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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해외교포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를 돕기 위해 이들의 문화적응 스트
레스를 줄이고, 다문화적 역량을 키우기 위한 또래상담 역할모형에 기반을 둔 해외교포
대상 솔리언또래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해외교포 청소년의 특성
및 심리적 문제, 또래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국내외 문헌을 고찰하고, 해외교포 청소년
및 이들을 지도한 경험이 있는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포커스그룹인터뷰(FGI) 및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선행연구 고찰 및 인터뷰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프로그램 구성요
소를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총 '다가가는 친구되기(Friendship)', '대화하는 친구되기
(Fellowship)', '도와주는 친구되기(Leadership)'의 3단계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프로그
램의 효과성 검증을 위해 미국에 거주 중인 해외교포 청소년 20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을 시범운영하였다. 시범운영 실시 전후로 참여 청소년과 통제집단에 포함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대인관계 능력, 자기효능감, 다문화 정체성을 측정하였다. 아울러, 프로그램 참
여 청소년들에게는 참여자 관점 평가를 실시하여 프로그램의 만족도를 평가하도록 하였
다. 수집한 자료를 독립표본 t검증과 공변량분석(ANCOVA)을 통해 분석한 결과, 프로그
램에 참여한 청소년의 대인관계 능력, 자기효능감, 다문화 정체성 점수가 프로그램운영
이전보다 이후에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참여자 관점 평가 분석에서도 참여자들의 75%
이상이 프로그램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며, 90% 이상이 다른 청소년들에게 추천하고
싶다고 밝혀져 프로그램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본 프로그램의 의의와 한
계점을 논하였으며, 향후 연구에 대해 제언하였다.
*주요어 : 해외교포 청소년, 솔리언 또래상담, 프로그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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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 세계화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 국외 이민 수는 증가해왔으며, 2007년 이후 700만
명이 넘는 해외교포가 180여개의 국가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외교부, 2013).
이러한 현상은 광범위한 지역에서 한국의 국제화 역량을 뻗어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
적이다. 그러나 해외 교포들은 새로운 언어와 생활방식 상 중요한 변화로 인해 적응과정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고(Lee, Moon, & Knight, 2004), 우울 등 정신적인 어려움을 경험
하게 된다(Portes & Rumbaut, 1996).
이민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의 위험은 재미교포의 경우 심각한 것으로 보고된다(Hurh &
Kim, 1990). 재미교포의 우울 유병률은 상대적으로 필리핀, 일본, 중국과 같은 아시아계 이
주민 가운데 가장 높고(유채영, 이주경, 2012에서 재인용) 그 정도가 일반 미국인들의 우울
유병률보다 두 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ernstein, Park, Shin, & Park, 2009). 우울
은 가정폭력, 약물중독 등의 외현적인 문제를 일으키는데, 재미교포 가정 폭력 신고 건이 아
시아계 이민족 중에서 가장 많으며, 이혼율이 가장 높다는 점(미주 YMCA, 2004)은 재미교
포 가정에 대한 도움이 절실함을 보여준다. 재미교포는 전체 해외 교포의 30%에 해당하며
(재외동포재단, 2010) 백만명이 넘게 거주하고 있는 바(재외동포재단, 2010; U.S. Census
Bureau, 2010) 그 해결책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해외교포의 우울 등 정신건강의 문제는 문화적 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
는데(박형원, 2010; 원영희, 2005; 이진숙, 데지레 친, 2011; Choi, 1997; Park & Bernstein,
2008; Park & Rubin, 2012), 문화적응은 상이한 문화 간 계속적이고 직접적인 접촉의 결과
로 생긴 언어, 생활방식, 문화정체성, 그리고 태도 등의 변화이다. 문화적응 경험은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야기할 수 있으며, 부적응적인 심리상태에 영향을 미친다(Miller & Chandler,
2002). 이러한 새로운 사회와 문화에 대한 스트레스는 교포청소년의 경우 자아정체성과 관련
된 문제가 더해져 더 증폭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해외교포 청소년들은 학교와 가정에서 경험하는 문화적 차이를 겪음으로써 문화적응 과정
을 경험하게 된다(박보라, 2008). 거주 국가에서 태어난 청소년들은 학교에서는 다른 아이들
과 똑같은 교육을 받으며, 언어도 부모의 모국어보다는 현재 살고 있는 나라의 언어에 더
익숙한 반면, 가정에서는 부모 출신국의 언어와 문화에 많이 노출된다. 이렇게 가정의 문화
와 가정 밖 사회의 문화 간의 불일치는 청소년들에게 어떤 문화가 올바른 것인지, 자신이
어떤 문화적 뿌리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한다. 게다가 미국 교포 청소년의
경우 백인과 뚜렷이 구분되는 외모로 인해 언어나 문화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도 주류문화에
완전히 동화되는 데는 한계를 갖는다(문성준, 2008). 더 나아가 소수민족 청소년이 자아정체
성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주류 사회에서 갖는 소수민족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을 그대로 수용
함으로써 낮은 자아정체성 및 자긍심을 형성할 수 있다(Erikson, 1968; Phinney & Charvia,
1992; Tajfel, 1981). 부정적인 관점의 수용은, 소수민족 이민자로서 겪는 차별과 더불어 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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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으로 하여금 어떤 집단에도 소속되지 못한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하고 자존감을 건강
하게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한다(Sue & Sue, 2008). 또한 교포 청소년들은 정체성 탐색
을 위한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하여 ‘강제학습증후군(Hurried Child Syndrome)’이 흔히 나
타나기도 한다. 이는 이민청소년들이 부모가 거는 성공에 대한 기대와 그에 따른 압박으로
인해 미국의 문화와 언어에 빠르게 적응함으로써 오히려 브로커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됨으
로써 나타나는 현상이다(일례로, 자녀들이 영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이민 1세대 부모님을
대신하여 은행이나 공공기관과 소통해야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역할 수행은 청소년들이
아동기나 청소년기에 누릴 수 있는 탐험과 모험의 여유 없이 빨리 어른으로 성장하게 하고
이로 인한 여러 심리적, 그리고 관계적 문제를 경험하게 만든다(Fong, 2004). 이들은 소수민
족으로서 겪는 차별과 소소한 학대(microaggression)를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며 어느 집단에
도 소속되지 못한 채 자신의 정체감과 자존감을 건강하게 형성해 나가는 것에 많은 어려움
을 겪게 된다(Sue & Sue, 2008).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교포 청소년과 같은 이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건강 관
련 서비스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Jang, Chiriboga, & Okazaki, 2009; Shea & Yeh,
2008). 많은 소수민족이나 소수인종 집단은 정신질환이나 가족문제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실제로 전문가의 치료나 상담을 찾는 경우는 다른 주류집단에 비해 월등히 낮다. 이러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변인이 연구되어져 왔는데 전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요약된다
(Jang et al., 2009; Shea, & Yeh, 2008) : (1) 소수민족의 문화, 가치, 언어에 부합하는 서비
스나 이를 제공할 수 있는 다문화 상담자의 부족, (2) 정신 건강에 대한 오해와 서비스에 대
한 불신, 상담이라는 서비스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견해, (3) 개인‧가정의 문제를 숨기려하
는 체면 중시하는 문화 등이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교포청소년들은
어려움을 함께 이야기하고 해결해 나갈 시설, 프로그램, 상담자를 찾기 어렵다.
한편, 최근 소수민족과 인종 청소년의 문제를 서구적 상담 모델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제기에 근거하여 ‘보다 혁신적이며 지역 사회를 통합하는 모델(Natural Helpers
Model, NHM)’이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Sue, Cheng, Saad, & Chu, 2012).
NHM은 ‘보다 혁신적이며 지역 사회 참여적 모델’의 대표적 모형이다. 이는 일정 집단 내에
서 친구나 이웃의 이야기를 공감하며 들어주고 필요에 따라서 여러 도움과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을(Natural Helpers) 대상으로 교육을 제공한다. 흥미로운 것은, NHM이 기존의 또
래상담과 여러 면에서 매우 흡사한 구조와 목표를 갖는다는 점이다. 즉, NHM과 또래상담
은 전문적인 지식, 기술이 아니라 공감과 경청을 통해 친구나 가까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
줌으로써 상대방에게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다만, NHM이 집단에서 자연스럽게
(Natural) 이미 생활에서 ‘helper’로서 역할을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또래상담이 교육을
통해 ‘helper’로 양성될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NHM이나 또래상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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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 소속한 일원으로서 집단이 필요로 하거나 어려워하는 사안에 대해 누구보다도 많은
정보과 경험을 지니고 있으며 일반 상담 전문가가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보다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는 이점을 지닌다. 현재 미국에서 시행되어지고 있는 NHM은 대부분 건강
교육과 관련된 것으로, 교포청소년들의 심리·정서적 문제를 총체적으로 다루는 프로그램은
아직 개발 및 검증이 되지 않고 있어 한계가 있다. 앞서 밝힌 것처럼 해외교포 청소년에게는
동일한 경험을 가진 또래의 긍정적 지지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바, 해외교포 청소년을 위
한 Natural Helper나 또래상담자 양성 프로그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또래상담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또래친구에게 고민을 가장 많이 털어놓고, 또래라는 동
질 집단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는 Erikson(1968)의 청소년기 특징 관련 이론에 근거하
여 만들어진 또래 간 상담 모형이다. 해외교포 청소년 또한 친구가 가장 중요한 지지자원이
고 특히 같은 문화권을 가진 또래 청소년 간 유대감이 높다(Noh & Avison, 1996).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또래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교포 청소년들은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문화적응의 문제를 포함하여 고민이나 문제를 서로 이야기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
써 해외교포 청소년들의 심리적 안정 및 정신건강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외교포 청소년들의 경우 문화적응 과정에서 한국 문화나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수용하는 청소년이 그렇지 못한 청소년들에 비해서 자존감이 높고 잘 적응한다는 점(Kim,
1994)에서 한국 청소년 특성에 맞게 개발되어 운영된 솔리언또래상담 프로그램은 교포청소
년의 한국인으로의 정체성을 높임으로써 적응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의 대표적인 또래상담 프로그램인 솔리언또래상담(구본용, 구혜영, 이명우, 1994)은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과 돕는 청소년 모두가 성장하는 프로그램’을 모토로 개발되어 전국의
학교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동아리, 창의적 체험활동 형태로 운영되어왔다. 솔리언또래
상담은 Friendship(친한 친구되기), Counselorship(대화하는 친구되기), Leadership(도움되
는 친구되기)의 정신을 함양하는 또래상담자를 양성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Friendship단계
에서는 진정한 친구의 의미를 알고 좋은 친구가 되는 것, Counselorship단계는 경청과 공감
전략을 사용하여 친구의 고민을 나누며, Leadership단계는 다양한 문제해결 전략을 통해 친
구를 돕는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또래상담자의 양성교육은 총 11
회기로 구성되며 총 12시간~15시간동안 분산 또는 집중 교육이 이루어진다.
솔리언또래상담 프로그램은 여러 연구를 통해 그 효과성이 보고되고 있다. 노성덕과 김계
현(2004)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03년까지 국내에서 진행된 또래상담 연구들은
전반적으로 대인관계, 자아개념, 사회성, 의사소통 능력, 학교관련 태도, 진로, 비행 등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었으며, 학교관련 태도에서 높은 효과를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또래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또래상담자들은 청소년의 인간관계 및 교우관계, 의사소통능력, 자아
개념과 자아존중감, 사회성, 친사회적 행동, 자기표현력, 자기조절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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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강주영, 임성택, 2010; 변상해, 김세봉, 2011; 박보라, 2008; 박은정, 2007;
류부열, 2007; 양가영, 2008; 오유하, 2009). 또래상담을 받은 또래내담자에게 있어서는, 또래
상담을 받은 학교부적응 학생의 자아개념이 향상되고 학교적응이 향상되었다는 보고가 있었
으며(최혜숙, 2006), 따돌림 피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학교적응에 유의미한 변화
가 있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정정임, 주은선, 2006). 또래상담이 학급 및 학교에 미치는 영
향을 살펴보면, 고등학교에서 또래상담 훈련을 받은 집단의 또래상담 활동이 해당 학급의 학
급원간 응집력과 학교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최혜숙, 이현림, 2005), 중
학생을 대상으로 또래상담이 교우관계와 학급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을 때, ‘의사
소통’, ‘이해성’, ‘친밀감’ 등의 교우관계 지각과 ‘학급친구에 대한 태도’, ‘학급생활 태도’ 등
의 학급분위기 지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남희, 2005).
또래상담의 효과성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솔리언또래상담은 해외교포 청소년의 환경적응,
의사소통 능력, 자아개념 형성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교포 청소년의 배경적
특수성은 학교생활의 적응과 원활한 교우관계 형성 뿐 아니라 거주 국가에서의 사회적응에
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거주 국가에서 시행하는 개인‧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이민자
의 문화적·상황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문화적 차이는 상담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해외교포 청소년의 경우, 비슷한 배경과 가족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또
래들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 상담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해외교포 청소년 가족문화의 근간인 한국문화의 특수성을 근간으로 하고
또래집단을 중심으로 활동이 진행되는 솔리언또래상담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하여, 해외교포
청소년들을 위한 또래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의미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프로
그램은 해외 교포 청소년의 부적응문제를 예방하고 문화유능성(bicultural competence)의 성
장을 도모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초·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솔리언또래상담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해외교포 또래상담자의 역할과 기술 함양을 위한
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해외교포 청소년들의 문화적응 및
심리적 건강을 돕고 궁극적으로 교포 사회 내 건강한 공동체문화 확산 및 다문화 역량을 갖
춘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바탕으로 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해외교포 대상 솔리언또래상담 프로그램의 개발절차와 내용 및 구성은 어떠해야 하는가?
둘째, 해외교포 대상 솔리언또래상담 프로그램은 참여한 청소년과 참여하지 않은 청소년
간의 대인관계 반응성, 다문화 자기효능감, 다문화 정체성의 차이는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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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개발과정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신을진, 김창대, 김형수, 이상희, 최한나(2011)와 양
미진, 김은영, 이상희(2008)의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모형에 기초하여 그림 1의 절차에 따
라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먼저, 해외교포 청소년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들의 문화적응 스트
레스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고찰하였으며, 국내외에서 보급되고 있는 또래상담 프로그램 효과
성을 분석하고 해외교포 청소년 대상의 지원체계에 대해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16명(3집단)
의 해외교포 청소년 대상 포커스그룹인터뷰(FGI)와 이들은 지도한 경험이 있는 7명의 현장
전문가 대상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 질문지 구성 및 내용분석은 다수의 질적 연
구경험이 있는 상담학박사 2인과 상담학석사 3인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인터뷰내용 분석결과
는 질적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상담학 박사 2명의 자문을 받았다. 셋째, 선행연구 결과와
인터뷰내용 시사점 및 기존 솔리언또래상담 프로그램의 구성요인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의 구
성원리를 추출하고, 프로그램 초안과 지도자용 지침서(국영문), 웹교재, 워크시트를 개발하였
다. 넷째, 개발된 프로그램을 2명의 시범운영 지도자에게 교육하고 해외교포 청소년 실험집
단 2집단, 통제집단 1집단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시범운영
전후로 사전-사후 검사를 진행하고 참가자의 회기 평가를 통해 본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
증하였으며, 전문가의 감수 및 자문을 받아 프로그램의 수정·보완 방향을 결정하였다.

프로그램 구성
문헌연구
문헌연구는 해외교포 청소년들의 특성과 이들의 심리적 스트레스, 문화부적응, 정신건강
문제와 관련된 연구를 고찰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는 외국의 정신건강 서비스 현
황과 국내외 또래상담 프로그램에 대해 조사하였다.
또한, 국내에서 또래상담 프로그램이 개발된 이후로 진행된 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결과
를 살펴보았다. 문헌연구 고찰 결과 먼저, 해외교포 청소년들의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이들은
거주하는 국가문화와 부모국가의 문화 차이로 학업, 부모와의 관계 등 가정 내에서 다양한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와 지역사회 내에서 아시아인이라는 소수민족
집단으로서 겪는 문화정체성, 소외감 등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갖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실제 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심리지원체계가 부족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한편, 국내 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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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프로그램의 경우 청소년의 대인관계 기술과 교우관계를 향상시키고, 자아효능감을 증진
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또래상담 프로그램은 군대 등 비슷한 생활환경을 공
유하는 비슷한 연령대의 집단에서 구성원의 적응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상담의 효과성을 미루어보았을 때, 해외교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솔리언 또래상
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함으로써 이들의 대인관계 기술 및 공감능력을 증진시키고 또
래를 통하여 심리적 위안과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한, 정체성 혼란을 겪는 청소년들에게 프로그램을 교육하고 유사한 정체성을 지닌 또래와의
교류를 가능케 하여 다문화 사회의 소수민족으로서도 정체성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1] 프로그램 개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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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요구분석
현장의 요구를 분석하기 위해 해외교포 청소년 현장 전문가 심층인터뷰와 해외교포 청소
년 대상의 포커스그룹인터뷰(FGI)를 실시하였다. 먼저, 해외교포 청소년 현장 전문가 심층
인터뷰는 미국에 거주하며 교포 청소년들을 지도한 경험이 있는 7명의 현장 전문가를 대상
으로 실시하였으며, 6명은 5년 이상의 미국 거주 및 청소년 지도 경험을 갖고 있었으며 1명
은 미국 거주기간이 1.5년으로 교포 청소년을 전문적으로 다수의 연구를 진행한 사람이었다.
이들을 대상으로 해외교포 청소년들이 현지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어떻게 어려움을 해
결하는지 등을 질문하고 프로그램의 구성 내용과 보급 방법에 대해 탐색하였다. 또한, 해외
교포 청소년 대상 인터뷰는 해외거주기간이 최소 5년에서 최대 17년인 16명의 청소년을 3
집단으로 나누어 해외교포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해결방법 및 또래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도움 등에 대해 질문하였다. 분석 결과 먼저, 해외교포 청소년들은 주로 학업‧문화
적응‧정체성 혼란 등의 문제를 겪고 있으며 부모와의 문화 차이 및 의사소통 문제로 어려움
을 갖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보다 심각한 것은,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을 대상이 없고 심리적
지지 체계가 부족하다는 점이었다. 때문에 본 프로그램에서는 동일한 고민을 갖고 있는 또
래들이 다른 친구의 고민을 듣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고, 스트레스를 관
리할 수 있는 방향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둘째, 인터뷰 결과 해외교포 청소년 또
래상담자는 배려· 경청의 태도가 필요함이 강조되었으며 이는 기존 솔리언 또래상담 프로그
램에서 강조하는 경청‧공감기법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유사한 문화적 배경과
고민을 갖고 이를 잘 해결한 경험이 있는 자질이 필요함이 보고되었다. 셋째, 현장전문가들
은 성공적으로 문화적응을 이루어 낸 멘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통해 청소년들이 다문화 역량을 함양하고, 미래 삶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도록 경험하는 것
이 중요함이 부각되었다. 넷째, 외국에서는 교통· 학업 문제 등으로 청소년들이 쉽게 모일 수
없는 환경이므로 프로그램 운영 방식에 있어 SNS를 활용한 온라인 교육이 필요하며, 교포
사회 내 현장 전문가, 멘토 등 다양한 집단으로 구성된 연합회를 통해 청소년의 문화적응을
돕기 위한 지지체계가 필요함이 강조되었다.
프로그램 구성 원리
문헌연구와 현장요구분석의 시사점을 토대로 다음의 프로그램의 구성원리를 도출하였다.
첫째, 국내 또래상담 프로그램에서 강조하고 있는 또래상담자의 세 가지 역할인 ‘좋은 친구되기
(Friendship)', '대화하는 친구되기(Counselorship)', '도움주는 친구되기(Leadership)'에 초점을 맞추
어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즉, 적극적 경청, 어기역차(공감기법), 원무지계(문제해결전략), 공
동체 조성활동 등 기존 또래상담 프로그램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대화하는 친구되기‘의 사례
부분과 ’도움주는 친구되기‘의 세부 내용을 해외교포 청소년들의 특성에 맞추어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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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해외교포 청소년들의 주된 고민인 문화적응에서 오는 문제를 해결하고 다문화 유능감
을 함양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셋째, 해외교포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학업, 부모와의 갈등,
문화적 정체성, 따돌림 문제 등 스트레스를 또래상담자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 것인지 또
한 스트레스 관리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넷
째, 도움주는 친구되기 부분에는 해외교포 청소년 고유의 어려움을 공감해줄 수 있고, 관련
고민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선례가 있는 멘토를 활용한 교육내용을 포함하여 해외교포로서의
효능감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다섯째, 또래상담자 훈련 프로그램은 역할 수행에 필요
한 자질을 함양하는 교육과 실제 역할을 할 수 있는 활동 내용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양미진 외
(2013)의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각각의 회기별로 또래상담자들이 교육을 받고 실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프로그램 내용 구성
앞선 프로그램 구성 원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또래상담자의 역할과 프로그램 목표를
설정하고 프로그램의 초안을 구성하였다. 첫째, 또래상담자는 어려움을 가진 친구를 상담하
고 조력함으로써 도움이 필요한 친구를 돕는다. 둘째, 또래상담자는 자신과 타인의 심리적
문제를 이해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한다. 셋째, 또래상담자는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
립하고, 다문화적 유능감을 가진 청소년 지도자로 성장한다. 넷째, 또래상담자는 경청과 공감
의 긍정적인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여한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의 목표를 바탕으로 다
음 표 1과 같이 프로그램 구성 모형과 내용을 마련하였다.
해외교포 대상 솔리언또래상담 프로그램의 초안은 Friendship, Counselorship, Leadership의
총 3단계로 구성되었으며, 단계별로 교육 120분, 활동(실습) 60분으로 진행하도록 되어 있다. 단
계별로 살펴보면, Friendship 단계는 자신의 정체성과 친구관계를 탐색하고 친구에게 다가
가는 방법과 또래상담자의 역할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다음으로, Counselorship
단계에서는 학업스트레스, 문화적 정체성, 부모와의 갈등, 따돌림 및 소외 등 해외교포 청소년
들이 주로 겪는 4가지 스트레스에 대해 모듈식으로 토론하고 친구의 고민을 경청하고 이를
공감하는 전략에 대해 습득하도록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Leadership 단계에서는 다문화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리더로서 자신이 어떤 역량을 갖고 있는
지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청소년들과 유사한 고민을 해결하고 성공한 멘토의 사례
를 배우고 다문화 사회 속에서 또래상담자 리더로서 지역 공동체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에 대해 습득하여 다문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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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해외교포 대상 솔리언또래상담 프로그램 구성모형(초안)
단계

하위목표

-자신, 타인에 대한 이해

친구되기)
Counselorship
(대화하는
친구되기)
Leadership
(도움주는
친구되기)

세부내용
-친구로서 자신의 역할 인식하기

Friendship
(다가가는

구성요소

-자신의 정체성 이해 -나의 친구관계를 다시 돌아보기
-친구관계 탐색

-친구와 가까워지는 방법 배우기
-또래상담자로서의 역할 인식하기

-다양한 심리적 문제 이해 -친구 고민 이해하기
-대화 기술 습득
-다문화유능감(역량) 함양
-또래상담 기법 습득

-경청 기술 습득

-해외교포 청소년이 겪을 수 있는 5가지
심리적 문제 이해하기
-적극적 경청, 공감기법 습득(어기역차 전략)

-다문화 사회 구성원 -다문화 사회에서 성공한 멘토의 사례 배우기
으로서의 자신 이해 -문제해결 및 상담기법 습득(원무지계 전략)
-다문화 유능감 획득 -지역 공동체 문화 조성활동 배우기

연구절차 및 연구설계
해외교포 솔리언 또래상담 프로그램 초안의 시범운영하고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다음의 절
차를 거쳤다. 첫째, 시범운영 지도자 및 참가자 모집은 2014년 9월, 미국 4개 지역(북가주, 캘
리포니아, 뉴욕, 플로리다) 상담소와 한인대상 언론매체 등을 통해 진행되었다. 프로그램 지도
자는 미국에서 상담심리 대학원 졸업 후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참가자는 미국 내
거주 중인 교포 중고등학생을 모집하였다. 프로그램 참가 모집 홍보를 한 결과, 샌디에이고와
시애틀 지역에서 참가 의사를 밝혀 이 지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각각 실험집단을 구성하였으
며, 시애틀 지역에서는 통제집단 모집이 용이하지 않아 샌디에이고 지역에서만 통제집단을 운
영하였다.
둘째, 실험집단에 대해 시범운영을 실시하기 이전에 본 연구에 대한 샌디에이고 대학의 기
관윤리심의위원회(IRB) 승인을 받았으며, 프로그램 지도자를 대상으로 화상회의와 상시 이메일
을 통한 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진행을 위한 웹교재와 지침서를 온라인상으로 제공하
였다. 또한, 프로그램의 시범운영 기간 동안 본 연구진 중 1인이 직접 샌디에고 상담소를 방문
하여 시범운영 과정을 지켜보았다. 아울러, 참가 의사를 밝힌 청소년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연
구에 대한 설명과 참여 동의를 받고 소정의 기념품과 봉사활동 인증서가 발급됨을 사전에 고
지하였다.
셋째, 실험집단 구성원 선정은 무선(random)배정하였으며 실험집단에 대한 프로그램의 시
범운영은 2014년 10월 25일부터 11월 8일까지 매주 1단계씩 진행하고, 이 기간 동안 통제집단
에는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았다. 시범운영 전후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대한 사전-사
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또한, 실험집단에 대해서는 참여자 관점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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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를 실시하여 프로그램의 초안을 수정․보완하기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참여자
관점 프로그램 평가지의 경우, 프로그램 목적, 내용, 방법, 자원, 교육훈련 환경, 훈련담당자 등
의 내용으로 구성하였는데 주로 교육참가 당사자가 교육내용과 함께 교육과정 전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스스로 평가하는데 유용하다는 장점이 있다(이호준, 2006). 구체적인 사
전검사, 프로그램진행, 사후검사 시기는 아래 표 2과 같다.
<표 2> 연구 설계
연구대상 구분

사전검사

실험처치

사후검사

(검사시기)

2014.11.~11.

2014.11.~

2014.~

실험집단

O

X

O

통제집단

O

-

O

O  , O  : 사전검사(대인관계 반응성, 다문화 유능감, 다문화 민족 정체성)
O

: 사후검사(사전검사와 동일), 프로그램

O

: 사후검사(사전검사와 동일)

X

: 해외교포 청소년 대상 솔리언 또래상담 프로그램

연구대상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는 재미교포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프로그램 실시 공고를 통해 모집된
참여 청소년은 샌디에이고 30명(통제집단 20명, 실험집단 10명), 시애틀 10명(실험집단)으로
총 40명이었고, 20명의 통제집단 자료 중 응답이 누락되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를 제
외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평균 연령은 14.8세였으며, 실험집단과 통제집
단 모두 10학년(한국 학제 고1)에 재학 중인 비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43.7%, 7명).
참여자의 성별은 실험집단의 경우 남자 70%(14명), 여자 30%(6명)이었으며, 통제집단은 남
녀 각각 8명(50%)이었다. 마지막으로, 전체 연구 참여 청소년의 50%(18명)은 미국에서 출생
했으며, 나머지 50%(16명)은 한국에서 태어난 후 미국으로 이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운
영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보다 자세한 집단별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아래 표 3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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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시범운영 참여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실험집단(N=20)

구분

통제집단(N=16)

빈도(명)

백분율(%)

빈도(명)

백분율(%)

샌디에고

10

50.0

16

100.0

시애틀

10

50.0

0

0.0

남자

14

70.0

8

50.0

여자

6

30.0

8

50.0

7학년

3

15.0

0

0.0

8학년

2

10.0

0

0.0

학년

9학년

5

25.0

3

18.8

(미국학제)

10학년

8

40.0

7

44.0

11학년

1

5.0

6

37.6

12학년

1

5.0

0

0.0

12

2

10.0

0

0.0

13

4

20.0

0

0.0

14

5

25.0

2

12.5

15

5

25.0

8

50.0

16

3

15.0

5

31.2

지역
성별

나이

출생지

17

1

5.0

1

6.3

미국

10

50.0

8

50.0

그 외 지역

10

50.0

8

50.0

다문화 특성
시범운영 참여 청소년들의 지각하고 있는 소속인종, 언어(한국어‧영어)유창성 정도, 가정
내 사용 언어를 분석하여 다문화 특성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시범운영에 참여한 청소년
중 58.3%가 스스로를 한국계 미국인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한국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다
고 응답한 청소년(78%)에 비해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98%)이
20%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시범운영 참여 청소년 중 50%(18명) 가정 내에
서 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사용하며 주로 한국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다문화 특성
의 자세한 결과는 아래 표 4, 표 5, 표 6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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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시범운영 참여 청소년이 생각하는 소속인종

(N=36)

구분

한국인

한국계 미국인

미국인

빈도
(백분율)

11
(30.6)

21
(58.3)

4
(11.1)

<표 5> 시범운영 참여 청소년의 언어 유창성 정도

(N=36)

언어

전혀 유창하지 않다

조금 유창하다

유창한 편이다

유창하다

한국어
빈도(백분율)

1
(2.8)

7
(19.4)

13
(36.1)

15
(41.7)

영어
빈도(백분율)

0
(0.0)

1
(2.8)

5
(16.7)

29
(80.5)

<표 6> 시범운영 참여 청소년의 가정 내 사용 언어

(N=36)

구분

한국어

한국어‧영어(주로 한국어)

한국어‧영어(1:1)

한국어‧영어(주로 영어)

영어

빈도

5

18

8

3

2

(백분율)

(13.9)

(50.0)

(22.2)

(8.3)

(5.6)

측정 도구

프로그램 내용 구성의 타당성, 적절성, 운영과정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참여자 관점
평가 도구와 사전-사후 평가를 위해 대인관계 능력, 자기효능감, 다문화 집단에서의 정체성
관련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프로그램의 장기 목표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추적조사가 필요하
다는 어려움이 있어 본 연구에서는 단기 효과성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본 프로그램의
목표 중 하나인 또래상담자의 공감, 의사소통 기술 능력 향상을 알아보기 위해 대인관계 반
응성 척도(IRI)를 사용하였다. 아울러, 본 프로그램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인 다문화 사회 속
에서 청소년들의 유능감 발달, 다문화 역량의 함양 정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다문화 자기효능
감 척도(BSES)와 다문화 집단 민족 정체성 척도(MEIM)를 사용하였다. 또한, 프로그램 평가
지를 통해 프로그램 참여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합하였다.
대인관계 반응성 척도(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IRI)
해외교포 청소년들의 대인관계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Davis(1983)가 개발한 대인관계 반응성
척도(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IRI)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조망수용능력(Perspective
Taking), 공감적 관심(Empathic Concern), 타인의 감정을 상상하는 능력(Fantasy), 자기중심
적 공감(Personal Distress)의 4가지 하위요인이 7문항씩 2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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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프로그램의 목적과 관련이 있는 조망수용능력과 공감적 관심 변인 질문만을 사용하
였는데, 조망수용능력은 타인의 의도, 태도, 감정, 욕구를 추론하는 능력을 뜻하며, 공감적
관심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타인의 감정을 공감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본 척도는 5점 리커
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우 그렇지 않다’에서 ‘정말 그렇다’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본
척도를 사용한 김환, 한수미(2015)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는 .70~.78사이였
으며 본 연구에서는 .72로 나타났다.
다문화 자기효능감 척도(Bicultural Self-efficacy Scale, BSES)
해외교포 청소년들이 다문화 사회에서 갖는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David, Okazaki
와 Saw(2009)가 개발한 다문화 자기효능감 척도(Bicultural Self-efficacy Scale, BSES)를 사용
하였다. 본 척도는 사회적기반(Social Groundedness) 6문항, 의사소통능력(Communication
Ability) 4문항, 긍정적 태도(Positive Attitudes) 4문항, 지식(Knowledge) 5문항, 행동 레퍼
토리(Role Repertoire) 3문항, 이중문화적 신념(Bicultural Beliefs) 4문항으로 총 7개의 하위
요인과 전체 2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식 변인을 제외한 나머지 6개 하위
요인에 대해 측정하였다. 5점 리커트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우 그렇지 않다’에서 ‘정말 그
렇다’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David 외(2009)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는
.63~.89 사이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92 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집단 민족 정체성 척도(Multi-group Ethnic Identity Measure MEIM)
해외교포 청소년들이 다문화 집단 내에서 자신의 민족정체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자
신이 속한 민족에 대해 어느 정도의 소속감과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지 등을 측정하기 위하
여 Phinney와 Charvira(1992)가 개발한 다문화 집단 민족 정체성 척도를(Multi-group
Ethnic Identity Measure, MEIM)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민족 정체성에 대해 인지적으로 관
여하는 것(ethnic identity search) 4문항과 정서적으로 관여하는 것(affirmation, belonging,
commitment) 8문항으로 총 2개의 하위요인,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는 4점 리커
트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매우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Phinney, Charvira(1992)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는(Cronbach’s  ) .91, 본 연구는 .83로 나
타났다.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해외교포 청소년 대상 솔리언또래상담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하
여 프로그램을 실시한 실험집단과 어느 프로그램도 실시하지 않은 통제집단을 대상으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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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사후 검사 및 실험집단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평가지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바탕
으로 기술통계를 활용하여 연구 참여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분석을 실시하고, 실험집단과 통
제집단의 동질성을 검증하기 위해 두 집단의 사전점수에 대한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여
비교하였다. 또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후점수 차이가 실시한 솔리언또래상담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순수한 효과인지 알아보기 위해 사전검사를 공변인으로 하는 공변량분석
(ANCOVA)를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에는 IBM SPSS statistic 20.0을 사용하였다.

결

과

집단 동질성 검증

프로그램 효과를 검증하기에 앞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해 사전에
실시한 검사인 대인관계반응성, 다문화 자기효능감, 다문화집단 민족 정체성 척도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점수를 토대로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서 모든 변인 점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아 집
단의 동질성이 확보되었다.
<표 7>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검사 동질성 검증
사전검사 측정치

실험집단(N=20)

통제집단(N=16)

t



SD



SD

대인관계반응성

3.55

.42

3.40

.42

1.054

다문화 자기효능감

3.99

.61

3.51

.43

2.678

다문화집단 민족 정체성

3.18

.42

3.10

.38

.526

해외교포 대상 솔리언또래상담 프로그램 효과 검증

해외교포 대상 솔리언또래상담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사전검사를 공변량으로
하여 사후검사에 대한 집단 차이를 통해 본 프로그램이 참여자의 대인관계반응성, 다문화 자
기효능감, 다문화집단 민족 정체성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았다. 더불어, 프로그램 참가 청소
년의 참가자 관점 평가를 통해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만족도와 활용도와 관련된 의견을 수합
하였고,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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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관계반응성, 다문화 자기효능감, 다문화집단 민족 정체성에 미치는 효과
프로그램 효과성 확인을 위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구분하고, 두 집단의 점수 차이가 통
계적으로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해 사전검사 점수를 공변인으로, 사후검사를 종속변인으로 하
는 공변량분석(ANCOVA)을 실시하였다. 공변량분석은 프로그램 처치효과 외에 개인차 변인
으로 발생하는 오차를 통제하고, 프로그램의 순수한 효과를 알아볼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
다. 각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사후 수정된 평균과, 각 변인에 대한 공변량분석 결과를 표
8과 표 9에 제시하였다.

<표 8> 집단간 변인별 평균과 표준편차, 교정평균과 표춘오차
측정치

대인관계 반응성

집단

N

실험집단

20

사전

사후

사후 수정된 평균

 (SD)

 (SD)

  (SE)

3.55(.42)

3.77(.39)

3.75(.08)

통제집단

16

3.40(.42)

3.14(.26)

3.16(.09)

다문화
자기효능감

실험집단

20

3.99(.61)

4.13(.62)

4.10(.12)

통제집단

16

3.51(.43)

3.08(.22)

3.13(.13)

다문화집단
민족 정체성

실험집단

20

3.18(.42)

3.32(.46)

3.30(.08)

통제집단

16

3.10(.38)

3.04(.32)

3.06(.09)

<표 9> 변인별 공변량 분석 결과
측정치

대인관계 반응성

다문화
자기효능감

다문화집단
민족 정체성

변량원

전체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공변인

.26

1

.263

2.29

집단

3.03

1

3.04

26.39***

오차

3.80

33

.12

공변인

.28

1

.28

1.18

집단

7.00

1

7.00

29.31***

오차

7.88

33

.24

공변인

1.50

1

1.50

12.16
4.20*

집단

.52

1

.52

오차

4.06

33

.12

* p < .05, *** p < .001

각 변인별 공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9에서 볼 수 있듯이 대인관계 반응성[F(1,33)=
26.39, p<.001], 다문화자기효능감[F(1,33)=29.31, p<.001], 다문화집단 민족 정체성[F(1,33)=
4,20, p<.05] 세 변인의 점수 변화 모두 프로그램을 경험한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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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참가자 만족도 평가
프로그램에 참가한 20명의 실험집단 청소년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참가자 관점 평
가와 회기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 결과,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정도에 대한 질문
에 대해 전체 중 75%(15명)이상이 ‘만족스러웠다’고 평가하였고,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이
만족스러웠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참여자들의 80%(16명)이상이 ‘만족스러웠다’고 응답하여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에 대한 추천 의향을
묻는 질문에서도 전체의 90%(18명)의 참가자가 다른 친구들에게 또래상담 프로그램을 추천
하겠다고 응답하였다. 프로그램의 이해용이성은 참여자의 75%(15명)가 ‘쉬웠다’고 하였으며,
응답하여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었고, 프로그램의 유익성에 대해서도 80%(16명)의 참여자
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프로그램의 목적성에 대해서도 65%(13명)의 청소년이
‘목적에 부합하게 만들어졌다’고 응답하여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 10에 제시하였다.
<표 10> 시범운영 참여청소년의 종합평가 결과

(단위 : 명)

매우 그렇지 그렇지
않다
않다

질문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응답수

1. 프로그램은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웠나요?

0
(0.0)

0
(0.0)

5
(25.0)

9
(45.0)

6
(30.0)

4.1

20

2. 프로그램의 내용은 이해하기
쉬웠나요?

0
(0.0)

0
(0.0)

5
(25.0)

9
(45.0)

6
(30.0)

4.1

20

3.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만족스러웠나요?

0
(0.0)

0
(0.0)

4
(20.0)

10
(50.0)

6
(30.0)

4.1

20

4. 프로그램이 목적에 맞게 잘
만들어졌나요?

1
(5.0)

0
(0.0)

3
(15.0)

13
(65.0)

3
(15.0)

4.1

20

5. 프로그램이 유익하다고 생각하나요?

0
(0.0)

0
(0.0)

8
(40.0)

8
(40.0)

4
(20.0)

3.8

20

6. 프로그램이 해외에 있는 다른
교포청소년들에게 활용되기를 원하나요?

0
(0.0)

0
(0.0)

3
(15.0)

10
(50.0)

7
(35.0)

4.2

20

<표 11> 프로그램 추천의향 평가 결과

(단위 : 명)

질문

그렇지 않다

그렇다

평균

응답수

1. 본 프로그램을 다른 친구에게도 추천하고 싶나요?

2
(10.0)

18
(90.0)

1.1

20

- 377 -

서 미․천희선․윤민지․이혜민

<표 12> 프로그램 단계별 평가(객관식)

(단위 : 명)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보통
이다

도움이
되었다

교육

0
(0.0)

0
(0.0)

4
(20.0)

12
(60.0)

4
(20.0)

4.0

20

활동

0
(0.0)

0
(0.0)

3
(15.0)

13
(65.0)

4
(20.0)

4.1

20

교육

0
(0.0)

0
(0.0)

5
(25.0)

9
(45.0)

6
(30.0)

4.1

20

활동

0
(0.0)

0
(0.0)

4
(20.0)

12
(60.0)

4
(20.0)

4.0

20

교육

0
(0.0)

0
(0.0)

4
(20.0)

10
(50.0)

6
(30.0)

4.1

20

활동

0
(0.0)

0
(0.0)

6
(30.0)

9
(45.0)

5
(25.0)

4.0

20

단계별 구분

Friendship

Counselorship

Leadership

매우 도움이
평균 응답수
되었다

<표 13> 프로그램 단계별 평가(주관식)
단계별 구분

Friendship

응답 내용

․내가 누구인지 깨닫는데 도움이 되었다.
교육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유용했다.
․이해하는데 체계적이고 쉬웠다.
․활동이 많아서 좋았고, 역할놀이, 게임 등이 좋았다. 즐거운 경험이었다.
활동 ․친구를 어떻게 사귀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
․친구들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었다.
교육 ․나의 친구 관계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 해 볼 수 있었다.

Counselorship

활동

․이미 상담기법에 대해 알고 있었으나 이 프로그램도 꽤 좋은 프로그램 인 것 같다.
․사례연구가 좋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친구를 돕는 방법을 배운 것이 좋았다.

교육

․매우 재미있는 프로그램인 것 같다.
․이해하기가 매우 쉬웠고, 도움이 되었다.

활동

․내가 정말 되고 싶은 리더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었다.
․내가 교포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향후 10년간의 계획을 생각하게 되었다.

Leadership

한편, 위의 표 10, 표 11, 표 12에서 볼 수 있듯이 프로그램의 단계별 교육 및 활동에 대
한 만족도 평가 결과, 1단계(Friendship)에 대해서는 80%(17명) 이상의 참여자들이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했으며, ‘또래간의 활동, 역할놀이 등이 유용했으며, 친구를 어떻게 사귀는지
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2단계(Counselorship)
에 대해 75%(15명) 이상의 참여 학생들이 ‘도움이 되었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친구를 돕는
법에 대해 배웠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3단계(Leadership)에 대해 참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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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7명)가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하며, ‘매우 즐거웠고, 나의 미래에 대해 다시 한 번 생
각 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본 프로그램에 대해 유익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가 감수
프로그램 초안에 대해 샌디에이고 대학의 가족과 정신건강학과의 교수로서 소수민족 대상
의 임상평가에 대한 연구를 비롯한 관련 분야 전문가 1인과 시애틀 퍼시픽 대학 상담교육학
과 교수로 학교상담 관련 전문가 1인에게 감수를 받았다.
감수결과 첫째, 본 프로그램의 영문명인 ‘Peer Helpers Program’ 에서 ‘Helpers’라는 용
어가 자칫 잘못하면 ‘도우미’와 같은 이미지로 비춰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또래상
담’보다는 ‘또래멘토’나 ‘리더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보급에 더 용이할 것이라는 지적
이 있었다.
둘째, 프로그램 수혜자의 범위, 나이, 모국어 등 대상자에 대한 정보가 명료해야할 것이라
는 지적이 있었다. 예를 들어, 프로그램의 대상이 한국에서 온 이민자인지, 미국에서 태어난
2세인지 명확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또래상담자가 제공할 수 있는 상담의 내용에는 한계가 있으며, 위기상담의 경우 위
험을 동반할 수 있기에 또래상담자의 활동 범위와 개입 범위에 대한 정확한 지침이 필요함
이 강조되었다.
넷째, 또래상담 윤리와 관련하여 또래상담자와 내담자 학생‧부모에게 또래상담 훈련, 시간,
수퍼비전, 비밀보장에 대한 설명과 상담에 대한 동의가 필요함이 지적되었다.
다섯째, 본 프로그램을 학교를 통해 보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학교는 소
수민족 청소년을 목격하거나 만나기가 용이하며, 청소년의 어려움에 대한 예방 및 개입이 가
능하기 때문이다. 보급의 용이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프로그램 지침서에 또래상담의 특
성, 효과성, 운영사례 등에 대한 제공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여섯째, 프로그램 각 회기 별 감수로는 본 프로그램 1단계에서 다소 어려운 용어와 내용
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며 보다 쉽고 간단한 표현으로 질문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2단계
의 파트 제목인 ‘Counselorship’이 부적절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계 미국인 부모들이 ‘정신건강’에 관심이 부족한 경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거
부감을 느낄 수 있는 요소가 되기에 파트 제목을 부모들이 받아들이기 편안한 단어로 교체
할 것을 제안하였다.

- 379 -

서 미․천희선․윤민지․이혜민

프로그램의 수정 및 보완
본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성 평가, 회기 및 종합평가, 전문가 감수 결과를 토대로 향후 프
로그램의 수정 및 보완 방향을 정하였다. 전반적인 평가 결과 프로그램의 초안이 프로그램
목표와 부합하며, 시범운영 참여자들 또한 프로그램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진은 프로그램이 갖는 기본 구성요소를 유지하되 다음과 같이 초안 프로그램에 대한
수정 및 보완 계획을 수립하였다.
첫째, 전문가 감수결과, 프로그램의 명칭이 좀 더 명확해져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상담 또
는 도움에 대해 거부감이 있는 한인 사회에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가 많은 학생들에게 보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Peer Helper Program’이라는 이름을 ‘Peer Mentor Program’으로 변
경하고, 2단계의 ‘Counselorship’을 Fellowship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둘째, 전문가들은 또래상담자들이 다룰 수 있는 사례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하고 비밀보
장 등 윤리적인 부분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일례로, 자살과 같은 위기상황 발생
시 또래상담자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관련 전문 기관, 전문가에게 어떻게 연계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Friendship의 교육 파트에서 또
래상담자로서의 역할, 사례관리, 비밀유지 설명을 보완하였다. 먼저, 또래상담자가 할 수 있
는 영역과 할 수 없는 영역을 구분하고, 전미또래상담전문가협회(NAPPP)의 윤리강령, 비밀
유지 서약서, 또래내담자의 동의서를 받는 부분을 추가하였다. 또한 또래상담시 전문상담기
관 의뢰하는 방법과 또래상담 지도교사가 또래상담자의 상담 및 활동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지도자 지침서에 또래상담 사례지도 방법에 대해서 내용을 추가하였다. 또한
Leadership의 활동파트에서 또래상담자의 활동 계획을 세워보고 지도자와 함께 점검함으로
써 또래상담 활동이 안전한 범위에서 이루어지도록 격려하였다.
셋째, 프로그램 수혜자의 나이 및 모국어 등 대상 정보가 명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서, 연구 주 대상이었던 영어가 편한 초등학교 때 이민을 오거나 미국에서
태어난 1.5세 및 2세 재미교포 중 8학년(중 2)에서 11학년(고 2)으로 최종 정리하였다. 영어
가 편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바, 청소년 웹교재나 워크북은 영어로 구성하고, 지도자
지침서는 영어 및 한국어 두 종으로 구성하였다.
넷째, 교포사회 내에서 또래상담 프로그램이 보급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본 프로그램
의 지도자들이 직접 학교를 통해 보급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와 관련, 미국학교상
담학회를 포함한 국제 학술대회에서 본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한인사회 내 보다 체계적인 보
급을 위해 재외 한인동포를 위한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프로그램을 보급하고자 한다.
다섯째, 프로그램 지침서 및 워크시트의 형식이 2인칭에서 3인칭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의
견과 관련하여, 지도자 지침서가 지도자를 대상으로 하는 바 첫 문장은 2인칭을 고수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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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의 구체적인 지침은 3인칭으로 수정하였다. 이와 같은 수정사항에 따라 최종 정리된
프로그램 내용은 표 14에 제시하였다.
<표 14> 수정된 해외교포 대상 솔리언또래상담 프로그램
단계

구분

시간(분)

목표

세부 내용

- 도입활동
∙프로그램의 목적과 활동 내용 소개
∙나와 닮은 사진 찾기를 통해 자신의 특성에 대해 생각 해 봄
- 주요내용
∙나는 누구일까?(Who am I?): 내가 생각하는 다른 사람
이 보는 나의 차이 탐색, 통합 방법에 대해 토의
∙나의 친구관계는?(My friendship): 친구관계 지도를 통해 집
단별 특징과 어떤 집단과 더 가까운지 등 고민 해 보는 시간
교육

-정리 활동
∙또래상담자로서의 역할과 사례관리, 비밀유지 설명
:
NAPPP(National
Association
Peer
Program

120

Professionals) 윤리강령과, 또래상담자가 할 수 있는 영역
과 아닌 부분 학습, 심각한 사례의 경우 또래상담 지도
자와 반드시 의논해야 함과, 전문상담기관 의뢰할 수

Friendship
(다가가는

- 자기 이해
- 친구 사귀는

친구되기)

방법 습득

있음을 배움, 또래상담자로서 활동 동의서(및 부모동의
서) 및 비밀유지 서약서에 사인, 또래상담 활동시 상대
방(및 부모동의서)에게 동의 받는 것의 중요성
- 도입활동
∙실타래 풀기(Unravel a tangle): 실타래 풀기 게임을 통
해 서로 협력하는 것의 중요성을 생각 해 보게 함
- 주요활동
∙친구란?(Definition of friend): 내가 생각하는 친구에 대한
정의를 내려 보게 함
∙우정곡선 만들기(My friendship curve): 가장 친한 친구

활동

60

를 떠올려보게 하여 사이가 좋았을 때, 좋지 않았을 때
에 따라 곡선을 그리고. 친구관계에서 걸림돌은 무엇이
었는지, 어떻게 극복했는지 등에 대해 생각 해 봄
∙장애물 극복하기(Resolving obstacles with friends): 친
구에게 다가가지 못했던 경험, 더 친해지지 못해서 아
쉬웠던 경험 등을 생각하여 언제, 누구와, 어떤 생각이
나 느낌 때문에 다가가지 못했는지, 지금은 어떻게 생
각하는지 떠올려보게 함
- 과제: 친해지고 싶은 친구를 선정하여 인터뷰 시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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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구분

시간(분)

목표

세부 내용

- 도입활동
∙지난회기 과제 점검
∙생각의 차이가 감정의 차이를 만듭니다: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두는지에 따라 다르게 생각할 수 있음을 가르침
∙생각과 감정 구분하기: 어떤 생각으로 인해 어떤 감정

교육

을 갖게 되는지 구분하고 나의 스트레스가 어디서 오는
지 생각하게 함
- 주요활동

120

∙심리적 문제 이해하기(Understanding psychological problems):
학업스트레스, 문화적 정체성, 부모와의 갈등, 따돌림 및 소외
4가지 스트레스에 대하여 모듈식으로 토론하고 이와 관
- 타인의 생각과
감정 이해
- 대인관계
Fellowship
(대화하는
친구되기)

기술 향상
- 스트레스
대처 전략
이해
- 경청 및 공감
기법 습득

련된 역할극을 실시 해 봄. 이를 통해 내가 어떤 스트레
스를 경험하고,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게 됨
∙스트레스 관리: 나의 스트레스 대처방법과 해결방법이
적절한지 생각 해 보게 함
- 도입활동
∙다양한 방법으로 들어주기(Listening to friends in
various ways): 무조건 안 들어주는 경험과 적극적으로
잘 들어주는 경험을 함으로써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하
며 적극적으로 듣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배우게 함
- 주요 활동
∙ 달팽이 게임(snail game): 2명씩 짝을 이루어, 한 명은

활동

60

눈을 감고 한 명은 설명을 하며 달팽이 모양의 미로
를 빠져나오게 함. 이를 통해 타인의 입장을 생각하여
말을 하는 것의 중요성을 습득함
∙ 어기역차 전략 배우기: 상대의 이야기를 듣고, 기분을
이해해주고, 역지사지하여 공감 해주며, 차이를 인정
하는 전략 습득
- 과제: 주변 친구, 가족 중 고민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어기
역차기법을 실습하고 기록하여 다음 시간에 가져 오도록 함
- 도입활동
∙어린이 대통령(kid president) 영상 시청: 어리지만 긍

Leadership
(도움주는
친구되기)

교육

120

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한 사람의 영상을 통해 리더에
- 다문화 유능감
대한 생각을 환기시킴
향상
- 주요 활동
- 조력기술
향상

∙리더로서의 자질(My qualities as a leader): 다양한 리
더의 자질 중 자신이 갖고 있는, 갖고 싶은 자질을 생
각해 보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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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구분

시간(분)

목표

세부 내용

∙내 상황에서 리더의 역할은?(Thinking about a leader
from my place): 교포 청소년으로서 다문화 경험을 통
해 습득된 강정과 역량이 무엇인지, 이를 통해 어떤 도
움을 줄 수 있는지 사례를 통해 생각 해 보게 함
∙멘토 인터뷰(Mentor’s Interview): 2명의 멘토 인터뷰를
시청하고, 멘토들이 갈등이 생긴 과정에서 어떤 강점을
개발시켰는지 살펴보고 자신의 느낌을 말하게 함
- 정리 활동
∙과제: 주위 존경하는 인물을 정하여 몇 가지 질문을 주
고 인터뷰를 해 오도록 함
- 주요 활동
∙원무지계 전략 이해하기: 도움주는 대화의 기본 전제에
대해 환기시킨 후, 원무지계 전략을 가르치고, 실제 사
례를 통해 실습함

활동

60

∙공동체문화 조성 활동: 또래상담자로서 건강한 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토론하고,
미래의 자신이 되어 인터뷰를 하는 장면의 시나리오를
구상하여 역할극을 해 봄
∙또래상담 활동 계획: 또래상담자로서 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해서 계획해봄. 한국에서 진행하는 또래상담 활동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지금 현재 자신은 어떻게 또래상담
자로서 활동할 수 있는 지 계획을 세워봄.
- 정리 활동: 3주 동안의 또래상담 훈련 프로그램에 대해
소감을 나눈 후 마무리 함

논

의

본 연구는 해외교포 청소년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줄이고, 다문화 역량을 키우기 위하
여 솔리언또래상담 프로그램을 토대로 해외교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또래상담 프로그램
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문헌연구 및 해외교포 청소년 현장전문가 대상 심층
면접, 해외교포 청소년 대상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해 프로그램의 주요 구성 원리 및 내용
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구성원리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또래상담자의 역할을 기존 솔리언또래상담
프로그램에서 강조하는 세 가지 역할, ‘Friendship(다가가는 친구 되기)’, ‘Counselorship(대
화하는 친구되기)’, ‘Leadership(도움주는 친구되기)’ 역할과 같이 규정하고, 이 역할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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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맞춘 세 단계의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이때 Friendship 단계에서는 자신 및 타인에
대한 이해, Counselorship 단계는 해외교포 청소년들이 주로 경험하는 심리적 문제의 이해
및 대화기술 습득, Leadership 단계는 다문화적 유능감을 함양 및 또래상담 기법 습득으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각 단계는 또래상담자의 역할 수행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회기와
실제 상담실습을 하는 활동회기로 구성하였다. 셋째, 교육회기는 해외교포 청소년들이 주로
고민하는 심리적 문제(예: 학업, 부모와의 갈등 등)를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는 방법을 심층적
으로 다루는 것으로 하였다. 넷째, 활동회기는 기존 솔리언또래상담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대
화 기법(예: 어기역차, 원무지계 등)을 훈련시키는 것으로 하였다.
이 같은 프로그램 구성원리 및 내용으로 구성된 해외교포 또래상담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본 연구는 미국소재 대학 기관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미국의 시애틀과 샌디
에고의 해외교포 청소년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고 효과성을 측정하였다. 미국지
역 상담소와 언론매체를 통해 모집된 7~12학년 청소년 20명을 대상으로 또래상담 프로그램
을 실시하고 시범운영 전후에 대인관계 반응성, 다문화 유능감, 다문화 민족 정체성을 측정
하였다. 또한 청소년 16명을 통제집단으로 상정하여 시범운영을 한 실험집단과 동일한 시기
에 대인관계 반응성, 다문화 유능감, 다문화 민족 정체성 검사를 진행하였다. 프로그램 시범
운영에서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공변량분석을 활용하여 효과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첫째 본 연구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해 대인관계 반응성 점수가 유의미하게
향상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본 프로그램 참여 청소년의 타인에 대한 공감능
력과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관심을 갖고, 도와주려는 능력이 배양되었으며, 타인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역량이 길러졌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대부분의 또래상담 프로그램이 공통적으로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선행연구(신금란, 2013)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가 또래상담자의 기본 역량인 공감 및 대화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유용함을 확인하였다.
둘째, 다문화 자기효능감의 경우도 본 프로그램을 실시한 실험집단의 점수가 통제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다문화 집단 내에서의 자신의
행동, 감정, 생각에 대해 갖는 유능감이 또래상담 프로그램을 경험함으로써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프로그램 구성요인으로 다문화 사회에서 소수집단으로 겪을 수 있는 정체성
갈등에 대해 이야기하고(fellowship), 다문화 사회 속에서 소수민족으로서 성공한 사례를 통
해 공부하고, 향후 삶에 대한 계획을 세워보는 내용을 포함시킨 점이 청소년의 다문화 자기
효능감을 향상시킨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배우며 본 프로그램을 경험한 참
여자들이 자신이 다문화에 속해 있음을 명확히 인식하고, 소속된 문화집단 내에서 지지를 받
고 있거나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프로그램 참여 전에 비해 확고해졌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해 다문화집단 민족 정체성 점수
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프로그램 참여가 해외교포 청소년들이 다문화집단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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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확고한 이해를 갖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특히, -한 내용이 프로그램 참
여 이전에 비해 자신의 정체성을 발달시키고, 찾으려는 노력을 더 하고자 하는 동기가 증진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본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해 더 소속감을 느
끼고,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시범운영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다문화
자기유능감 및 다문화 정체성의 향상되었다는 결과는, 다문화 사회 청소년들이 다문화 유능감
을 통해 다문화 사회적응을 도울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강기정, 정은미, 정희정, 이송이, 2011;
Patterson, 2007)에 근거하여, 해외교포 청소년들이 본 프로그램을 통해 다문화적인 역량을
가진 리더로서 역할을 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사전-사후검사를 통한 효과성 평가와 더불어 프로그램의 현장적합성을 살펴보고자 참여
자 관점의 평가를 별도 시행하였다. 참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평가 및 회기별
평가 결과, 75% 이상의 청소년이 프로그램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고, 전체의 90%가 본 프로그램을 다른 친구들에게도 추천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프로그램
의 목적성과 관련해서는 전체의 80%의 청소년이 목적과 부합하게 만들어졌다고 응답하였으
며, 전체의 75%의 청소년이 프로그램이 이해하기에 쉬웠다고 응답하여 전반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보였다.
한편, 프로그램에 대한 현장활용성을 높이고자 또래상담 관련 미국 현지 전문가들의 감수
를 받아 프로그램을 수정 보완하고 최종 프로그램을 확정지었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해외교포 또래상담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첫째 체계적으로 프로그램의 구성요인 및 원리를 추출함으로써 해외교포 청소년에게 적합
한 또래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는 점이다. 문헌연구를 통해 해외교포 청소년의 문제 및
또래도움의 필요성, 기존 또래상담 프로그램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고찰하였으며, 해외교포
청소년 포커스 그룹 인터뷰 및 청소년 지도자 심층면접을 통해 해외또래상담 청소년의 고민
및 또래상담자 역할 및 프로그램 방향성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를 토
대로 프로그램 구성요인 및 원리를 개발하였다.
둘째, 개발된 해외교포 또래상담 프로그램은 해외교포 청소년들로 하여금 또래상담자로
자질을 함양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발된 해외교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또래상담 프로그램을 보급함으로써 문화적응 등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나 상담지원서비스
로부터 다소 소외된 해외교포 청소년의 심리적 건강 및 성장에 기여할 발판을 마련하였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셋째, 현지 전문가인 외국학자들과의 연구협력 및 자문, 외국대학의 IRB 승인 등을 통해
해외교포사회를 포함한 해외 초중고등학교 및 사회에 보급되는데 있어 실효성 및 현장적응
성을 높였다는 점이다. 재미교포 가족상담학분야 학자의 공동연구, 다문화 가족상담학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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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학자의 연구과정에 대한 자문 및 교육내용에 대한 자문, 학교상담분야 외국학자의 학교
상담적용에 대한 자문, 외국대학 IRB승인을 통한 시범운영 등을 거침으로써 해외 보급에 효
과성이 높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는 점이다.
넷째, 주요 수혜자들의 인식과 요구를 충분히 반영한 해외교포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프로그램이 주로 보급될 해외교포 사회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해
외교포 청소년과 청소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 및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해외 교포 청소년 및 지도자들이 기대하고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점 및 제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해외교포 중 재미교포 청소년에게 초점을 두었기에, 포커스 그룹 인터뷰
및 심층연구, 시범운영의 대상이 미국에 거주하는 재미교포 청소년이며, 대부분이 교포인구
가 밀집해있는 서부 지역에 거주하는 1.5세나 2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러한 점에
서, 미국 외에 다른 해외나 교포인구가 적은 지역의 청소년 대상으로 결과를 일반화하는 하
는데 다소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미국 동부를 포함한 해외 다양한 지역의 청소년을 대
상으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연구가 향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나아가 1.5세나 2
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거주국 문화에 익숙하지 않아 문화적응의 문제를 더 크게 경험할 것
으로 예상되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추후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실험설계에 있어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은 통제집단에 대해
아무런 처치를 취하지 않음에 한계가 있다. 해외교포 대상 솔리언또래상담 프로그램의 효과
성을 보다 명확히 드러나게 함에 있어서 통제집단 외에 또래상담 프로그램과 유사한 프로그
램을 실시하고 비교할 수 있는 집단을 추가, 연구를 실시함으로써 본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명확히 드러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프로그램의 어떤 구성요소가 프로그램의 효
과를 갖고 오는지 구체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본 연구의 대상은 미국 샌디에이고와 시애틀에 거주하는 해외교포 청소년으로 한정
되어 있다. 때문에, 해외교포 대상 솔리언또래상담 프로그램이 갖는 효과성을 다른 해외교포
청소년들에게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프로그램 고유의 효과 외에 제3변인에
의한 효과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해외교포 청소년 대상의 효과성 검증 연구가
실시 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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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Solian Peer Counseling program for Korean youth
living abroad' based on the model of 'Solian Peer Counseling Program for Korean students' to
reduce cultural stresses of Korean youth living abroad, and increase their multi-cultural
competence and interpersonal skills. Precedent studies performed in and outside Korea on
characteristics and psychological issues of Korean youth living abroad, and other peer
counseling programs were examined. In addition, focus-group interviews and 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professionals who have experiences of working with Korean youth living
abroad. Based on the investigation of precedent researches and interview analyses, the program
has divided into three parts which include the three roles of peer counselors - Friendship,
Counselorship, and Leadership.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it was
implemented to 20 adolescents, and the assessment tool was given to the participants before
and

after

the

program

to

measure

interpersonal

skills,

bi-cultural

self-efficacy,

and

multi-cultural ability. After its test operation, participant evaluation was also conducted. The
results were analyzed by Independent-Samples t-test and Analysis of Covariance(ANCOVA)
and it was reported that scores for all three areas - interpersonal skills, self-efficacy and
multi-cultural identity - have increased. For program evaluation, 75% of participants showed
general satisfaction and more than 90% answered that they would recommend the program to
others. At last, this study discusses the implication and limitations of the current program, and
proposes for further research.
Key words : Korean-Americans, Korean Youth Living Abroad, Solian Peer Counseling, Program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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