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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개요 
1) 기획의도
나쁜기억지우개는 고민을 털어놓을 곳 없는 청소년들이 편하게 고민을 나누며 위로받는 모
바일 앱입니다. 2017년부터 앱 안에 '자살, 자해' 등 또래들의 위로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고민이 증가하더니, 2020년에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른 복합적인 우울감이 청소
년들 사이에서 나타났습니다. 이들에게는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법무법인 디라
이트의 후원으로 2021년 1월 15일부터 2월 14일까지 위기 청소년들에게 상담을 제공한 
후, 우울감 하락과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되는지 척도를 사용해 조사했습니다. 

2) 문제 정의
정부가 제공해주는 상담에서 소외된 위기 청소년들의심리적고립감

3) 솔루션
위기 청소년들이 고민을 나누는 모바일앱에서 무료로 전문가심리상담제공

4) 목적
위기 청소년들의 심리적 고립감 개선을 통한 삶의 질향상

5) 투입 비용 및 기간
비용 : 1,000만 원 

금액 산출 내역 

기간 : 2021년 1월 5일 ~ 2021년 2월 16일 (상담 기간 : 2021년 1월 15일 ~ 2021년 2월 
14일)

6) 산출 목표
나쁜기억지우개 앱을 통해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위기 청소년에게 전문가 심리 상담 제
공

사업내용 : 전문 상담사가 정해진 기간 동안 총 225시간 450회 상담, 전문가 게시글 1,000
건 답변 완료하기

변화이론에 따라 임팩트 측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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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팩트 측정을 위한 프레임워크

항

목

투입 Inputs
활동

Activity
산출

Outputs
결과

Outcomes
영향 Impact

측

정

목

표

월 1000만 원 후원
금(경영자, 개발자,
상담 관리자, 외부
전문 상담사 6명)

전문 상담사 5명
이 위기 청소년
에게 4주간 총
225시간 상담 제
공

위기 청소년
에게 4주간
450회기 무
료 상담 제
공

위기 청소년의 우
울감 하락(우울증
척도를 활용한 사
전 사후 차이 검증)

위기 청소년들의 삶
의 질 향상(삶의 만족
도 척도를 활용한 사
전 사후 차이 검증)

2. 세부 내용

1) 상담사 모집 
모집 기간 : 2021년 1월 5일 ~ 2021년 1월 10일

모집 방법 : 한국상담학회 및 한국심리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전문 상담사 구인공고. 구글폼
을 통한 접수

선발 기준 : 한국상담심리학회 또는 한국상담학회에서 발급한 전문가 2급 자격증 이상을 소
지한 상담사. 그중 청소년 온라인 상담 유경험자 우선 선발

수퍼바이저 : 유춘자 수퍼바이저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급 전문가 자격 소지. 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상담원. 전,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외래 교수. 현, 마음사랑인지
행동치료센터 책임상담원)

2) 상담사 교육 

 가. 교육 기간 
오리엔테이션 : 2021년 1월 13일 오후 2시 ~ 오후 3시30분

중간 수퍼비전 : 2021년 2월 2일 오후 2시 ~ 오후 3시

최종 수퍼비전 : 2021년 2월 16일 오후 2시 ~ 오후 3시 30분

 나. 교육 내용 
나쁜기억지우개앱 사용방법 교육, 매체상담 강의, 온라인 상담 사례 관리 등

https://www.notion.so/1000-6-514bf13bb79e46e5a121663ef0e4ce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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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담 진행 

 가. 대상 
나쁜기억지우개 앱 내의 우울자가진단 검사(PHQ9)를 실시한 고위험군 우울 청소년(15점 
이상)

우울자가검사를 실시한 인원 : 14,688 명 (청소년 약 13,000명 추정)

우울 고위험군 집단 : 우울자가검사자 중 45.4%(6,666명) 

 나. 상담 제공 방식 
우울자가진단 실시 ⇒ 고위험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상담진행 동의 ⇒ 정해진 시간에 상담
예약을 신청 ⇒ 정해진 시간에 상담사가 예약순서대로 상담진행 

 다. 상담 진행 기간
기간 내 매일 오후 8시부터 익일 새벽1시까지 5시간(설 당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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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담 결과 
제목 없음

 가. 활동
931명의 신청자 중 398명에게 온라인 상담 제공. 이 중 청소년은 375명 

총 441회기 상담 제공

이용자가 작성한 1,331건의 전문가 게시글에 추가 답변을 포함하여 총 1562건의 전문가 
게시판 답변 작성

온라인 상담 직후 실시한 상담 피드백에 응답한 220명 중 121명(56.4%)이 상담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

https://www.notion.so/6a65b01ce2b44849a3ed6ada0fc7ee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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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회고

1) 결과
가. 변화이론에 따른 임팩트 측정 결과 

항

목

투입 Inputs
활동

Activity
산출

Outputs
결과

Outcomes
영향 Impact

측

정

목

표

월 1,000만원
후원금(경영자,
개발자, 상담 관
리자, 외부 전문
상담사 6명)

전문 상담사 5
명이 위기 청소
년에게 4주간
총 225시간 상
담 제공

위기청소년에게

4주간 450회기
무료 상담 제공

위기청소년의 우
울감 하락(우울증
척도를 활용한 사
전 사후 차이 검
증)

위기청소년들의 삶의
질 향상(삶의 만족도
척도를 활용한 사전 사
후 차이 검증)

측

정

결

과

월 1,000만 원
후원금(경영자,
개발자, 상담 관
리자, 외부 전문
상담사 6명)

전문 상담사 5
명이 위기 청소
년에게 4주간
총 225시간 상
담 제공 완료

고위험군 우울
감을 가진 위기
청소년 375명
에게 418회기
무료 상담 제공

우울증 척도를 활
용한 사전 사후 차
이 검증 - 통계적
우울 수치 감소효
과 없음 확인

삶의 만족도 척도를 활
용한 사전 사후 차이 검
증 - 통계적 삶의 질 향
상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음 확인

나. 비용 사용 내역

항목 단가 수량 금액 비고

인건비 : 심리상담사 100만원 5명 500만원

인건비 : 슈퍼바이저 50만원 1명 50만원

인건비 : 상담 관리자 175만원 1명 175만원

인건비 : 개발자 175만원 1명 175만원

경영자인건비 70만원 1명 70만원

기부금 처리 수수료 30만원 1건 30만원 기부금 처리 대행 수수료 지급

합계 1,000만원

https://www.notion.so/1-000-6-57a221ee2c1241879e670782b70504c5
https://www.notion.so/1-000-6-3d9da6ce022e454daa7ab2a5dc17d897
https://www.notion.so/ffa71ee22f0443ccb0ad6d7dcca9a35e
https://www.notion.so/e735d817627b442eb2139feceeae75d7
https://www.notion.so/9ad0b12878124718b060123db7ed8847
https://www.notion.so/697eb0f22d9749a099c4cb770721182e
https://www.notion.so/1ee3344397ef4886816bc21c8599773e
https://www.notion.so/d9b86f2a1bf24f9083942dfb1d08fc91
https://www.notion.so/6e1f06423858437bafed20978f69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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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고

가. 나쁜기억지우개 앱 내에는 우울감이 높은 청소년들의 비율이 높음
우울자가진단을 시행한 전체 인원 중 청소년의 비율 : 약 90%

우울자가진단을 시행한 전체 인원 중 우울감이 가장 높은 고위험군의 비율 : 45.4% 

나. 청소년들은 모바일 상담을 편하게 느낌 
우울자가진단을 시행한 전체 인원 중 상담을 편하게 느낀 이용자의 비율 : 65.9%

익명으로 말할 수 있는 것에 편안함을 느낀 청소년의 응답이 많은 피드백 차지 

다. 청소년들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상담을 꺼리는 경향이 있음
부모님에게 연락이 갈 수 있다는 두려움

학교나 친구들에게 고민이 소문날 것에 대한 두려움

라. 단회기 상담만으로 우울감 하락, 삶의 질 만족도 향상의 효과는 없었음
청소년들의 앱 사용을 제외한 다른 외부적 상황의 통제가 불가

측정기간과 표집기간의 부족으로 인한 충분한 데이터 확보가 어려움 

단회 또는 2회 상담을 통한 청소년의 변화를 끌어낼 상담의 효과가 부족. 상담사와 이용자 
모두 짧은 상담 시간에 대한 아쉬움에 대한 피드백이 있음

청소년 시기의 특성상 정서적 변화가 자주 일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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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 피드백

"온라인 채팅 상담이었지만, 내담자의 삶의 방향이 바뀌는 사례로 몇 회기
만 더 했다면 더욱 확연하게 변화는 모습도 볼 수 있을 것 같다." - 한귀순 
상담사

"대면에서는 자신감이 없거나 개인신상의 노출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지 못했던 이용자가 온라인에서는 자신의 이야기를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 배주윤 상담사 

4. 향후 계획

1) 상담 제공 시 위기 청소년에게 다회기 상담 제공
다회기 상담을 통해 우울감 하락, 삶의 질 만족도 향상에 대한 척도 검증

2) 또래 상담 제공을 통한 임팩트 측정
전문가의 상담 역시 기관 연계보다는 '공감'과 '위로' 위주로 제공되었음을 확인

다른 친구의 고민을 들어주는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우울감이 낮고, 삶의 만족
도 지표가 높음을 확인

전문 상담사를 통한 상담보다 적은 비용으로 큰 임팩트를 낼 것으로 기대됨

3) 긴급한 도움이 필요할 시 외부 기관에 즉시 연계 기능 제공
또래 상담으로 해결할 수 없는 즉시 도움이 필요한 위기 청소년 대상

나쁜기억지우개 앱 내에서 상담사가 대기하면 위기 청소년의 도움 요청 시 즉시 응답

위기 상황에 맞추어 최대한 빠른 시간에 응답하여, 위기상황에 맞는 외부 기관에 연계할 수 
있는 프로토콜을 만들어 청소년의 위기상황에 빠른 문제 해결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