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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삶의 목적수준, 자아존중감 및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효과 

Objectiv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s of a logotherapy group-counseling progrm on levels 
of life purpose, self-esteem, and school adjustment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Methods: The participants were 32 Korean middle school male students recruited from two middle 
schools in Andong, Gyeongsangbuk-do Province. They voluntarily participated in this program and 
were randomly assigned to the experimental group (n = 8) or the control group (n = 8) in each 
school. Thus, the number of participants of each group was 16. The experimental group counseling 
sessions occurred twice weekly for 4 weeks, and each session lasted 50 min. No treatment was 
offered to the control group.    
Results: First, as hypothesized, the logotherapy group-counseling program had significant effects 
on the life purpose of adolescents. Second, the program had a positive effect on improving self-
esteem. The level of self-esteem in the experimental group was much higher than in the control 
group and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Third, the program had a significant effect on school 
adjustment.
Conclusion: These results show that this logotherapy group-counseling program has very positive 
effects on life purpose, self-esteem, and school adjustment among Korean middle school male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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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청소년기는 신체적 성장이 급격하며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시

기로 혼란이 일어나기 쉽고, 생물학적, 인지적, 사회 . 정서적 

발달의 변화가 크며, 동시에 다양한 양적 . 질적인 변화가 일어

난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기는 발달과업인 자아정체감을 확립

하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설정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발달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M. R. Jeong, 2004; 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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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Oh, 2010; Weon, 2013). 이처럼 인생의 중요한 시기인 청

소년기를 어떻게 보내는가 하는 것은 건강하고 적응적인 성인

이 되기 위해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2014년 OECD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국가 대상 아동과 청소년(초등 4학년부터 고등

학교 3학년까지)의 행복지수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청

소년의 ‘주관적 행복’이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

냈다. 특히 중학생의 경우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48.2%)가  학

습과 성적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행복하지 않다고 응답하였으

며,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없을 때 행복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

율도 14.0%로 나타났다(Institute of Yonsei University and Social 

Development, 2014). 이를 보면 우리나라의 청소년은 학업위

주의 분위기로 인해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지 못하거나, 자

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기회를 갖기 어려워 현

재 지각하는 삶의 만족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청소년

의 생활 중 많은 부분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때 학업성

적을 중시하는 경쟁적인 분위기와 과정보다는 결과에 집중하

는 환경 등은 삶의 만족도와 적응에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 

오늘날 다수의 청소년들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지 못하

고 방황하면서  등교거부, 학업중단, 음주, 흡연, 성문제, 청소

년 자살, 자해시도, 집단따돌림, 인터넷 중독, 스마트폰 중독, 

섭식장애 등 다양한 부적응 행동을 보이고 있다(J. W. Choi, 

2010; J.-Y. Kim, 2002; J. Y. Park, 2001). 이처럼 인간이 실존에

의 책임과 자유를 인식하지 못하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

한 채 무의미하고 덧없는 삶의 태도로 자신을 그릇된 비관론

이나 숙명론에 맡긴 채 살아가는 것은 건강한 적응방식으로 

볼 수 없다(K. J. Kim, 1987). 이런 점에서 삶 그 자체가 의미 있

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의미를 창조하고 발견

할 때 삶이 의미 있음을 알려주는 식으로(S. H. Kim, 1985) 청

소년들에게 자신의 삶의 의미 또는 목적을 찾아가도록 도움을 

주는 것은 이들이 자신의 삶을 건강하고 적응적으로 이끌어 

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의  모든  삶에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  의미치료

(logotherapy)는 빅터 프랭클(Victor Frankl)이 창안한 의미에 중

점을 둔 정신치료법이다(Frankl, 1988/2005b). 의미치료가 갖는 

인간에 대한 개념은 자유의지(freedom of will)와 의미를 찾으려

는 의지(will to meaning) 그리고 삶의 의미(meaning of life)에 기

반을 두고 있다. 자유의지는 인간은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

는 유한한 존재로 어떤 조건에 처하든지 상황과 자신을 분리시

켜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그것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결정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의미를 찾으려는 의지는 프로

이드의 쾌락의 원칙(pleasure principle)이나 아들러의 우월하려

는 욕구(will to power)와 대비되는 것으로 의미를 찾고자 하는 

인간의 마음은 한 사람의 삶에서 근본적으로 우러나오는 것이

며, 이 의미는 유일하고 개별적이기 때문에 한 개인이 스스로 

실현시켜야하고 실현시킬 수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삶의 의

미는 한 개인의 삶이 갖고 있는 고유한 의미로 사람에 따라, 시

기에 따라, 시간에 따라 다르며 어느 누가 대신할 수 없으며 반

복될 수도 없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Frankl, 1967/2000).

이에 덧붙여 Frankl은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세 가지 방

식을 제시하였는데, 창조적 가치(creative values), 경험적 가치

(experiential values), 태도적 가치(attitudinal values)로 나누었다. 

창조적 가치는 창의적으로 어떤 일을 하거나 예술적 활동으로 

세상에 주는 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취미나 특별활

동, 직업 등을 통하여 표현하면서 자신에게 안겨주는 의미를 

찾는 것을 말하고, 경험적 가치는 인간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경험하거나 어떤 사람을 만남으로써 실현되는 것이라고 보았

으며, 태도적 가치는 의미치료에서 가장 높이 평가하는 것으

로 어떤 상황이나 사건에 대해 자신의 태도를 변화시킴으로서 

실현가능한 것이라고 보았다. 즉, 인간이 살아가면서 경험하

게 되는 피할 수 없는 죄와 고통 그리고 죽음의 불가피한 상황

에서 자기초월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인생을 의미 있는 삶으

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Frankl, 1984/2005a).

한편, 삶의 목적수준이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는 ‘어떠한 것이 가치 있는 삶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

로,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 또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인지

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되면 인간은 구체적이고 뚜렷한 삶의 목

표를 가지고 현실에 적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무기력하거나 우울해지고 삶의 의욕을 잃게 되

는 등 부적응적인 삶의 태도를 취하게 된다(G. E. Lee, 2000; J.-

H. Lee, 2015; S. O. Lee, 1997). 따라서 인간이 자신의 삶에서 

의미와 목적을 찾는 것은 중요한 과업이며, 특히 자아정체감

을 형성하고 확립하기 위해 갈등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이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S.-Y. Jeong, 2003; J. K. Kim, 2006; G. 

E. Lee, 2000). 만약 청소년이 자신의 유일성과 개별성을 인지

하지 못하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정체감 

혼미나 유실과 유예의 상태에 빠져서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기

보다는 불만, 불평으로 부적응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H. J. Park, 1983).   

앞에서도 살펴본 것과 같이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다수가 

삶의 목적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가지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학업으로 내몰리는 생활을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허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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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끼게 되고 이것이 현재 자신의 삶이 행복하지 않다고 인식

하는 것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청소년

들이 의미치료를 통하여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삶의 의미

와 목적에 대해 생각하고 알아보는 기회를 갖는 것은 청소년

의 건강한 심리적 발달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다른 한편 자아존중감은 “개인이 판단하는 또는 자기 스

스로에 대해 의식적으로 유지하는 평가" (Rosenberg, 1965, as 

cited in H.-H. Kim, 1998, p. 13)로 자신을 얼마나 가치 있는 사

람으로 보는가를 결정한다. 그리고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가치

에 대한 평가적이며 감정적인 요소를 지니며 동시에 행동과 

역할을 결정하는 것이기도 해, 자아존중감이 있는 청소년은 

어떠한 역경과 고통 속에서도 환경의 영향을 이겨내고 적응

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Han, 2010; J.-Y. Kim, 2002; T.-H. Kim, 

2004; Oh, 2010). 따라서 청소년들이 높은 자아존중감을 형성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필요가 있는데, 이런 점에서 자신을 유

일하며 가치 있는 존재로 인식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의미치료

에 참가하는 것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형성에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들의 생활적응에는 개인, 가족, 학교, 또

래관계 등 다양한 요인들이 존재하는데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학교생활 규칙을 잘 준

수하면서 또래관계가 잘 유지되고 학교선생님들과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다(A. Y. Lee, 2014). 하지만 성

적으로 서로 경쟁적인 관계로 만드는 학교분위기와 과정보다

는 결과에 집중하는 환경 등은 청소년의 학교만족도를 떨어뜨

리는 결과를 가져오며, 나아가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호

소하게 하기도 한다. 따라서 하루 중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

내야하는 청소년에게 의미치료 프로그램이 원만한 학교생활

을 위한 동기부여를 제공해주고 학교생활을 적응적으로 하는 

것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상담 및 심리치료에 있

어서 실존주의적 접근방법인 의미치료는 현대인의 실존적 공

허와 실존적 좌절을 극복하는데 효과적이며(T. S. Park, 1986), 

또한 실존적 공허와 실존적 좌절에 처해있는 사람에게 의미치

료는 삶의 의미를 발견케 하고 삶의 태도를 변화시켜 책임감

을 가지고 생을 살게 하였다(Y.-H. Kim, 1995).  S. O. Lee (1997)

는 의미치료가 여성근로 청소년들의 직무만족 향상에 효과적

임을 밝혔으며, T.-H. Kim (2004)은 학령기 자녀를 둔 주부들

에게 의미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삶의 목적의

식을 인식하고 자신의 존재가치에 대해 성찰함으로써 자아

존중감이 향상되었다는 연구결과를 얻었다. 그리고 G. E. Lee 

(2000)는 의미치료가 실업계 고등학교에 입학한 청소년들이 

열등감과 소외감을 이겨내고 삶의 목적의식을 높이고 긍정적 

자아개념을 형성하는데 효과적이라고 하였으며, S.-Y. Jeong 

(2003)은 결손가정 고등학생에게 의미치료 집단상담 프로그

램을 실시하여 삶의 목적의식과 책임감 향상에 효과적이었음

을 밝혔다. 또한 J. K. Kim (2006)은 의미치료가 비행청소년들

의 삶의 목적수준을 증가시킴으로써 우울이 미치는 부정적 영

향을 감소시켜 비행충동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한

편, 학교부적응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의미치료를 실시하였

을 때, 이들의 삶의 목적수준 향상과 자기통제에 효과적이었

음을 증명하였다(J.-H. Lee, 2015).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등학생, 대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의미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적용한 

연구가 소수이긴 하지만 다양하게 실시되어왔으나, 중학생에

게 적용한 경우는 찾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청소년기가 시작

되는 중학교 시기는 자아정체감 형성에 중요한 시기이며 동시

에 감정적인 동요가 심한 시기이므로 중학생을 대상으로 의미

치료를 실시했을 때 이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알아

볼 필요가 있다. 즉, 의미치료는 삶에 대한 의미의 부재로 인해 

공허감을 가지며, 부적응적 행동과 심리 . 사회적 어려움을 겪

고 있는 중학교 청소년들에게 자신을 이해하고 삶의 의미를 발

견하고 삶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데 효과적일 것이

다. 동시에 주어진 환경이 열악하고 자신에게 약점이 있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긍정적인 면에 집중하여 가치감을 

가지며, 그 속에서 의미를 찾을수 있는 자아존중감에 좋은 영

향을 미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만나는 또래 및 교사

들과 조화로운 관계를 맺으며 학업과 학교규칙과 같은 다양한 

학교생활적응 능력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의미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통하여 

현대 사회에서 관심과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질풍노도의 

시기’인 중학교 2학년 남학생들이 자기 스스로 자신의 삶의 의

미와 목적을 발견하는데 도움을 받는지 알아볼 것이다. 그리

고 자신의 독특함과 유일함을 찾아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며, 

동시에 현재와 미래를 위해 자신의 성장에 대한 가능성을 지

각하고 태도변화를 가짐으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생

활에서 적응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지 알아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의미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중학교 남학생의 삶의 목적수

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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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2

의미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중학교 남학생의 자아존중감

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

연구문제3

의미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중학교 남학생의 학교생활적

응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

연구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경상북도 ‘A’시에 소재한 두 곳의 중학교 2

학년 남학생 32명이었다. 중학생의 경우 급격한 신체적 변화

와 함께 심리적으로도 자기중심성과 함께 독립하고자하는 욕

구가 커지고 동시에 뇌의 전두엽이 구조변경 중이어서 합리적 

사고가 제한적인 반면, 감정조절을 담당하는 세로토닌이 적게 

분비되어 성장통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S. Y. Park 

et al., 2011; S. A. Choi & Cho, 2012). 이 같은 특성을 지닌 중학

생 중에서 2학년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이 연구가 1

학기에 이루어져 1학년의 경우, 사춘기가 늦게 시작되어 아동

기의 특성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일부 학생들이 있을 수 있

으며, 고교입시가 비평준화 지역인 ‘A’시의 특성상 3학년은 학

업부담으로 인해 집단 프로그램 참가가 어려워 2학년만을 연

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남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이유

는 ‘A’시의 경우, 남녀공학은 1학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남자중학교 또는 여자중학교로 이루어져 있어 학교단위별로 

집단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남자와 여자의 성별에 따른 차

이까지 고려하려면 프로그램 집단수를 더 늘려야해 집단상담

을 운영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남자 중학교만을 대상

으로 선정하였다. 

각 학교별 16명의 학생이 신청하였으며, 각 학교별로 16명 

중 실험집단에 8명, 통제집단에 8명을 무선 배치하였다. 무선

배치 방법은 신청순서대로 번호를 매겨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에 차례대로 배치하였다.

연구도구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중학교 2학년 남학생들이 의미치료 집

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과 참여한 후의 변화를 알아보

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도구를 사용하였다.

삶의 목적수준 척도

청소년의 삶의 목적수준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Crumbaugh

와 Maholick (1969)이 Frankl의 기본 개념인 의미에의 의지와 

한 개인이 경험하는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측정하기 위하여 

창안한 것을 Namkung (1980)이 번안한 삶의 목적수준 검사

(Purpose In Life [PIL])를 사용하였다. ‘삶의 목적수준 검사’는 

첫째 부분은 인생목적, 목표달성, 생활만족, 실존적 공허, 미래

열망, 내 . 외적 통제, 자아충족, 인생관으로 구성되었으며 둘

째 부분은 문장완성검사로 이루어졌고 셋째 부분은 서술문제

로 개인의 인생목적, 야망, 목표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둘째와 셋째 부분이 임상심리학자, 정신과 의

사 등 임상적인 해석이 요구됨으로 두 부분을 제외한 첫째 부

분만을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20개 문항으로 1점에서 7점의 범위로 구성된 리

커트 척도로 이루어져 최저 20점에서 최고 140점까지 되어 있

다. Crumbaugh와 Maholick (1969)은 삶의 목적수준 점수를 세 

단계로 나누어 112점 이상을 명백한 삶의 목적 추구 단계, 111

점에서 92점까지를 불확실한 삶의 목적 추구 단계, 92점미만

을 명백한 삶의 목적 내지 의미상실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S.-

Y. Jeong, 2003; J. K. Kim, 2006; K. J. Kim, 1987). 점수가 높을

수록 삶의 의미와 목적수준이 높고, 점수가 낮을수록 삶의 의

미와 목적수준이 낮은 실존적 공허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Cronbach’s α로 알아본 본 연구에서의 삶의 목적수준 검사의 

신뢰도는 .91이다.

자아존중감 척도

자아존중감 검사는 Rosenberg (1965)의 자아존중감 척도(Self-

Esteem Scale [SES])를 Marsh (1992)가 Self-Esteem Stability and 

Responses to the Stability of Self Scale에서 사용한 것이다. 이 질

문지는 총체적인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서 개발한 것으

로 긍정적 진술 6문항과 부정적 진술 4문항의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1점에서 7점의 범위인 리커트 척도로 이루어

져 있다. 채점 시 부정적 문항(3, 5, 9, 10번 문항)의 응답척도는 

역산하고, 총점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자아존중감 검사의 신뢰도(Cronbach’s α)

는 .8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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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적응 척도

학교생활적응척도는 Dolan과 Enos의 School Attitude Measure 

(학교태도검사) 단축형으로 학교에서의 경험에 대한 학생들

의 태도를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자기보고식 검사이다. 이는 

미국교육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포괄적인 사정프로그램

(Comprehensive Assessment Program)으로 S. G. Kim (1997)은 

우리나라 중 . 고등학생의 학교생활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이 검사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이후 J.-Y. 

Kim (2002), Han (2010)이 척도를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Kang (2007)이 사용한 30문항으로 이루어

진 척도를 사용하였다. Kang (2007)의 연구에서는 문항별로 4

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다른 검사도구의 점

수와 통일하기 위하여 1점에서 7점의 범위인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이 좋다고 해석

할 수 있다. Cronbach’s α로 알아본 본 연구에서의 학교생활적

응 검사의 신뢰도는 .82로 나타났다.

연구절차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해 경상북도 ‘A’시 소재 두 

남자 중학교 위클래스 담당선생님께 의미치료 집단상담 프로

그램에 대해 설명하고, 집단실시 시기와 내용에 대해 학생들

에게 안내한 후 프로그램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을 모집하였

다. 각 학교별로 16명의 학생을 모집해 총 32명을 신청 받았

다. 신청한 학생의 부모님께는 학교에서 전화로 의미치료 집

단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를 하고 연구시작 전 동의를 얻

었다. 

본 연구자는 두 실험집단 각 각을 대상으로 2015년 6월 8일

부터 7월 7일까지 주 2회, 회기 당 50분씩 8회기의 의미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실시하였다. 실험집단과 통제

집단 모두 의미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사전검사를 실시하였고, 의미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마지

막 회기를 마친 후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설계 

본 연구에서의 실험설계는 ‘사전– 사후 통제집단 실험설계(pre-

test-posttest control group design)’를 사용하였다. 실험집단에게

는 의미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통제집단에게는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았다. 이를 도식화하면 Table 1과 같다.

의미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 

본 프로그램은 Victor Frankl의 의미치료 기본철학을 토대로 

하여 전체 8회기로 구성하였다. 프로그램 내용구성은 S. H. 

Kim (1985)의 집단경험의 효과를 참고 하였으며,  M. S. Choi 

(2009), S.-Y. Jeong (2003), J. K. Kim (2006), Y.-H. Kim (1995), 

G. E. Lee (2000), S. O. Lee (1997) 등이 제작한 의미치료 집단

상담 프로그램과 로고테라피 교육 매뉴얼 내용(Crumbaugh, 

2012a/2012a, 2012b/2012b, 2015/2014)들 중에 연구자가 중학

교 남학생들의 사회적 . 인지적 . 심리적 상황 등의 특성을 고

려하여 재구성하였다. 프로그램의 구성은 4단계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상담관계수립과 목표설정 단계(1회기)이고, 두 번

째는 자기이해를 통한 관계형성의 단계(2회기)이고, 세 번째

는 삶의 의미 발견 단계(3회기∼6회기)이고,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생애설계와 마무리(7회기, 8회기)로 구성되어 있다.

프로그램의 각 회기는 활동목표, 매 회기의 프로그램 내용

과 관련된 동기부여를 위한 활동 및 강의로 이루어진 도입, 전

개, 경험나누기, 다음 회기 안내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프로그

램의 회기별 목표와 내용은 아래 Table 2에 제시되어 있다. 

자료분석

의미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삶의 목적수준, 자아존중감 

및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전–사

후 통제집단 실험설계(pretest-posttest control group design)’를 

사용하였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독립

변인으로 하고 삶의 목적수준과 자아존중감 및 학교생활적응 

점수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 동질

성 검사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고, 사후

검사 점수 비교는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모든 자료는 

SPSS 21.0 (IBM Co., Armok, NY)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가

설검증에 사용된 유의수준은 p < .05수준으로 하였다.

Table 1 
Design model for experimental group

R O1 X O2

R O3 O4
Note. R = random-assignment; O1 = experimental group pretest; O2 
= experimental group posttest; X = logotherapy group counseling; 
O3 = control group pretest; O4 = control group pos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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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본 연구는 의미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중학교 남학생들의 

삶의 목적수준과 자아존중감 및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효과

를 알아보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에 사전검사를 실

시하고, 프로그램의 실시 후에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

과는 다음과 같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사전 동질성 검증

의미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중학교 남학생들에게 실시하

기 전에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집단 간 삶의 목적수준과 자

아존중감 및 학교생활적응의 동질성을 살펴보고자 독립표본 

t - 검증을 실시하였다. 

먼저 삶의 목적수준에서는 실험집단(M = 89.19)과 통제집

단(M = 92.50) 간의 전체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 = -.489, ns). 자아존중감에서도 실험집단(M 
= 48.06)과 통제집단(M = 45.56) 간의 전체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을 볼 수 있다(t = .733, 

ns). 그 다음으로 학교생활적응에서도 실험집단(M = 134.94)과 

통제집단(M = 129.00) 간의 전체점수가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 = .875, ns). 위에서 살펴본 것을 종합해보면 

두 집단 간의 동질성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Table 3).

Table 2 
Program goals and activities

Stage Session Theme Goal Activities

Counseling 
relationship 
establishment 
and goal setting

1 Program guide 
and self- 
introduction

– Program Orientation 
– Self-introduction 
– Rapport Forming 

• Theoretical background and guidance of the program
• Written pledge
• Make an alias

Relationship 
formation 
through self-
understanding

2 Encounter – Consensus building through 
self-disclosure among group 
members

– Formation of  encounter group  
relationship

• Find hidden pictures
• What does your name mean?
• Who are you?

Discovering 
meaning of life

3 Creative values – Find a unique talent given to me • What picture would it be?
• The proud and rewarding thing you’ve done
• Find out what you want to do next
• Find out what character you are similar to

4 Experiential 
values

– Discovering the heart of love in 
relationships with nature and 
human in life

• To think of gratitude
• Express your gratitude in writing
• Write a letter to your future grandchildren

5 Attitudinal 
values

– Find my positive attitudes that 
help me to endure hard times

• Be aware of your worry or pain
• To explore the meaning of your worry or pain
• What painful memory did you have in the past?
  Is it still painful?
• Find out why you could endure

6 The meaning of 
death

– Find out about your own existence 
and what you’re doing right now 
and what you’re doing here.

• If you could live only 72 hours --
• What do you want to say on your tombstone?

Career design and 
termination

7 My life design – Think about life objectives and 
plan

• Imagine what you want to be 10 years from now.
• Find out what you need to do right now

8 Gift of love – Sharing a heartfelt gift with each 
other 

– Allocate time for encouragement 
and appreciation

• Use a roll of paper, give positive feedback
• Sharing the program during the program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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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변인 별 사전 . 사후검사 
비교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대상으로 의미치료 집단상담 프로그

램이 중학교 남학생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대응표본 t -검증을 실시해 본 연구의 변인인 삶의 목적수준과 

자아존중감 및 학교생활적응의 사전검사점수와 사후검사점

수 간의 변화를 알아보았다(Table 4).

먼저 실험집단을 살펴보면, 삶의 목적수준에서 사전검사점

수(M = 89.19)에 비해 사후검사점수(M = 105.88)가 상승한 것

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t = 

-3.380, p < .01). 다음으로 자아존중감에서도 사전검사점수(M 

= 48.06)와 사후검사점수(M = 56.25)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t = -3.363, p < .01), 학교생활적응에서도 사

전검사점수(M = 134.94)와 사후검사점수(M = 150.31)는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t = -3.349, p < .01).

다음으로 통제집단을 살펴보면, 삶의 목적수준에서 사전

검사점수(M = 92.50)에 비해 사후검사점수(M = 88.56)가 약간 

감소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

다(t = 1.327, ns). 자아존중감에서는 사전검사점수(M = 45.56)

에 비해 사후검사점수(M = 43.97)가 약간 감소하였으나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t = 1.192, ns). 다음으

로 학교생활적응에서도 사전검사점수(M = 129.00)와 사후검

사점수(M = 129.88)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 = -.327, ns).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사후검사 비교

의미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중학교 남학생들에게 실시한 

후에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집단 간 삶의 목적수준과 자아존

중감 및 학교생활적응의 평균점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먼저 삶의 목적수준에서 실험집단(M = 105.88)과 통제집단

(M = 88.56) 간의 전체점수의 평균차이에서 실험집단이 통제

집단보다 17.32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 = 2.567, p < .05). 

다음은 자아존중감에서 실험집단(M = 56.25)과 통제집단(M 

= 43.97) 간의 자아존중감 전체점수의 평균차이에서 실험집단

이 통제집단보다 12.28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 = 3.680, p < 

Table 3
Pre-homogeneity test between experimental group and control group

Experimental group
(n = 16)

Control group
(n = 16)

 t  pM SD M SD
Purpose in life 89.19 17.55 92.50 20.66 -.489 .629
Self-esteem 48.06 8.79 45.59 10.44 .733 .469
School adjustment 134.94 22.89 129.00 14.57 .875 .388

Table 4
Comparison of variability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Pretest (n = 16) Posttest (n = 16)
 t pM SD M SD

Experimental group
Purpose in life 89.19 17.55 105.88 20.78 -3.380 .004**
Self-esteem 48.06 8.79 56.25 10.15 -3.363 .004**
School adjustment 134.94 22.89 150.31 20.29 -3.349 .004**

Control group
Purpose in life 92.50 20.66 88.56 17.21 1.327 .204
Self - esteem 45.56 10.44 43.97 8.72 1.192 .252
School adjustment 129.00 14.57 129.88 14.22 -.327 .748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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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그 다음으로 학교생활에서 실험집단(M = 150.31)과 통제

집단(M = 129.88) 간의 학교생활적응 전체점수의 평균비교에

서 실험집단이 통제집단보다 20.43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 = 3.321, p < .01). 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미치료 

집단상담이 그들의 삶의 목적수준, 자아존중감 및 학교생활적

응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앞에서 설정한 연구

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자료를 분석하고 얻어진 결과를 바탕으

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게 실시한 삶의 목적수준검사 

자료를 t-검증한 결과 실험집단에서 사전검사점수에 비해 사

후검사점수가 증가하여 실험집단에서 삶의 목적수준을 향상

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통제집단에서

는 사전검사점수와 사후검사점수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

나지 않았다. 이는 의미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내용에서 다양

한 활동을 통하여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삶의 목표에 대해 생

각하고 계획을 세워보면서 인생에 대한 삶의 태도변화를 가져

오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사실은 Y.-H. Kim (1995)

이 20대 미혼여성에게, T.-H. Kim (2004)은 학령기 자녀를 둔 

주부를 대상으로, H.-K. Kim 과 Shim (2000)은 실업계 남, 여 

고등학생에게, J.-H. Lee (2015)는 고등학교 학교부적응 남학

생을 대상으로 의미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실존

적 공허함이 감소하고 삶의 의미와 목표를 설정하는데  효과

가 있었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는 의미치

료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다양한 연령에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데 도움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실험집단의 사

후검사점수(M = 105.88)가 사전검사점수(M = 89.19)에 비해 

16.69점이 향상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불확실한 삶의 목적 

추구 단계’이고, 통제집단의 사후검사점수(M = 88.56)는 사전

검사점수(M = 92.50)에 비해 3.94점 낮은 ‘명백한 삶의 목적 내

지 의미상실 단계’로 나왔다. 실험집단의 삶의 목적수준이 ‘명

백한 삶의 목적 추구 단계’까지 이르지 못한 것은 의미치료 집

단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에는 ‘명백한 삶의 목적 내지 

의미상실 단계’였으며 4주간의 짧은 시간으로는 삶의 목적수

준을 명백하게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추측된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의미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내용에서 집

단원들이 다양한 활동과 집단원 상호 간에 교류경험을 통하여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삶의 목표에 대해 생각하고 계획을 세

워보면서 인생에 대한 삶의 태도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생

각한다. 

둘째,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게 실시한 자아존중감 검사를 

t-검증한 결과 실험집단에서 사전검사점수에 비해 사후검사

점수가 증가하여 자아존중감 향상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통제집단의 자아존중감 검사에서는 사전

검사점수에 비해 사후검사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의미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중학교 남학생들

의 자아개념을 형성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음을 나타낸

다. 이러한 결과는 Y.-H. Kim (1995)가 20대 미혼여성에게, T.-

H. Kim (2004)는 학령기 자녀를 둔 주부에게 의미치료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자아존중감이 향상되었다는 결과

와 일치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프로그램 과정 중에서 집단원

들에게 인간 개개인은 유일하고 독특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의

미 있는 존재임을 강조하다보니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스스로 

가치 있는 인간으로 인식하게 되어 자아존중감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본다. 

셋째,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게 실시한 학교생활적응검사

를 t-검증한 결과, 실험집단에서 학교생활적응은 사후검사점

수가 사전검사점수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되었

Table 5
Comparison of post-test between experimental group and control group

Experimental group
(n = 16)

Control group
(n = 16)

 t  pM SD M SD
Purpose in life  105.88 20.78 88.56 17.21 2.567 .015*
Self-esteem 56.25 10.15 43.97 8.72 3.680 .001***
School adjustment 150.31 20.29 129.88 14.22 3.321 .002**  
*p < .05.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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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반면, 통제집단에서는 사전검사점수와 사후검사점수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의미치료 집단상담 프

로그램을 결손가정 고등학생과 학교부적응 남자고등학생에

게 실시하여 삶의 목적수준, 책임감 향상 및 자기통제 능력 향

상을 시킴으로 학교생활에서도 좀 더 적응적으로 지낼 수 있

다는 결과를 얻은 선행연구(S.-Y. Jeong, 2003; J.-H. Lee, 2015)

와 맥락을 같이 한다. 이처럼 의미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다양한 청소년들의 적응적이고 능동적인 학교생활 적응에 영

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과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

이 학교생활 적응력이 향상된 이유를 추측하면 집단상담 프로

그램을 통하여 삶의 목적과 의미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가지

게 되고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하는 

것은 스스로의 선택이며 그에 따르는 책임 또한 자신에게 있

음을 강조하면서 현재 주어진 삶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받아

들이는 시선을 가지게 되어 학교생활에서도 적응적이고 능동

적으로 생활하는 것에 도움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의미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심리적 갈등과 적응상의 혼란을 경험하는 과도기적 시기의 일

반 청소년들에게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는데 도움을 주며 자

아존중감 향상에 효과적이고 청소년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생활에 적응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하는데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의미치료 집단상담 프로그

램은 중학생의 삶의 목적수준과 자아존중감, 그리고 학교생활

적응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A’시의 중학교 남학생을 대상으로 한 

결과이므로 전체 중학생에게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

므로 다른 지역의 중학생들에게 실시해 효과를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중학교 남학생에게 실시하고 여학

생에게는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다른 연구에서는 중학교 남 여 

학생에게 실시하여 비교해보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

한다. 셋째, 이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사전 · 사후 검사만을 비교 

검증하였기 때문에 효과의 지속성에 대해서는 확신하기가 어

렵다. 따라서 추후검사를 실시하여 효과의 지속성에 대한 고

찰이 요구된다. 이와 더불어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본 연구에

서 적용하기 전 예비프로그램을 실시해 프로그램의 타당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넷째, 청소년에게 적합한 삶의 목적을 측정

할 수 있는 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섯째, 본 연

구는 양적 분석만을 실시하였는데 이는 주관적이고 환상적으

로 보는 청소년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다소 아쉬움

이 남으며 질적 분석도 함께 한다면 좀 더 의미 있는 분석이 되

리라고 사료된다.

이상의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지금까지의 선행연

구들과는 달리 ‘중2병’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낸 중학교 2학

년 남학생을 대상으로 의미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

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왜냐하면 의미치료의 개념이 다소 추

상적이고, 사회적 . 심리적 및 지적인 면에서 일정수준을 가진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다는 지적(Corey, 1982, as cited in S. H. 

Kim, 1985)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

여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기 때문이다.

Notes

This article is a part of the first author’s master’s thesis submitted 

in 2016, and was presented as a poster at the 2016 Annual Spring 

Conference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Child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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