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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은 다중체계치료의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2005년 시범사업을 통해 우리나
라에 새롭게 도입된 위기청소년에 대한 치료적 개입이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
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의 개입 효과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2006년 3월-9월 사이에 청소년동반자 프
로그램 참여자 138명과 일반상담 프로그램 서비스 수혜자 59명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문제 행동
의 정도와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와 함께 실제 각 프로그램에서 어떤 치료적 개입이 이루어졌는지
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두 집단 모두에서 개입 후 평가에서 개입 전에 비해 행동 문제의 호전이
보고되었으며,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과 그 보호자가 평가한
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평가에서도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치료적 개입의
요소들을 비교해 보았을 때 일반상담에서는 청소년에 대한 대면상담의 빈도가 더 높았으며, 청소
년동반자 프로그램에서는 전화 및 인터넷 상담과 기관을 통한 개입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더욱 많
았다.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의 개입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이
실시되었으며, 그 결과 기관을 통한 개입이 개입 효과성과 상대적으로 더욱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었다.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및 추후 연구를 위한 제안과 함께 프로그램 운영의 보완점과 시사
점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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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청소년(at-risk youth)이란 가정, 학교 등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으로부터 이탈했거나 혹은
이탈할 가능성이 있으며 정서적, 행동적인 문제
를 보이는 청소년들을 의미한다(Resnick & Burt,
1996). 우리나라에서 위기 청소년의 현황을 공식
적으로 파악한 자료는 없지만, 우리나라의 최근
사회적 변화는 청소년들을 보호할만한 사회안전
망이 해체되면서 많은 청소년들이 위기에 직면
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예를 들면,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이후 이혼율이 급상승하며 가족
해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통계청, 2008), 빈
부 격차의 심화로 상대적 빈곤층이 확대되는 등
(김미곤, 양시현, 최현수, 2006) 사회안전망의 해
체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 중에 적응상의 어려움을 경험하
는 청소년의 수도 상당 수준에 이르고 있다. 예
를 들어,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자살
시도 경험자는 5.8%에 이르며, 자살을 심각히 고
려해 본 경험이 있는 경우는 23.7%에 달하고 있
다(질병관리본부, 2008). 또한 건강보험 통계를
바탕으로 추산한 아동, 청소년의 정신질환 유병
률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는 점(강은정, 2007)
역시 위기 청소년의 증가가 우려할만한 수준임
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윤철경(2005)은 국내
위기청소년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한 고위기 청소년을 41만8천명, 중위기
군 청소년을 125만8천명으로 추정하였다. 이는
전체 청소년 인구 약 1,000만 명 중 12%를 상회
하는 수준으로, 위기청소년이 상당히 폭 녋게 분
포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위기 청소년 중 많은 수는 빈곤, 부모의 이혼
등 열악한 환경 요인과 폭력, 학교 부적응 등 청
소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 요인의 문제를
복합적으로 지니고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다루
어 줄 수 있는 개입이 필요하다. 미국에서 개발
된 치료적 접근인 다중체계치료(Multisystemic
therapy)는 이와 같이 위기 청소년에 대한 통합
적 개입을 목표로 한 가족 및 지역사회기반 치
료이다(Henggeler, 1999). 다중체계치료에서는 사

회 생태적(socio-ecological) 접근(Bronfenbrenner,
1979)을 이론적 바탕으로 하여, 심각한 정서행동
문제를 지닌 청소년의 문제가 단순히 개인을 넘
어 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 주변 환경을 구성하
는 여러 체계가 상호작용하여 나타난 결과로 보
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중체계치료는 문제
의 발생이나 지속에 관여되는 여러 체계 내의
요인들을 파악하여 이를 변화시키는 것을 개입
의 중요한 목표로 두고 있다.
심각한 행동 문제를 가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효과성 검증 연구들은 다중체계치료가
더 적은 비용으로 청소년의 공격행동, 체포빈도,
집단치료기관 입소의 감소 및 가족 기능의 향상
과 같은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Henggeler, Melton, &
Smith, 1992; Schoenwald, Ward, Henggeler,
Pickrel, & Patel, 1996; Sheidow, Bradford,
Henggeler,

Rowland,

Halliday-Boykins,

Schoenwald, & Ward, 2004; Timmons-Mitchell,
Bender, Kishna, & Mitchell, 2006). Henggeler,

와
Cunningham(1998)의 보고에 의하면 심각한 비
행청소년들이 다중체계치료를 받았을 때 다시
체포되는 비율은 25-70%, 가출은 47-64%가 감소
되었고, 다양한 정신건강문제의 경감과 가족기능
의 향상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또한
Henggeler, Schoenwald와 Pickrel(1995)은 비행청
소년을 4년간 추적 조사한 연구에서 다중체계치
료를 완료한 집단이 개인상담집단에 비하여 재
범률 등에서 유의하게 더 우수한 효과를 보였을
뿐 아니라 다중체계치료에서 중도 탈락된 집단
도 개인상담집단보다 더 우수한 효과를 보였다
고 보고하였다.
다중체계치료는 비용대비효과에서도 우수하여,
미국의 경우 집단거주시설 등에 수용할 경우 소
요되는 비용에 비교하면 다중체계치료에 소요되
는 비용 1달러 당 13.45달러 예산절감 효과가 있
다고 추정되고 있다(Aos, Phipps, Barnoski, &
Leib, 2001). 이러한 긍정적인 연구결과를 통하여
Schoenwald,

Borduin,

Row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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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체계치료는 비행 등 심각한 행동문제가 있
는 청소년들에 대한 치료효과가 입증된 증거
기반치료 (evidence based treatm ent)로
꼽히고 있다(Eyberg, Nelson, & Boggs, 2008;
Henggeler & Lee, 2003). 다중체계치료의 대상인
위기 청소년들은 열악한 환경과 개인의 취약성
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심각한 적응문제를 경
험하고 있는 집단으로, 기존의 심리치료접근으로
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결론
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Kazdin, 1997), 다중체계
치료가 이들에게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 실증적인 연구를 통하여 확인되었다는 것
은 매우 고무적인 결과이다.
다중체계치료는 이후 행동 상의 문제가 있는
청소년뿐 아니라 다른 다양한 영역에 문제를 가
진 청소년 집단에게로 그 치료 대상의 폭을 넓
혀 왔다. 예를 들어 심각한 정신과적 문제를 가
진
청소년(Henggeler,
Rowland,
Halliday-Boykins,

Sheidow,

Ward,

Randall,

이나 자

Pickrel, Cunningham, & Edwards, 2003)

살 시도 청소년(Huey,
Halliday-Boykins,

Henggeler, Rowland,

Cunningham,

Pickrel,

&

과 함께 당뇨 관리가 잘 되지 않

Edwards, 2004)

는 청소년(Ellis,

Frey,

King-Naar,

Templin,

에 이르기까지 다
중체계치료는 심리사회적 문제 및 신체적 문제
를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청소년 집단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임이 검증되었다.
미국의 다중체계치료 서비스에서는 석박사과
정의 대학원생 혹은 석사학위를 가지고 사회복
지, 심리학 및 기타 관련 정신건강 영역에서
1-15년 정도의 임상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이 치료
자로서 활동하고 있다(Curtis, Ronan, &
Borduin, 2004). 치료 효과와 관련하여 특별히 치
료자 변인과 관련성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
으나, 다중체계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 분
위기나 구조와 같은 조직적 변인이나 치료자가
얼마나 충실히 다중체계치료의 원칙을 지켰는지
의 여부가 치료 효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
Cunningham, & Cakan, 2005)

려져 있다(Schoenwald,

Brown, & Henggeler,

2000;

Halliday-Boykins,

Schoenwald,

Henggeler,

2003;

Schoenwald,

&

Sheidow,

Letourneau, & Liao, 2003).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에서 체계적인 연구를 통
해 그 효과가 입증된 다중체계치료의 개입 모형
을 기본틀로 삼아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치료적 개입 모형이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이
라는 이름으로 제안된 바 있다(오경자, 배주미,
이기학, 2006).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은 국가청
소년위원회에 의해 2005년 서울을 비롯한 5개
지역에서 시범 시행되었으며, 2008년 현재 전국
16개 시도, 64개 시군구 지역으로 확대되어 운영
되고 있다.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의 핵심적 특
징은 첫째, 위기 청소년들의 문제를 청소년들의
개인적 원인 보다는 주위의 가족, 학교 지역사회
의 총체적 상호작용의 결과로 보는 다중체계적
인 관점, 둘째, 각 청소년의 특성과 욕구에 맞춘
개인 맞춤형 서비스, 셋째,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위기 청소년을 이들의 생활환경으로 직
접 찾아가는 서비스, 넷째, 가정, 학교 등 청소년
생활환경에서의 문제점을 직접 변화시키려는 행
동적 접근, 그리고 다섯째, 개입효과에 대한 지
속적인 평가와 이를 통한 개입전략의 정교화로
요약될 수 있다(오경자, 이기학, 지승희, 2005).
2005년 10월∼12월의 3개월간, 5개 지역 청소
년 상담지원센터를 거점으로 수행된 청소년동반
자 프로그램 시범사업을 통하여 이러한 서비스
에 대한 높은 수요가 확인되었고, 실제 프로그램
의 서비스 수혜 대상이었던 청소년들의 만족도
수준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오경자 등,
2005). 그 후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사업은 지
속적으로 확대되어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위기
청소년 사회안전망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뿌리
내릴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청소년동반자 프로그
램을 2012년까지 전국 134개 시군구까지 확대하
여 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석유선, 2008. 4.
15).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에 대한 청소년의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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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높은 수준에 이르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프
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확인이 이루어
진 바는 없다.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검증은
실제로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이 위기 청소년들
의 문제를 감소시켰는지 그리고 다른 기존의 개
입 방식과 비교할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확
인하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2006년 1월-3월 사이에 청소년
상담지원센터에 접수된 청소년 사례를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에 접수된 청소년과
기존에 실시 중인 상담을 받은 청소년을 대상으
로 프로그램 시행 전후의 문제 행동의 변화를 조
사함으로써 개입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대상

방법

본 연구에서는 2006년도에 청소년동반자 프로
그램이 시행되었던 8개 지역 중 4개 지역의 청
소년 상담지원센터와 해당 기간에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이 도입되지 않았던 5개 지역의 청소년
상담지원센터에서 수집된 자료가 분석되었다.
2005년 9월에 4개 지역에서 시작된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은 2차년도인 2006년에는 국가청소년위
원회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지원으로 총 8
개 지역으로 확대되었고 그 중 광역시 수준의

이혼/별거
사별
. t 값. p<.05.

a

*

40 (31.4%)
11 (9.3%)
***

p<.001.

대도시 2개 지역과 중소도시 2개 지역의 청소년
상담지원센터가 연구 참여에 동의하여 청소년동
반자 프로그램의 효과검증을 위한 자료가 수집
되었다. 한편 2006년도 당시 청소년동반자 프로
그램이 도입되지 않았던 대도시 1개와 중소도시
4개 지역의 청소년 상담지원센터에서는 비교집
단으로 연구에 포함된 일반상담 집단의 자료가
수집되었다.
2006년 3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의 3개월
동안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지역의 4개 센터에
서 사전평가를 마치고 진행된 모든 위기청소년
사례는 총 202사례이었다. 그 중 불성실하게 응
답된 19사례를 제외한 183사례 중 45사례는 담당
청소년동반자의 중도퇴사 등의 이유로 사후 평
가 자료가 수집되지 못하여 138사례가 최종분석
에 포함되었다.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지역의
자료와 관련하여 분석에 포함된 138사례와 최종
분석에서 제외된 45사례 사이에는 성별과 연령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각각 χ
(1)=.63, ns, t(198)=-1.00, ns). 일반상담지역에서
해당기간에 진행된 사례는 모두 65사례이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사전평가가 실시되었다.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된 4사례와 사후평가가 실시되
2

표 1.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집단 및 일반상담 집단 사례들의 인구학적 특성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n=138)
일반 상담 (n=59)
성별(남:녀)
89:49
28:31
연령 (SD)
14.99 (2.63)
16.31 (2.22)
재학상태
재적
100 (84.0%)
50 (87.7%)
자퇴/퇴학
19 (16.0%)
7 (12.3%)
가정경제수준
상
6 (4.6%)
9 (15.3%)
중
72 (53.8%)
35 (59.3%)
하
55 (41.5%)
15 (25.4%)
부모의 결혼상태
기혼
70 (59.3%)
36 (63.2%)

χ2

또는 t

4.97*
-3.35***a

.42

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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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2사례를 제외하고 총 59사례가 연구에
포함 되었다.
일반상담지역에서 분석에 포함된 사례와 분석
에서 제외된 사례 간에 성별과 연령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각각 χ
2

(1)=2.09, ns, t(63)=.99, ns).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집단과 일반상담집단
청소년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에 제시하
였다. 두 집단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세부적으
로 살펴보면,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에 의뢰된
청소년들은 남녀의 비율이 2:1 정도로 남자가 더
많았으나 일반상담집단에서는 남녀의 비율에서
큰 차이가 없어 성비에서 두 집단에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χ (1)=4.97, p<.05). 가정경제수준에서
는 상 및 중층에 속한다고 보고한 집단이 청소
년동반자집단의 경우 58.4%, 일반상담집단의 경
우 74.1%로 일반상담집단이 유의하게 높은 비율
을 보여,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집단 청소년들
의 사회경제적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
로 나타났다(χ (2)=9.08, p<.05). 부모의 결혼 상태
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
았다(χ (2)=.36, ns).
2

2

2

자료 수집
본 연구에서는 연구 설계에 따라 통제된 환경
에서 진행된 프로그램의 효과보다는 실제 현장
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태 그대로의 프로그램 효
과를 검증하고자 하였으므로 가급적 연구 참여
로 인하여 각 센터의 운영 방식이 달라지지 않
도록 하였다. 연구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센터는
2006년 5월 중에 연구진이 직접 방문하여 연구
의 취지와 구체적 자료수집 절차에 대하여 상세
하게 설명한 후, 2006년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
지의 3개월간 해당기관에 접수 및 진행된 사례
들에 대하여 사례 접수 시 청소년동반자 또는
상담자가 기록하는 문제영역 체크리스트와 위기
스크리닝 척도로 구성된 사전 평가 자료를 요청

하였다. 사전 평가 후 대략 6개월이 경과한 시점
인 2006년 9월-10월 기간 중에는 사전 평가 자료
가 접수된 각 사례에 대해서 문제영역 평가 설
문지와 청소년과 보호자의 프로그램 만족도 설
문, 그리고 청소년, 교사, 보호자 등의 프로그램
평가 설문지로 구성된 사후평가 자료가 수집되
었다. 사전 및 사후 평가 자료는 센터별로 수집되
어 연구진에게 우송되었다.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집단의 치료적 개입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은 2005년 시범사업의
결과를 토대로 개정된 청소년동반자 활동 매뉴
얼과 운영 매뉴얼(오경자 등, 2006)에 따라 시행
되었다. 청소년동반자 활동 매뉴얼에는 청소년동
반자 프로그램의 개념 틀과 함께 실제 운영에
필요한 실무적인 내용, 개입과정과 기법, 그리고
성과평가방법, 추수활동 및 예시 사례에 이르기
까지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청소
년동반자로 불리는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서비
스 제공자는 근무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주 12시간을 근무하는 시간제의 경우 대체로 1
인당 4-5사례,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전일제의
경우 12사례 정도를 담당하며 각 사례별로 3-6개
월 이내로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단기적이
고 집중적인 개입을 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사례
개입에 있어서 내담자인 대상 청소년에 대해 주
1회 정도의 대면 상담은 물론이고, 주 1회 이상
의 이메일,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다양한 형태
로 개입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가족과 학교 및
또래, 지역사회의 유관기관을 통해 대상 청소년
에 대한 통합적 개입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은 다중체계적인 관점
을 바탕으로 위기 청소년이 처해 있는 생활환경
전반을 고려하여 대상 청소년에게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직접 찾아가서 제공함을 특징으로 하
고 있다. 즉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이 다른 치료
적 개입과 차별화되는 독특성은 청소년 문제행
동에 대한 ‘통합적 관점’과 ‘찾아가는 서비스’로
대표되는 개입 형식에서 찾아볼 수 있겠다. 따라

오경자 ⋅ 배주미 ⋅ 양재원

서 어떤 특정 목표 행동을 감소 혹은 증진시키
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기별로 계획된 치료
프로그램과는 달리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의 치
료적 개입을 회기별로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술

상황에 맞게 채용하도록 하였다. 이번 연구에 참
여하여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을 운영한 청소년
동반자는 54명(남 2명, 여 52명)이었으며, 이들은
모두 채용 후 국가청소년위원회 및 청소년상담

표 2.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과 일반상담 프로그램의 개입유형별 1개월 평균 개입 빈도
개입유형
청소년동반자 집단 (n=138)
일반상담집단 (n=59)
대상 청소년 개입
개인 대면상담
2.86 (1.90)
3.63 (2.07)
전화/인터넷상담
4.32 (7.69)
1.67 (2.71)
연계기관활동
.43 (1.59)
.36 (1.39)
가족 개입
가족 대면상담
.99 (1.99)
1.22 (2.24)
전화/인터넷상담
2.08 (4.49)
1.27 (2.90)
학교 및 지역사회 개입
2.51 (4.93)
1.13 (2.41)
전체
13.21 (17.13)
9.27 (9.20)
( )는 표준편차. p<.05.

t(195)

*

-2.52

*

2.58
.31

-.70
1.27
*

2.06

1.66

*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신 청소년동반자 프로
그램 서비스 제공자인 청소년동반자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어떠한 개입 활동을 보였는지를 일반
상담 집단과 비교하여 표 2에 제시하였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일대일 대면 상담에서
는 일반상담집단이, 전화/인터넷 상담은 청소년
동반자 집단이 상대적으로 유의하게 많은 빈도
를 보이고 있었다. 학교나 경찰서, 법원 등의 지
역사회의 기관을 통한 조정과 개입(예, 학교 관
계자, 경찰 및 법원 관계자 등과의 상담 등)은
청소년동반자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더욱 빈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그러나 청소년에게 유
관기관을 통해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연계
기관 활동(예, 대상 청소년에 대한 병원 진료 의
뢰 등) 및 가족 개입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유의
하지 않았다. 전체적인 개입빈도 역시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자인 청소년동반자는 심
리학, 사회복지학, 아동/청소년학, 교육학 등을
전공한 인원으로 각 해당 센터별로 그 지역의

원에서 실시한 연수교육을 받고 프로그램 운영
에 투입되었다.
청소년동반자는 채용 형태에 따라 주 40시간
을 근무하는 전일제와 주 12시간 내외로 근무하
는 시간제로 구분되며, 이번 연구에 참여한 총
54명 중 13명(24.1%)은 전일제, 나머지 41명
(75.9%)은 시간제로 근무하였다. 이들 청소년동반
자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는 표 3에 제시하였다.
일반상담 집단의 개입 치료적 개입
비교집단에서의 일반상담은 기존에 시행되어
왔던 프로그램이므로 해당기관의 관행에 따라
기존방식대로 진행되었다. 일반상담에서는 청소
년이 대체로 주 1회 정기적으로 직접 센터를 방
문하여 상담원과 상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과 비교한 구체적인 개입
의 형식은 표 2에 제시되었다. 일반상담 집단에
서 실시된 상담은 각 센터에 소속된 전임 상담
원에 의해 실시되었으며, 이들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는 청소년동반자와 비교하여 표 3에 제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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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집단과 일반상담집단의
청소년들에게 공통적으로 자료를 수집할 수 있
었다. 청소년 문제영역 체크리스트의 적응문제는
그 내용에 따라 부모-자녀의 관계나 청소

표 3. 청소년동반자 지역과 비교지역의 상담자 성별, 연령, 학력 및 상담경력
성별 (남:여)
연령 (SD)
상담 관련 경력 (SD)
학력
학사
석사
박사과정이상
a. t 값. *** p<.001

청소년동반자지역 (n=54)
2:52
32.29세 (8.13)
2.15년 (2.16)

일반상담지역 (n=19)
2:17
37.73세 (7.53)
5.63년 (4.38)

35 (64.8%)
19 (35.2%)
0 (0%)

4 (22.2%)
11 (61.1%)
3 (16.7%)

측정도구

본 연구는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개입프로
그램의 효과를 있는 그대로 평가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두었으므로 가급적 평가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각 센
터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는 양식을 최대한 활용
하였다.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는 이미 표준화
된 문서양식에 따라 각 사례에 관한 기본 자료
를 정리하고 있으므로 이를 사전 사후평가에서
활용하고 그 이외 필요에 따라 측정도구를 추가
하였다. 구체적으로 사전 및 사후 평가에서 사용
된 측정 도구는 다음과 같다.
청소년 문제영역 체크리스트
대상 청소년들의 적응문제의 유형과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상담자가 각 청소년을 평가하
게 되어있는 청소년 문제영역 체크리스트를 사
용하였다. 이는 전국의 각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
의뢰된 모든 청소년들에 대해서 상담자나 청소
년동반자가 필수적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또는 t
.29
-4.36***a
-7.20***a

χ2

15.70***

년의 학대 등과 관련된 가족문제(9문항), 가출 등
과 같이 외현화된 문제 행동을 측정하는 비행(9
문항), 또래관계 및 학교생활 문제와 관련된 학
교부적응(10문항), 우울, 불안 등을 측정하는 정
신건강(11문항)의 4개 영역으로 분류되어 있다.
센터에서 원래 해당여부만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으나, 본 연구를 위해서 체크된 각 문항에 대
해서 (1=‘전혀 아니다’∼5=‘매우 그러하다’)의 5점
척도로 그 정도를 평가하도록 하여 문제영역별
총점을 산출하여 개입프로그램에 따른 변화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하였다. 청소년 문제
영역 체크리스트는 프로그램 접수 당시(사전평
가)와 프로그램 종료/6개월경과 후(사후평가)에
두 번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산출된 각 문제영역별 내적 합치도는 가
족문제의 경우 .65, 비행문제 .54, 학교부적응 .62,
정신건강 .72이었다.
위기 스크리닝 척도
의뢰된 청소년들의 위기의 유형과 정도는 지
역사회안전망(CYS-Net)에서 사용되고 있는 총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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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의 위기 스크리닝 척도(구본용, 금명자, 김동
일, 김동민, 남상인, 안현의 등, 2005)를 사용하여

본 연구에서는 개입프로그램 시작 전에 위기
스크리닝 척도를 실시하여, 개인, 가정, 또래 및

표 4.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집단 및 일반상담 집단 사례의 위기 스크리닝 척도 초기값 평균
청소년동반자집단 (n=138)
일반상담집단 (n=59)
개인영역
1.96 (1.40)
1.93 (1.63)
가정영역
1.74 (1.47)
1.75 (1.63)
또래/학교영역
1.47 (1.32)
1.61 (1.62)
지역사회영역
.25 (.52)
.24 (.68)
위기스크리닝 점수합
5.41 (3.12)
5.53 (4.10)
( )는 표준편차

평가되었다. 위기 스크리닝 척도는 개인영역, 가
정영역, 또래 및 학
교영역, 그리고 지역사회영역의 4개 영역으로 구
분하여 각 영역 당 3개-7개의 문항에 대하여 각
각 해당여부(‘예’, ‘아니오’, ‘미확인’)를 상담자나
청소년동반자가 평가하게 되어있고, 부가적으로
가출, 약물사용, 신체적/성적학대, 학업중단, 성
매매, 인터넷 중독, 범법 행위, 자살, 외상 후 스
트레스 증상 등 위기청소년들이 경험할 수 있는
구체적 문제를 제시하고 각각에 대하여 2-5개 문
항을 통하여 해당 여부를 기록하도록 되어 있다.
개인영역은 ‘우울해하고 목표의식이 없다’, ‘불안
하고 두려움이 많다’와 같이 개인내적 심리적 문
제와 관련된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정
영역은 ‘가족원간의 폭력과 갈등이 심하다’, ‘부
모가 별거 중이거나 이혼했다’와 같이 가족 간
갈등과 관련된 7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래
및 학교 영역은 ‘친한 친구 중에 일진회 혹은 폭
력 써클에 소속된 친구가 있다’, ‘학교 선생님과
사이가 좋지 않다’와 같이 또래 관계나 학교생활
과 관련한 위험 요소들을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
성되어 있으며, 지역사회 영역은 ‘이웃이나 지역
사회에 폭력성이 만연해 있다’와 같은 3개 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다.

t(195)
.11
-.03
-.63
.10
-.21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 등 4개 영역의 위기수준
점수를 산출하여 사용하였고 그 이외의 구체적
인 문제에 대한
평가는 참고자료로 활용되었다. 본 연구에서 수
집된 자료에서 위기 스크리닝 영역별 내적 합치
도는 개인영역(7문항), .53, 가정영역(7문항), .57,
또래/학교 영역(7문항), .56, 그리고 지역사회영역
(3문항), .46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만족도 평가
개입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하
여 만족도 설문지를 작성하여 프로그램 종료 후
시행하였다. 만족도 설문지는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와 함께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
지, 문제해결에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는
지, 도움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 다시
도움을 받고자 할 때 이 프로그램을 선택할지,
친구에게 추천할 의향여부 등 6개의 문항으로
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하여 4점 척도(1=‘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4=‘매우 도움이 됨’)로 평가
하게 되어 있어 24점 만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번 연구에서는 청
소년 본인과 보호자가 각자의 시각에서 평가하
도록 하였으며, 중도탈락, 보호자의 종결회기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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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등의 이유로 대상청소년 120명(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92명, 일반상담=28명), 보호자 92명(청
소년동반자 프로그램=69명, 일반상담=23명)에게
이루어졌다.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에서 청소년용 만
족도 평가지의 내적합치도는 .98, 보호자용 만족
도 평가지의 내적합치도는 .99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의 위기
청소년에 대한 개입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과 사후 검사 점수를 paired t-test로 분석하
였다. 비교 집단인 일반상담 집단과의 비교를 위
해서는 t-test와 반복측정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에서 실시한 개입
방식과 치료의 효과성에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개입 전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과 일반 상
담집 단 청소년의 위기 수준 비교
개입의 효과를 비교하기 전에 개입 이전 청소
년동반자 프로그램 집단과 비교집단인 일반상담
집단의 청소년들이 전반적인 위기 수준 및 영역
별 문제유형과 심각도에서 대등한지를 확인하고

13.80
12.63 4.75*** .41
13.98
정신건강 (4.08)
(3.48)
(6.00)
†. 집단(청소년동반자/일반상담)과 측정시기(사전/사후)의 반복측정 변량분석 상호
( )는 표준편차. * p<.05, ** p<.01, *** p<.001

자 두 집단의 청소년들을 비교하였다. 프로그램
신청 시에 위기스크리닝 척도에 기록된 문제를
기준으로 청소년 동반자 집단과 일반상담집단
청소년들의 적응문제들을 개인영역(7문항), 가정
영역(7문항), 또래 및 학교영역(7문항), 그리고 지
역사회영역(3문항)으로 나누어 영역별 평균 위기
점수를 산출한 결과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청소년 동반자집단과 일반상담집단은 각 영역
에서의 위기점수 및 총 위기점수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195)=-.21, ns). 따라서 청
소년동반자집단과 일반상담집단은 개입 이전에
는 전반적인 위기 수준에서 영역별 문제에서 대
등한 집단으로 간주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과 일반상담프로그
램의 개입 효과
분석에 포함된 모든 사례를 진행 상태에 따라
분류하였을 때, 청소년동반자 집단은 총 138사례
중에서 29사례(21.5%)가 합의종결, 23사례(16.3%)
가 중도탈락이었고 나머지 86사례(62.2%)는 6개
월이 경과된 2차 평가시점에도 상담이 진행되고
있었다. 반면 일반상담집단은 27사례(45.8%)가 합

표 5. 청소년동반자와 일반상담집단의 사전-사후 문제영역 체크리스트 평균 점수의 변화
청소년동반자 집단
일반상담 집단
문제영역
사전
사후
t(137) d
사전 사후 t(58)
12.83
12.00 3.27*** .29
13.61 12.04 3.79**
가족문제 (4.34)
(3.67)
(4.90) (3.45)
10.21
9.74
10.06
9.58 2.88**
*
비행문제 (2.33)
2.57
.23
(1.64)
(1.87) (1.25)
14.76
13.24
14.44 12.83
***
**
학교부적응 (4.75)
.49
(3.56) 5.40
(5.93) (4.88) 2.91

.55

상호작용
효과†
F(1,192)
2.44

.42

.00

.39

.03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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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대상청소년과 보호자의 프로그램 만족도 평가
평가자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대상청소년
19.42 (2.81)
보호자
19.65 (2.45)
( )는 표준편차

일반상담 프로그램
19.46 (3.42)
18.87 (4.10)

표 7. 청소년동반자 개입 유형의 월평균 빈도와 개입 효과 간의 상관관계
대상청소년 개입
대면상담 전화/인터넷 상담 연계활동
개입효과
.20*
.22*
.31***
* p<.05, *** p<.001

의종결, 21사례(35.6%)가 중도탈락, 그리고 11사
례(18.6%)가 2차 평가시점에서 상담이 진행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6개월 이상 상담이 진행되고
있는 사례의 비율이 청소년동반자 집단보다 낮
았다(χ (2, n=197)=31.54, p<.001). 합의 종결된 사
례들의 평균 개입지속기간을 비교하였을 때, 청
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은 5.27개월(SD=3.12), 일반
상담집단은 3.30개월(SD=3.56)로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오랫동안 상담을 진행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t(54)=2.20, p<.05).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과 일반 상담프로그램
의 개입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청소년 문제영
역 체크리스트를 통하여 평가된 사전-사후 평가
자료를 비교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에 제시하
였다.
사전-개입 후 평가 자료에 의하면 모든 문제
행동 영역에서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과 일반상
담이 유의미하게 문제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
었다. 추가적으로 각 문제영역에 대하여 집단(청
소년동반자/일반상담 프로그램)과 측정시기(사전
/사후)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 분석을 통해 시행
프로그램에 따른 문제 행동의 변화 양상에 차이
가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모든 문제행
동의 영역에서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2

가족개입
.25***

t(195)
-.06
1.10

학교 및 지역사회
개입
.57***

것으로 나타나, 두 집단의 개입효과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음이 시사되었다.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과 일반상담프로그램에
대한 청소년과 보호자의 평균 만족도가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t-test 결과, 청소년동반자와 일반
상담 프로그램 간에 대상청소년 및 보호자의 만
족도 평정에서 집단 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의 개입효과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개입의 효과와 관련이
있는 변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전반적 개입효과
와 대상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 청소년동반자
의 특성, 그리고 개입과정변인들의 관계를 분석
하였다.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의 개입 효과는
청소년문제영역 체크리스트의 합산 점수의 사전사후 차이를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의 효과는 대상 청소년
의 성별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136)=.01, ns). 또한 대상청소년 가정의 경제 상
태(상, 중, 하)에 따른 프로그램의 효과에서도 유
의한 차이는 없었다(F(2,130)=.02, ns). 부모의 혼
인상태(기혼, 이혼/별거, 사별)에 따른 개입효과
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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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검증 결과 이혼/별거
와 기혼의 사례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부
모가 이혼/별거의 상태에 있는 청소년의 경우에
기혼인 경우에 비해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의
개입 효과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나, 이 프로그
램이 해체되거나 위기 가정의 청소년에 효과적
임이 시사되었다.
대상 청소년의 연령에 따른 사전-사후 위기수
준 변화를 비교하였을 때, 13세 이하의 청소년보
다는 14∼19세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개
입효과가 유의미하게 커서 초등학교 학생보다는
중학교 이상의 청소년들에 보다 효과적으로 사
용될 수 있음이 시사되었다(t(135)=-2.35, p<.05).
청소년동반자 변인이 프로그램의 효과에 미치
는 영향을 살펴보았을 때, 청소년동반자의 근무
형태, 즉 전일제인지 시간제인지의 여부는 청소
년동반자 프로그램의 개입효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t(132)=-.74, ns).
그리고 청소년동반자의 경력과 문제행동수준의
경감으로 평가된 프로그램의 개입효과 간의 상
관분석 결과, 두 변인 간에도 유의한 상관이 나
타나지 않았다(r=.07, ns).
청소년동반자 개입 유형의 월평균 빈도에 따
라 개입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7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형태의 개입이 문제 행동의
변화와 정적인 상관을 보이고 있어, 개입 빈도가
클수록 청소년의 문제 행동이 유의하게 감소하
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특히 학교 및 지역사회를
통한 개입이 청소년의 문제 행동과 더욱 큰 상
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소년동반
자 프로그램에 있어, 지역사회 개입이 청소년 행
동 변화에 중요한 요소임이 시사되었다.
(F(2,118)=3.29, p<.05),

논의
본 연구의 일차적인 목적은 위기청소년들을

대상으로 2005년에 시작되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이 추진되고 있는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연구 대상은 2006
년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간 청소년동
반자 프로그램이 도입되었던 4개 청소년상담지
원센터에서 진행된 위기청소년 138사례와 동일
한 기간에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이 도입되지
않은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 접수, 진행되어 일반
상담을 받은 청소년 59사례를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 평가하여 개입의 효과를 비교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
다.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집단의 청소년들은 개
입 전에 비하여 개입 6개월 후에 청소년 문제영
역 체크리스트의 가족, 비행, 학교부적응, 정신건
강의 영역에서 유의한 증상 호전이 나타났다. 비
교집단인 일반상담 집단에서도 측정한 모든 영
역에서 유의한 문제 행동의 호전이 관찰되었다.
개입에 따른 문제행동 감소의 정도에서는 두 집
단 간에 차이는 없었으며, 대상청소년 및 보호자
의 만족도 평가에서도 두 집단 간 차이가 유의
하지 않았다. 따라서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의
개입 효과는 기존의 일반 상담 프로그램에 비하
여 유의하게 높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그에 대등
한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은 위기 청소년들에 대
하여 통합적이고 집중적인 개입을 목표로 개발
된 프로그램이므로 일반상담프로그램에 비하여
더 우수한 개입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었으
나, 본 연구의 결과 기존의 일반상담을 받은 집
단과 개입효과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의 집단에서 일반상담 집단에 비해 청소년에 대
해 더 빈번하게 또 더 오랜 기간 개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상대적으로 개입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의심해 볼 수
있기도 하다.
하지만 개입의 효율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담자와 내담자의 변인과 같은 다른 측면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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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 두 집단의 개입
효과를 단순히 비교하기 위해서는 대상 청소년
집단이 동질성, 두 개입 프로그램을 진행한 인력
의 전문성, 그리고 개입 방안을 뒷받침하는 조직
의 지원 등 제반 여건이 동등하다는 전제가 성
립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인위적으로 제반 변인
이 통제된 상황에서 수행된 “실험연구”가 아니
라 현장에서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개입프로그
램을 평가한 현장연구로 위의 전제조건을 사전
에 통제할 수 없었다. 사후에 두 개입프로그램의
대상이 된 청소년들과 프로그램을 담당한 상담
자들의 특성을 비교한 결과, 두 집단이 대체로
유사하였으나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집단의 청
소년들이 상대적으로 가정경제수준이 낮아 비교
집단 보다 환경여건이 더 열악한 것으로 추정될
수 있었고, 개입프로그램을 담당한 청소년동반자
들이 일반상담집단의 상담자들에 비하여 학력
및 관련 경력이 유의하게 짧았다. 특히 ‘찾아가
는 서비스’라는 것을 프로그램의 특성으로 설정
하면서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에서는 기존에 상
담소에 찾아오는 내담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입
프로그램이 포괄하지 못했던 상담과 치료에 대
한 동기 수준이 낮은 대상자들이 포함되었을 가
능성이 있다. 따라서 비록 청소년동반자 프로그
램에서 더 빈번하고 장기적인 개입이 이루어졌
지만, 상담자와 내담자 변인의 요소들이 상대적
으로 개입의 효과를 얻는데 불리한 여건임을 고
려할 때,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이 일반상담 프
로그램과 대등한 수준의 개입효과를 보인 것은
고무적인 결과로 해석될 수 있겠다.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이 기존의 일반상담과
대등한 수준의 개입효과를 보였지만 실제로 그
러한 긍정적 변화의 치료적 기제는 서로 다를
가능성이 있다. 구체적으로 청소년동반자 프로그
램에서는 다중체계관점을 기반으로 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 청소년의 생활현장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변화를 유도하는 것, 그리고 지역사회
의 자원과의 연계를 통하여 지원하는 것이 그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었다. 실제로 청소년동반

자 집단이 일반상담 집단보다 학교 및 지역사회
유관기관에 대한 개입이 많았을 뿐 아니라 개입
횟수가 많을수록 개입의 효과가 컸다. 또한 지역
사회의 자원과의 연계횟수도 청소년동반자 프로
그램의 개입효과와 유의한 상관이 있어 이들 핵
심요소들이 실제로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의 효
과의 매개요인이 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
다. 그러나 이번 연구에서 측정된 개입빈도의 범
위가 제한되어 있어서 이것만으로는 프로그램의
어떤 요소들이 대상청소년의 문제 행동 개선에
영향을 주었는지 명확하게 언급하기에는 어려움
이 있다. 청소년동반자의 어떠한 활동이 청소년
에 대한 개입의 효과를 증대시키는지를 확인하는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은 기존의 청소년상담
프로그램에 접근이 어렵거나 혹은 효과를 거두
지 못하는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을 위하여 개발
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의 효과는 대상 청소년의 성별이나 대상청소년
가정의 경제 상태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
었으나, 13세 이하의 청소년보다는 14∼19세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개입효과가 유의미하
게 커서 초등학교 학생보다는 중학교 이상의 청
소년들에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시
사하였다. 또한 특히 부모가 이혼이나 별거 등으
로 인해 가정이 위기에 처한 청소년이 이 프로
그램을 통하여 좋은 효과를 얻은 것으로 나타나,
사회안전망으로부터 이탈할 위기에 처한 청소년
들이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의 좋은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앞으로 추가 연구를 통하
여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에 적합한 대상의 특
성을 확인하는 것이 프로그램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다중체계치료는 미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개발된 치료방안으로 미국 외에도 8개 이상의
국가에서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Swenson, Henggeler, Taylor, & Addison, 2005).

그러나 노르웨이(Ogden & Halliday-Boykins,
2005) 한 곳의 예를 제외하고는 그것의 효과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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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으로 보고된 예는 아직까지 매우 드문
편이다. 다중체계치료의 핵심개념을 기본틀로 한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이 문화적 배경과 사회
적 환경이 다른 우리나라의 위기청소년들에게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본 연
구의 결과는 다중체계치료의 모형의 횡문화적
일반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Henggeler 등
(2002)은 다중체계치료가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배경으로 개인맞춤형 종합적 개입, 치료
에의 장애요인들의 적극적 제거와 치료효과의
일반화를 위한 노력, 실증적 증거에 기반을 둔
개입, 장기적인 치료효과의 유지를 위한 보호자
의 역할의 강조 등의 치료적 접근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측면과 함께 성과에 대한 책임성의 강
조 등 치료프로그램의 시행 및 운영체계의 효율
성을 들고 있다. 다시 말해서 다중체계치료는 그
동안 누적된 임상경험에 토대를 둔 실용적 접근
과 일반 기업에서는 보편화된 효율적 운영체계
의 결합이 그 핵심적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 따
라서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이 우리나라에서
효과적인 위기청소년 프로그램으로 정착하기 위
해서는 실용적 치료적 접근과 효율적 운영체계
를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여건에 가장 적합한
형태로 구현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 집단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실제 진
행되고 있는 개입 프로그램을 평가하였다는 점
은 이번 연구의 장점이라고 하겠지만, 다음과 같
은 몇 가지 제한점은 지적되어야 하겠다. 첫째,
이 연구는 실험실 상황과 같이 정교하게 통제된
환경에서 수행된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수
행되고 있는 정부 사업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진
행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가 실제 현장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외적 타당
도는 높다고 볼 수 있지만 내적타당도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 변인의 통제는 미흡하였다.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및 일반상담에 참여한 청소년
들은 인구통계학적 변인 및 위기 정도 등에서
대체로 대등한 집단으로 판명되었으나 실제 치

료에 대한 반응이나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
는 치료에 대한 동기 등의 심리적 변인에서의
차이는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사례의 배정이나
치료적 개입의 진행 역시 각 센터별로 운영되어
연구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무선 배정 등의 원
칙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그밖에
사전 사후 평가에서 타당화된 평가도구가 사용
되지 못하였고, 주로 상담자의 평가 자료에 의존
하게 된 점 등은 이 연구의 제한점으로 추후의
연구에서는 보완이 되어야 할 것이다. 표준화된
평가도구를 이용한 무선통제 연구(randomized
controlled study)는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과 같
은 다중체계치료적 접근이 위기 청소년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 방식임을 좀 더 객관적으로 확인
시켜주기 위해 추후에 반드시 필요한 연구라 히겠
다.
둘째로, 이번 연구에서는 청소년동반자 프로그
램이 이론적 배경으로 삼고 있는 다중체계치료
적 접근이 실제 프로그램의 운영에서 실행되고
있는지의 여부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
역시 제한점이라 할 수 있다. 청소년동반자 프로
그램이 이론적 배경으로 삼고 있는 다중체계치
료적 접근은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단순
히 대상자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및 지역사회를
포함한 다양한 주변 환경에 대한 단기적이고 집
중적인 치료적 개입을 통해 개입의 효과성을 극
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의 연구
결과를 보면, 치료자의 개입 시 다중체계치료의
원칙에 충실했는지의 여부가 치료 효과성에 상
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Schoenwaldet
Halliday-Boyki

al.,2000;
ns,

&

Schoenwald,
Henggeler,

2003;

실제 프로그램
의 운영에서 그 원칙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의
여부가 치료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음이 시
사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연구에서는 청소년동
반자 프로그램에서 다중체계치료적 접근의 원칙
이 얼마나 충실히 운영되었는지가 충분히 고려
되지는 못했다.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에서 일반
Schoenwald, & Hoagwood,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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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프로그램과 비교했을 때 대면 상담보다는
전화/인터넷 상담이나 학교 및 관련기관을 통한
개입이 많았다는 점은 분명 통상적인 치료적 접
근과는 차이를 가지지만 그것만으로는 다중체계
치료적 접근의 원칙이 충분히 지켜졌다고 보기
는 어려울 수 있겠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실제 개입에서 다중체계치료적 접근의 원칙에
얼마나 충실한지를 고려하여 개입의 효과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위기 청소년에 대한 다중체계치료적 접근을
목표로 시작된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은 이번
연구를 통해 어느 정도는 그 개입의 효과성이
확인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효율적인 운영
을 위해서는 다음의 요소들은 추가적으로 고려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프
로그램이 가진 다중체계치료적 원칙이 실제 개
입의 현장에서 충실히 반영되고 있는가를 확인
할 필요가 있으며, 이 원칙이 충실히 지켜질 수
있도록 전체적인 시스템을 운영해 주는 것이 중
요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실시
된 연구에 따르면 적절한 수퍼비젼의 제공이나
상담자가 소속된 조직 차원에서의 지원이 다중
체계치료의 효율성을 담보하는데 중요한 요소라
는 보고(Curtis et al., 2004; Schoenwald et al.,
2000)는 우리나라에서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
영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라
보인다. 또한 우리나라에는 다중체계치료적 접근
이 소개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전
문가의 양성과 함께 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안
정적인 시스템의 마련도 중요하리라 여겨진다.
이를 통해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이 위기청소년
에 대한 근거중심치료로 알려진 다중체계치료적
접근의 원칙에 충실한 운영이 가능할 것이며, 프
로그램 개입의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
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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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h Companion Program(YCP) is a community-based intervention program for at-risk youths,
based on the theoretical model of Multisystemic Therapy.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YCP in comparison to that of individual counseling. One hundred and thirty
eight adolescents referred to YCP and 59 youths referred to individual counseling were assessed
for the behavioral problems at intake and 6 month follow-up. Client satisfaction of youths and
their parents was also assessed. Results showed that problematic behaviors of both groups were
significantly decreased, and yet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extent of
improvement or the level of client satisfaction. Further analyses of intervention components
revealed that the face-to-face intervention was more frequent in individual counseling and
intervention through community organization was more frequently provided in YCP. Moreover
frequency of intervention through community organization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improvement in the YCP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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