group were treated in Short-Term

Group Counseling Program for Coping Test Frustration during 45minutes and pre-session and

followup session. The instrument of measurement used in this study were 'Study Motivation

Scale'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 Study Motivation total score was significantly

improved in the experimental group. Specifically, Class scores and durability score and internal

motivation score were significantly improved in the experimental group. In conclusion,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ed that Short-Term group counseling be used as an effective way for

student's study motivation improvement.

Key words : coping of teset result frustration, short-term group counseling, study moti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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