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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review Ihe aclivilies of counselling program of Jeiu National University SChool 01 Medi디ne. and suggest better system for
improving sludent's menlal heallh. The study re씨ewed data of counselling program from 2005 10 2008. Dislribution of sludent's
grade. Iheir reason for counselling. conlact melhods was reviewed. The number of those who had counselling was mosl
common in the 1sl and 2nd grade of medical sludents. Most common reason lor counselling was daily slress and the problems
wilh study methods，concern aboul 1비ure course was lollowed. Profession who are fully responsible for counseUing program
and enlarge the budget for Ihe program are needed to accommodate growing needs 이 counselling and improve mentat health
slatus and encourage heathy school life. (J Med Ufe Sci 2009;6: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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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대학생은 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초 중 고

등학교 시철부터 과도한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틀 꺾은 후 바

로소 대학에 입학하게 됨으로써 시험에 대한 일시적 안도감과 탈

진상태촬 정험하게 된다 대학생활의 시기는 갱소년기에서 생인

기로 이행해 나가는 시기이므로 자기 자신의 가치관을 확링하지

옷했을 때 오는 자아위기 의식과 소외감을 극복해야 정상적으로

인격이 성숙되어 옥립적인 한 개체로서 원만한 사회생훤을 해냐

감 수 있는 성인이 되며，이 시기륜 윈만히 경과하지 웃한 경우

지냐진 열등감이나 지존싱의 저하로 정신건강에 많은 영향을 끼

치기 쉽다 아직도 시험과 명가에 대한 윌안은 대학생플의 스트

레스의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되며 행동양상， 습관，성격 등에 적

지 않은 연화틀 초래한다 최근 날로 싱해지는 학엽， 취업경쟁

속에서 학생들 써에 지상 및 폭력사태 등이 잇따라 발생하는

풍 정신건강 황예화 조짐이 냐타나고 있다 특히 의과대학 학생

「 서 론
틀은 일반대학생에 비해 과도한 시험과 경쟁의식에 시달리면서

고등학교 학생틀보다 더 심한 시험에 대한 부담올 안고 있으며 0，

고교시절 우수한 학생에서 의과대학에서 명범한 학생으로 전락

하는 스트레스로 자기상에 심한 손상흘 입기도 한다 2l 이틀은 출

엄 후 의사로서 병든 사람들의 건강증진에 노력하므로 이플의 의

사 시절동안 정신적，육체적으로 건강하게 보내야만 지식과 소영

의식을 갖는 의료인이 펠 수 있을 것이다.조두영 2)에 따르면 의

대생의 심리감풍의 근원은 첫째 청소년기 적용문제 등째‘장기

간 장재해 었던 정신 내적 갈풍의 재연 셋째 학엽과 관련된 문

제라고 하였으며 의대생뜯은 이러한 심리 갈퉁 속에서도 외부적

으로는 과도한 경쟁을 이겨내어야만 히는 힘든 시기블 지내게 원

냐고 하였마 따라서 지속적인 스트레스틀 받는 의과대학생틀의

특성융 파악하여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여러 가지 방법올 개영r하
는 것이 건강한 의과대학 생?옐 영워하게 하기 위해서는 밀수적

인 것이라고 생각된다 저자가 근무하고 있는 제주대학교 의과대

학에서는 2007년 제주 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의 충중 스트레스

관련요인윤 1학년 학생，손상된 자아존중갑과 한충은 한 휴식시간

으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방안￡로 지도교수제의 개연과 학생상

당설의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본 연구에서는 이 당시 시행원

상담설 운영 현횡을 살며보고 개선점윤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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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설 몇운영목적

2005년 4웰 의과대학 의학과 내에 학장 직속체재로 개별지도

교수제와 학년 지도교수계로 운영되어 오던 학생지도 체제룹 보

강하고 학교와 가정 및 사회생훤에서 학생틀의 어려움을 조기에

따악하여 스트레스 대처능력을 향상시킴으로 학엽적응을 돕는다

는 것을 목적으로 개섣되었다 4l 이 당시 담당은 정신의학교실의

교수 1인과 학과장 1인으로 구성되었다 당시는 학생상당설 전용

공간 ，없이당당 교수의 연구설을 상당실로 사용하였다

2) 상담실의 기능 몇사업 ‘

학생의 학업 및 일상생합 과정에서 비콧한 문져1의 개인 상답

및 초사‘연구 퉁올 기본목표로 하여 학엽 및 생한 개인상당，심

리검사 집단지도 진로상담 학생에 관한 문제의 조사 및 연구

학생지도에 관한 연구지의 발간 심리검사 및 도덕성 함양융 위

Counselling program of J~u National University Sch∞1 of Mcdicine

한 집단 상당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기타 학생 생*늄”관계되

는 자료의 수집과 체공 및 연구룹 구체적인 사업으로 정하였다

상당합생의 발열은 신입생 스트레스 관련 선별검사 지도교수 연

담 강화 및 의뢰체껴l확립，자밤적 상담분위기 조성으로 하였다

상담실운영 결과 ~

1. 학생상당부분

1) 학년별 상담 현황

실인원으로는 본과 l학년과 2학년이 22영(26.5%)으로 가장 않

았으며 다음으로 본과 4학년이 14명06.9%) 으로 나타났다 연인

원으로는 본과 2학년이 57명(33.3%)으로 가장 않았으며.다음으

로 본과 4학년이 35명(20.5%)으로 많았다 개인별 상담횟수는 의

예과 2학년이 3.7회로 나타냐 가장 높았으며‘다음으로 본과 2학
년(2.6회l. 본과 4학년 (2.5회)순이었다 {Table j)

Table 1. Numbers of person and counselling sessions by student'’5 grades

2005" 2006 2007 2008 2005-2008
Year

N' N" N' N" W N" N' N" Totat N" Tolal NU % N↑

Grade ‘1 2 ' 2 2 2 o 0 0 0 4 4.8 4 2.3 1.0
2 2 11 3 13 2 2 0 0 7 8.4 26 15.2 3.7
3 4 5 5 6 7 9 6 9 22 26.5 ~. 29 17.0 1.3
4 4 9 3 5 7 25 8 18 22 26.5 ’‘l' 57 33.3 2.6
5 o o 2 4 2 3 2 3 6 7.2 - 10 5.8 1.7
6 3 12 3 14 0 0 8 9 14 16.9 35 20.5 2.5

Graduate 2 2 2 2 2 3 2 3 8 9.6 10 5.8 1.3
Total 17 41 20 46 20 42 26 42 83 100.0 171 100.0 2.1
Sessions/week 1.3 1.4 1.3 1.3 5.3

*: Number 얀 cou때 Iing 야 rson "": Number 이 cou때 ling 않55100 t: Number of counselling sessions per person

2)싱당 연계부분 ι1 로 전회ι앙당이 실인원 2영，연인원 32명으로 다음으로 않았다

미리 전화로 예약음 해서 상당설을 직접 방문해서 상당하는 (Table 2)
경우가 실인원 65명，연인원 132영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

Table 2. Numhers of cou떠elling methods

2005 2006 2007 2008 2005-2008
Year

N' N“ N‘ N" N' W' N' N“ Tol히 N‘ % Tol외 N’‘ % Nt

Office 13 36 16 41 18 30 18 25 65 69.9 132 77.2 2.0
lntemet 0 o 0 o 2 2.2 2 1.2 1.0
Telephone 4 4 4 4 5 12 9 12 22 23.7 32 18.7 1.5
OJhers 4 5 4 4.3 5 2.9 1.3
Total 18 41 21 46 23 42 31 42 93 100.0 171 100.0 1.8
.‘Number of counselling peπ。n "": Number of counselling session t: Numbcr of counselling sessions per pcrson

3) 상당시유 14명(학년이바뀌어 갇은 학생이 두영으로 계산되는 것까지 1회
상담사유로는 진단을 내렬만한 정신장애(적웅장해，강박충，조 로 치연 9영)‘상당횟수 47회로 가장 많았고‘마음으포는 일상스

올중，순환성 기분，수연조F애，식이장애‘얄코융 의존)이실인원 트레스(싣인원 14영，상당횟수 24회)，학업상당(설인원 18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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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횟수 24회) 순으로 많았다 실인원으로는 학업상담이 18명
(19.8%)로 가장 많았으며 진로상담이 15명(16.5%) 으로 다음으로

많았다 연인원으로는 정신장애가 47회로 가장 많았￡며， 다음으

로는 일사스트레스와 학업상당이 24회로 많았다 연인원을 실인

Table 3. Numbers of counselling methods

원으로 나눈 상당 사유별， 개인별 상당횟수는 정신장애가 3.4로
가장 높았고，다음으로 가정사 상당이 7.0，학교생활부분이 2.4로
가장 높았다 (Table 3)

2005 2006 2007 2008 2005-2008
Year N' N" N' N’i N‘ N" N' N** T，이al N‘% Tol허 N“ % N ↑

Mental disorder 5

Relation양1ipwí야110vers 4

Stress 5

Future course 4

Study problems

Economic status

Family matters

Sch。이 life

Total 19

22

4

9

5

41

5

4

5

4

2

21

21. 3
4 4

11 2

5 2
6

2 '4

2

44 24

3

6

2

3

6

6

13

5

44

2

2

5

10

1

1

5

27

14 15.4 47 27.5 3.4

3 14 15.4 17 9.9 1.2

2 14 15.4 24 14.0 1.7

6 15 16.5 19 111 1.3

16 18 19.8 24 14.0 1.3

’7 7.7 9 5.3 1.3

2 2.2 14 8.2 7.0

12 7 7.7 17 9.9 2.4

42 91 100.0 171 1000 1.9

*: Number of cc띠lSelling person **: Number of counselling session t: Number of counselling sessions per person

2005 년에서 2008 년 사이의 상당사유를 학년별로 나누어본

결과 본과 1학년은 학업이 44.8% 로 가장 높았으며， 본과 2학

녀년의 경우 학교생활에 관한 것이 26.3% 로 가장 높았다 본

Table 4. Reasons for counselling by grades

과 4학년의 경우에는 진로에 대한 상담이 31.4% 로 가장 높았

다 (Table 4)

Grades
% 2 % 3 % 4 % 5 % 6 % 7 % Total %

Reasons
Mental disorder

2 ~ w ~ 5 = W U~ 5 ~ 17 ~ 0 M ~ ~~
Relationship with lovers

2 ~ 2 77 4 1M 6 105 3 ~ 0 M 0 M 17 U
Stress

o 0.0 4 15.4 4 13.8

Future course

1.8 0 0.0 6 17.1 0 0.0 15 8.8

o M 0 M 0 M 1 1B 0

Study problems
o 0.0 0 0.0 13 44.8 9 15.8 0

Economic status

0.0 11 31.4 7 70.0 19 111

.
「

0.0 0 0.0 3 300 25 146

o 0.0 2 7.7

Family matters

o 0.0 0 0.0 0

3.4 2 3.5 2 20.0 0 0.0 0 0.0 7

M 13 ~ 0 M 1 2B 0 M M

4.1

8.2
School 피e

0 0.0 0 0.0 2 6.9 15 26.3 0 0.0 o 0.0 0 0.0 17 99

2 조사및연구부분

상팀실의 조사 및 연구부분 기능은 먼저 학생 생훨에 관계되

는 자료의 수집과 제공 및 연구에 관한 것인데， 20088 년，2009

년 의학전문대학원 신임생이 들어오면서 건강실태조사를 시행하

였으며，추후 관리는 현재까지는 되고 있지 않다 다음으로는 학

생지도에 관한 연구지의 발간이 그 기능으로 기술이 되어 있으

26

나，학생지도에 관한 연구지는 발간되지 못하였으며， 다만 의과

대학 인정평가 대비를 위해，학생상당 지도 실태에 대한 자료를

발간하고 보충할 것을 제시한 정도이다.')상담실의 기능으로는

심리검사를 시행하고 및 도덕성 ￡향을 위한 집단 상담 프로그램

개발 벚 운영하도록 되어있으나， 각 학생들에게 입학 시 실시하

고 있는 건강실태죠사에 우울증， 스트레스 등의 심리적 문제 발



골을 위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는 정도이며. 정단 상당 프로그랩

개발과 운영을 전혀 설뺑하지 못하고 있는 수춘이다 ’

3 상당학생 발굴부분

상담실의 기능에는 상당학생 발굴 방안으로 신입생 스트레스

관련 선별검사플 시행하도콕 되어었다 이 사업은 2αB 년.2009
년 의학전문대학원생들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시 시행되고 있

고 이 자료블 바탕으로 지도교수 선정에 장죠월 하고 있다 또

다른 방안으로 지도교수 연당 강화 및 의뢰체계 확립올 그 기능

으로 하고 있으나，지도교수 연계는 거의 없었다

학년별 상당 현황 결과，실제 상당에 참여한 학생듣은 본과 1
학년과 2학년이 가장 많은 것￡로 냐타났다 특히 개인멸 상담횟

수{섣인원 대비 연인원의 비)가본과 1학년의 경우 1.3. 본과 2학
년의 경우 2.6으로 나타났다 본과 l학년의 경우 생각보다는 상

당횟수가 적었는데‘ 이 시기의 학생듣은 상답을 받겠다는 생각을

하거나 시간적 여유조자도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견과 의예과 2학년의 경우 3.7회로 나타났는데， 이는 당시 의예

과 2학년에 다니던 학생이 심각한 정신과정 'lI'애로 인해 아주 많

은 횟수의 상당을 시행한 결과로 전체 결과에 포함시켜 분석하기

에는 어려움이 었다 이 학생의 경우 2αJ8 년 본과 2학년까지 지

속적으로 상당을 받였으므로 상당 사유의 정신장애는 전체 결과

와 비교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겠다

학년별 상당 사유등 분석한 결과는 본과 1학년의 경우 학엽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시기의 학생등이 학엽이외에는

거의 생각을 하지 못하여 전체 기간을 학엽에만 신경올 쓰고 있

는 것으로 월 수 있으며，본 연구의 결과는 이창인 등.，의연구결

과와 유사한 결과윌 보이고 있다‘본과 2학년의 경우는 가정사냐

학교생환융 상담한 경우가 않았으며， 이는 어느 정도 학엽의 스

트레스에서 벗어나 기타 사건에 대한 생각을 할 여유가 생겼다는

것을 반중할 수 있다 본과 4학년과 졸업생의 경우 역시 진로 문

제에 대한 상당이 가장 많았는데 이는 이 시기의 학생틀이 향 후

본인의 살아갈 바에 대한 고민을 하는 당연한 시기로 볼 수 있

다 전체 학년융 콩틀어왔음 때에도 학엉문제가 가장 큰 고민으

로 나다나 의과대학생플의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매우 심각항

을알수있다

상담 형식의 경우 대부분의 학생틀은 전화로 약속을 하고 상

당실에서 만냐는 방법음 취했다 이 시기의 상담실은 한 교수의

개인 연구심융 싱f담실로 히여 학생들의 정근도가 쉽지 않았으며，

연구실에 다른 연구원들이 있어서 시간윤 맞추치도 어려운 점이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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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생각 외로 인터넷올 이용한 상당은 별로 이푸어지지 않

았는데 이는 홍보가 부촉한 때문으로 생각된다 학생이 다른 사

란틀의 눈융 의식하여 학교이외의 장소에서 보기룹 원한 경우도

5회 정도 있었다 어떻든 학생상당에서는 효f생에 대한 기맏성이

보장이 되어야 하므로 독염원 상담실의 존재가 언제냐 뀐요하다

고하겠다�

상당설 개소시의 상탑실 기능 중 연구와 조사 역할은 여전히

비미한 상태이다 현재까지는 입학생에 대한 건강실태조사와 의

과대학 인정명가될 대비한 예비 연구 갱도의 시행이며， 그 연구

플에서 제시된 구체적인 환동계획을 시행하기에는 예산적으로나

인력적인 측연에서 거의 란기능한 실정이다

상당 학생 발팔의 경우 입학 시 기초조사에 의한 것 이외에는

기초자료가 없으므로 지도교수의 역할이 현 상당 체재에서는 유

일한 연계방안인데 온 연구의 결과 지도교수툴 용한 연계는 거의

없었틴 실정이다 현재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시 상당설 소개와

학생틀의 업ξ 로 전해지는 정도이다 따라서 상당학생 의뢰에 대

해서 각 지도교수틀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지속적인 흉보가 휠요

하다고하겠다

싱당화생이 벌굳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도 표 1에 나타난 바와

갇이 영윈에 근무하연서 학생상탕을 갇이 담당하는 상당설 담당

교수 1인이 연간 주당 1.3회 -1.4 회휠 연당하는 것은 매우 힘든

점이 있으므로 상담 전임교수가 필요한 것이다

요익F하연，늘어나는 학생 상담 요구될 수용하고 필요한 연구

및 조사환동을 구체적으로 시행웅뼈 학생들의 정신건강과 건강

한 학교생훤을 도우기 위해서는 현재의 상당실에서 부가적으로

상당 전임교수를 째용하고 예산의 확대도 또한 펼요항 것으로 생

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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