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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describe our group counseling methods for medical students with drop-out 
experiences.
Methods: Group counseling was offered to 11 medical students with drop-out experiences in their previous second semester. All 
subjects provided written informed consent before participating and completed a 2-day group counseling program using the Gestalt 
approach. The self-assertiveness training group counseling program consisted of 6 sessions, each of which lasted 90 minutes. 
Experience reports by participants after the program and data from semi-structured qualitative interviews were qualitatively analyzed.
Results: Program participants reported that they were moderately satisfied with the program regarding its usefulness and helpfulness
on self-awareness, understanding, and reminding them of attempts to change behavior. Most students showed heightened levels 
of sincerity perceptions and positive attitudes in every session. The results demonstrated significant changes in experience in self-esteem,
self-recognition,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Conclusion: A group counseling program using the Gestalt approach could help medical students with drop-out experiences to 
adjust with 1 year their juniors, enhance their self-esteem, contribute to their psychological well-being, and prevent student re-failure
through effective stress management and improve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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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미래의 의료계를 책임질 의학생들의 정신건강은 장차 사회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

다. 이전 연구에 의하면, 타 전공 학부 및 대학원생들에 비해 

스트레스, 우울 등의 정신적 문제로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

으며, 그 외에도 대인관계 어려움 및 자살과 같은 형태로 보고

되고 있어 그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1,2]. 

특히, 이전에 낮은 성적으로 유급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경

우, 학교생활 부적응 경험 및 유급으로 인한 실패감과 좌절감

이 크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들의 학교적응 및 정신건강을 위

한 적극적인 지원이나 체계가 시급하다.

  게슈탈트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자신이 겪고 있는 심리적 

어려움을 자각하게 돕고 지금-여기에서 일어나는 자신의 감

정과 욕구를 민감하게 알아차리게 하고 집단 구성원과의 역

동 속에서 갈등을 다루는 상담기법이다. 이러한 집단상담 경

험은 상담하는 동안 카타르시스와 함께 통찰을 제공하며 이

후 스트레스 및 부적응 상황에서 보다 잘 대처하고 적응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이 되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4]. 

  의학교육에서 유급제도는 모든 대학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문헌검색 결과 교육학적 측면에서 유급생 상담프로그램 운영

에 대한 효과분석과 대책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었다. 

국외의 경우는 학습부진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5,6]이 수행

되었으나, 특히 국내의 경우 유급생 실태 및 예측요인에 대한 

단편적인 연구일 뿐[7,8,9], 유급생을 대상으로 시행한 상담

프로그램의 운영 혹은 그 효과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였다. 한 

연구에 의하면, 약 28%가 유급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

었고[7], 다른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의 경우에도 큰 차이

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의학전문대학원 체제로의 전환 여

부와 관계없이, 의학교육에 있어 유급생의 발생은 항상 있어 

왔고, 지금까지는 개인의 문제이며, 따라서 학생 개개인이 극

복해야 할 과제로 그다지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저자가 속

한 학교에서도 교육과정 개편 이후 각 과목별 학업성취도 분

석을 시행하고 유급생에 대해 나름대로 지도교수 중심의 개

별지도를 하고 있고 원하는 학생은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제

공하는 학습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그 이용률은 매우 낮고, 실제로는 프로그램 자체보다

는 학교의 더욱 지대한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최근 의과

대학인증평가의 평가 기준에까지 유급생 관리대책을 기술하

도록 되어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의학교육에서 유급생의 학교

적응 프로그램과 유급 재발 방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한 연구에서 유급에 대한 대처방안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시

행 후의 효과에 대한 결과를 제시한 것은 아니었다[8]. 만약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 유급생들이 다음 학기에 학업에 더욱 

잘 적응하고, 자존감이 향상되며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회복

한다면 학업스트레스에 대해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것이고 

대인관계에서도 개선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유급생의 문제는 의학교육 현장에서 뿐

만 아니라 교육연구 분야에서 지금까지 지대한 관심의 대상

이 되어왔지만, 지금까지 유급생의 현황, 혹은 유급생의 특성

에 대한 단편적인 조사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이에, 저자 등은 

유급생에 대한 개념, 원인, 특성, 선행 연구 검토 등의 관련 

이론을 고찰하고, 과거 학교에서의 유급생 지도 실태를 바탕

으로 유급생에게 적합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시행함으

로써 학교 현장에서의 유급생의 학교적응 및 유급 재발방지

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1. 조사 대상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 중 2009년 2학기 해당 

학년의 과정에서 유급한 후 2010년 2학기에 복학하는 총 17

명 중에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11명(남학생 9명, 여학

생 2명)의 복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평균 29.9세(최저 

25세, 최소 32세)이고, 6회 유급 경험을 가진 학생 1명, 2회 

유급 경험을 가진 학생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1회 유급생이

었다. 

2. 집단상담 프로그램 내용

  모든 조사 대상자에게 프로그램의 목적을 설명하여 동의를 

구한 후 1박 2일간의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첫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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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Feedback from a Questionnaire after Group Counseling

Contents Mean±SD
This program was helpful to me 3.07±1.28
I was satisfied with this program 2.73±1.10
The program schedule was adequate 2.27±0.96
The place and atmosphere contributed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3.20±1.15
The counselor was prepared enough at the program and tried to help 4.40±0.63
I participated actively in the program 3.73±0.80
I participated sincerely and honestly in the program 3.80±1.08
Group counseling was more helpful than individual counseling 3.20±1.27
I would like to take part in a follow-up program 1.87±1.13
I would definitely recommend this program to my colleagues 3.07±1.58

SD: Standard deviation.

날은 산장에 도착한 후 저녁식사를 하고, 저녁 7시부터 11시

까지 집단상담 1회기, 2회기를 시행하였다. 이후 취침을 하고, 

둘째 날에는 아침 식사를 함께 하고, 오전 8시 30분부터 낮 

12시까지 집단상담 3, 4회기, 점심 이후 오후 1시부터 오후 6

시까지 집단상담 5, 6회기로 총 6회기의 집단상담을 시행하고 

1박 2일의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종료하였다.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각 회기 내용은 다음과 같다. 

  1회기(만남과 라포 형성)는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소개, 서

로 간의 소개를 통한 친밀감 형성 및 참여 동기 고취를 목표로 

두었다. 프로그램에 대한 목적과 내용을 소개하고, 서약서를 

작성하며, 이어 들어가는 활동으로 별칭을 지어보고 자기를 

소개하도록 하였다. 

  2회기(나 들여다보기)는 자기의 욕구와 감정을 자각하고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자기를 이해하는 작업으

로 “나는 누구일까요?”라는 질문으로 현재의 심정을 자각하고 

도화지와 크레파스를 사용하여 표현해보게 하였고, 이어 문

장완성작업을 통해 욕구 및 감정을 심층적으로 자각하고 이

해하도록 하였다. 

  3회기(나 자각하기)는 나의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고 표현

하는 것을 목표로 두었다. 자신이 억압하고 있던 좌절감 및 분

노감을 자각하고 표현해보도록 하고, 부정적 감정을 명료하

게 표현하고 해소해보면서 집단 내에서 수용 받는 경험을 하

는 시간을 가졌다.

  4회기(내 모습 찾기)는 나의 참 모습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

로 두었다. 자신이 보여주고 싶은 면과 보여주고 싶지 않은 면

이 무엇인지 도화지와 크레파스를 이용한 작업을 통해 자각

하고, 1인 2역이라는 사이코드라마를 통해 다양한 시각에서 

내 모습 바라보면서, 부정적인 자아개념의 자각과 행동패턴

간의 연결성을 통찰한 후, 부정적인 자아개념의 수정과 함께 

통합을 이루고 행동패턴의 변화가 가능함을 깨닫도록 하였다. 

  5회기(미래의 나)는 자신의 욕구와 기대하는 목표를 명료

화하는 것을 목표로 시행하였다. 도화지와 크레파스를 사용

하여 자신의 미래 모습을 명확히 그려보게 한 다음, 미래 모습

을 이루기 위한 목표와 실천방향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6회기(마무리 및 이별)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나누고 격려

하는 시간이다.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을 나누고, 

개개인을 위한 장점세례를 통해 서로 격려하며, 대안을 탐색

하고 그것을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서 

이별의식을 시행하였다. 

3. 집단상담 프로그램 시행 후 설문과 분석

  설문지는 크게 5점 Likert scale (매우 그렇다, 5점; 그렇

다, 4점; 보통이다, 3점; 아니다, 2점; 매우 아니다, 1점)로 구

성된 객관식 10문항(Table 1)과 주관식 5문항으로 구분하였

다. 주관식 문항으로는 1) 프로그램 종료 후의 기분, 2) 프로

그램 전, 후의 개인적 차이, 3) 가장 좋았던 프로그램, 4)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도움이 된 점 및 5) 프로그램에 대해 아쉬운 

점과 바라는 점으로 선정하였다. 주관식의 각 항목마다 자유

롭게 기술하도록 하였다. 수집된 객관식 문항마다 평균과 표

준편차를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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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1. 객관식 설문

  설문지 분석 결과 프로그램의 유익성과 만족도는 보통 수

준이었으나 1박 2일간의 프로그램 소요시간에 대해서는 다소 

길다고 응답하였다. 프로그램 장소와 분위기에 대한 효과, 개

인상담보다는 집단상담의 우월성에 대해서는 보통 수준이었

다. 집단상담자의 준비, 도우려는 의도에 대해서는 매우 높게 

받아들였고, 학생 대부분이 프로그램에 능동적이고 진지하며 

솔직하게 참여하는 편이었다. 반면에 후속 프로그램에 참여

할 의사는 낮았으나, 대체적으로 이번 프로그램을 동료에게 

추천하고 싶어 하였다(Table 1). 

2. 주관식 설문

  1) 프로그램 종료 후의 감정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후련해요.”, 

“시원합니다. 후련한 마음이고 앞으로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

이 생겼어요.”, “좀 지겹지만 끝내고 나니 홀가분해요. 행복합

니다. 처음 생각했던 것 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잘 끝나 홀

가분합니다.”, “후련한 것도 있고 좀 더 실속 있게 프로그램이 

준비 안 된 것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

길 바랍니다.”라는 긍정적인 기분을 표현한 학생도 있었으나, 

“그저 그렇다.”, “약간 우울하였고, 잊었던 기억이 다시 떠올랐

습니다.”, “별로 안 좋습니다.”, “음. 그냥 애매합니다.”라는 개

인적으로 유익하지 못하였다는 기분을 표현한 학생도 있었다. 

1명은 “충분한 고지 없이 참석하여 하는 동안 별 필요성을 못 

느끼며 마친 현재도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들며 죄인이 된 듯

한 기분입니다.”라고 매우 부정적인 표현을 하였다.

  2) 프로그램을 하기 전과 하고 난 후 생각, 감정 및 

관계 등에서 달라진 점

  5명의 학생은 “나름 의지를 다졌었는데 더 굳어진 듯합니

다.”, “자신감과 의지력이 상승했습니다.”, “좀 더 내 마음이 개

방된 것 같습니다.”, “좀 더 나 자신을 공개적으로 정리하는 계

기가 되었습니다.”, “재충전”, “조금 더 자신감을 찾게 되었습

니다.”, “좋아졌습니다.”, “감정을 공유한 몇몇에게는 도움을 

받은 것 같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친해지고 공유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운이 넘치고 의욕이 넘쳤던 것들이 나의 잘

못을 되새기며 기분이 다운되었습니다.”라고 긍정적인 표현

을 하였으나, 나머지 6명은 달라진 게 별로 없다고 하였다. 

  3) 가장 좋았던 세부 프로그램과 그 이유

  학생들은 “1인 2역 연극. 나의 잘못된 점을 솔직하게 연기

할 수 있었습니다.”, “좋았던 기억 나빴던 기억말하기.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것과 남에게 피드백 받는 것이 좋았습니다.”, 

“감각 알아차리기”, “역할극”,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적어보는 

것”, “좋았던 기억 나빴던 기억 공유하기”, “자신의 장점과 단

점을 동료와 공유하기”, “나에게 쓰는 편지. 스스로를 다시 돌

아보게 되었습니다.”, “조 이루어서 장단점 말하기”, “서로의 

문제를 나눌 수 있었던 것”, “서로 간의 고민 상담”, “둘째 날 

오전 프로그램이 참여도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등 다양한 활

동을 좋은 경험으로 여겼다.

  4) 프로그램을 통해 도움이 된 점

  학생들은 프로그램의 목적대로 자아성찰과 반성, 자신감 

개선 또는 회복, 스스로를 잘 다루기, 감정에 더 솔직해지기, 

이해심 증가, 타협의 기술, 관계 개선, 개선점 확인, 개선하고

자 하는 의지 확인, 다짐, 다시는 유급되지 않겠다는 각오, 인

내심과 의지 향상 및 비슷한 경험을 한 동료들을 알게 되고 

서로 간에 감정과 생각을 나눌 수 있었던 점 등이 이번 집단상

담 프로그램을 통해 도움을 얻게 되었다고 하였다.

  5) 프로그램에 대한 아쉬운 점, 바라는 점 

  “비밀유지가 되는지 의문이 들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힘

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불만이 쌓인 감정에서는 상담도 효

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학기 도중보다는 방학을 이용했으

면 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의 2/3 수준으로 상담은 줄이고 

중간에 쉬는 시간을 주었더라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

었을 듯합니다.”, “상시적으로 학교에서 상담할 수 있는 프로

그램이 있었으면 합니다.”, “장소가 나쁘지는 않은데 자리가 

조금 불편했습니다.”, “사전에 보다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충

분한 설명이 있었으면 합니다.”라고 지적한 반면 1명은 “다 좋

았습니다.”라고 하였고 다른 1명은 “프로그램 이후 보다 더 우

울해졌습니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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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

  게슈탈트 상담이론에 바탕을 둔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상담

을 통해 진정한 자신을 알고 자신의 부정적인 면을 직면하고 

수용함으로써, 긍정적 자기 개념 및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효

과가 있다. 자아정체성이 분명해지면 상담의 목표가 보다 효

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고, 주변 환경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창조적인 능력을 소유하게 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즉, 타

인의 욕구 충족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감정, 지각, 사고 및 신

체가 모두 통합된 기능을 발휘하여 자신의 욕구를 바람직한 

방법으로 충족할 수 있음을 직접 경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효율적인 의사소통 및 갈등 해결 방법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게 된다[3,4]. 이러한 집단상담 경험은 상담하는 동안 카

타르시스와 함께 통찰을 제공하며 이후 스트레스 및 부적응 

상황에서 보다 잘 대처하고 적응할 수 있는 내적 힘을 길러준

다. 따라서 집단상담에 참여한 경험은 스트레스 상황에 부딪

칠 때마다 잘 이겨낼 수 있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효과가 있

을 것으로 기대한다[10,11].

  저자 등은 처음으로 유급생을 대상으로 학교 적응 및 자신

감을 증진시키고, 심리적 안정감 회복을 위해 집단상담을 계

획하여 실시하였다.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참여한 

학생들의 집단상담가에 대한 평가는 평균 4.4점으로 매우 높

았다. 또한 대체적으로 프로그램이 도움이 되었고, 자신이 적

극적이고 진솔하게 참여하였다고 평가하였다. 하지만, 세부적

으로는 집단상담가가 다른 집단에서 시행한 경험에 비해 이

번 프로그램을 다소 이끌기 힘들었고 일부 학생은 참여도가 

매우 낮았다고 사후 보고하였던 것으로 볼 때, 향후에는 참여 

대상학생에게 프로그램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참여하지 

않더라도 학교로부터의 불이익은 없는 것을 인지시킨 후 학

생이 충분히 공감하고 자의에게 의해 참석이 되도록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흥미로운 것은 이번 프로그램을 다른 동료 학생들에게 권

유하고 싶다는 평가는 평균 3.07로 보통 이상이었으나 후속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는 평가는 1.87로 점수가 가장 낮았던 

것을 볼 때, 의학생에 있어 집단상담은 아직 익숙지 않은 상담

으로 여겨지는 것 같다. 비록 참여 전에는 집단상담 프로그램

의 목적과 진행방법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더

라도, 경험 후에는 이러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동료 학생에

게 어느 정도 권할 정도라고는 여긴 것으로 볼 때 절반의 성공

은 했던 것 같다. 반면, 유급생에 국한된 프로그램이었기 때문

에 후속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다시는 유급을 경험하

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일 수 있겠다. 특히 2학년에 복학할 

남학생의 경우, 이 기간에 2학년 전체 모임과 중복되어 거기

에 참여하지 못한 아쉬움이 컸다. 이들은 다른 참여 학생과 달

리, 동료 유급생의 자괴감을 부추겼으며, 집단상담에 적극 참

여하기보다는 오히려 상담 분위기를 흐려 놓기 쉬웠다. 집단

상담에 참여하는 개개인의 적극적이고 진솔한 참여가 상담 

효과의 성패를 좌우하는 집단상담의 특성상 향후 이러한 프

로그램을 계획하고 수행 할 때에는 상담의 목적 및 프로그램

에 대해 보다 충분히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고 참여에 적극 동

의한 학생에 국한해서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 마지못해 참석

한 사람에게서 상담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후에는 

비록 참여 학생의 수가 적더라도 상담의 효과적 측면을 고려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기 중에 프로그램을 시행함으로써 학

생들의 어려움이 컸는데, 우선 금요일 수업을 마친 후 출발하

여 그날 오후 11시까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다보니 피로감이 

컸으며 다음 주에 있을 발표나 시험 걱정 등으로 상담에 몰입

하기 힘들어 하였다. 향후에는 개강 직전 실시를 고려할 필요

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상담

을 통해 도움을 받았다고 느꼈으며 특히 자신감을 회복하고 

자신에 대해 되돌아보고, 같은 어려움을 겪는 동료들의 이야

기를 들으며 위로도 받고 다시는 유급되지 않겠다는 의지도 

확인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또한 학생들은 유급이 되기 전

에 학기 중에 학업 스트레스가 높을 때 도움을 받고 싶어 하였

으며 학기 중에 상시적으로 이러한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어 

시행되길 희망하였다. 

  연구 제한점으로는 이 연구가 일개 학교 11명의 유급을 경

험한 의학생에 국한되어 집단상담 프로그램 시행한 후 조사

된 것으로 일반화에 한계가 있으므로 앞으로 여러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유급생이 일개 학교에 많은 것도 교육학적 측면

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타 학교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도 학

생들의 동의를 구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 연구 대상 수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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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것도 수월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

다. 이번 연구 결과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유급생의 학교적응

력 증진과 자존감 향상을 도와줄 수 있고, 심리적 안정에 기여

할 뿐 아니라, 학업스트레스에 대한 효율적 대처와 대인관계 

개선 등을 통해 유급의 재발 방지가 가능하도록 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후속 연구가 지속되어야겠으나, 1년 후 다시 유급

하였는지를 조사한 결과, 집단상담에 참여한 경우는 11명 중

에 2명(18.2%)으로, 참여하지 않은 경우인 4명 중에 1명

(25.0%)에 비해 그 비율이 낮았다. 이는 유급이 원인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 특정요소로 단정할 수는 없으나, 집단

상담의 효과가 일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프로그램을 통

한 효과를 평가하는 것이므로, 프로그램 시행 전과 후의 설문

에 대한 반응을 비교하는 것이 합당하지만, 단지 “프로그램을 

하기 전과 하고 난 후 생각, 감정 및 관계 등에서 달라진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를 묻는 1가지 항목으로 이를 대체하였다

는 점에서 프로그램 시행 전후의 비교가 다소 부족했습니다. 

향후에는 유급생 뿐 아니라 학업성취도가 낮고 학업에 어려

움이 있어 유급의 위험이 높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전, 사후 

적절히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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