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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자유학기제에 활용 가능한 학교상담자용 학급단위 집단상담 모형을 개발하고 타당
화 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설문조사, 포커스 면접 조
사, 전문가 협의회를 실시하여 내용 영역, 조직적인 틀 영역, 소요자원 영역으로 구성된 잠정 모형을
구안하였다. 구안된 잠정 모형은 40명의 학교상담 현장 전문가인 전문상담교사 패널들의 1차, 2차에
걸친 델파이 조사를 통해 내용타당도를 확보하여 최종 모형으로 확정되었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최종 구안된 자유학기제에 활용 가능한 학교상담자용 학급단위 집단상담 모형은 총 3
영역(내용 영역, 조직인인 틀 영역, 소요자원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내용 영역으로 3개 영
역(자신에 대한 이해와 수용, 의사결정하기, 타인을 이해하고 사이좋게 지내기)으로 구성되었다. 두
번째, 조직적인 틀 영역으로 4개 영역(가용시간, 운영 회기 수, 자유학기제 중 적합한 모형, 프로그
램 운영)으로 구성되었다. 세 번째 소요자원 영역은 5개 영역(프로그램 운영자, 필요 역량, 역량개발
방법, 재정적 지원, 행정적 지원)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본 연구는 중학교에서 학교상담자의 역할
정립과 학급단위 집단상담을 운영할 수 있는 역량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델을 제공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요어: 학교상담 교육과정, 학급단위 집단상담 모형, 자유학기제, 학교상담자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이종연, (28644)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1, 충북대학교

교육학과, Tel : 010-3712-9158, E-mail : jonglee@cbnu.ac.kr

- 11 -

자유학기제에 활용 가능한 학교상담자용 학급단위 집단상담 모형 개발

청소년 시기는 어린이와 청년의 중간 시기

면, 학생들이 학교상담을 통해 세 영역(진

이다. 청소년기의 초기에 해당하는 중학생

로발달, 학습발달, 인성·사회성 발달)의 발

은 아동기와 성인기의 중간단계로 성인으로

달을 성공적으로 이루어야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준비기이며 과도기에 해당한

성장할 수 있다고 본다.

다. 또한 신체적·지적·정서적·사회적으

우리나라도 한국학교상담학회가 창립되면

로 많은 변화를 겪으며 한 사람의 개인적

서 학교상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문

특징이 형성된다. 이러한 과도기적 발달단

제가 발생한 후에 학생과 그의 문제에 관심

계에 있는 중학생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학

을 갖는 반응적 서비스 방식의 대응은 한계

교에서 보내고 있으므로, 이 시기에 학교생

에 도달했다고 인식하고 있다(강진령, 유형

활에 잘 적응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발달과

근, 2015). 이렇게 학교상담의 필요성이 대

업을 성공적으로 달성하는 일은 그 이후의

두되면서, 교육부에서 2006년부터 고등학

고등학교 생활 뿐 아니라 나아가 건강한 성

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기 시작하여 중

인으로의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하다.

학교까지 확대 배치하였다(신봉호, 2010).

따라서 중학생 시기에는 자신의 신체적·

하지만, 그 수가 매우 적어 전문상담사를

지적·정서적·사회적인 변화에 대한 이해

배치하여 학교상담 전담 인력(이하 학교상

와 함께 그 시기의 발달과제를 성공적으로

담자)의 수를 증강하였고, 현재 대부분의

달성할 수 있도록 조력할 수 있는 학교교육

중·고등학교에 학교상담자가 배치되어 학

과 학교상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김은

교상담 활동을 전담하여 운영하고 있다.

옥, 유형근, 신효선, 2008; 신봉호, 2010).

하지만 우리나라는 몇 가지의 문제점으로

학교상담은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돕기 위

학교교육과정의 통합된 체계 속에서 전체

한 종합적 상담서비스이다. 학교상담 모델

학생을 대상으로 예방적·발달적인 종합적

은 Gysbers, Starr와 Magnuson(1988)의

학교상담 접근으로 학생들을 효과적으로 지

미주리 모델(Missouri Model)을 통해 처

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강진령, 유형

음으로 소개 되었으며 그 이후 다양한 방향

근, 2015; 김은옥 등, 2008). 먼저 우리나

으로 발전되어 1980년대 종합적 학교상담

라의 학교상담은 지나치게 문제해결 중심이

모델로 정착되었다(오인수, 2003). 미국학

거나 또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해결

교상담자협회(American School Counselo

하고 처리하는 반응적 서비스에 대부분의

r Association, ASCA, 1997)에서 마련한

시간을 소진하고 있다. 또한, 세가지 영역

학교상담에 대한 국가기준(National Stand

(학업발달, 진로발달, 인성·사회성 발달)을

ards for School Counseling)인 종합적

모두 포함하는 종합적이고 균형 있는 학교상

학교상담 모형(Comprehensive School Co

담 활동을 전개할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unseling Model)은 모든 학생들에게 예방

있지 못하다. 마지막으로 학교교육의 일환

적·발달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주

으로 학생들의 발달과정을 고려하여 운영해

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이상민, 오인수, 서

야 하는데 우리나라 학교 장면에서는 이러

수현, 2007). 종합적 학교상담 모형에 따르

한 준비가 미흡한 실정이다. 고등학교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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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에 차이가

높이는 것이다(김경애 등, 2018). 하지만

없이 동일한 내용을 동일한 방법으로 적용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이 주로 진로발달과 학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이 의도하는

습발달을 위한 것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

목표를 온전하게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강

러한 자유학기제의 근본 취지를 충분히 살

진령, 유형근, 2015).

리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의 학교상담은 2005년 학교폭력

학생들이 미래핵심역량을 키우고 행복지수

예방을 위해 전문상담교사를 교육지원청에

를 높이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자신에 대한

배치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2012년에 학

이해, 타인에 대한 이해, 대인관계의 기술,

교폭력으로 인한 자살 등의 문제로 학교폭

사회성 함양 등 인성·사회성 발달이 함께

력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선도·

이루어져야 한다(김은옥 등, 2008). 따라서

교육하기 위하여 학교에 전문상담교사의 배

자유학기제의 근본 취지를 모두 달성하기

치가 확대되었다(이종연 등, 2017). 그로

위해서는 학습발달, 진로발달 프로그램뿐

인해 학교상담이 학교폭력 가·피해학생 및

만 아니라 인성·사회성 발달 프로그램도

문제학생 위주의 개인상담 위주로 실시되고

함께 운영되어야 한다.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학교상담은 예방

중학교시기에 발달시켜야 할 인성·사회성

보다는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을 주로 하고

발달 프로그램을 학교교육과정 속에서 안정

있으며,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감 있게 운영할 수 있다면, 중학생이 성취해

있지 않다(강진령, 유형근, 2015).

야 할 발달과업인 학습발달과 진로발달 뿐

따라서 학교상담자가 학교현장에서 전체

만 아니라 인성·사회성 발달을 더 효과적

학생을 대상으로 예방적·발달적인 종합적

으로 학교교육과정 내에서 모두 성취할 수

접근으로 학교상담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학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종합적 학교

교상담이 학교교육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

상담 모형의 세 가지 내용 영역(학습발달,

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학교상담

진로발달, 인성·사회성 발달)을 학교 교육

교육과정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과정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학생들의 발달단계별로 표준화된 상담프로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중학교 교육

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과정인 자유학기제 교육과정 속에 인성·사

자유학기제는 2013년부터 우리나라 중학
교 교육과정에 도입된 교육과정으로 중학교

회성 발달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운영할 수
있는 모형을 구안하는 것이다.

과정 중, 한 학기 또는 두 학기 동안 지
식·경쟁 중심에서 벗어나 학생 참여형 수

본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설정한 연구문제
는 다음과 같다.

업을 실시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활동을 중심으로 교육

<연구문제1> 자유학기제에 활용 가능한 학

과정을 운영하는 제도이다(교육부, 2016).

교상담자용 학급단위 집단상담 모형은 어떻

자유학기의 근본 취지는 학생들의 진로발달

게 구안되어야 하는가?

과 학습발달을 향상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연구문제2> 개발된 학급단위 집단상담 모

학생들의 미래핵심역량을 키우며 행복감을

형의 타당성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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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과정을 거쳐 잠정적인 모형을 구안하였

방법

다. 세 번째 단계는 모형 타당화 단계로 델
파이 조사를 통해 모형의 타당도를 검증하
여 최종 모형을 확정하였다.

연구절차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자유학기제에 활용
가능한 학교상담자용 학급단위 집단상담 모

중학교 자유학기제에 활용 가능한 학교상

형을 개발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설문조사와 포커스 면접을 통해 요구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 모형의 구성을 위해 전문
가 협의회를 실시하고, 내용 타당화 검증을
위해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여 최종 모형을
개발하였다. 자유학기제에 활용할 수 있는
집단상담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서 본 연구
에서는 3단계 즉, 1) 문헌연구 및 요구조사
단계, 2) 잠정적 모형 구안 단계, 3) 모형

담자용 학급단위 집단상담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요구조사로 설문조사, 포커스 면접을
실시하여 예비 모형을 구안하였다. 구안된
예비 모형은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수정·
보완 작업을 통해 잠정적 모형을 구안하였
으며, 마지막으로 2회의 델파이 조사를 통
해 모형의 타당도를 검증하여 최종 모형을
확정하였다. 설문조사, 포커스 면접, 전문가
협의회, 델파이 조사 참여 대상은 표 1과

타당화 및 확정 단계로 진행했다.
첫 번째 단계는 문헌연구 및 요구조사 단

같다.

계로 선행문헌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여 요
구조사(설문조사 및 포커스 면접)를 통해

표 1. 연구 절차
단

모형의 구성영역을 확인하여 예비모형을 구

계

안하였다. 선행 문헌은 자유학기제 관련 연

구 성

구(김두정, 2016; 김경애, 2018;) 및 종합

요구조사

적 학교상담 모형에 관한 연구(조은문, 20

(설문)

인원

60






일반교사
자유학기제 담당교사
전문상담교사
전문상담사

6





자유학기제 담당교사
전문상담교사
전문상담사

4




학교상담 전문가
학교상담 현장 전문가



학교상담 현장전문가(전
문상담교사)

1

05; 신봉호, 2010, 강진령, 연문희, 2009;

요구조사

강진령, 유형근, 2015)를 통해 자유학기제

(포커스)

대상자

에 활용 가능한 학교상담 학급단위 집단상
담 모형의 기본 구조로 내용 영역, 조직적

2

전문가
협의회

인 틀 영역, 소요자원 영역으로 예비모형을
구안하였다. 설문조사는 모형 구성의 필요

3

델파이
조사

40

성 및 내용 영역을 선정하기 위해 실시하였
고, 포커스 면접은 학교상담에서 모형의 적

설문조사는 자유학기제에 활용가능 한 학

절한 적용을 위한 심층적이고 구체적인 내

교상담자용 학급단위 집단상담 모형을 개발

용을 추출하기 위해서 실시하였다.

하는 데 있어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

두 번째 단계로 전문가 협의회를 실시하여

하여 연구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었다. 참여

1단계에서 구안한 예비 모형의 검증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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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는 현재 중학교에 근무를 하고 있는

다. 포커스 면접 조사는 총 6명(자유학기제

사람으로서 일반교사 15명, 자유학기제 운

담당교사 2명, 전문상담교사 2명, 전문상담

영 담당교사 15명, 전문상담교사 15명, 전

사 2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표 3과 같다.

문상담사 15명으로 총 60명이며 표 2와 같

1:1로 면접대상자의 사무실에서 편안하게

다. 설문조사는 구글 설문조사 방법을 활용

이루어졌으며, 시간은 1시간 30분 정도 소

하여 온라인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

요되었다. 면담 내용의 정확한 확인을 위해

018년 7월 2일∼7월 6일(4일간)까지 실시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모든 인터뷰 내용은

하였다.

녹취하였다. 면접조사에서 미흡한 내용은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추가면담을 실시하였

표 2. 설문조사 참여자 인적사항(N=60)
일반교사(n=30)
설
문
대
상
인
원
소
계
합
계
경
력
인
원
비
율
근
무
지
역
인
원
비
율
학
급
수
인
원
비
율

다.

학교상담자(n=30)

일반
교과
교사

자유
학기제
담당자

전문
상담
교사

전문
상담사

15

15

15

15

30

표 3. 포커스 면접 참여자 인적사항(N=6)
구분
A

30

B

60명(100%)
3년
미만

3∼5년

5

C

6∼9년

10년
이상

합계

15

12

28

60

8.3%

25%

20%

100
%

청주

충주,
제천

괴산,
증평,
음성,
진천

46.7
%
보은,
옥천,
영동,
단양

34

11

9

6

60

15%

10%

100
%
합계

56.7%

18.3%

전공
미술
교사
국어
교사
전문
상담

직업

성별

교사

여

교사

여

교사

여

E
F

상담

교사

여

교사
전문

전문

상담사
전문

상담사
전문

상담사

상담사

경력
(년)

박사

25

졸업
석사

15

수료
박사

10

수료

교사
전문
D

학력

석사

10

졸업
박사

여

11

졸업
석사

여

6

졸업

합계

전문가 협의회는 자유학기제에 활용 가능
한 학교상담자용 학급단위 집단상담 모형
개발에 있어 설문조사와 포커스 면접을 통

10학급
이하

11~20
학급

21~30
학급

31
학급
이상

17

31

10

2

60

였다. 추천받은 전문가들 중 4명의 전문가

28.3%

51.7%

16.7%

3.3%

100
%

를 선정하였으며 표 4와 같다.

해 구안된 예비모형의 적절성에 대한 자문
을 구하기 위해 2018년 10월 4일 실시하

포커스 면접조사는 자유학기제에 활용 가

표 4. 전문가 협의회 참여자 인적사항(N=4)

능한 학교상담자용 학급단위 집단상담 모형

순번

을 개발하는 데 있어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
을 지도하는 주체에게 모형의 필요성과 타
당성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실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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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전공
교육심리
및 상담
교육심리

직업

성별

교수

여

교사

여

학력
박사
졸업
박사

경력
(년)
25
25

자유학기제에 활용 가능한 학교상담자용 학급단위 집단상담 모형 개발

3
4

및 상담
교육심리
및 상담
교육심리
및 상담

교사

여

교사

여

졸업
박사
졸업
박사
수료

을 토대로 작성한 설문지(강진령 ,유형근,
2015)를 기본으로 하여 실시하되 전문가의

30

자문을 통해 수정·보완·삭제하여 재구성

25

하여 사용하였다. 이 중 음주와 흡연이 나
와 친구들에게 미치는 영향 알기 범주에 관

델파이 조사는 1단계 요구조사, 2단계 전

한 3문항은 이미 학교교육과정 중 흡연 및

문가 협의회를 통해 구안된 자유학기제에

약물중독 예방 프로그램 형식으로 다루고

활용 가능한 학교상담자용 학급단위 집단상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 연구의 설문조사

담 잠정적 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여 최종

에서 제외시켰으며, 자신에 대한 이해와 수

모형을 확정하기 위해서 실시하였다. 1차

용, 의사결정하기, 타인을 이해하고 사이좋

조사 후 내용 타당도가 낮게 나온 문항에

게 지내기, 가족의 책임에 관해 알기 범주

대해 수정·보완을 하여 2차 델파이 설문을

에 6문항을 추가시켜 기존 21문항이었던

실시하였으며,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내용

설문지는 25문항으로 확대하였다. 따라서

타당도가 확보되어 총 2차로 델파이 설문을

본 연구 설문에서는 1영역(1번∼8번)‘자

완료하였다. 델파이 조사 대상자는 충북의

신을 이해하고 수용하기’,2영역(9번∼14

학교 상담 현장 전문가인 전문상담교사 40

번)‘타인들을

명을 선정하였으며 활용 절차는 표 5와 같

기’,3영역(15 번∼20번)‘의사결정하기’,

다.

4영역(21∼25번)‘가족의 책임에 관해 알

이해하고

사이좋게

지내

기’4가지 범주 25문항으로 설문을 구성하
표 5. 델파이 조사 활용 절차

였다. 각 문항의 중요성에 대해서 4점 리커

순

트 척도(전혀 아니다, 1점; 아니다, 2점; 그

방 법
서
1 델파이의 진행조정자를 포함한 추진팀 구성
2 패널 구성
3 첫 회의 델파이 설문지 개발
최초의 설문지를 패널 참가자에게 발송 및 수
4
거
5 첫 회 응답 설문지의 정리 및 분석 요약
두 번째 설문지를 작성해서 동일한 패널 참가
6
자에게 발송
참가자가 반송한 설문지는 다시 5와 같은 정
7
리와 요약
합의적 의견 도출/합의적 의견이 도출되지 않
8
는 경우 6으로 환류
9 보고서 작성

렇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로 응답하도
록 하였다.

포커스 면접 질문지. 포커스 면접은 면접대
상자의 면담을 일관성 있고 객관적으로 하
기 위해 각 영역에 따른 면담 질문지를 제
작하여 사용하였다. 종합적 학교상담 모형
에 따르면 학교상담은 세 가지, 즉 내용, 조
직적인 틀, 소요자원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
에서 포커스 질문지는 학교상담 교육과정

측정도구

영역, 내용, 조직적인 틀, 소요자원의 총 4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었으며 내용 영역은

설문조사. 1차 요구조사 설문지는 미주리
(Missouri)주의 중학교 학교상담 교육과정,
중학교의 학교상담, 청소년기의 발달 특성

그 하위 영역으로서 자신에 대한 이해와 수
용, 의사결정하기, 타인을 이해하고 사이좋
게 지내기, 가족의 책임에 대해 알기의 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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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 구성되었다. 문항 예시는 다음과 같다.

랍니다’등이 있다.

교육과정 영역에서‘종합적 학교상담 모형
에서 제시하는 학교상담 교육과정(진로발

델파이 설문지.‘자유학기제에 활용 가능한

달, 학업발달, 인성·사회성 발달)은 현재

학교상담자용 학급단위 집단상담’의 잠정

학교에서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

적 모형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델

합니까?, 내용 영역에서‘인성·사회성 발

파이 조사 영역은 내용 영역 4문항, 조직적

달 내용 영역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과

인 틀 영역 3문항, 소요자원 영역 7문항으

교사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에 약간의

로 구성하였다. 1차 델파이 조사에서 내용

차이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

영역은 ‘중요도’, 조직적인 틀 영역은

하시나요?, 조직적인 틀 영역에서‘인성·

‘적합도’, 소요자원은‘필요성’에 대한

사회성 발달 프로그램이 자유학기제의 취지

정도를 5점 리커트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까? 그 이유는?, 소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

요자원 영역에서‘인성·사회성 발달 프로

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로 응답하도

그램은 누가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

록 하였으며, 2점 이하로 응답했을 경우 기

라고 생각합니까? 그 이유는?’등이 있다.

타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1차 델파이
조사 결과는 통계분석 프로그램인 SPSS 2

전문가 협의회 평가 질문지. 설문과 포커스

3을 사용하여 세부 내용에 대한 빈도분석,

면접을 통해 구안된 잠정적인 모형의 적절

사분범위, 평균, 표준편차, 최빈값과 문항별

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전문가 협의회

Lawshe(1975)의 CVR(content validity r

에서 사용된 평가 질문지는 학교상담 교육

atio)과 안정도(stability)를 산출하여 수

과정 영역, 내용, 조직적인 틀, 소요자원의

정·보완하였다. 1차 델파이 조사의 CVR과

총 4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문항의 예

안정도(stability) 및 기타 의견을 토대로

시는 다음과 같다. 교육과정 영역에서‘중

수정·보완하여 2차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

학교에서 학교상담 교육과정이 효과적으로

였으며, 2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1차 델파이

운영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

조사결과를 제시하여 참고하도록 하였다.

니까?’, 내용 영역에서‘학교에서 인성·

2차 델파이 조사에서도 중요도, 적합도,

사회성 발달 프로그램 모형의 내용 영역 중

필요성 정도를 5점 리커트 척도(전혀 그렇

4영역 가족의 책임에 대해 알기 1개의 내

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용을 배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로 응

니까?’, 조직적인 틀 영역에서‘자유학기

답하도록 하였으며, 전문가들의 세부 의견

제에 중학생을 위한 인성·사회성 발달 프

을 반영하고자 3점 이하로 응답하였을 경

로그램 운영으로 가장 적당한 회기 수는 몇

우, 기타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1차

회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소요자원 영역

델파이 조사와 마찬가지로 2차 델파이 조사

에서‘인성·사회성 발달 프로그램을 효과

결과도 문항의 세부 내용에 대해 평균, 표

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필요한 재정적 지원

준편차, 최빈값, CVR, 안정도(stability)를

이 무엇인지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

측정하여 문항의 타당도를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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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R은 내용타당도 비율로 델파이 조사
참여 전문가들이 각 영역에 대해서 ‘중요

표 6. 패널 수에 따른 내용 타당도 비율(CVR)의
최소값(Lawshe, 1975)
패널
수

CVR
최소
값

에서는 4점, 5점)고 응답한 수를 양적인 비

5

.99

율로 환산한 것이다. 어떤 문항이든 4점 이

6

.99

7

.99

8

.75

하다’,‘적합하다’,‘필요하다’(본

연구

상으로 응답한 패널 수가 50%이상일 때

CVR
최소
값

패널
수

CVR
최소
값

9

.78

13

10

.62

14

11

.59

12

.56

패널
수

패널
수

CVR
최소
값

.54

25

.37

.51

30

.33

15

.49

35

.31

20

.42

40

.29

그 문항은 내용타당도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볼 수 있다. 내용타당도는 Lawshe(1975)

결과

가 개발한 내적 타당도 산출 공식을 적용하
여 Schiper가 제안한 데이터에 의해 델파
이 조사지에 참여한 패널 수에 따라 그 최
소값이 결정된다. 즉, 유의도 수준 .05수준
에서 패널 수에 따른 최소값 이상의 CVR
(Content Validity Ratio)값을 가진 항목들
만이 내용 타당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종성, 2001).
CVR 공식은 CVR=(Ne-(N/2)/(N/2)으
로 Ne값은 5점 리커트 척도에서 4점과 5
점에 응답한 전문가 수, N은 전체 전문가
수를 의미한다. 위의 공식에 따라 산출되는
내적 타당도 비율인 CVR은 최고 +1.0에서
부터 최저 –1.0까지의 범위를 가진다. 표 6
은 패널 수에 따른 CVR 최소값을 나타내
며, 본 연구에서 델파이 조사 패널 수는 40
명이므로 CVR이 .29이상일 때 문항의 내
용 타당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안정도(st
ability)는 전문가 패널들의 응답 일치성 정
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각 항목의 응답에
대한 표준편차를 산술평균으로 나눈 변이계
수(coefficient of variation)로 분석하였
다. 변이계수가 0.5 이하인 경우 추가적인
설문이 필요 없으며, 0.5∼0.8인 경우 비교
적 안정적이라고 보며, 0.8 이상인 경우 추
가적인 설문이 필요하다(홍덕기,최성렬,이재
신, 2015).

본 연구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최종
구안된 자유학기제에 활용 가능한 학교상담
자용 학급단위 집단상담 모형은 총 3영역
(내용 영역, 조직인인 틀 영역, 소요자원 영
역)으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내용 영역으
로 3개 영역(자신에 대한 이해와 수용, 의
사결정하기, 타인을 이해하고 사이좋게 지
내기)으로 구성되었다. 두 번째, 조직적인
틀 영역으로 4개 영역(가용시간, 운영 회기
수, 자유학기제 중 적합한 모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구성되었다. 세 번째 소요자원
영역은 5개 영역(프로그램 운영자, 필요 역
량, 역량개발 방법, 재정적 지원, 행정적 지
원)으로 구성되었다.
최종 모형의 내용 영역은 10개 하위범주
로 추출하여 2시간씩 10회기를 운영하는
것으로 확정하였다.‘가족의 책임에 대해
알기’영역은 제외시켰다. 프로그램의 운영
순서는‘자신에 대한 이해와 수용’,‘의사
결정하기’,‘타인을 이해하고 사이좋게 지
내기’순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하
였다(표 7).
자유학기제에서 인성·사회성 발달 프로
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가용시간은 주당 6
시간씩 17∼18주이지만, 설문조사, 전문가
협의회, 델파이 조사 결과 가장 효과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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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운영 시수는 2시간씩 10주로 나
타났다(표 8). 자유학기제 담당자 2명을 대
상으로 포커스 면접을 한 결과 자유학기제
의 모형 중 진로탐색활동 중점 모형이 가장
적합하며, 그 다음으로 주제선택 활동 중점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1

1

2

1

3

2

4

2

5

2

6

2

7

3

하기
의사결정

8

3

9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여러 가지 가능한

하기
의사결정

해결책을 찾는 방법을 아는 것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자신이 내린

하기
타인을 이해

결정이 옳은 것인지 평가할 수 있는 것

하고 사이좋

나와 다른 사람들을 모두 존중하는 것

하고 사이좋

3

걱정이 되거나 화가 날 때 무엇이 진정한

자신의 결정에 책임을 지는 방법을 아는 것

게 지내기
타인을 이해

내용을 다루기가 가장 적합하며, 시간 확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

문제인지 구별하는 방법을 아는 것

하기
의사결정

형 안에서 자기이해, 타인이해, 의사소통의

하고 사이좋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효과적으로 의사소통
하는 방법

좋은 친구가 되는 방법을 아는 것

게 지내기
타인을 이해

도 가장 용이하기 때문이다. 자유학기제에

10

3

하고 사이좋

인성·사회성 발달 프로그램은 학교상담 전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할 수 있으나, 학교의

미치는지 이해할 수 있는 것

게 지내기
타인을 이해

수 있다. 그 이유는 진로탐색 활동 중점 모

문가인 학교상담자가 운영하는 것이 가장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 행동에 어떤 영향을

이해와 수용
자신에 대한
이해와 수용
의사결정

외의 모형(동아리 활동 중점 모형, 예술·
체육 활동 중점 모형)에서도 충분히 적용할

자신에 대한

자신과 학급 아이들을 이해하는 것

게 지내기

표 8. 자유학기제에 활용 가능한 학교상담자용
학급단위 집단상담 최종모형-조직적인 틀 영역

여건상 대규모 학교의 경우 학교상담자를
대체할 만한 집단상담에 대한 전문성을 가


1

진 상담전공 일반교사를 활용하는 것은 대
안을 제시했다(표 9).

2

또한, 내부 인력이 원활히 수급되지 않을

가용시간

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최대 가용시간은 주당


운영 회기

3



회기)가 가장 적당함
학급단위 인성·사회성 발달 프로그램을 운영하
기 적합한 자유학기제 모형은 진로탐색 활동 중

제 모형

점 모형임

중 적합한
모형

로그램의 본질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6시간 씩 17∼18주
학급단위 인성·사회성 발달 프로그램의 적정
운영 회기 수 및 시간은 주당 2시간씩 10주(10

수
자유학기

때는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서 운영하여 프

조직적인 틀 영역
자유학기제 교육과정에서 인성·사회성 발달 프




해야 할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학교상

그러나 그 외 모형에서도 충분히 적용 가능함
학교상담자가 운영할 경우 학교상담자 총 가용
시간 중 15%(6시간)를 할애하는 것이 적당함



담자가 상주하고 있더라도 집단상담 역량이

대규모 중학교의 경우 학급단위 집단상담 운영
을 지원할 내부·외부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적

4

부족할 수 있으므로 학교상담자의 집단상담

프로그램

합함.(단, 내부 인력은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을

운영

가진 교사로 집단상담에 대한 역량과 자질이 있
으며, 집단상담을 수업시수로 포함시킬 수 있도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집

록 해야 함) 대규모 학교의 경우 일반교사가 프
로그램을 운영하게 될 경우 수업 시수로 인정받

단상담 역량 강화 방법으로는 학급단위 집

는 것이 필요함

단상담 시연경험 제공, 지속적인 슈퍼비젼
제공, 동료 슈펴비젼, 전문적 학습공동체의

표 9. 자유학기제에 활용 가능한 학교상담자용
학급단위 집단상담 최종모형-소요자원 영역

활성화 등이 제시되었다.

소요자원 영역
프로 그
1

램운 영



표 7. 자유학기제에 활용 가능한 학교상담자용
2

학급단위 집단상담 최종모형-내용 영역
영

서

역

3
내용 영역

세부 내용

개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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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역량

내용 영역
순

필요 역

학교상담자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규모
학교의 영우 상담을 전공한 일반교사도 운영 가능

자

학급단위의 대집단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특
수 역량이 필요함



학급단위 집단상담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및
워크숍이 필요함



학급단위 집단상담 운영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
급단위 집단 운영 시연 경험이 필요함

자유학기제에 활용 가능한 학교상담자용 학급단위 집단상담 모형 개발

4

재정적
지원



학급단위 집단상담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해 동료 슈
퍼비전의 활성화가 필요함




학급단위 집단상담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적
학습공동체의 활성화가 필요함
프로그램 운영비



외부 강사비




학교 상담자 역량 강화 연수비
학급단위 집단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및 집
단상담 실연 연수 필요함

5

행정적
지원



자유학기제에 ‘학급단위 인성·사회성 발달 집단상

결정 능력이 향상되어 자유학기제의 본래
목적인 학생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이다(임종헌, 2017).
최종 구안된 모형은 3개 영역(내용 영역,
조직적인 틀 영역, 소요자원 영역)으로 구
성되었다. 첫 번째 영역은 내용 영역으로

담’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학교상담자가 자
유학기제 교육과정 편성 시 인성·사회성 발달 프로
그램의 중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음

인성·사회성 발달의 3개 하위요소(자신에
대한 이해와 수용, 의사결정하기, 타인을 이
해하고 사이좋게 지내기), 두 번째 영역은

논의

조직적인 틀 영역으로 4개 하위요소(가용시
연구는 중학교 자유학기제에 활용 가
능한 학교상담자용 학급단위 집단상담 모형
을 개발하기 위해 문헌고찰, 설문조사, 포커
스 면접 조사, 전문가 협의회, 델파이 조사
를 실시하였다. 자유학기제에 활용 가능한
학교상담자용 학급단위 집단상담 최종 모형
은 세 가지 영역(내용 영역, 조직적인 틀
영역, 소요자원 영역)으로 제시하였다.
자유학기제에 학생들의 인성·사회성 발
달 프로그램을 교육과정에 포함시켜 운영하
는 것에 대해 모든 설문대상자들이 찬성의
견을 보였다. 이유는 중학생들에게 인성·
사회성 발달은 꼭 필요하며, 자유학기제의
취지와도 부합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
리 학교 교육은 교과위주의 입시교육에 치
중해 있었다. 그로 인해 학교 붕괴, 교권 추
락이라는 많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경호, 2016). 자유학기제의 목적은 학생
들이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발견하여 결국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이며, 입시
위주의 경쟁적인 교육풍토를 바꾸는 것이다
(김두정, 2016). 자유학기제의 교육과정에
본 연구에서 개발한 학급단위 인성·사회성
발달 프로그램이 편성되어 효과적으로 운영
된다면, 학생들의 자기이해, 타인이해, 의사

간, 운영 회기 수, 자유학기제 모형 중 적합
한 모형), 세 번째 영역은 소요자원 영역으
로 5개 하위요소(프로그램 운영자, 필요역
량, 역량개발 방법, 재정적 지원, 행정적 지
원)이다.
첫째, 모형의 내용 영역은 학급단위 집단
상담 모형의 프로그램 내용 영역으로 중학
생 시기에 필요한 인성·사회성 발달 프로
그램의 내용들이 제시되었다. 본 연구에서
는 종합적 학교상담모형에서 제시하고 있는
4개 하위요소(1영역 자신에 대한 이해와
수용, 2영역 의사결정하기, 3영역 타인을
이해하고 사이좋게 지내기, 4영역 가족의
책임에 대해 알기) 중 4영역(가족의 책임에
대해 알기)이 제외되었다. 이는 현대 가족
의 문제의 다양화로 인해 예방·발달적인
학급단위의 대단위 집단에서 가족의 문제를
다루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인 것으
로 나타났는데, 사회의 변화에 따라 다룰
수 있는 상담의 범위도 달라져야 함을 시사
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조직적인 틀 영역은 모형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운영될 때 필요한 틀을 제공
하는 것으로 4개 하위요소(가용시간, 운영
회기 수, 자유학기제 모형 중 적합한 모형)
로 제시되었다. 이 중 학교상담자의 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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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중 인성·사회성 발달 프로그램에 할

효과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애할 수 있는 시간으로 상담자 가용시간의

학급단위 집단상담을 학교상담자가 효과적

15%(주당6시간)로 제시되었다. 이는 종합

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학급단위 집단을

적 학교상담 모형에서 제시하고 있는 20∼

운영할 수 있는 특수 역량이 필요하므로 학

30%보다 적게 나타났는데, 델파이 조사 결

교상담자의 역량 수준 따른 체계화된 역량

과 학교상담 현장 전문가인 전문상담교사들

강화 프로그램의 지원이 꼭 필요할 것이다

이 이미 예방·발달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

(이종연 등, 2017).

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전문

이러한 본 연구의 의미와 한계점을 제시

상담교사 제도가 실시된 지 13년이 되었으

하고, 향후 학급단위 집단상담 모형 개발과

므로, 학교에서 학교상담자의 역할이 정립

관련하여 후속 연구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이종연 등, 201

다.

7).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형이 학교

첫째, 본 연구는 자유학기제에 활용 가능

현장에 실제로 적용되어 운영된다면 전문상

한 학교상담자용 학급단위 집단상담 모형을

담교사의 역할이 보다 더 잘 정립되고 학교

통해 학교상담 교육과정으로서 모든 학생을

상담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데 기여하게 될

대상으로 한 예방·발달적인 프로그램을 운

것이다(이종연 등, 2017).

영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했다는 점에

셋째, 소요자원 영역은 모형이 학교 교육

서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 학급단위 집단상

과정에서 운영될 때 필요한 자원을 의미하

담 프로그램은 많이 개발되어 있지만(강진

며 5개 하위요소(프로그램 운영자, 필요역

령, 연문희, 2009; 김은옥 등, 2008; 이재

량, 역량개발 방법, 재정적 지원, 행정적 지

규, 2013; 김창대 등, 2017) 이러한 프로

원)로 제시되었다. 학급단위 집단상담 프로

그램을 학교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적용할

그램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학교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모형개발 관

상담자가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효과적임이

련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설문조사와 델파이 조사를 통해서 나타났

특히 우리나라 학교상담자의 역사가 10여

다. 이를 위해서는 학급단위 대집단상담 프

년 밖에 되지 않아 학교상담자를 활용한 구

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집단상담 역량이

체화·체계화된 학교상담 모형은 거의 이루

프로그램 운영자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다

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학교상담의 효과와

른 연구들에서도 학교상담 모형이 실제 학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교상담자를 활용한

교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이

학교상담 모형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

유는 프로그램 운영자가 담임교사나 일반교

루어질 필요가 있다. 자유학기제에 활용 가

사였는데, 이들은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능한 학급단위 집단상담 모형을 학교 현장

있는 역량이 부족하여 실효를 거두지 못한

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지속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일반교과도 그 교과목을

모형 개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전공하고 훈련받은 교사만이 그 과목을 가

둘째, 본 연구는 자유학기제가 실시된 지

르칠 수 있듯이 집단상담도 상담을 전공하

얼마 되지 않아 프로그램의 부재로 인해 학

고 훈련된 상담전문가가 운영해야 소기의

교현장에 혼란이 있는 상황에서 자유학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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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취지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화하여 다른 학교에 보급·확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후속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학교상담자가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해 타당화가 검

자유학기제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

토된 모형을 적용할 수 있는 교수자료, 활

급단위 집단상담을 운영하게 될 경우 업무

동 과정 및 방법, 활동 예시, 활동 순서, 준

과다로 인한 소진이 우려된다. 따라서 학교

비물 또는 주의 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

상담자는 자신의 한계를 알아차리고 자신의

된 프로그램의 개발 연구가 필요하며 이러

역량 내에서 집단상담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을 실제 학교장면에서 이를 적

적극적인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용해 보는 후속 사례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개발된 학급단위 집단
상담 모형은 학교상담전문가, 일반교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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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Class Unit Group
Counseling Model Applicable to the
Free-Semester Program for the School
Counselor
Jong-Yeun Lee

Eun-Jung Yoo
Yongah-elementary school

Department of education,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nd validate a class unit group counseling
model for school counselors to use the free-semester program. In order to accomplish
the purpose, first of all this study reviewed the previous research studies, and conducted
a survey, a focus group interview, and an expert meeting to develop a proposed model,
which consists of the content area, the organizational frame area, and the required
resource area. The proposed tentative model was confirmed as the final model by
securing content validity through the first and second Delphi surveys of panels of
professional counselors who are 40 school counseling field experts. The research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class unit group counseling model for school counselors
that can be used in the final proposed free semester system consisted of a total of three
areas (content area, organizational frame area, and required resource area). The content
area includes three sub-areas(understanding and accepting oneself, making a decision,
understanding others and getting along well). The organizational framework includes four
sub-areas(available time, number of operational sessions, a most suitable model among
the free-semester models, and program operation). The required resource area includes
five

sub-areas

(program operator, required capacity, capacity development method,

financial support, and administrative support).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provides a
model for looking for a solution to establish the role of school counselors and to enhance
their competency to manage class unit group counseling with middle school students.

Key words: School Counseling Curriculum, Class unit group counseling model, Free Semest
er, School Counselor

- 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