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5

ISSN 1226-1432

24
November 2016
Volume 24
Number 2
1	The Effect of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on Loneliness: Focusing on Social Support,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Satisfaction of Need for Relatedness
Seon-Woo Oh · Su-Gyun Seo

17

Influences of Changes in Mobile Phone Dependency on Academic Adjustment among Early Adolescents

37

Development of a Residential Treatment Program for Smart-Phone Addicted Adolescent

Choi, Eunsil · Seo, Mijung

Kim Bum Gu · Lee Chang Ho · Jeon Mi Jin · Lee Mee Hyun

59	The Mediating Effect of Self-compass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Stress and School Adjustment
amo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Oh, Young-mi · Heo, Il-beom

75	A Qualitative Study About The After School Separation of Out-Of-School Youths and Their Challenge and Growth of
Life : Focusing on The Youths Who Participant Out-Of-School Youths Supporting Project
So-Yeon Myung · Jin-Ok Cho

99

Development of a Suicide Prevention Program for Adolescents

125

The Longitudinal Analysis on Juvenile Delinquency and Criminal Behavior of Korean Youth

Guisuk, Lee · Eunhee, Jang · Eunyoung, Kim

Lee, Hyun-chul · Kim, Kyung-Sik · Choi, Sung-Bo

149	Meta-Analysis of the Effects of Group Arts Therapies Based Intervention on School-Maladjusted Youth to School
Adaptation
Lee, Hyunjung · Kim, Seikyung · Cheon, Seongmoon

171

The Intervention Measures and Characteristics of Sexually Victimized Adolescents Perceived by Experts
Seokyoung Kang · Laesun Kim · Dajoung Ryu

201	The Moderation Effect of Help-seek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aladaptive Perfectionism and Academic
Procrastination Behavior of Middle School Students
Myung, Hye Won · Lee, Sang Min · Yang, NaYeon · Lee, Ji Hae

221	The Effect of School Violence Offending and Victimization Experience on Cyberbullying Perpetration in Middle School
Students: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Aggression
Young-Seok Yang · Se-Young Ahn · Bo-Young Choi

241

 he Difference of Academic Achievement and Academic Emotion according to the Patterns of Middle  school student‘s
T
Perceived Maternal Rearing Attitude
Kwon, Seung · Yang MiJin · Lee, TaeYoung

259	A Study on the Effect of Parentification and Overprotectiveness on Interpersonal Problem: A Focus on the Mediation
Effect of Emotional Regulation Style
Haein Jeong · Insoo Oh

279	Testing the Autoregressive Cross-lagged Effects Between Career Decision Making Self Efficacy and Career Identity of
Emerging Adulthood from University Graduation to First Vocational Choice
Jiwon Bang · Sungkyung Yoo

305

Usage-Regulation Program for Smartphone Overuse Utilizing Peer Counseling

329

A Study on Happenstance Experience of a Role Model for a College Student’s Career Choice: with Focus on Youth
Entrepreneurs’ Career Success Process

Kim Mi Jung · Kim Lae Sun · Hong Ye Jin

Iem Yun Seo

365	A Study on the Obstructive Factors to Awareness Youth Companion Counselors Perceive in Counselling
Hong, Hye suk · Wang, Eun Ja

387

The Development of a Management Model for Self-development Programs for Youth out of School
Gyupil Cho · Sujin Kim

2

2016년 24권 2호

청소년상담연구

2016년 제 24 권 제 2 호

2016년 11월 23일 인쇄

주

소: (48058)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79

2016년 11월 30일 발행

전

화: (051) 662-3134

전

송: (051) 662-3005

발행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E -m a il: journalkyci@hanmail.net

발행인: 권 승

< 편집위원회>
위원장: 양미진(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상담복지본부장)
위 원: 공윤정(경인교육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김동민 (중앙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김인규(전주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안영식(동의대학교 청소년상담학과 교수)
양난미(경상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이동훈(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간 사: 방소희(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상담연구 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연구지로서 연 2회 간행되며, 우리나라 청소년상담의

정책 및 방향, 청소년상담의 이론과 실제, 그리고 청소년상담연구 방법과 상담사례 연구 등을 게재한다.

Vol. 24, No. 2.

Nov 2016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publishes research in the areas of (a) counseling
activities, (b) counseling theories, (c) policies related to counseling activities, (d) the development
of new research methods and measures, (e) professional issues. In addition,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considers survey studies that have potential for stimulating further studies in
youth counseling. Both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studies are appropriate. Replications and
extension of previous studies are encouraged.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is published by Korea Youth Counseling & Welfare
Institute. Manuscript should be submitted to the Editor, Mi-jin Yang(Korea Youth & Welfare
Counseling Institute 79, Centum jungang-ro, Haeundae-gu Busan, e-mail: journalkyci@hanmail.net),
according to the Instruction to Authors published elsewhere in this issue.
Editior: Mi-jin Yang(Korea Youth Counseling & Welfare Institute)
Associate Editors: Younn-jung Gong(Gyeongin Nat'l Univ. of Edu), Dong-min Kim(Chungang Univ.)
In-gyu Kim(Jeonju Univ.), Young-sik Ahn(Dongeui Univ.),
Nan-mi Yang(Gyeongsang Nat'l Univ.), Dong-hun Lee(Sungkyunkwan Univ.).

Korea Youth Counseling & Welfare Institute
79, Centum jungang-ro, Haeundae-gu, Busan, Korea
본 연구지는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아 발간되었습니다.

청소년상담연구

년 11월
제24권 제2호
2016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외로움의 관계: 정서표현 양가성, 사회적지지 및 관계욕구 충족을 중심으로
······································································································································ 오선우․서수균 / 1
∙초기 청소년의 휴대전화 의존도 변화가 학업 적응에 미치는 영향 ······················ 최은실․서미정 / 17
∙스마트폰 중독 기숙형 치유 프로그램 개발 ······························· 김범구․이창호․전미진․이미현 / 37
∙초등학생의 학업 스트레스와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자기자비의 매개효과 ··········· 오영미․허일범 / 59
∙학교밖 청소년의 학교 이탈과 이후 삶의 도전과 성장에 관한 질적연구:
학교밖 지원사업에 참여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 명소연․조진옥 / 75
∙청소년 자살예방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효과 ······································ 이귀숙․장은희․김은영 / 99
∙한국 청소년의 지위비행 범죄행위에 대한 종단분석
·················································································································· 이현철․김경식․최성보 / 125
∙집단예술치료가 학교부적응 초중고생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메타분석
·················································································································· 조영화․김세경․천성문 / 149
∙현장전문가들이 인식한 성폭력 피해 청소년의 특성과 개입방안 ········· 강석영․김래선․류다정 / 171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학업지연행동의 관계에서 도움요청의 조절효과 검증: 중학생을 대상으로
···································································································· 명혜원․이상민․양나연․이지혜 / 201
∙중학생의 학교폭력 피해 가해 경험이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양영석․안세영․최보영 / 221
∙중학생이 지각한 모의 양육태도 유형에 따른 학업성취 및 학업정서의 차이
···················································································································· 권승․양미진․이태영 / 241
∙청소년의 부모화 및 과보호 경험이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 정서조절양식의 매개효과
······························································································································· 정해인․오인수 / 259
∙대졸자의 첫 취업 과정에서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의 자기회귀 교차지연 효과
······························································································································· 방지원․유성경 / 279
∙스마트폰 사용조절 또래상담 프로그램 개발 ········································· 김미정․김래선․홍예진 / 305
∙대학생의 진로선택을 위한 역할 모델의 우연 경험 연구: 청년 기업가의 경력 성공과정을 중심으로
··········································································································································· 임윤서 / 329
∙청소년동반자가 지각한 상담과정 알아차림 방해요소 연구 ······························· 홍혜숙․왕은자 / 365
∙학교 밖 청소년 자기계발 프로그램 운영모형 개발 ············································· 조규필․김수진 / 387

청소년상담연구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2016, Vol. 24, No. 2, 1-16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외로움의 관계: 정서표현 양가성,
사회적지지 및 관계욕구 충족을 중심으로*
오선우

서수균†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완벽주의의 대인관계적 측면인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외로움의 관련성을 살
펴보고, 이들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지지, 정서표현 양가성 및 관계욕구 충족의 매개효과
를 알아보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부산 소재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완벽주의적 자
기제시 척도, 정서표현 양가성 척도, 사회적지지 척도, 기본 심리적 욕구 척도, 외로움 척
도를 실시하였고, 344명의 자료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정서표
현 양가성, 사회적지지, 관계욕구 충족, 외로움 간의 상관을 알아보았고, 매개효과를 살펴
보기 위해 구조방정식 검증을 수행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완벽주의적 자기
제시는 외로움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정서표현 양가성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사회적지지 및 관계욕구 충족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둘째 정서표현 양가성, 사
회적지지 및 관계욕구 충족은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외로움 간을 매개 했다. 본 연구는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외로움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설명하는 변인인 정서표현 양가
성, 사회적지지 및 관계욕구 충족의 매개효과를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주요어: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외로움, 정서표현 양가성, 사회적지지, 관계욕구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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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선우․서수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동기이다(Leary &
Kowalski, 1995). 특히 대학생 시기는 친밀감 형성의 과업이 중요한 초기 성인기에 해당한다.

마음이 맞는 소그룹에서 친밀감을 경험하던 학창시절과는 달리 대학생 시기는 대인관계 범위
가 크게 확장되고, 인맥관리의 중요성 또한 커진다. 따라서 대학생들은 타인에게 인정과 승인
을 받으려는 사회적 성취욕구가 높고(최상진, 김기범, 2000), 좋은 인상을 제시하려는 동기가
더욱 강할 수 있다. 이런 동기는 자칫 인상관리 혹은 인맥관리에 지나치게 치중한 나머지 좋
기만 한 관계를 맺게 되어 관계의 진솔성이나 깊이가 결여될 수 있다. 이러한 동기가 높은
개인은 군중속의 고독처럼 많은 좋은 관계 속에서도 외로움을 경험하기 쉽다.
자연스러운 인상관리를 넘어서서 극단적으로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제시하려고 하는 성향
을 완벽주의적 자기제시(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라고 한다.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
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전반적인 인상에 대해서 지나치게 염려하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강하고 유능하게 보이고자 하며, 남들이 자신의 결함을 알게 되는 상황을 회피하려고
한다(Frost, Hewitt, & Singer, 1995; Hobden & Pliner, 1995).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는 기존의 특성적 완벽주의와 분명하게 구분되는 성격 특성이다. 기존
의 특성적 완벽주의자들은 자신의 일에서 완벽을 추구하지만,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자들은 완
벽한 수행을 추구하기보다 남들에게 자신을 완벽하게 제시하려고 노력한다. 즉 기존의 특성
적 완벽주의가 ‘완벽하고자 하는 욕구(need to be perfect)’를 의미한다면, 완벽주의적 자기제
시는 ‘남에게 완벽하게 보이고자 하는 욕구(need to appear perfect)'를 의미한다(Hewitt et
al., 2003). Hewitt 등(2003)은 완벽한 수행을 추구하는 기존의 특성적 완벽주의자들과 다른 사

람들 앞에서 의도적으로 완벽하게 보이고자 하면서 자신의 불완전한 모습을 행동적으로든 언
어적으로든 드러내거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완벽주의자들 간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대인관계에서 친밀감이 발달하는 데 필요한 구성요소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Reis와
Shaver(1988)의 친밀감 대인관계 과정 모델(the interpersonal process model of intimacy)에서

는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자기표현을 많이 하고, 자기표현에 대해서
상대방이 공감반응을 보일수록 친밀감이 증가한다고 본다. 하지만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타인으로부터 완벽하지 않다는 평을 듣고 거부당할까봐 두려워서 사소한 비판에도
방어적으로 반응하고, 자신의 사고와 정서를 타인과 공유하지 않으려는 노출공포를 보인다
(Burns, 1980). 이러한 억압적인 성격구조는 타인과의 인간적인 접촉이나 친밀한 관계형성을

어렵게 한다(Shearer & Davidhizar, 1994). 이런 특성을 가진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을 가
진 개인은 친밀한 관계를 원하면서도 이를 형성하지 못할 수 있다. 자신이 바라는 사회적 대
인관계와 실제로 성취되는 관계의 질 및 양상이 불일치함을 인식할 때, 개인은 부정적인 반
응인 외로움을 경험한다(Peplau & Perlman,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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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대학 신입생들은 최근 3개월 동안 85.4%가 외로움, 불안, 우울/무기력, 불안, 자
살충동 중 한 개 이상의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는데, 그 중 외로움은 72.4%로 부정적 정서 경
험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금명자, 남향자, 2010). 한국 사람들은 가족과 친구 관계 영역
이 중심인 관계경험 영역에서 행복과 불행의 많은 부분을 경험하는데(유나영, 정여진, 김비아,
정영숙, 신현정, 2015), 대학생들은 특히 관계로 인한 불행을 더 자주 경험한다. 선행연구에서
대학생들의 행복과 불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대인관계에 대한 지각에서 비롯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기혜, 박영신, 김의철, 2008). 이를 통해 외로움이 대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큼을 알 수 있다.
외로움 발생의 선행조건에는 상황적 특징과 성격적 특징이 있는데(Peplau, Bikson, Rook,
& Goodchilds, 1982), 본 연구에서는 성격적 특징인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에 주목하여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 과정에 기여하는 심리적 변인으로 정서표현 양가성, 사회적지지, 관계욕구 충족에 주목하
였다.
정서적인 자기개방은 친밀감 형성의 핵심적인 요인이다(Reis & Shaver, 1988). 하지만 정서
표현 욕구를 통제하면서 정서표현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 이처럼 정서표현을 하
고 싶은 욕구가 있으면서도, 이를 억제하면서 내적으로 갈등하는 것을 정서표현 양가성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이라고 한다(King & Emmons, 1990).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자는 정서표현을 하면 자신의 완벽성에 흠이 되거나, 부정적인 감정표현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거부당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정서표현을 하고 싶으면서도 억제할 가능성
이 높다(백수현, 2012). 선행연구에 따르면,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자는 정서표현이 적고 정서표
현을 억제한다(Hewitt et al., 2003).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자원을 사회적지지라고 한다. 완벽주의
적 자기제시자들은 불완전해 보이는 자신의 모습이 행동적으로든 언어적으로든 드러나는 것
을 피하려고 노력하는데(하정희, 2011), 이러한 사회적 태도는 사회적지지를 제공받을 기회를
차단시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자들의 사회적 지지체계를 약하게 한다. 정서표현 양가성 또한
정서와 관련된 정보의 상호교환을 어렵게 하므로 타인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서적인 지원
을 제한시킨다(Emmons & Colby, 1995). 선행연구에 따르면 정서표현 양가성이 높은 사람은
타인의 공감이나 사회적지지를 덜 받는다고 지각한다(Emmons & Colby, 1995). 따라서 완벽
주의적 자기제시자들이 보이는 정서표현 양가성은 이들의 사회적지지 기반을 약하게 할 수
있다. 사회적지지가 약한 개인은 상대적으로 외로움을 경험하기 쉽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사
회적지지는 외로움과 부적상관을 보였다(오윤경, 2012).
하지만 외로움은 자기개방을 못하거나, 사회적지지를 제공받지 못하는 모든 사람이 필연적
으로 경험하는 정서가 아니다. 개인은 관계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외로움을 느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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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arer & Davidhizar, 1994), 외로움은 개인의 관계욕구 충족의 좌절에서 비롯되는 것이라

고 볼 수 있다. Ryan과 Deci(2002)는 기본적인 관계욕구의 충족은 개인의 성장에 필수 조건
이며, 개인 내적인 안녕감과 사회성 발달을 촉진한다고 하면서 관계욕구 충족의 중요성을 강
조했다(Ryan & Deci, 2002).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보이는 방어직인 태도는 그들의 불완전함은 가
려주지만, 낮은 개방으로 인해 주변의 사람들은 완벽해 보이는 그들이 실은 외로울 수 있다
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이는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외로움을 경험하
게 되는 중요한 패턴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자들이 높은 정서표현
양가성으로 인해 대인관계 장면에서 자기개방에 어려움을 느껴 사회적지지가 제한되고, 관계
욕구 충족이 좌절되어 외로움을 많이 느낄 것이라 가정하였다. 이에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정
서표현 양가성, 사회적지지, 관계욕구 충족, 외로움의 관계를 탐색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부산 지역에 위치한 4년제 대학교의 재학생들이다. 학생들에게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배포한 후 웹을 통해 설문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총 389명이 연구 참여에 동
의하였고, 356명이 웹 설문 응답을 완료했다. SPSS 19.0로 데이터탐색을 실시하여 모든 척도
에서 이상값으로 나타난 12부를 제외하고, 총 344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참가자들의
평균연령은 21.42세(SD=2.28)이고, 남성은 146명(42.4%), 여성은 198명(57.6%)이었다. 학년 분
포는 1학년이 143명(37.2%)으로 가장 많았고, 2학년(123명, 22.6%), 4학년(48명, 14.5%), 3학년
(30명, 17.2%) 순이었다.

측정도구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척도(the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Scale)
본 연구에서는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를 측정하기 위해서 Hewitt 등(2003)이 개발한 완벽주
의적 자기제시 척도를 하정희(2010b)가 번안한 척도와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최보라, 2007),
자기은폐 척도(장진이, 2000)를 바탕으로 하정희(2011)가 한국의 실정에 맞게 개발 및 타당화
한 한국판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척도(PSPS-K)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19문항이며 1점부
터 7점까지의 7점 Likert 형식이다. 하위척도는 ‘완벽주의적 자기노력(PSP)’, ‘불완전함 은폐행동적(NDP)’, ‘불완전함 은폐-언어적(NDC)’으로 구성되어있다. 본 연구에서 완벽주의적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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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 척도의 하위영역별 신뢰도는 .89, .80, .82, 전체 신뢰도는 .88로 나타났다.
정서표현 양가성 척도(the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Questionnaire)
정서표현 양가성 척도는 King과 Emmons(1990)가 개발한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성 질문지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Questionnaire: AEQ) 28문항을 최해연과 민경

환(2005)이 한국의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타당화한 한국판 정서표현 양가성 척도(AEQ-K)를
사용하였다. 한국판 정서표현 양가성 척도는 총 21문항으로, 2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1점부터 5점까지의 Likert식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기-방어적 양가성은 정서표현에
대한 불능감이나 정서표현의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자기방어적인 동기를 반영한다. 관계-관여
적 양가성은 정서표현을 통제함으로써 신중함을 기하여 사회적인 관계를 보호하려는 동기를
반영한다. 본 연구의 정서표현 양가성 척도의 하위영역별 신뢰도는 .88, .78, 전체 신뢰도는
.89이었다.

사회적지지 척도(the Social Support Scale)
박지원(1985)이 개발한 사회적지지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정서적지지(7문항), 평가
적지지(6문항), 정보적지지(6문항), 물질적지지(6문항)의 네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25문항이다. 특정 사회적 지지원에 치우쳐서 평정할 것을 우려하여, 사회적 지지원을 부모
와 주변사람으로 나누어 두 번 평정하도록 한 후 평균값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척도는 5점
Likert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를

더 많이 받는다고 지각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지지 척도의 신뢰도는
.97로 나타났다.

기본심리적 욕구 척도(the Basic Psychological Needs Scale)
Deci와 Ryan(www.psych.rochester.deu/SDT/)의 기본 심리적 욕구 척도(Basic Psychological
Need Scale: BPNS)를 이명희와 김아영(2008)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기본

심리적 욕구 척도는 총 18 문항으로 자율성(6문항), 유능성(6문항), 관계성(6문항)의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관계욕구의 충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관계
성 하위요인 6문항만을 사용하였다. 1점에서 6점까지의 6점 Likert 척도로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관계욕구 충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관계성 하위요인의 신뢰도는 .87
로 나타났다.
외로움 척도(the UCLA loneliness Scale)
Russell, Peplau, Ferguson(1978)이 만든 UCLA 외로움 척도를 Russell, Peplau, Cutro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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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가 개정하고 김교헌과 김지환(1989)이 우리 실정에 맞게 번역하여 타당화한 것을 사용

하였다. 이 척도는 대인관계에 대한 주관적 경험을 묻는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일차원이다. 0점부터 3점까지의 4점 Likert척도이며, 응답자의 반응 편차를 줄이기 위해 자
신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긍정 문항 10문항, 부정문항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역채점은
1, 4, 5, 6, 9, 10, 15, 16, 19, 20번 문항이다. 본 연구에서 외로움 척도의 신뢰도는 .92로 나타

났다.
절차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부산 소재대학교의 전공 및 교양 교과목 강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설문은 웹 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형식으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강사와 강의 참여
자들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동의를 구한 다음, 웹을 통한 설문조사 참여방법 및 설문 참여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 한 후에 강의 참여자들에게 연구참여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연
구참여에 동의한 389명 중 356명이 온라인 설문을 작성하였다.
자료분석
결과분석을 위해 수집된 자료를 SPSS 19.0와 AMOS 18.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분석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
계 분석 및 척도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정서표현 양가성, 사
회적지지, 관계욕구 충족, 외로움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 단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
다. 셋째,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정서표현 양가성, 사회적지지, 관계욕구 충족 및 외로움의
경로를 AMOS를 이용한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결 과
상관분석
표 1에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계수와 각 변인의 평균, 표준편차를 제시하였다.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는 외로움과 유의한 정적 상관
이 있고, 관계욕구 충족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4,  <.01;  =-.29,
 <.05. 사회적 지지는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고, 외로움과는 부적상

관을 관계욕구 충족과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68,  <.01;  =.66, p<.01. 정서표현 양가성은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외로움과는 정적 상관을 관계욕구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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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주요 변인의 상관관계 분석
변인

M

SD

1

1.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78.97

16.88



2. 정서표현 양가성

68.90

13.29

.51 



3. 사회적 지지

99.29

14.26

-.30 

-.27 

4.69





.66 





4. 관계욕구 충족
5. 외로움


p<.05,



27.83
38.91

10.19

-.29

2

.34



-.30
.42

3

4

5



-.68


-.76 



p<.01

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42,  <.01;  =-.30,  <.01.
측정모형 검증
구조모형 검증을 실시하기 전에 측정모형 검증을 통해 연구모형에 존재하는 모든 잠재변인
과 측정변인의 단일 차원성을 평가하였다. 측정모형은 5개의 잠재변인과 14개의 측정변인으
로 구성되어 있다. 단일요인으로 구성된 외로움과 관계성 척도는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변인
을 구성하였다. 측정변인의 모든 요인부하량은  <.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측정모형 검증
결과 적합도는 TLI=.928, CFI=.947로 좋은 적합도를 보였고,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는
RMSEA는 .085로 보통인 적합도를 보였다. 즉 측정변인들은 잠재변인을 잘 측정하고 있으며,

각 잠재변인의 지표들은 단일 요인 모델에 의해 수용 가능한 적합도를 보였다.
구조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적인 특성이 정서표현 양가성(백
수현, 2012)의 관계를 가정하고, 이론적 배경을 근거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사회적지지, 외
로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가정했다(하정희, 2011).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사회적지지는 관계
욕구 충족을 어렵게 하고, 외로움을 경험하게 함을 가정했다(오윤경, 2012). 정서표현 양가성
또한 사회적 지지를 받을 기회를 제한하여 관계욕구 충족을 어렵게 하고 외로움을 많이 경험
하게 함을 가정했다(이유정, 2011). 하지만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관계욕구 충족과 외로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는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바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
형과 경쟁모형을 설정하여 두 모형을 비교하고자 한다. 연구모형에서는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와 관계욕구 충족,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외로움 사이에서 사회적지지와 정서표현 양가성이
완전매개 할 것을 가정하였다.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경쟁모형은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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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욕구 충족,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외로움 사이에서 사회적지지와 정서표현 양가성이 부
분매개 할 것을 가정하였다. 경쟁모형은 그림 2와 같다.

사회적지지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관계욕구
충족

외로움

정서표현
양가성

[그림 1] 연구모형
사회적지지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관계욕구
충족

외로움

정서표현
양가성

[그림 2] 경쟁모형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적합도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로 모두

CFI=.948

.90

이상으로 양호하였다. 연구모형의

를 보였다. 경쟁모형의 적합도는
값은

RMSEA

TLI=.928,

RMSEA

값은

로 모두

.90

CFI=.947

TLI=.931,

으로 보통의 적합도

.083

이상으로 양호하였으며,

로 보통의 적합도를 보였다. 두 모형의 적합도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기

.085

때문에, χ2 차이 검증을 통해 모형을 비교하였다.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연구모형과 경쟁
모형의 자유도 차이는 2이다. 유의수준
을 기각하기 위해서는 자유도 2가
이는

에서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이 차이가 없다는 영가설

.05

이상의 χ2 차이를 가져와야 한다. 두 모형 간의 χ2 차

5.99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두 모형 간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경우 보다 간

.77

명한 모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연구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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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
지지 평가
지지 정보
지지 물질
지지
   

사회적지지


 

자기
노력 
 완벽주의적
행동
은폐
자기제시

언어
은폐



관계1
 



관계2

정서표현
양가성


자기
방어

 

외로
움1
외로움  외로
움2
외로

움3


관계욕구
충족

 

 





관계
관여

[그림 3] 표준화된 구조모형(연구모형)
그림 3에 최종모형으로 선택된 연구모형이 제시되어 있다. 최종모형에서 경로계수들의 표
준화 추정치를 살펴보면,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에서 사회적지지로 가는 경로(  =-.29,  <.01),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에서 정서표현 양가성으로 가는 경로(  =.63,  <.001), 사회적 지지에서
관계 욕구 충족으로 가는 경로(  =.68,  <.001), 사회적지지에서 외로움으로 가는 경로(  =-.21,
 <.001), 정서표현 양가성에서 사회적지지로 가는 경로(  =-.19,  <.05), 정서표현 양가성에서

관계욕구 충족으로 가는 경로(  =-.16,  <.001), 정서표현 양가성에서 외로움으로 가는 경로( 
=.14,

 <.001), 관계욕구 충족에서 외로움으로 가는 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69, 

<.001).

이러한 결과를 통해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정서표현 양가성, 사회적지지, 관계욕구

충족의 매개를 통해 외로움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서표현 양
가성은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사회적지지 간을 부분 매개 하고,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관
계욕구 충족,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외로움 간을 완전매개한다. 사회적지지는 정서표현 양가
성과 관계욕구 충족, 정서표현 양가성과 외로움 간을 부분매개하고,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관계욕구 충족,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외로움 간을 완전매개한다. 관계욕구 충족은 사회적지
지와 외로움, 정서표현 양가성과 외로움 간을 부분매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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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효과 검증
<표 2> 외로움에 대한 각 변인들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경로

직접효과
(95% 신뢰구간)

간접효과
(95% 신뢰구간)

총 효과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 사회적지지

-.29  
(-.492∼-.075)

-.12   
(-.276∼-.014)

-.41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 정서표현 양가성

.63   
(.437∼.817)

.63   

사회적지지 → 관계욕구 충족

.68   
(.581∼.765)

.68   

사회적지지 → 외로움

-.21   
(-.331∼-.066)

정서표현 양가성 → 사회적지지

-.19 
(-.366∼.014)

정서표현 양가성 → 관계욕구 충족

-.16  
(-.274∼-.072)

-.13   
(-.249∼.009)

-.29

정서표현 양가성 → 외로움

.14   
(.065∼.231)

.24   
(.094∼.381)

-.38   

-.47   
(-.624∼-.359)

-.68   
-.19 

표 2에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외로움의 관계에서 정서표현 양가성, 사회적지지, 관계욕구
충족의 직접효과, 간접효과를 제시하였다. 추가적으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외로움 간에 정
서표현 양가성, 사회적지지, 관계욕구 충족의 매개 효과가 유의한지 검증하기 위해 Bootstrap
검증법을 수행하였다. 검증결과 정서표현 양가성에서 사회적 지지로 가는 직접경로와 정서표
현 양가성이 사회적지지를 거쳐 관계욕구 충족으로 가는 간접경로를 제외한 모든 경로의 신
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유의도 수준 5%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표현 양
가성이 사회적 지지로 가는 직접경로는 90% 신뢰구간(-.341∼-.028)이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유의도 수준 10%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표현 양가성이 사회적 지지를 거쳐 관계
욕구 충족으로 가는 간접경로도 90% 신뢰구간(-.230∼-.020)이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유의도
수준 10%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Reis와 Shaver(1988)의 친밀감 대인관계 과정 모델에 근거하여,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이 높을수록 정서표현을 억제하면서 내적으로 갈등하는 정서표현 양가성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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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져 주변사람들에게 사회적지지를 요청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변사람으로부터 사회적으로
지지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여 관계욕구가 충족되지 못하고, 이로 인해 외로움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는 가설적 모형을 설정하고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과 정서표현 양가성, 사회적지지,
관계욕구 충족 및 외로움 간의 관계를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부산지역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정서표현 양가성, 사
회적지지, 기본심리욕구 충족, 외로움 척도를 실시하였다. 총 344명의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외로움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는 외로
움과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고, 관계욕구 충족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완벽주
의적 자기제시 성향이 높을수록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관계욕구 충족의 정도가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서표현 양가성은 예측변인인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는
데, 이는 백수현(2012)의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종속변인인 외로
움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사회적 지지와 관계욕구 충족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
였다. 사회적지지는 정서표현 양가성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는데, 이는 오윤경(2012)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사회적 지지와 관계욕구 충족이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인 것은 소연주
(2015)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둘째, 정서표현 양가성은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사회적지지,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관계
욕구 충족,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외 외로움 간을 유의하게 매개하였다. 이는 완벽주의적 자기
제시가 정서표현 양가성과 유의한 관계가 있었던 연구나(백수현, 2012) 정서표현 양가성이 사
회적지지와(오윤경, 2012), 외로움에 영향을 미쳤던 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이유정, 2011;
정지혜, 2013). 본 연구에서는 각 변인간의 매개효과만을 확인하기보다 변인간의 구조적인 관
계를 설정하여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를 가진 사람들이 외로움에 이르게 되는 경로를 밝혔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 차이가 있다. 구조모형 검증을 통한 변인 간 경로에 따르면 완벽주의
적 자기제시는 정서표현 양가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정서표현 양가성은 사회적 지지에
부적인 영향을 미쳐 개인의 관계욕구 충족을 어렵게 하여 외로움을 경험하게 함이 밝혀졌다.
이는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이 높은 사람들이 대인관계에서 정서표현을 하고 싶으면서도
이를 억제하면서 갈등하는 정서표현 양가성이 높아 자기개방이 어렵고, 이러한 태도는 타인
의 공감반응인 사회적 지지의 기회를 스스로 제한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관계욕구의 불충족,
외로움과 같은 고립감을 경험하게 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Reis와 Shaver(1988)의 친밀
감 대인관계 과정 모델을 지지한다.
셋째, 사회적지지는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관계욕구 충족,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외로움
간을 유의하게 매개하였다. 이는 완벽주의적인 특성이 사회적지지와 유의한 관계가 있었던
연구와(하정희, 장유진, 2011) 사회적 지지가 외로움에 영향을 미쳤던 연구와 일치된 결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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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오윤경, 2012). 구조모형 검증결과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은 사회적지지와 관계욕구 충
족에 순차적으로 부적인 영향을 미쳐, 외로움을 경험하게 함이 밝혀졌다. 이는 타인으로부터
얻는 사회적 지지의 정도가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이 높은 개인의 관계욕구의 충족과 외
로움에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Reis와 Shaver(1988)의 친밀감 대인관계 과정
모델에서 말하는 타인으로부터 얻는 공감적인 반응이 친밀감에 중요한 요소임을 지지하는 결
과이다.
넷째, 관계욕구 충족은 정서표현 양가성과 외로움, 사회적지지와 외로움 간을 유의하게 완
전매개하였다. 이는 기본심리적욕구충족 여부가 정서표현양가성과 대인관계문제 사이에서 매
개역할을 함을 밝힌 정경아(2015) 연구와 일맥상통한다. 또한 사회적지지와 기본심리욕구 및
삶이 만족도 간의 관계를 검증한 문은식(2015)의 연구와도 일맥상통한다. 구조모형 검증결과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에서 관계욕구 충족이 부분매개 할 것을 가정한
경쟁모형 보다, 관계욕구 충족의 완전매개를 가정한 연구모형이 더 적합도가 높았다. 이는 개
인이 경험하는 정서표현 양가성과 사회적 지지의 부족 여부 보다는 개인이 지각하는 관계욕
구 충족의 여부가 외로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외로움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우울,
사회불안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다수 진행되었지만,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외로움의 관계를
본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자들이 대인관계에서 겪을 수 있는
심리적 경험으로 외로움이라는 새로운 변인을 탐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이 높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겪게 되는 심리적 과정에서 중
요한 역할을 하는 대인관계 특성을 탐색적으로 살펴보고, 그 경로를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연구 결과는 대인관계에서 지나치게 완벽하게 보이고자 하여 다른 사람의 평가에 예민
하고 민감한 특성인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내적인 갈등인 정서표현 양가성과, 제한된 사회
적지지, 낮은 관계욕구 충족의 경로를 통해 외로움을 초래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정서표현
에 대한 내적 갈등인 정서표현 양가성이 정서개방을 방해하여 타인의 공감반응이나 사회적
지원을 제공받을 기회를 제한하게 된다는 Reis와 Shaver(1988)의 친밀감 대인관계 과정 모델
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과정으로 인해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이 높은 개인은 깊이
있는 대인관계를 발전시키지 못해 외로움을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
향과 외로움의 관계에 친밀감 대인관계 과정 모델이 적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본 연구 결과는 외로움을 겪는 사람들에 대한 전문적 개입에 있어서 정서표현 방식
이나 대처기술을 훈련시키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상담자는 이러한 개입을 통해 내
담자가 대인관계 장면에서 다른 사람에게 적절한 수준으로 정서표현을 하고, 다른 사람들로
부터 지지를 제공받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내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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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지지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면, 내담자는 관계욕구가 충족되어 외
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 결과가 외로움이 유발되는 심리적 과정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시사점들을 주고 있
지만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부산지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때문에 다양한 연령, 다양한
지역의 사람들에게 일반화시키기에 어려움이 있다. 추후에는 다양한 연령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역에서 연구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지
않았다. 국내에서는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에 대한 연구가 아직 시작단계에 있으므로 추후 연
구에서는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의 남녀 간 차이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자기보고식 설문을 통해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정서표현 양가성, 사회
저기지, 관계욕구 충족, 외로움의 정도를 알아보았다. 때문에 참가자들이 사회적으로 바람직
하다고 생각되는 방향으로 응답했을 가능성이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개념들을 보다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들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외로움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정서표현 양
가성과 사회적지지, 관계욕구 충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을 가
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특성들과 외로움의 관계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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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on
Loneliness: Focusing on Social Support,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Satisfaction of
Need for Related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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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Gyun Seo

Pusan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verify mediating effect of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Social Support, Satisfaction of Need for Relatedness to establish a specific
relationship between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and Loneliness. The Perfectionistic Self
Presentation Scale-K,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Questionnaire-K, Social Support
Scale, Basic Psychological Need Scale-K, UCLA loneliness Scale-K were implemented. A total of 344
people’s Data were analyzed. The structure equation model analysis with AMOS was performed
in order to verify of mediating effect.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Social Support. Second,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had an effect on Social Support, Need for Relatedness and Loneliness and Loneliness. Third, Social
Support influenced Satisfaction of Need for Relatedness and Loneliness. Fourth, Satisfaction of Need
for Relatedness significantly influenced Loneliness. Results suggest that the mediation roles of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Social Support and Satisfaction of Need for
Relatedness are important in the relation of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and Loneliness. Given
these results, in order to promote intimacy relationship among people with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it is necessary to enhance social support and to reduce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Key words: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Social support,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Loneliness, Satisfaction of Need for Related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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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휴대전화 의존도의 변화추이를 살펴보
고, 변화패턴이 중학교 2학년에서의 학습활동, 행동통제, 학업시간관리 및 학업성취도 등
학업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성별로 검증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해 한국
청소년정책연구
원이 2010년부터 7년 동안 추적조사를 실시하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중 초4 패널의
1~5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휴대전화 의존도는 남학생에 비해 여학
생이 더 급속한 변화율을 나타내면서, 평균적으로 남, 여학생 모두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 사이에 증가하다가 중학교 2학년까지는 안정적인 양상을 보여주였다
. 둘째,
남학생의 경우, 시간 흐름에 따라 휴대전화 의존도가 증가할 때 중학교 2학년에서 학습
활동과 행동통제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휴대전화 의존도 수준이 더 빠르게
증가하는 여학생 청소년들은 중학교 2학년에서 낮은 수준의 학습활동, 행동통제, 학업시
간관리 및 학업성취도를 보여주었다. 본 연구결과로부터 휴대전화 의존 및 학업 부적응
예방과 감소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고
, 제한점과 후속 연구에 대해 제언하였다.
* 주요어: 휴대전화 의존도, 학업 적응, 잠재성장모형

* 이 논문은 2016년도 제주대학교 교원성과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63243 제주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제주대학교 생활환경복지학부 아동·생활복지전공, E-mail: mjseo@jeju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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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몇 년 사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휴대전화 이용시간 및 중독적 사용이 증가하고 있
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2012)에서 만 12세부터 59세를 대상으로 조사한 스마
트폰 이용실태에 따르면, 일평균 스마트폰 이용시간이 가장 높은 연령층은12세부터 19세 청
소년이었다. 게다가 청소년의 휴대전화 중독률은 2011년 11.4%에서 2012년과 2013년 각각
18.4%, 35.2%로 급격한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 청소년들은
성인에 비해 모바일 기술에 대한 흥미가 더 크고 휴대전화 이용 기술이 뛰어나다는 점에서
휴대전화의 중독이나 의존에 더욱 취약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Chόliz, 2010; 2012).
휴대전화의 사용은 신속한 정보 제공과 일상생활에서의 유용성 및 교육적 활용까지 긍정적
인 기능이 광범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신체, 인지 및 사회·정서발달까지 다양한 영역의 발
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보고되어 왔다. 특히 아동 및 청소년들이 휴대전화의 중독적 사
용 및 의존도가 높을 경우 수면장애, 두통 등의 신체건강상의 문제와 우울, 공격성, 비행 등
의 행동문제, 그리고 주의산만, 자기조절학습의 부족 및 학업 부적응으로 연결되었다
(구현영,
2010; 김숙, 2014; 신은수, 2013; 이경선, 이정화, 2008; 전상민, 2015a; 최선희, 2008; 한선희,
이승희, 2010; 허균, 2013; 홍예지, 이순형, 이수현, 조혜림, 2015; Chiu, Chang, Chen, Ko, &
Li, 2015; Jun, 2016; Maisch, 2003).
아동부터 청소년까지 휴대전화 이용실태 및 그로 인한 부정적 결과를 다룬 연구들은 횡단
적 접근에서 주로 진행되어 왔으나, 최근 들어 시간 흐름에 따른 휴대전화 의존도의 변화를
탐색한 종단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국가 차원의 대규모 패널자료의 제공과 함께 휴대
전화 의존에 대한 시간 누적적 효과가 아동 및 청소년에게 더 큰 부적응을 초래할 것으로 예
측한 연구자들의 관심 때문으로 보인다
. 하지만 휴대전화 의존도의 변화를 살펴본 연구들 대
부분이 중학생 이상 청소년에 주목하고 있어
(김도연, 양혜정, 2014; 김소영, 홍세희, 2014; 허
균, 2013; 홍예지 외, 2015), 학령기나 그 이전 시기부터 휴대전화 의존도의 변화 및 안정성에
대한 탐색은 부족한 실정이다. 휴대전화 이용 연령의 하향화는 초등학생을 넘어 영유아까지
확대되는 추세이므로(육아정책연구소, 2013), 아동기부터 변화경로가 파악된다면 휴대전화 의
존 감소 및 예방 차원에서 정확한 개입 시점을 확인하는 데 유용할 수 있다
. 이에 본 연구에
서는 학령기 중반부터 중학교 전환기에 걸쳐 휴대전화 의존도의 변화가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휴대전화 의존에 따른 부작용으로 사회·정서발달 영역에 비해 인지적 측면을 탐색한 연구
들은 제한적인 편이다. 하지만 휴대전화 연구의 초반인 2002년부터 10년 간 국내외 연구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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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분석한 결과에서 휴대전화 의존으로 인해 가장 부정적인 결과는 수업태도
, 학교 규칙 등
학업 및 학교 부적응으로 나타났다(이성대, 염동문, 2012). 실제로 10대 청소년들이 응답한 스
마트폰 중독의 특성 중 ‘스마트폰 사용이 공부에 방해된다
’(53.4%)가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
여주었다(미래창조과학부, 2015). 초기 청소년은 생물학적, 사회·정서적 변화에 적응할 뿐 아
니라 학업적인 발달과업을 완수함으로써 조화로운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시기이다
. 이에 따
라 휴대전화 의존도의 변화가 학업 부담이 많아지는 중학교 시기 학업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
을 살펴봄으로써 청소년 학습자의 효과적인 학습 전략을 위한 개입 및 상담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
휴대전화 의존도와 학업 적응 간의 관계를 탐색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 먼저 휴대전화 의존
이 심할수록 학교 수업, 숙제 등 학습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채환, 2015).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을 대상으로 학습활동과 휴대전화 중독의 양방향적 관
련성을 검증한 전상민(2015b)은 이전 시점의 휴대전화 중독적 사용이 이후 시점의 학습활동
부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반면에 중학생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의존과 학습
활동뿐 아니라 학교규칙, 교우관계 및 교사관계를 포괄하여 단일한 개념으로서 학교생활적응
과의 관련성을 종단적으로 검증한 연구자들은 유의미한 영향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박은혁, 이
응택, 2015; 백승희, 전현정, 정혜원, 2014). 이처럼 기존 연구들은 종단적 자료를 활용하더라
도 단일 시점에서 휴대전화 의존도와 학습활동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거나 포괄적인 개념 안
에 학습활동을 포함시켜 휴대전화 의존도와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시간
흐름에 따른 휴대전화 의존도의 개인 내 변화가 학습활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밝히고자 한다
.
학습과 관련한 행동적 조절 전략 차원에서 행동통제 및 학업시간관리와 휴대전화 의존도 간
의 관련성이 종종 거론되어 왔다. 김소영과 홍세희(2014)는 중학교 1학년 때 행동통제가 높은
경우 낮은 경우보다 중학교 3년 동안 휴대전화 의존도가 낮다고 보고하였다. 홍예지 등(2015)은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휴대전화 의존이 증가하는 여학생이 3학년에서 성취가치, 숙달목
적지향, 행동통제, 학업시간관리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인 자기조절학습이 낮은 결과를 보고하였
다. 선행 연구들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휴대전화 의존도의 변화가 청소년의 행동통제 및 학업
시간관리 각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 이것은 휴대전화의 의존은 다른 행위중독
과 유사하게 활동에 대한 통제가 어려운 상태를 반영하므로
(박웅기, 2003; Billieux, 2012; Chό
liz, 2010; Leung, 2008; Shaffer, 1999), 휴대전화에 대한 의존이 시간 흐름에 따라 증가할수록
효과적인 학습을 위한 행동조절능력이 부족해질 가능성을 가정한 것이다
.
인지적 측면에서 객관적인 평가를 반영하는 학업성취도와 휴대전화 의존도와의 관련성은
연구마다 일관되지 못한 결과들이 제시되었다
. 즉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휴대전화 과다 사용
및 중독과 학업성취도 간에 부적 관련성이 나타나는가 하면
(김정화, 2010; 김여란, 2013; 윤미
애, 2014), 관련성이 없다는 연구결과들도 보고되었다
(이영옥, 2007; 한선희, 이승희, 2010).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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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연구들 모두 단일 시점에서 휴대전화 의존도와 학업성취도 간의 관련성을 파악한 것이므
로, 본 연구는 초기 청소년동안 휴대전화 의존도의 변화가 중학교 시기의 학업성취도에 미치
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휴대전화 의존도의 변화와 관련되는 학업 적응 요인으로 학습활동
,
행동통제, 학업시간관리 및 객관적인 학업성취도를 선정하였다. 이들 요인들은 학습과 관련한
능동적 활동, 행동조절 측면 및 실제 학업 수행 등 청소년기에 중요한 발달과업인 학업적 적
응을 반영하고 있다. 본 연구는 초기 청소년동안 휴대전화 의존도가 변화하는 양상에서 학업
적응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살펴본다는 점에서 선행 연구들에 확장된 이해를 더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청소년기 휴대전화 의존의 정도는 대체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수준이 제시되고
있으나(김소영, 홍세희, 2014; 성은모, 진성희, 2012; 최선희, 2008; 한선희, 이승희, 2010;
Augner & Hacker, 2012; Rautianimen & Kasesniemi, 2000), 중학교 시기동안 휴대전화 의존
도가 증가하는 속도에 있어서는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홍예지 외,
2015). 이들 연구를 통해 중학생 시기의 청소년들은 휴대전화 의존도의 수준뿐 아니라 평균적
으로 변화하는 속도가 남, 여학생이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휴대전화 의존도가 시간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데 있어 성별 차이가 나타난다면 휴대전화 의존도의 변화가 중학교 2학년에서
의 학업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 또한 성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실제로 중학교 1학년부터 3
학년까지 휴대전화 의존도의 빠른 증가가 중학교 3학년 시기에 행동통제와 학업시간관리를
포괄하는 자기조절학습이 낮은 데 기여하는 결과는 여학생에게만 유의미하게 나타났다(홍예
지 외, 2015). 하지만 이러한 결과들은 중학생 이상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파악된 것이므로
,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 중반에서 중학교2학년까지 발달의 더 이른 시기부터 확장하여 휴대전
화 의존도의 변화양상이 성별에 따라 어떠한지, 또 휴대전화 의존도 변화가 학업 적응에 미
치는 영향에서도 성별에 따라 다른지 탐색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본 연구의 목적은 초기 청소년동안 휴대전화 의존도의 변화를 추정하고, 이 개별적인 변화
가 학업 부담이 커지는 중학교 2학년 시기의 학업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성별로 살펴봄으로
써 휴대전화 의존에 대한 예방 및 학업적 적응 향상을 위한 개입 전략의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s)을 적용하여 초4부터 중2까지 휴대전화
의존도의 변화추정 및 변화가 중2의 학습활동, 행동통제, 학업시간관리 및 학업성취도에 미치
는 영향력을 남, 여학생별로 각각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목적을 토대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
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시간 흐름에 따른 휴대전화 의존도의 변화양상은 성별에 따라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초4부터 중2까지 휴대전화 의존도의 변화가 중2의 학습활동, 행동통제, 학업
시간관리 및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에 따라 어떠한가?

- 20 -

초기 청소년의 휴대전화 의존도 변화가 학업 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구 방법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절차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2010년부터 7년 동안 추적 조사하는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KCYPS) 중 초등학교 4학년 패널의 5개
년(초4~중2) 자료를 활용하였다. 표본은 2010년 기준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 재학생을 모집단
으로 하여, 층화다단계집락표집 방법(stratified multi-stage cluster sampling)으로 표집되었다.
표본 학교를 추출하기 위해 16개 광역시·도를 27개 집락으로 나누고, 확률비례통계추출법에
의거하여 조사대상 학교가 선정되었다. 그 다음 학교별 해당 학년의 학급 수와 학급별 학생
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한 뒤 무작위로 표본 학급을 선정하게 된다
.
이상의 표본 추출과정을 거쳐 1차년도(초4) 최종 표본수는 총 2,378명이고, 2차, 3차, 4차, 5
차년도 조사대상은 각 2,264명, 2,219명, 2,092명, 2,070명이다. 1차년도는 남학생 1,242명
(52.2%), 여학생 1,136명(47.8%)으로 분포되어 있다.

변수 측정
휴대전화 의존도
휴대전화 의존도1)는 휴대전화의 과다 사용이나 사용 중단에 대한 불안, 금단 및 일상생활
장애 등의 반응을 보이는 정도를 의미한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 데이터는 이시형 등(2002)이
구성한 문항들을 사용하여,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보내게 된다’, ‘휴대전
화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불안하다’ 등 총 7문항으로 구성하고 있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
다’(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4점)까지 응답하게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모든 문항을 역
코딩 후 분석에 사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휴대전화 사용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며, 휴대전화
가 없으면 불안하거나 고립감을 느낄 정도로 의존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1차, 2차, 3차, 4
차, 5차년도 Cronbach's α값은 각각 .83, .88, .89, .90, .88로 나타났다.

1) 휴대전화의 문제적 사용과 관련하여 연구들마다 휴대전화 ‘과다사용’, ‘중독성향’, ‘의존도’ 등을 함께
혼용하고 있다. 엄격하게 정의하면 각각의 특성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병리적인 의
미를 내포하는 ‘중독’보다는 측정 도구에도 더욱 부합하는 ‘휴대전화 의존도’로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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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 적응 요인
학습활동
학습활동은 학교 수업에 대한 흥미나 학습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활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학업적인 측면에서의 학교생활 적응을 말한다. 척도는 문선보(1989)의 학교생활적응척도와 이
상필(1990)의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설문지를 참고하여 민병수(1991: 정화실, 1991에서 재인용)
가 초등학생용으로 제작한 학교생활척도 문항들을 수정
·보완하여 구성된 것이다. 학습활동을
측정하는 문항들은‘나는 학교 수업 시간이 재미있다’, ‘나는 학교 숙제를 빠뜨리지 않고 한다’
등 총 5문항이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4점)까지 응답하게 되
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부 시간에 딴 짓을 한다’문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4문항은 역코딩
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학습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5
차년도 Cronbach's α값은 .76으로 나타났다.
행동통제
행동통제 문항들은 양명희(2000: 김세영, 2006에서 재인용)가 개발한 자기조절학습능력 척
도 중 김세영(2006)이 요인분석을 통해 재구성한 문항에서 행동적 측면의 조절과 관련된 문
항을 중심으로 수정·보완된 것이다. 문항내용은 ‘나는 공부가 지루하고 재미없더라도 끝까지
다 한다’(역코딩), ‘나는 하던 공부를 끝낼 때까지 공부에 집중한다’(역코딩), ‘나는 공부가 지
루해도 계획한 것은 마친다’(역코딩), ‘나는 노는 것을 그만두지 못해 공부를 시작하기가 어렵
다’, ‘나는 공부를 하려면 쓸데없는 생각 때문에 집중을 못한다’등 총 5문항이다. 이들 문항은
학업에 집중하거나 참을성 있게 과제를 마칠 수 있는 등 학습과 관련된 행동통제 능력을 측
정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각각 ‘매우 그렇다’(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4점)까지 평정할 수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행동통제를 잘하는 것을 의미한다. 5차년도 Cronbach's α값은 .74로
나타났다.
학업시간관리
학업시간관리는 양명희(2000: 김세영, 2006에서 재인용)가 개발한 자기조절학습능력 척도
중 김세영(2006)이 재구성한 문항에서 학습에 대한 기본 태도와 관련이 깊은 동기조절과 행
동조절 관련 문항을 중심으로 수정
·보완된 것이다. 문항내용은 ‘나는 몇 시간 동안 얼마나 공
부할 것인지 목표를 분명히 한 다음에 공부를 시작한다
’, ‘나는 효과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공
부 시간을 확실히 정해둔다’등 학업시간을 잘 관리하여 공부하는 습관을 측정할 수 있는 문
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총 4문항에 대해 ‘매우 그렇다’(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4점)까지
평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모든 문항을 역코딩하여 분석에 사용함으로써 점수가 높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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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학업시간관리를 잘하는 것을 의미한다. 5차년도 Cronbach's α값은 .85로 나타났다.
학업성취도
학업성취도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다섯 개 과목의 객관적인 성적을 평균하여
산출하였다. 과목마다 지난 학기(중학교 2학년 1학기) 성적에 대해 ‘96점 이상’(1점), ‘95~90
점’(2점), ‘89~85점’(3점), ‘84~80점’(4점), ‘79~75점’(5점), ‘74~70점’(6점), ‘69~65점’(7점), ‘64점 이
하’(8점)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모든 문항을 역코딩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 점
수가 높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5차년도 Cronbach's α값은 .91로 나타났다.
성별
남학생 1, 여학생 2로 코딩되었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매년 측정된 휴대전화 의존도의 개인
내 변화를 추정하고, 그 변화가 중학교 2학년의 학습활동, 행동통제, 학업시간관리 및 학업성
취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였다
. 잠재성장분석은 시간 흐
름에 따른 변화에 있어서 개인 간 차이뿐 아니라 개인 내 차이를 밝히는 데 유용하다
(Willett
& Bub, 2005). 이 분석방법은 행동이나 태도의 개별적인 변화경로를 설명할 때 측정 오차가
통제되므로 휴대전화 의존도의 변화와 이후 결과변수와의 관련성 추정에서 편향을 감소시킬

[그림 1] 휴대전화 의존도의 초기값 및 변화율과 학업 적응의 관계
y1, y2, y3, y4, y5 ,: 초4 ~ 중2 휴대전화 의존도의 측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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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Duncan, Duncan, & Strycker, 2006).
본 연구에서는 먼저 휴대전화 의존도의 개인 내 변화와 그 변화의 개인차에 대한 함수를
성별로 추정한다. 그 다음 휴대전화 의존도의 변화가 학습활동, 행동통제, 학업시간관리 및
학업성취도를 각각 예측하는 잠재성장모형을 남
, 여학생별로 검증하게 된다. 그림 1은 초4부
터 중2까지 휴대전화 의존도의 변화가 중2의 학업 적응을 예측하는 것으로 가정한 잠재성장
모형의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기술통계분석을 위해 SPSS 18.0을 사용하였고, 잠재성장모형은 Mplus 5.2 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분석되었다.

연구 결과
변수들의 기술통계

변수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휴대전화 의존도의 평균은 남, 여학생
모두 초4∼중1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중2에 와서는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4에서 남, 여학생의 휴대전화 의존도는 같은 수준의 평균을 보여주었으나 중2까지 남학생

<표 1> 변수들의 기술통계치
전체
변수

남학생

여학생

N

평균

표준
편차

n

평균

표준
편차

n

평균

표준
편차

초4

1,609

1.63

.56

725

1.62

.59

884

1.62

.55

초5

1,892

1.79

.65

909

1.75

.67

983

1.79

.63

초6

1,982

2.05

.71

990

1.95

.71

992

2.13

.69

중1

1,972

2.24

.71

1,008

2.14

.71

964

2.34

.70

중2

1,969

2.23

.67

1,015

2.14

.67

954

2.33

.66

학습활동

2,068

2.84

.52

1,085

2.84

.54

983

2.83

.50

행동통제

2,068

2.55

.53

1,085

2.60

.53

983

2.51

.53

학업시간관리

2,068

2.53

.66

1,085

2.53

.66

983

2.54

.66

학업성취도

1,792

4.32

2.18

940

4.23

2.21

852

4.43

2.15

휴대전화 의존도

학업 적응

주. 학업성취도의 최소값은 1, 최대값은 8이며, 이외 모든 변수의 최소값은 1, 최대값은 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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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 여학생이 더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중2에서의 학업 적응 요인의 기술통계치를
살펴보면, 학습활동, 행동통제 및 학업시간관리의 평균은 모두 남, 여학생이 유사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학업성취도의 평균은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조금 높게 나타났다.

휴대전화 의존도의 변화추정

초4에서 중2까지 개인 내 휴대전화 의존도가 변화하는 형태를 추정하는 최적의 모형을 찾
기 위해 성별에 따라 선형모형 및 자유모수변화모형의 적합도 통계치를 표2에 제시하였다.
선형모형은 시간 흐름에 따라 선형적인 변화를 가정하여 변화율의 요인계수를1∼5차년도 각
각 0, 1, 2, 3, 4로 지정하였고, 자유모수변화모형2)은 1, 2차년도의 요인계수를 각각 0과 1로
고정시키고 3, 4, 5차년도 요인계수는 자유롭게 추정하도록 설정하였다.
표 2에서 남학생의 경우, 선형모형에 비해 자유모수변화모형의 값이 크게 줄어들었으며
[  (3)=38.132,  <.001], 자유모수변화모형의 전반적인 적합도가 조금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
여학생의 경우에도 선형모형에 비해 자유모수변화모형의  값이 크게 줄어들었고[  (3)=
115.567,  <.001], 전반적인 적합도는 자유모수변화모형이 선형모형에 비해 좋은 것으로 나타
났다.
<표 2> 휴대전화 의존도의 잠재성장모형 비교


df

CFI

TLI

RMSEA

선형

75.357***

10

0.872

0.872

0.082

자유모수변화

37.225

7

0.941

0.916

0.067

163.127***

10

0.765

0.765

0.130

7

0.938

0.911

0.080

모형
남학생

***

여학생
선형
자유모수변화

***

47.560

주. CFI(comparative fit index)와 TLI(Tucker-Lewis index): .90이상이면 좋은 적합도임.
RMSEA(root-mean-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05~.10이면 보통, .05보다 작으면 좋은 적합도임.
***  < .001.

2) 자유모수변화모형은 1, 2차년도 변화율의 요인계수를 각각 0과 1로 고정시킴으로써, 처음 두 시점 사
이에 관찰된 변화와 비교해서 이후의 모든변화가 평가된다(Bollen & Curran, 200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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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남, 여학생 모두 자유모수변화모형이 본 연구의 자료를 잘 적합
시키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자유모수변화모형을 최종 분석모형으로 설정한 후 성
별 휴대전화 의존도의 초기값 및 변화율을 산출하여 표 3에 제시하였다. 남학생(1.626)과 여
학생(1.612)의 초기값은 거의 유사한 수준인 데 반해, 여학생의 변화율(0.190)이 남학생(0.113)
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나, 평균적으로 초4에서 중2까지 휴대전화 의존도는 여학생이 더 가
파르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초기값과 변화율의 상관계수는 남학생(-0.015)과 여학
생(-0.026) 모두 부적( - )으로 나타나, 휴대전화 의존도의 초기값(초4)이 높았던 청소년들은 낮
았던 또래들에 비해 중2까지 더디게 증가하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패턴을 나타낼 수 있다.
휴대전화 의존도 변화율의 변량은 남, 여학생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나, 초기 청소년 동안
시간 흐름에 따라 휴대전화 의존도가 평균적으로는 증가하지만 개인마다 변화율의 정도나 변
화형태는 다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성별 휴대전화 의존도의 초기값 및 변화율 추정치
변인

남학생

여학생

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초기값

1.626***

0.024

1.612***

0.020

변화율

0.113***

0.027

0.190***

0.022

초기값

0.157***

0.020

0.168***

0.017

변화율

0.009*

0.005

0.017***

0.005

상관계수

-0.015*

0.007

-0.026***

0.007

평균

변량

*  <.05. ***  <.001.

그림 2는 남학생과 여학생에 대한 휴대전화 의존도의 개인 내 평균 변화추이를 도식화한
것이다. 평균적으로 휴대전화 의존도가 변화하는 양상에는 남, 여학생 모두 증가하는 패턴을
유사하게 보여주지만 시간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속도에서 성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즉 초등학교 4학년 시기에 남학생과 여학생이 같은 수준의 휴대전화 의존을 보여주고 초5까
지도 유사한 정도로 조금 증가하였다. 하지만 초6으로 이동할 때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급
등하였고, 중1까지 남, 여학생 모두 가파른 증가율을 나타내었다.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사
이에는 남, 여학생 모두 변화가 거의 없이 안정적인 양상으로 나타났다
. 또한 휴대전화 의존
은 초4부터 중2까지 지속적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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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초기 청소년의 성별 휴대전화 의존도 변화

휴대전화 의존도의 변화가 학업 적응에 미치는 영향
초4에서 중2까지 휴대전화 의존도의 변화가 중2에서의 학업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
하기 위해 잠재성장모형의 추정치와 적합도 통계치를 성별로 산출하여 표4에 제시하였다.
먼저 남학생의 휴대전화 의존도 초기값은 중2의 학습활동, 행동통제, 학업성취도를 유의미하
게 예측하였다. 즉 초4에서 휴대전화 의존도 수준이 높을수록 중2에서 학습활동, 행동통제 및
학업성취도 점수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의존도의 변화율은 중2 남학생의 학습활
<표 4> 성별 휴대전화 의존도 변화가 학업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학업 적응(중2)
예측
변수

학습활동

행동통제

학업시간관리

학업성취도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

여학생

3.512***

3.579***

3.429***

3.444***

2.718***

3.000***

6.580***

6.076***

초기값

-0.359***

-0.292***

-0.389***

-0.395***

-0.090

-0.178*

-0.501***

-0.854***

변화율

-0.766*

-1.530***

-1.495***

-1.470***

-0.333

-0.829***

0.546

-1.266*

46.434***

101.419***

60.153**

109.952***

51.264***

87.707***

55.864***

57.630***

CFI

0.934

0.880

0.928

0.897

0.933

0.910

0.929

0.943

TLI

0.901

0.820

0.891

0.845

0.899

0.866

0.894

0.914

RMSEA

0.061

0.100

0.064

0.095

0.058

0.083

0.062

0.065

절편

적합도
 (df=10)

* <.05. **  <.01.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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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과 행동통제를 유의미하게 예측한 반면, 학업시간관리와 학업성취도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4부터 중2까지 휴대전화 의존도가 빠르게 증가한 남학
생들은 중2에서 학습활동 및 행동통제 수준이 낮은 것을 말해주는 결과이다
.
표 4에서 여학생의 결과를 살펴보면, 여학생의 휴대전화 의존도 초기값은 중2의 학습활동,
행동통제, 학업시간관리 및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부적 영향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초4에
서 휴대전화 의존이 심할수록 중2의 학습활동, 행동통제, 학업시간관리 및 학업성취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의존도의 변화율 또한 중2의 학습활동, 행동통제, 학업시간관리
및 학업성취도를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다. 즉 초4에서 중2 사이에 휴대전화 의존도가 더 빠르
게 증가하는 여학생들은 더 느리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여학생에 비해 중2에서 학습활동,
행동통제, 학업시간관리 및 학업성취도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휴대전화 의존도가 학령기 중반부터 중학교 전환 후까지 어떠한 양상으
로 변화하는지, 또 그 변화가 학업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성별로 파악하는 데 있다. 이를 위
해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의 초4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
지 휴대전화 의존도의 변화추이를 살펴보고, 변화양상이 중학교 2학년의 학습활동, 행동통제,
학업시간관리 및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성별로 검증하였다
. 주요 연구결과와 그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휴대전화 의존도는 초4부터 중2까지 남, 여학생 모두 평균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 여학생 모두 초4에서 초5까지 휴대전화 의존도 수준이 조
금 향상되었으나 중1까지 가파르게 증가하다가 중2까지 거의 변화가 없는 양상을 나타내었
다. 선행 연구들은 중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 휴대전화 의존도가 증가하는 변화경로를 발
견하였으나(김도연, 양혜정, 2014; 김소영, 홍세희, 2014; 허균, 2013; 홍예지 외, 2015), 본 연구
에서는 이미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사이에 급속하게 증가하는 패턴을 확인하였
다. 우리나라 아동 및 청소년들은 인지발달이 강조되는 교육환경을 일찍이 경험하며
, 특히 초
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전환은 더 큰 생태적, 사회적 환경의 변화를 맞게 된다(Eccles,
Wigfield, & Schiefele, 1998). 이러한 여건 속에서 초기 청소년들은 스트레스를 해소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데다 휴대전화라는 매체가 갖는 즉시성, 오락성, 사회성, 문화성 등의 특성으
로 인해 휴대전화에 점점 더 빠져드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휴대전화 의존도가 평균적으로 증가하는 변화패턴은 남, 여학생이 유사하지만
변화율에 있어서는 성별 차이가 나타났다. 즉 초등학교 4학년과 5학년 때는 휴대전화 의존도
가 남, 여학생이 유사한 수준이었으나 이후 중학교1학년까지 여학생이 더 급격하게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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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까지는 남, 여학생 모두 안정적인 패턴을 보여주었다. 선행 연
구들(김소영, 홍세희, 2014; 성은모, 진성희, 2012; 장성화, 박영진, 2010; 최선희, 2008; 한선희,
이승희, 2010; 홍예지 외, 2015; Augner & Hacker, 2012; Rautianimen & Kasesniemi, 2000)과
일관되게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휴대전화 의존도가
높은데, 증가하는 속도는 학령기 중반부터 중학교 전환기까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욱 빠
른 것을 알 수 있다.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휴대전화 의존도의 변화를 분석한 홍예지
외(2015)는 시간 흐름에 따라 남, 여학생 모두 증가하지만, 증가율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낮
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 결과는 중학교 1학년 때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휴대전화 의존도
가 더 높은 수준이어서 3학년까지 변화의 기울기가 덜 가파른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휴대전화 의존도를 학령기 아동부터 추적한 것으로 선행 연구들보다 이른 시기
의 연령에서 변화양상을 파악하여 휴대전화 의존이 증가하기 시작하는 시점을 확인한 데 의
의가 있다. 이는 올바른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조기 개입이 적어도 학령기 중반부터 시작되
어야 함을 시사한다.
둘째, 초4부터 중2까지 휴대전화 의존도의 변화가 중2에서 학업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성별로 살펴보았다. 먼저 남, 여학생 모두 시간 흐름에 따라 휴대전화 의존도가 빠르게 증가
할수록 중2에서 학습활동 수준이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기 청소년동안
휴대전화 의존이 빠르게 증가하는 청소년들이 더디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청소년들에 비해
수업에 대한 흥미가 낮으며 학습에 대한 능동적인 참여가 부족한 것을 보여준다
. 본 연구결
과는 휴대전화 의존도가 이후 학습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종단적으로 검증하고
, 이러한 관계
에서 성별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다고 보고한 연구결과
(전상민, 2015b)와 같은 맥락이다.
휴대전화 의존도가 빠르게 증가하는 남, 여학생 모두 효율적인 학습을 위한 행동통제력이
부족하다고 나타난 결과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의존도가 빠르게 증가하는 여학생이
성취가치, 숙달목적지향, 행동통제, 학업시간관리를 모두 포함하는 자기조절학습이 낮게 나타
난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홍예지 외, 2015). 다만 본 연구는 행동통제만을 독립적으로
살펴볼 때 여학생뿐 아니라 남학생들까지 휴대전화 의존의 빠른 증가로 인해 행동통제가 낮
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중독 대상에 관계없이 중독은 활동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는 특성
이 있으므로(박웅기, 2003; Billieux, 2012; Chόliz, 2010; Leung, 2008; Shaffer, 1999), 휴대전화
에 대한 의존이 시간 흐름에 따라 증가하는 청소년들은 학습 환경을 통제하여 효율적인 학습
을 지속시키는 능력이 부족해질 수 있다. 하지만 행동통제를 포함하는 자기조절학습이 휴대
전화 의존도 변화의 선행 요인으로 파악된 연구(김소영, 홍세희, 2014)도 있으므로, 휴대전화
의존도 변화와 행동통제 간의 인과관계 탐색을 위해 양방향적 관련성 검증이 요구된다
.
휴대전화 의존도의 변화가 학업시간관리에 미치는 영향은 여학생에게서만 유의미하게 나타
났다. 즉 여학생들의 경우 시간 흐름에 따라 휴대전화에 의존하는 정도가 심할수록 중학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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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시기에 학업시간을 잘 관리하여 학습하는 태도가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이는 학업시간
관리도 행동통제와 같이 학습에 대한 효율적인 행동조절 전략의 하나로서 자기조절학습의 한
영역으로 간주하여,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휴대전화 의존도가 증가할 때 여학생 청소
년 학습자의 자기조절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보고한 연구와 일관된 결과이다
(홍예지 외,
2015).
마지막으로 초4의 휴대전화 의존도가 중2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부적 영향은 남, 여학생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는 휴대전화 과다사용 및 중독이 학업성취도를 낮춘다는 연구
결과들(김정화, 2010; 김여란, 2013; 윤미애, 2014)과 일치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휴대전화
의존도의 빠른 증가가 여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유의미하게 나타남으로
써, 단일 시점뿐 아니라 휴대전화 의존도의 변화양상도 여학생의 실제 학업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였다. 사이버 중독의 하나로서 휴대전화와 많은 기능을 공유하는 인터넷
이용과 학업성취도 간의 종단적 관련성을 검증한 연구
(정영호, 2013)에서는 정보추구를 위한
인터넷 사용이 많아질수록 학업성취도의 하락이 둔화되는 반면, 관계 추구를 위한 이용이 빠
르게 감소할수록 학업성취도는 더디게 하락하는 결과가 제시되었다. 이 연구는 인터넷 사용
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름을 밝힌 것으로
, 컴퓨터를 통
한 인터넷 이용유형 가운데 관계추구형의 변화가 학업성취도 변화에 부정적임을 말해주고 있
다. 일반적으로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들이 소통의 목적으로 휴대전화 사용이 많다고 알려져
있으므로(김도연, 양혜정, 2014; 성은모, 진성희, 2012; Bianchi & philips, 2005; Rautianimen
& Kasesniemi, 2000), 본 연구의 결과에서 휴대전화 의존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 학업성취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여학생에게만 나타난 것은 정영호(2013)의 연구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특정 형태의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의존도를 측정하지 못한 연구
방법상의 제한으로, 이러한 유추를 위해서는 확인적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
이상과 같이 시간 흐름에 따라 휴대전화 의존도가 급속하게 증가하는 초기 청소년들이 중2
에서 학습활동의 부진과 행동통제능력이 감소할 가능성은 남
, 여학생에게 공통적이다. 하지만
휴대전화 의존도의 빠른 증가가 중2에서 학업시간관리 및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은 여학생에게만 나타나고 있어, 학업적 부적응에 대한 휴대전화 의존도 변화의 영향은 여학
생에게 더욱 민감한 것을 알 수 있다.
휴대전화 의존도의 변화를 분석한 기존의 연구들이 대부분 중
1부터 중3 또는 고1까지의 변
화추이를 탐색한 반면, 본 연구는 아동 후기부터 중학교 전환기까지의 변화를 탐색하여 휴대
전화 의존도의 변화경로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본 연구는 초기 청소년동
안 휴대전화 의존도의 변화양상에서 청소년의 학업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했다는 점에
서도 의의가 있다. 게다가 본 연구의 결과는 학업적 달성이 강조되는 중학교 시기에 학업 적
응에 대한 휴대전화 의존의 부작용이 남, 여학생 간에 차이가 나타나, 학업 적응 향상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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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에 따른 차별화 전략이 고려되어야 함을 인식시켜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한 문제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
첫째, 휴대전화 의존의 지속적 사용이 학습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학교에서는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 예를 들어, 수업시간
사용금지에 대한 규정과 이에 대한 교사의 감독이 필요하겠고
, 도서관 등 공공장소에서 사용
을 제한하여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동조성향을 부추기지 않는 것도 유용하다 하겠다
.
둘째, 가정에서도 부모가 자녀의 학업 적응을 위해 인지적 개입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휴
대전화 의존이 지속되지 않도록 감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과 휴대전화의 올바른 사용법
을 포함시킨 부모교육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 휴대전화 의존도의 변화가 학업 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여학생에게 더욱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와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욕구가 증가하는 시기에, 여
학생 청소년들은 휴대전화 이용이 소통의 욕구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청소년들이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욕구를 조절하도록 바람직한 여가문화 조성이
절실해 보인다.
이상과 같은 학문적, 실천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가지는 제한점을 토대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휴대전화 의존도 변화의 개인차가
유의미하게 나타남에 따라 휴대전화 의존도의 변화경로가 유사한 집단유형을 도출하는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 휴대전화 의존도의 변화가 중학교 2학년의 학업 적응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여학생에게서 더욱 광범위하게 나타났는데, 추후 연구에서는 남학생들
에게 취약한 부정적 결과 탐색을 위해 인지적 측면 외 다양한 발달 영역이 고려될 필요가 있
다. 셋째, 휴대전화 의존의 부작용이 크다 해도 휴대전화의 이용목적이 고려된다면 휴대전화
의존의 증가가 반드시 부정적 결과로 연결된다는 보장은 없다고 본다
. 따라서 휴대전화 이용
목적에 따른 휴대전화 의존도의 변화양상을 탐색함으로써 휴대전화 의존 감소를 위해 더욱
구체화된 개입전략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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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luences of Changes in Mobile Phone Dependency
on Academic Adjustment among Early Adolescents
Choi, Euns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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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nvestigated the trajectory of mobile phone dependency as well as the effects of changes
in mobile phone dependency on learning activities, behavioral control, academic time management and
academic achievement by gender. It did so through latent growth modeling procedures. The participants
were early adolescents, taken from a sample of 4th grades to 8th grades from the Korean Children &
Youth Panel Survey. There were three significant findings. First, there was evidence of both intraindividual
and interindividual variability in mobile phone dependency over time for both boys and girls. Second,
both boys and girls with higher initial levels of mobile phone dependency at 4th grade had lower levels
of learning activities, behavioral control, and academic achievement in 8th grade. Finally, both boys and
girls who had experienced more rapid increases in mobile phone dependency over time had lower levels
of learning activities and behavioral control in 8th grade. Only girls with more rapid increases in mobile
phone dependency over time had lower levels of academic time management and academic achievement
in 8th grade. Implications for intervention in the child and adolescent counseling practice were presented.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Key words: Mobile phone dependency, academic adjustment, latent growth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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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스마트폰 중독 위험 수준이 높은 여자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 수준을 감소
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효과성을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 스마트폰 중독 여
자 청소년의 특성을 반영한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실태조사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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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스마트폰 중독 수준 및 스마트폰에 대한 역기능적신념이 유의미하게 낮아진 것으
로 드러났고, 부모 보고 결과 역시 자녀의스마트폰 중독 수준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
다. 본 연구는 스마트폰 중독 여자 청소년들의 특성을 반영한 최초의기숙형 치유프로그
램 개발을 통해 스마트폰 중독 수준을 낮추기 위한 새로운 개입방안을 도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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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스마트폰이 생겨나고 정보화 시대가 더욱 가속화되면서 생활이 편리해지고 개인이 원하는다
양한 정보를 보다 쉽게 습득할 수 있게 되었으나, 스마트폰 과다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
나고 있어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모바일 보급률은 99.9%에 이르고 있으며(한국인터넷진흥원, 2015), 그 중 스마트
폰 보급률은 91%에 달한다(IT조선, 2016).
스마트폰은 휴대폰과 인터넷 기능의 장점을 결합한 것으로 휴대폰의 기능은 물론 데이터 통
신기반을 활용하여 수시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스마트폰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사용자가 원
하는 대로 앱(app)을 설치하고 무선인터넷을 이용해 즉각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문제해결이 가
능해져 생활의 편리함을 가져다준다는 것이다. 또한, 휴대의 편리성과 함께 스마트폰에 필요한
기능을 확장하기 용이해 주변 사람들과SNS 등을 활용한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소통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스마트폰의 이용은 실시간 정보를 습득하고 낯선 사람들과의
소통이나 교류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자신의 일상이나 고민 등을 자유롭게 대화하고 감정을 표
출할 수 있어 사회참여를 증대시키는 긍정적인 부분에 기여하였다
(김영미, 2015; 유승호, 정국
환, 정재민, 장예빛 외, 2012; 장여옥, 조남억, 2014).
전술한 스마트폰의 긍정적인 기능도 있지만
, 과다하게 사용함에 따른 부정적 결과도 나타나
게 된다. 과다사용이란 심한 감정적, 정신적, 심리적 반응을 초래할 정도로 어떤 물질이나 습관
,
행위에의 통제가 불가능한 의존이다
(류진아, 2003; 이숙진, 2008). 스마트폰은 PC를 이용해 인터
넷을 사용하는 것보다 접근성이 좋고 스마트폰에서 제공하는 각종 앱을 사용자가 직접 선택하
여 활용이 가능하므로, 자기통제력이 낮은 청소년 시기의 특성상 과다사용으로 인한 중독 가능
성이 매우 높다(박옥식, 2015; 성미애, 유형근, 남순임, 2015).
청소년의 스마트폰 관련 연구에서도 스마트폰의 긍정적인 영향보다 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해
가족이나 교사, 학교적응, 또래집단 등의 사회적 관계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주제
가 나타나고 있다(김병년, 2013; 김영미, 2015; 박옥식, 2015; 장여옥, 조남억, 2014).
최근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
(2016)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
존위험군이 2011년 2.2%였지만 2015년에는 4.0%로 나타났고, 잠재적위험군은 2011년 9.2%에서
2015년 27.6%로 급격히 높아진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 스마트폰 중독에 대해 더욱 더 관심이 필
요할 것이다.
스마트폰 중독은 인터넷 과다사용이 스마트폰으로 옮겨 가면서 새롭게 만들어진 개념으로
이는 기존의 인터넷 중독 특성에 스마트폰이 가진 편리성
, 접근성, 앱의 활용성과 다양한 콘텐
츠 사용으로 인한 중독성이 증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세계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한 기간이 오래되지 않아
,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정의는 학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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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차이가 있으며, 스마트폰 중독 연구들이 인터넷 중독에서 확산됨에 따라 대부분 인터넷 중
독의 정의를 차용하고 있다. 한국정보화진흥원(2011)은 스마트폰 중독에 대해 스마트폰을 과다
하게 사용함에 따라 금단, 내성, 일상생활장애, 가상적 대인관계 지향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
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강희양과 박창호(2012)는 스마트폰의 과도한 몰입으로 인해 생기는 초
조, 불안과 같은 일상생활에서의 장애로 정의하였다
.
스마트폰 중독의 특성으로는 자기과시나 인정에 대한 욕구가 강하고 스마트폰 사용으로 산
만한 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강하다
(한국정보화진흥원, 2011). 이러한 스마트폰 중독은 휴대폰
중독과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이 없으면 느끼게 되는 불안과 초조를 경험하는 강박 성향이 나타
나며, 이로 인해 일상생활 장애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
(금창민, 2013; Griffiths, 1999). 스마트폰의
과다사용으로 인해,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해도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는 내성이 발생하고 스마
트폰을 갖고 있지 않거나 사용하지 못할 때 느끼는 초조함과 불안감을 느끼는 금단증상이 나타
난다. 이에, 스마트폰 사용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습관화 되며, 금단이 높을수록 내성도
높아지는데 이는 거의 동시에 일어난다(구현영, 박현숙, 2010; 김동일 외, 2012). 또한,
Casey(2012)는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초래되는 유해한 결과에 대해 갈망을 통제하기 어려움
,
몰두, 생산성을 잃어버림, 불안과 상실에 대한 두려움 등을 들었고 외로움과 수줍음이 많을수록
중독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이러한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스마트폰 중독 청소년을 돕기 위한 프
로그램을 개발하고 그에 따른 효과성을 검증하는 등 다양한 노력들이 진행되어 왔으나
, 대부분
집단상담 프로그램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
김명식, 최은미, 이신후와 배재홍(2013)은 스마트폰 중독 예방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
한 결과, 가상적 대인관계 지향성이 감소하고 학교적응요인 중 수업적응력이 향상되었다고 보
고하였다. 정서림, 유형근과 남순임(2014)은 스마트폰 중독 잠재적 위험군을 대상으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한 결과 일상생활장애
, 금단, 내성 영역에서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
이영선, 김은영, 김래선과 최영희(2014)는 스마트폰 중독 예방을 위해 학교의 중요성을 고려해
학교기반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한 결과 스마트폰 사용 및 대처 인식
, 스마트폰 사용 신
념에 대해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 또한, 성미애 등(2015)은 스마트폰 중독 잠재
적 위험군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중독 예방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일상생활장애
, 금단,
내성 영역에서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
이 외에도 스마트폰 중독 예방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효과를 검증하였지만
,(김
희진, 유형근, 정연홍, 2014; 황재인, 신재한, 2013)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차단하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집중치료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 스마트폰 이용에 있어 성별에 따
른 이용패턴의 특성을 반영한 연구는 실시되지 못하였다
.
스마트폰에 의존적인 환경과의 분리와 함께 대인관계
, 불안, 우울, 낮은 자존감 등 심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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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문제의 회복을 위한 다체계적 개입을 위해 기숙형 프로그램이 효과적일 것이다
. 선행연구
에서도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에 따른 부적응적 생활태도의 교정을 집중 치료할 수 있는 기숙형
프로그램이 효과적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양미진, 지승희, 이자영, 김태성, 홍지연, 2006; West &
Crompton, 1999). 스마트폰 중독 해소를 위해 집단상담프로그램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참여 이전과 참여 이후 일상생활에서 바로스마트폰을 이
용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는 취약성이 있다
. 이미 청소년 분야에서는 인터넷 중독과 학교밖청
소년을 대상으로 기숙형 캠프를 실시함으로써 부적응적인 생활태도를 적응적인 생활태도로 교정
하고, 대상 청소년의 위기 특성에 따른 집중적인 치료를 제공함으로써
기숙형 프로그램의 효과성
을 보고하고 있다(정현주, 2015; 황순길 외, 2010; 황순길, 정현주, 김범구, 양대희, 이은경, 2012).
또한, 성별에 따른 스마트폰 이용의 특성을 살펴보면 남자 청소년들은 휴대폰의 오락성과 과
시성, 기술적 측면에 관심이 높은 반면에 여자 청소년들은 남자 청소년들에 비해 우호적인 사
회적 관계 유지를 위한 의사소통의 도구로 휴대폰을 이용하고 있다
(Grinter, Palen, & Eldridge,
2006; Ling, 2001; Rautiainen & Kasesniemi, 2000). 사회적 관계유지 향상을 위해SNS, 카카오
톡, 트위터 등 이용자간의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스마트폰의 기능을 이용함으로써
, 스트레
스나 정서적 압박감 등을 해소하는 경향이 있다
. 이창호, 김경희와 장상아(2013)는 스마트폰 중
독 잠재적 고위험군 여학생이 42.6%인 반면 남학생은 28.6%로 여학생의 중독수준이 훨씬 높다
고 보고하였다. 또한, 여러 선행연구에서 남자 청소년에 비해 여자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위
험성을 보고하고 있다(고재수, 2014; 이수연, 201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중독 청소년의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숙형 프로그
램을 개발하고 특히, 스마트폰 중독 수준이 높은 여자 청소년의 특성을 프로그램에 반영하여
,
이에 따른 효과성을 검증할 것이다
.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스마트폰 중독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스마트폰 중독 치료 구성요소를 도출
한다.
2. 스마트폰 중독 청소년의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기숙형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
3. 개발된 스마트폰 중독 기숙형 치유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한다.

프로그램 개발
1. 프로그램 개발 절차
본 연구에서는 효과적인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기숙형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김
창대, 김형수, 신을진, 이상희, 최한나(2011)가 제안한 프로그램 개발 모형을 참고하여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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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절차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는 그림1과 같다.

목표수립 단계

▪스마트폰 보급률 확대 및 스마트폰 중독 청소년 증가
▪스마트폰 중독 실태조사 재분석

▾
프로그램 구성

▾
▪스마트폰 중독 및 관련 프로그램 문헌 연구
▪전문가 심층 인터뷰를 통한 프로그램 구성요인 도출

▾
비연구/장기적

▾
▪스마트폰 중독 고위기 청소년 대상 기숙형 치유프로그램 실시 및

효과제고 노력

수정․보완
[그림 1] 프로그램 개발 절차

2. 요구조사
스마트폰 중독 기숙형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요구조사는 두 가지 방법으로 실시하
였다. 첫째, 2013년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실태조사 연구’를 재분석하였
고, 둘째,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관련 현장실무자를 대상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가.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실태조사 연구
먼저, 스마트폰 중독 청소년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 2013년 여성가족부 위탁연구인‘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실태조사 연구’ 자료를 재분석하였다. 전국 중․고등학교 재학생 3,230명(남
1,665명, 여 1,565명)을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된 특성들을 살펴보았으며
,
이에 대한 결과는 표1과 같다.
첫째, 스마트폰 중독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척도는 유홍식과 김찬원
(2013)이 개발한
게임중독진단척도를 스마트폰 사용에 맞춰 수정한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중독수준이 높다
.
조사결과, 남자 청소년(52.34)에 비해 여자 청소년(58.07)의 중독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여러 선행연구 결과(고재수, 2014; 이수연, 2014; 이창호 외, 2013)와 일치하였다.
둘째, 스마트폰 이용영역은 스마트폰으로 사용 가능한 이용영역 중 사회적 관계망 이용과 관
련한 4개의 영역에서 스마트폰 사용 정도를 조사하였다
. 조사결과 남자 청소년들에 비해 여자
청소년들이 사회적 관계망 향상을 위해 전화통화
, SNS, 모바일메신저, 문자메시지를 더 많이 사
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마트폰 이용동기를 살펴본 결과 여자 청소년들은 남자 청소년
들에 비해 관계성,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스마트폰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즉,
사회적관계 향상을 위해 전화통화
, SNS, 메신저 등을 위해 스마트폰을 이용하면서 스트레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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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스마트폰 중독조사 결과
전체
M/SD

구분
사용정도

성별
남
M/SD

여
M/SD

스마트폰 중독정도

55.12/ 20.70

52.34/ 19.79

58.07/ 21.24

전화통화

3.45/ .98

3.33/ 1.01

3.59/ .94

SNS

3.15/ 1.51

2.97/ 1.50

3.33/ 1.50

모바일메신저

3.93/ 1.13

3.69/ 1.18

4.18/ 1.02

문자메시지

3.20/ 1.04

2.99/ 1.05

3.41/ .99

스마트폰

관계성

6.80/ 1.94

6.43/ 1.97

7.20/ 1.81

이용동기

스트레스해소

6.11/ 2.00

5.99/ 2.01

6.23/ 1.98

심리정서

우울

32.26/ 9.72

31.41/ 9.19

33.16/ 10.17

영역

불안

42.40/ 10.36

41.13/ 10.08

43.75/ 10.48

24.07/ 4.85

24.02/ 4.97

24.12/ 4.72

스마트폰
서비스
이용영역

부모-자녀 의사소통

해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심리․정서 영역인 우울, 불안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우울은 Radloff(1977)가 개발한
CED-S(The Cente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를 사용하였으며, 불안은 Spielberger,
Gorsuch와 Lushene(1970)이 개발한 STAI(State-Trait Anxeity Inventory)를 이용하였다. 두 척도
모두 남자청소년에 비해 여자청소년의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넷째,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Barnes와 Olson(1982)이 개발한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를 김윤희(1989)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긍정적임을 나타내며 남자 청소년에 비해 여자 청소년의 부모
-자녀 의사소통
점수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중독정도
, 스마트폰 서비스 이용영역, 이용동기, 심리정서 영역
에서 모두 남자 청소년에 비해 여자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수준이 높고 사용정도가 많은 것으
로 나타났다. 특히, 서비스 이용영역에 있어 여자청소년은 사회적 관계망 향상을 위한 전화통
화, SNS, 메신저 등의 사용이 높고, 스트레스 해소와 관계 형성을 위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특
성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나. 전문가 포커스그룹 인터뷰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한 기숙형 치유프로그램의 구성 요소와 세부 프로그램 및 개입방법을
탐색하고자 인터넷 기숙형치유캠프 운영경험이 있으며
, 스마트폰 중독 상담경험이 있는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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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복지센터 종사자 12명을 대상으로 전문가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인터뷰 참여
자는 표 2와 같다.
<표 2> 포커스그룹 인터뷰 참여자
참여자 성별
A

남

지역 연령 상담경력
충남

45세

B

남

대구 34세

C

남

서울 37세

D

남

광주 50세

E

남

서울 37세

F

여

경남 48세

사례 수

참여자 성별 지역 연령 상담경력

5사례

9년

(50회기)
9사례

8년

(62회기)

1년

4사례

8개월

(80회기)

7년

21사례

5개월

(200회기)
8사례

3년

(60회기)

6년

15사례

7개월

(180회기)

G

여

경기 53세

사례 수

4년

2사례

5개월

(29회기)

3년

2사례

4개월

(20회기)

H

여

경기 51세

I

남

경기 34세

5년

J

여

서울 31세

2년

K

여

서울 42세

2년

L

여

부산 31세

6사례
(60회기)
4사례
(47회기)
1사례
(30회기)

7년

2사례

5개월

(20회기)

포커스그룹 인터뷰는 스마트폰 중독 청소년의 특성, 중독의 원인, 효과적인 개입방법의 세가
지 영역으로 실시되었다. 포커스그룹 인터뷰 종료 이후, 연구자들은 참여자의 축어록 내용을 반
복하여 읽음으로써 참여자의 진술에서 의미 있는 문장이나 구를 합의하여 도출하였다
. 도출된
의미 단위의 언어를 과학적 언어로 변형시키고자 일반적 형태의 요약문으로 재진술하였다
. 이
후 타당성 검토 과정을 거쳐 개념을 구성하고
, 이와 같이 도출된 의미를 범주화하여 하위범주
와 범주로 구분하였고, 각 범주에 해당하는 참여자 진술을 확인하는 작업을 거쳤으며 이에 대
한 세부내용은 표 3과 같다.
<표 3> 포커스그룹 인터뷰 결과 범주화
개

념

하위범주

‣ 스마트폰을 깊이 하는 청소년들과 대화 자체가 어렵고 눈맞춤도 잘 되
지 않고, 삶에 대한 방향 및 목표가 거의 없음(참여자 D)
‣ 왕따 경험이 있고, 친구를 믿지 못함(참여자 G)
‣ 우울과 무기력감이 있음(참여자 B, E)

무기력감 및
대인관계의
어려움
우울 경향성 및

‣ 자존감이 낮고 자살사고가 있었음(참여자 C, H)
‣ 대부분 학업성취 수준이 낮은 경향을 보임
(참여자 A)
‣ 스마트폰을 많이 하는 경우 대부분 성적이 낮음
(참여자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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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념

하위범주

‣ 낮은 자존감, 자신의 장점에 대한 인식 부족(참여자 J)

범주

부정적 정서 및

‣ 우울감 및 자살사고를 하다 보니 스마트폰에 빠지게 됨(참여자 H)

낮은 자존감
스마트폰

‣ 스스로 과다사용 문제를 인식하지 못할 경우 과다사용이 지속됨
(참여자 F) 과다사용에 대한
문제 인식 부족
‣ 갈등상황을 회피하고 싶을 때 스마트폰을 사용함으로써 회피하는 전략
을 보임(참여자 I)
‣ 여가, 놀이대상이 없을 경우 스마트폰 사용(참여자 K)

회피활동 및

스마트폰

여가활동의 부족

중독의

‣ 부모-자녀의 부정적 관계나 부모의 부족한 양육태도가 자녀의 스마트
폰 중독에 영향을 미침(참여자 E)

원인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 및 양육

‣ 자녀가 원하는 것(지지와 격려)을 모르는 부모(참여자 E)

기술 부족

‣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 통제가 어려움(참여자 C)
‣ 개인상담을 하면서 아이들이 좋아지는게 보임
(참여자 I)
‣ 기숙형 프로그램에서 갈등 발생 시, 상담을 통해 중재가 들어가 성공경

개인상담

험을 하게 되는 것이 도움이 됨(참여자 I)
‣ 상담과정에서 대인관계 극복과정에 초점을 둠
(참여자 H)

대인관계 성공경험

‣ 여자 청소년 경우 단체활동에서 대인관계의 미묘함 발생함에 따라 그
여자 청소년 특성
안에서 해소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함
(참여자 I)
고려
‣ 청소년 성별에 따라 선호하는 활동에 차이가 있음
(참여자 I)
‣ 스마트폰 자체에 대한 개입보다 우울, 무기력감, 감정 조절 관련 상담
이 도움이 됨(참여자 H)

자기 이해 및

‣ 자신을 드러내는 연습이 효과적임(참여자 H)
‣ 스마트폰에 몰두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한 이해가 도움이 되

자존감 회복
스마트폰

었음(참여자 I)
‣ 프로그램 운영 시 부모의 상담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함
(참여자 K)
‣ 부모교육과 상담을 통해 가족이 협력하여 도울 때 효과적임
(참여자 A)

중독에
부모참여

개입방법

‣ 부모가 자녀의 작은 변화에 칭찬거리를 찾아볼 수 있도록 도움
(참여자 B)
‣ 청소년이 원하는 쪽으로 부모님이 해주면 청소년들이 변화함
(참여자 K)

부모교육

‣ 스마트폰 사용에 있어 가족과 청소년간의 합의가 효과적임
(참여자 A)
‣ 상담 회기별로 필요 없는 어플을 함께 삭제함(참여자 C)
‣ 스마트폰 사용하는 환경을 차단하여 사용 시간을 줄이는 것이 효과적
임(참여자 C)
‣ 스마트폰을 밤에 많이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 늦은

스마트폰 사용
통제

시간은 부모님께 맡기도록 함(참여자 D)
‣ 캠프 내에서 자신의 비전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가지고 나오면 좋겠음
(참여자 K)
‣ 스스로 스마트폰 이외에 좋아하는 것을 찾는 것이 중요함(참여자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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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념

하위범주

‣ 캠프에서 배운 활동을 일상생활에서도 재미를 느끼고 하게 되면 효과
적임(참여자 K)

범주

캠프 이후에도
활용가능한
활동

‣ 캠프에서 배우고 습득한 것을 관리하기 위해 사후관리가 필요함
(참여자 K)
‣ 캠프 이후, 센터 연계를 통해 청소년이 배우고 싶은 것을 같이 찾아봄

사후관리

(참여자 J)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한 시사점은 아래와 같다.
먼저, 스마트폰 중독의 원인이자 특성인 우울, 불안과 같은 부정적 정서경험이 많고 낮은 자
존감이 특징이다. 대인관계의 어려움, 가족 내 갈등과 같은 어려움이 보고되는데, 이는 청소년
들의 우울, 불안을 가중하고 휴대폰 사용으로 회피하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 따라서
스마트폰 중독 치유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사용에 직접적으로 초점화하기보다 중독
적으로 사용하게 된 상황을 이해하고 청소년 스스로 과다사용에 대한 인식을 돕고
, 부모를 이
해시키고 협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 이를 위하여 프로그램 내에서 청소년들의 자
기이해, 자존감 향상, 부정적 감정 완화를 돕는 개인상담이 중요하다
. 또한, 스마트폰 중독을 자
각하게 하고 사용조절에 있어 참여청소년과 부모의 사용문제를 인식하고 극복하고자 동기를 부
여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가정 내에서 청소년에 대한 지지와 협조를 위한 부모상담과 부
모교육, 가족상담을 통해 청소년과 부모가 서로에 대한 이해를 돕고 합의된 목표를 통한 지속
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대인관계에서의 긍정적인 성공경험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구성하고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
.
이러한 특성 이외에도 스마트폰 중독 청소년들은 스마트폰 외에 대안활동이 부재하여 스마
트폰만을 하게 되는 경우도 보고되었는데,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프로그램 이후에도 지속가능
한 대안활동 경험이 필요하다
. 또한 학업이나 진로에 있어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특성과 스마
트폰 중독 특성을 고려하여 스마트폰 사용을 대체할 수 있는 활동을 함께 찾아주어 캠프 이후
에도 스마트폰이 아닌 대안활동을 함으로써 스마트폰에 대한 의존을 낮추어야 할 것이다
. 특히,
성별에 따라 선호하는 활동이 다르고 청소년의 특성이 다른 바
, 이를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3. 프로그램 구성
선행연구 및 실태조사 결과
,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문제에 있어 남자 청소년 비해 여자 청소
년의 중독수준이 높고, 관계지향적인 특성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반영한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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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스마트폰 중독 기숙형 치유 프로그램은 스마트폰과
단절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기숙형태를 도입하였고
, 여자 청소년의 특성을 반영하여 프로
그램을 개발하였다. 또한, 장기 기숙형 프로그램에 대한 여자 청소년 참가의 어려움
, 청소년의
학업연속성, 인터넷(게임)중독 관련 기숙형 프로그램의 긍정적 변화가 나타났던 선행연구 결과
(배주미 외, 2013)를 고려하여, 7박 8일로 구성하였으며 세부 활동을 살펴보면 표4와 같다.
스마트폰 중독 기숙형 치유 프로그램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크게 상담과 활동으로 구
분할 수 있다. 상담은 개인상담, 집단상담, 가족 및 부모상담, 부모교육과 같은 다면적 상담개입
을 통하여 스마트폰 사용의 조절능력을 함양하고자 하였다
.
개인상담의 경우, 인지행동접근, 동기강화상담, 문제해결모델을 바탕으로 청소년이 자신의 행
동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3회기로 구성하였다. 특히, 실태조사
결과 여자 청소년의 경우 남자청소년에 비해 스마트폰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경향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나,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확인하고 대처방안에 대한 탐색을 중요
하게 다루도록 하였다. 집단상담은 자기결정성 이론
(임지현, 류지헌, 2007; Deci & Ryan, 2002)
에 근거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스마트폰에 대한 자기 조절력을 함양시키기 위해 자기결
정성 하위요인인 자율성(autonomy)과 유능성(competence), 관계성(relatedness)의 세 가지 요인
을 고려하여, 회기별로 각 하위유형을 훈련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집단상담은 스마트폰 중
독이라는 비슷한 증상을 가진 청소년들에게 동질감을 심어줌으로써 응집력과 지지를 공유하여
완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체계이론적 접근에 근거하여 부모상담과 가족상담
을 통해 개인의 역동이나 행동보다는 관계에 초점을 두고
(방희정, 조아미, 2003; Buckley, 1967)
,
개입하고자 하였다. 부모상담의 경우, 스마트폰 사용 지도에 관한 부모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 가족상담은 청소년과 부모가 함께하는 시간
으로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하여 가정 내 갈등을 해소하고 귀가 후 스마트폰 사용계획에 대하여
합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다. 또한, 청소년의 자기결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양육
태도에 초점을 둔 부모교육과 자녀와의 친밀한 관계를 돕기 위한 가족활동 프로그램을 구성하
였다.
집단상담은 스마트폰 사용조절력 향상에 있어 가장 중심이 되는 개입으로 총6회기로 구성
하였다. 집단상담 초기 단계에는 스마트폰에 대한 이해 및 사용문제에 대한 인식
, 중기단계에는
스마트폰 사용 조절력 향상을 위한 자율성
, 관계성, 유능성 증진, 후기 단계에는 변화 의지 다
지기를 목표로 하여 구성하였다. 특히, 집단상담은 여자 청소년의 일반적인 특성 및 스마트폰
사용에서 대인관계 지향적인 특성을 반영하여 차별화하였다
. 구체적으로 스마트폰이 대인관계
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해봄으로써 또래 및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긍정
적인 점과 부정적인 점에 대한 인식을 돕고
, 사이버폭력 등 스마트폰으로 인해 발생가능한 대
인관계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고 대처방안을 탐색해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 또한, 스마트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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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전체 프로그램 구성
단계 및 목표
공동체 적응
및
문제 이해

초기

동기 유발
및
규칙 정하기

스마트폰 사용 문제
인식

스마트폰
조절력증진방안탐색
1 (자율성)

중기

스마트폰
조절력증진방안탐색
2 (관계성)

스마트폰
조절력증진방안탐색
3 (유능감)

일차

상담 및 활동내용
상담

‣ 부모상담(1회기, 50분): 자녀의 스마트폰 중독 실태 파악
‣ 부모교육(1회기, 3시간):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이해

활동

‣ 수련활동(1회기, 2시간): 공동체 활동
‣ 기타: 입교식, 오리엔테이션, 명상(2시간)

1

2

‣ 집단상담(1회기, 2시간): 스마트폰에 대한 자기탐색
상담 ‣ 개인상담(1회기, 50분): 스마트폰 중독 내담자의 인식수준
확인 및 행동적 목표 설정
활동

‣ 대안활동(1회기, 4시간): 멘토와의 교류
‣ 기타: 산책, 체육활동, 자치활동, 명상(4시간)

상담

‣ 집단상담(2회기, 2시간): 스마트폰 과다사용 문제점 인식 및
스마트폰 사용조절을 위한 자기결정성 이해

활동

‣ 수련활동(2회기, 5시간): 문화체험
‣ 기타: 산책, 자치활동, 명상(3시간)

3

4

‣ 집단상담(3회기, 2시간): 스마트폰 사용 조절 필요성 인식
및 조절전략 수립을 통한 자기통제력 증진
상담
‣ 개인상담(2회기, 50분):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변화 동기 증
진 및 행동 수정 경험을 통한 자기통제력 증진
활동

‣ 대안활동(2회기, 4시간): 멘토와의 교류
‣ 기타: 산책, 체육활동, 자치활동, 명상(4시간)

상담

‣ 집단상담(4회기, 2시간): 스마트폰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
향 인식 및 대처방안 모색을 통한 관계성 향상

활동

‣ 수련활동(3회기, 5시간): 봉사활동
‣ 기타: 산책, 자치활동, 명상(3시간)

5

6

‣ 집단상담(5회기, 2시간): 스마트폰 사용조절 방법 습득 반복
을 통한 유능감 증진
상담
‣ 개인상담(3회기, 50분): 프로그램 종료 이후 실행목표 설정
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
활동

후기

스마트폰 조절
방안습득 및 행동
계획 수립

7

새로운 생활의
시작을 위한 다짐

8

‣ 대안활동(3회기, 4시간): 멘토와의 교류
‣ 기타: 산책, 체육활동, 자치활동, 명상(4시간)

‣ 집단상담(6회기, 2시간):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을 위한 다짐
상담 ‣ 가족상담(50분): 가정내 갈등해소 방안 탐색 및 새로운 행동
규칙 설정
‣ 대안활동(4회기, 5시간): 멘토와의 교류
활동 ‣ 가족활동 프로그램: 1회기(2시간 30분)
‣ 기타: 산책, 청소년동반자 만남(2시간)
활동 ‣ 발표회, 수료식(3시간)

사후개입
(치유 프로그램 종료 후 2~3개월)

‣ 스마트폰 사용조절 평가
‣ 일상생활에서 스마트폰 사용조절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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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조절력 향상에 목표를 두고
, 여자 청소년들이 남자 청소년들에 비해 관계지향적인 활동을 선
호하는 것을 고려하여 언어와 다양한 매체를 통해 개입을 하도록 하였다
.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개입에 있어 기숙형 프로그램이 갖는 차별점은 앞서 살펴본 상담적
개입 외에도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 즉, 환경요법과 사회학습이론에 바탕을 두고
명상, 체육, 자치활동, 대안활동, 산책 등 스마트폰 이용 외에도 다양한 활동들을 제공함으로써
치료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 청소년들은 대안활동을 통해 스마트폰 이외에도 즐거운 활
동이 있음을 경험할 수 있고 참여 구성원들간의 협력활동을 통해 사회성
, 결속력 증진, 신체유
능감 증진, 스마트폰 조절에 대한 통제감 등 효과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일정한 시간에
산책, 명상과 같이 활동을 경험하며, 또래 및 운영진들과의 생활 속에서 사회적 행동을 학습하
게 되며, 공동체 생활 속에서 운영진과 멘토를 비롯하여 구성원들의 칭찬과 격려를 통해 긍정
적인 행동 강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대안활동은 마술배우기, 체육대회, 음악활동, 발표
회, 보드게임, 트레킹 등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구성되며
, 지역의 특성이나 여건에 따라 차별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다. 또한, 여자 청소년의 선호도 및 특성을 반영하여 네일
아트, 퀼트, 다이어트 체조의 활동과 함께 매일 저녁 청소년들끼리 진행되는 자치활동을 구성하
여, 프로그램 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고 참여자들과 함께 토론하며
해결하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7박 8일간의 프로그램 일정이 끝난 기간 이후에도 프로그램 효과성의 유지 및 모니터
링을 위해 2~3개월의 사후관리 기간을 구성하였다. 사후관리 기간 동안에는 청소년동반자와 연
계하여 청소년 삶의 환경에 개입하고 스마트폰 조절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인 상담을
하게 된다. 또한, 현장에서의 활용성 높이기 위해 모든 프로그램을 매뉴얼화하여 구성하였다
.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스마트폰 중독 기숙형 치유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을 위해 전국의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스
마트폰 중독 기숙형 치유캠프’ 시범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를 하였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모
집하여 자발적 참여의사가 있는 청소년과 부모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참여 및 연구참여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 부모와 청소년에 대한 개별면담과 스마트폰 중독 자가진단
, 관찰자 진단, 스마
트폰 역기능적 신념척도를 통해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으로 나타난 고위험군 여자 청소년10명
과 청소년의 부모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참여청소년은 중학교 1학년이 5명, 고등학교 1
학년이 2명, 고등학교 1학년이 2명, 중학교 2학년과 3학년, 고등학교 3학년이 각각 1명씩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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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설계
‘스마트폰 중독 기숙형 치유 프로그램‘은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있는 외부환경과 차단된 전
북 소재의 청소년 시설에서 2014년 8월 17일부터 24일까지 7박 8일 동안 실시되었고, 효과성을
살펴보기 위해 사전사후검사설계(pretest-posttest design)를 적용하였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에게는 프로그램 이전
, 프로그램 종료 이후, 프로그램 종료 2개
월 후에 추후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설계는 표5와 같다. 청소년 대상 사전-사후-추후
검사의 유의성을 분석하기 위해 반복측정 일원배치 분석분석
(Repeated Measure ANOVA)을 실
시하였으며, 사전-사후-추후의 측정치들 간의 차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
<표 5> 청소년 대상 연구설계
변수
스마트폰 중독 자가진단
스마트폰 역기능적 신념

사전검사

개입

사후검사

추후검사

O1

X1

O2

O3

또한, 참여청소년의 부모를 대상으로 사전
-사후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설계는 표6
과 같다. 이는 관찰자에 대한 검사이므로 프로그램 이전
, 프로그램 종료 2개월 후 추후검사로
실시하였으며, 대응표본 t-검정(paired t-test)을 실시하였다.
<표 6> 부모대상 연구 설계
변수

사전검사

추후검사

O1

O2

스마트폰 중독
관찰자용 척도

3. 연구도구
스마트폰 중독 기숙형 치유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을 위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중
독 수준과 스마트폰에 대한 의존 신념을 조사하고 부모대상으로 자녀의 스마트폰 중독 수준에
대해 조사하였다.
스마트폰 중독 자가진단 척도(청소년)
한국정보화진흥원(2011)에서 기존의 인터넷 중독 척도와 휴대폰 중독 척도를 기반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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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중독 개념을 파악하고 스마트폰만이 가질 수 있는 요인을 구성하여 개발한 척도를 사
용하였다. 15문항으로 일상생활장애, 가상세계 지향성, 금단, 내성의 4가지 구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마트폰 중독 위험성이 크다고 해석하며 한국정보화진흥원연구
(2011)
에서의 신뢰도는 .880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역기능적 신념(청소년)
Beck, Wright, Newman과 Lies(1993)가 개발한 ‘물질 사용에 대한 신념’ 척도를 한국정보문화
진흥센터(2002)가 채규만, 박중규와 함께 인터넷 상황에 맞게 수정한 ‘인터넷 사용신념’ 척도를
스마트폰 의존에 대한 신념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 척도는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다. 점수가 높을수록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된 비합리적이고 역기능적인 기대와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하며 배주미, 조영미, 정혜연(2013)의 연구에서 인터넷 역기능적 신념 척도의 신뢰
도는 .931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중독 관찰자용(부모)
스마트폰 중독 측정을 위한 관찰자용 척도는 아직 개발되지 않아
, 기존의 인터넷중독 관찰자
척도를 스마트폰 사용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척도는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상
생활장애, 가상세계 지향성, 금단, 내성의 4가지 구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스마
트폰 중독 위험성이 크다고 부모가 인식하는 것으로
, 한국정보화진흥원(2011)의 연구에서 인터
넷중독 관찰자용 척도의 신뢰도는.899로 나타났다.

결 과
1. 청소년 대상 연구결과
스마트폰 중독 기숙형 프로그램의 청소년을 대상으로한 효과성 검증 결과는 표7과 같다. 스
마트폰 중독 자가진단 결과는 프로그램 시간의 흐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9.73,  <.001). 사후비교분석 결과를 보면 기숙형 치유 프로그램 참여 전 중독수준이2.92점이
였던 것이 캠프 종료 이후 2.37점으로 낮아졌으며 2개월 후의 추후검사에서도 2.05점으로 낮아
져 기숙형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스마트폰 중독 수준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역기능적 신념에서도 사전, 사후, 추후 검사에서 점수가 낮아졌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7.78,  <.01). 사후비교분석 결과, 캠프 전 스마트폰에 대한 신념이
3.14점이였던 것이 캠프 종료 이후 2.68점으로 낮아졌으며 2개월 후의 추후검사에서도 2.45점으
로 낮아져 프로그램 개입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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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스마트폰 중독 청소년용 검사 결과
사전(a)

척도
스마트폰 중독
자가진단
스마트폰 중독
역기능적 신념

사후(b)

추후(c)

F

Scheffe

.38

9.73***

a>b>c

.39

7.78**

a>b>c

M

SD

M

SD

M

SD

2.92

.47

2.37

.47

2.05

3.14

.77

2.68

.42

2.45

2. 부모 대상 연구결과
기숙형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한 자녀의 스마트폰 중독 인식에 대한 결과는 표9와 같다. 사
전사후 검증을 실시한 결과 기숙형 치유 프로그램이 스마트폰 중독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5.41,  <.001). 기숙형 치유 프로그램 이전에 자녀의 스마트폰 중독수준이 2.88점이였다
고 보고했으나 캠프 2개월 후 2.24점으로 낮아진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표 8> 스마트폰 중독 관찰자용 검사 결과
변수명

M

SD

스마트폰 중독

(사전)

2.88

.38

관찰자용 척도

(추후)

2.24

.22

t
5.41***

논 의
본 연구는 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자 청소년들을 위해 스마트폰 중
독 해소에 효과적인 개인상담
, 집단상담, 부모교육 및 가족상담, 대안활동 등을 포함한 기숙형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효과성을 규명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스마트폰 사용조절을
돕고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하도록 돕고자 하였다
.
본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스마트폰 중독 청소년을 대상으로 효과성 있는 최초의 기숙형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
였다. 스마트폰 중독 청소년의 치유를 위해 그간의 개입은, 집단상담 프로그램 연구가 주를 이
루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기숙형의 특성을 고려해 집중적인 치료 프로그램과 함께 스마트폰과
분리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효과적인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 기존의 효과성이
검증된 기숙형 프로그램(황순길 외, 2010; 배주미, 조영미, 김호순 외, 2013)을 기반으로 스마트
폰 중독 청소년에 대한 특성 조사
, 인터넷치유학교 운영 경험 및 스마트폰 중독 관련 상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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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이 있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을 운영하여 스마트폰 중독 기숙형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또한, 개발된 프로그램을 스마트폰 중독 청소년과 부모를 대상으로 효과성을 검증
한 결과,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수준과 스마트폰 중독 역기능적 신념이 감소되었으며
, 참여청
소년의 부모가 인식한 스마트폰 중독 수준 또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둘째, 스마트폰 중독 여자 청소년을 위한 새로운 개입방안을 도출하였다
. 스마트폰 사용에
있어 남자 청소년들은 게임이나 오락을 주로 활용하는 한편
, 여자 청소년들은 대인관계 지향적
인 영역에 스마트폰 사용이 많아 중독수준이 높은 특성을 고려하여 여자 청소년 대상 스마트폰
중독 기숙형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을 통해 스트레스
해소, 의사소통향상 방법과 함께 자치활동을 통해 자기의사를 표현하고 자기조절능력을 향상시
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포함하였고, 부모상담 및 부모교육 프로그램과 함께 대안활동으로 퀼트
,
네일아트, 다이어트 체조 등의 프로그램을 구성함으로써 여자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였다
.
셋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현장에서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된 프로그램의 개인상담
,
집단상담, 부모교육 및 상담, 치료적 활용, 수련활동, 대안활동, 사후관리 등의 세부내용을 매뉴
얼로 구성하여, 현장에서 활용성이 확대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가지는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이 여자 청소년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연구결과를 전체 청소년으로 일
반화 시키는데에는 한계가 있다. 향후, 스마트폰 중독 기숙형 치유 프로그램에서는 남자 청소년
의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효과성을 살펴봄으로써 이미 개발한 여자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과 함께 성별과 관계없이 전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중독 청소년을 위한 효과
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둘째, 향후 스마트폰 중독 기숙형 치유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추가로 점검하고 이에 따른 프
로그램을 수정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효과성 검증을 위해 청소년 및 부모 각
10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중독 수준과 역기능적 신념에 대한 효과성을 검증했으나 평가대상자 수가
적고 기숙형 치유 세부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 향후에는 평가대
상의 확대와 함께, 기숙형치유학교에 참여한 청소년과 참여하지 않은 청소년과의 비교를 통해
효과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으며
, 개인상담․집단상담․대안활동 등 프로그램별 효과를 검증함
으로써 스마트폰 기숙형 치유 프로그램의 효과를 보다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
. 또한, 프로그램
종료 이후 2개월 후에 실시하는 추후검사 외에 6개월 이후에 추가로 추후검사를 실시하는 등
효과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셋째, 교급별 프로그램을 마련함으로써 대상자에게 보다 적합한 프로그램을 수행해야 할 것
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
(2016)에 따르면, 스마트폰 잠재적위험군의 경우 초등
학생은 22.2%, 중학생은 31.9%, 고등학생은 26.1%로 나타났다. 또한, 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
사(여성가족부, 2016) 결과, 중독위험군의 저연령화와 함께 스마트폰 중독의 영향이 남자 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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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경우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즐기는 경향이 많고
, 여자 청소년들은 고학년이 될수록 채팅
,
SNS를 많이 이용하는 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청소년기의 발달특성을 고려한 교급
별 기숙형 프로그램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
이상 언급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증가하는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해 금단, 내성,
일상생활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자 청소년들에게스마트폰 중독에서 벗어나게 하고 청소년
상담복지 현장에서스마트폰 중독 청소년의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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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a Residential Treatment Program for
Smart-Phone Addicted Adolescent
Kim Bum 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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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on Mi Jin

Lee Mee 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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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nd examine effects of a residential treatment program
for female adolescents with high risk of smartphone addiction. In this study, based on a reanalysis
of results of Usage Habit of Internet and Smart-phone survey and focused group interview with
experts of addiction-related field, the residential treatment program for smart-phone addicted
adolescents was developed. The program includes individual counseling, group counseling, parents
and family counseling and alternative activities for 7 nights and 8 days. Effects of the program were
tested after a pilot operation with female students and their family. It resulted in the lower level
of smartphone addiction scale and positive changes in belief of smartphone use. Parents who
participated in the program reported that the program brought positive changes in their child's
smartphone use. These results are meaningful in that this new intervention program which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female adolescents with high risk of smartphone addiction found to be helpful
in alleviating smartphone addiction.
Key words: smart-phone addiction, female adolescents, residential treatment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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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의 학업 스트레스와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자기자비의 매개효과*
오영미

허일범†

국민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생의 학업 스트레스와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자기자비의 매개효
과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 북서부에 소재한 5개의 초등학교 6학년 504명
을 대상으로 학업 스트레스, 자기자비, 학교적응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499명
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로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학업 스
트레스와 학교적응 간에 자기자비가 매개변인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구조방정
식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및 논의를 통해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
첫째, 학업 스트레스는 학교적응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부적영향을 미쳤다. 둘째, 학업
스트레스는 자기자비에도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부적영향을 미쳤다. 셋째, 자기자비는 학
교적응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넷째, 자기자비는 학업 스트레스와 학교적
응 사이에서 부분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결과는 개인 내적 요인인
자기자비가 학업 스트레스라는 부정적 정서를 통제하고,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아동의 학교적응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학업 스트레스
감소 처치와 함께 자기자비 수준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 주요어: 학업스트레스, 자기자비, 학교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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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아동들은 학교 교육을 통해 지식을 습득하고
, 삶에 필요한 예절과 규칙 등을 배움으로써
사회에서 요구하는 지적 능력과 인성을 갖출 수 있다
. 이러한 아동들의 학교에서의 생활은
아동의 성장·발달과 전인교육에 밑거름이 된다. 따라서 학교생활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느냐,
못하느냐는 아동의 발달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
아동기 학교적응의 중요성은 학교적응이 청소년이나 성인기의 적응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주요 변인으로 밝혀지면서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박상희, 2009; 임경희, 2010). 현주, 차정은
과 김태은(2006)은 학교적응 연구에서 학습자들의 제반 상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학교
상황’이라고 하였으며, 학교적응을 잘 하는 아동은 학교에 대한 태도와 동기가 긍정적이기 때
문에 대인관계가 원만하며, 학교 성적이 향상되고, 행동특성이 바람직하게 형성되어 개인의
성장은 물론 학교와 사회발전에도 도움을 준다
(김은선, 2006; 임미지, 문혁준, 2011). 그러나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은 수업 시간에 산만하고 집중력이 떨어지며, 학업성적이 저
하되어 좌절감이 누적되고 이로부터 벗어나고자 비행과 반사회적 행동을 일으키거나 사회적
고립, 우울 등 정신 건강상의 문제를 경험하기도 하며, 학교를 중도 탈락하게 되고 극단적인
경우 자살로 이어지기도 한다(이혜영, 이정화, 김미숙, 장가람, 김재경, 2013). 따라서 아동의
건강한 삶을 위해 학교적응에 대한 관심과 긍정적 학교적응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
요하다.
’에 의하면, 아
최인재와 모상현(2012)의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동·청소년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학업문제에 대한 스트레스가63.5%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진로문제 46.3%, 외모 40.4% 부모님과의 관계 38.2%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4개국(한국, 미국,
일본, 중국) 청소년 건강실태 국제 비교조사’ 결과에서도 우리나라 학생들이 ‘최근 1년간 스트
레스를 느꼈다’고 답한 비율은 87.8%로 4개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
학생들이‘공부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는 비율은 72.6%로, 중국 59.2%, 미국 54.2%, 일본 44.7%
에 비해 훨씬 높았다(최인재, 모상현, 2012). 이는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학령기 아동·청소년들
이 학업에 대한 지나친 부담감과 부정적 감정을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초등학교6학년 학생이 5학년 학생보다 학업 스
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 있으며(김수진, 2013), 초등 5, 6 학년을 대상으로 한 박소영, 문혁준
(2012)의 연구에서도 남,녀 모두 학업스트레스가 여러 요인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김명식
(2009)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학교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학업
, 친
구관계, 교사관계 스트레스 중에서 학업 스트레스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처럼
아동들은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느끼며(임경희, 2010), 학업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학교적응을 잘한다(김수진, 2013; 박상은, 2014). 이와 같은 맥랙에서 본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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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스트레스 전체를 보기 보다는 스트레스 하위 요인 중 학업스트레스가 학교 적응에 미
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알아보고자 한다
.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으로 개인 특성 변인인 자기자비
(Self-Compassion)
를 들 수 있다. 자기자비(Self-compassion)란 고통이나 실패의 상황에서 엄격하게 자기를 비판
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에 대해 친절하고 이해하는 것이며 자신의 경험을 따로 분리하기보다는
보편적인 인간 경험의 일부로 인식하여 받아들이는 것이고
, 고통스런 생각과 감정들에 과잉
동일시하기보다는 이런 경험들을 자신과 분리시켜 균형 잡힌 알아차림을 하는 것
(Neff,
2003b)이다. Neff(2003a)는 자기자비가 자신을 남과 비교하거나 구분하지 않고 걱정거리를 완
화 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자기친절(self-kindness), 보편적 인간성(sense of common
humanity), 마음 챙김(mindfulness)의 세 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밝혔다
. 최근 긍정심
리학이 대두되면서 국내에서도 자기자비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 김수빈(2014)
은 자기자비와 대학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에서 높은 자기자비를 가진 사람은 전반적인 대학생
활 적응과 학업, 개인정서, 대학환경 측면에서의 적응을 잘 할 수 있다고 하였고, 이인아(2013)
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기자비에 대한 연구에서 자기자비가 높을수록 또래의 관계에서
우호적인 태도로 상대방을 공감하며 타인을 이해하기 때문에 사회성이 높다고 하였다
.
양혜란(2014)은 초등학생의 자기자비에 대한 실험 연구에서 자기자비 증진프로그램에 참여
한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하여 스트레스와 스트레스의 하위요인인 학업관련 스트레스가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자기자비 연구
(Rockcliff,
Gilbert, McEwan, Lightman, & Glover, 2008)에서 자기자비 연습을 하게 한 피험자들에게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의수치가 내려간 것이 발견되었다. 뿐만 아니라 자기자비 관련 선
행 연구들은 스트레스가 자기자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김송이, 2012;
심우엽, 2014a; 이우경, 방희정, 2008; Neff, 2003b), 심우엽(2014a)는 초등학생의 스트레스와
행복감의 관계에서 자기자비가 완전 매개함을 밝혔다. 또, Neff와 McGehee(2010)는 청소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어머니의 지지
, 가족 기능 및 애착과 같은 가족 요인이 자기
자비의 개인차에 대한 예측 변인으로 작용하고 자기자비는 가족 변인과 심리적 안녕을 부분적
으로 매개함을 밝혔다(진현정, 이기학, 2009). 그러나 청소년기에 자기 자비 수준이 가장 낮은
이유는 ‘청소년 자기중심주의’가 두드러진 시기이며, 학업 스트레스, 소속 집단에서의 인기
및 관계민감성, 신체 이미지, 성문제 관련 스트레스 등을 지니기 때문이다(Neff, McGehee,
2010).
특히, 아동후기인 초등학교 고학년의 경우는 청소년기로 전환되는 시기이므로 심리 및 정
서적으로 매우 불안정해서 스트레스 경험의 가능성이 높은 시기이다
(임미지, 문혁준, 2011).
아동들은 해소되지 못한 높은 수준의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학교 부적응은 학업 중단
, 비행,
가출 등 여러 가지 문제행동을 유발한다
(구미향, 2012). 그러므로 초등학생의 학교 적응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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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건강한 성장과, 앞으로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이를 위한 효과적 개입
이 필요하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부정적 요인과 학교적응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 중 일상적 스트레스
(임미지, 문혁준, 2011), 학업 스트레스 (김명식, 2009; 이미자, 2010; 이쌍이, 이수진, 2011; 김
수진, 2013; 박상은, 2014) 등의 연구에서 학업 스트레스가 학교적응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그러나 동일한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이라 하더라도 심리적, 정신적 문제를 겪는 학생
들이 있는

반면에, 열악한 여건을 극복하고

적응하는

학생들도 있다(Seligman

&

Csikszentmihalyi, 2000). 자기자비(Self-compassion)는 고통이나 실패의 상황에서 엄격하게 자
기를 비판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에 대해 친절하게 이해하는 것이며, 자신의 경험을 따로 분리
하기보다는 보편적인 인간 경험의 일부로 인식하여 받아들이는 것이고
, 고통스런 생각과 감
정들에 과잉동일시하기보다는 이런 경험들을 자신과 분리시켜 균형 잡힌 알아차림을 하는 것
이다(Neff, 2003b). 자기자비와 적응에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자기자비가 사회성(이인아, 2013),
대인관계(박선영, 김경미, 2013), 안녕감(김송이, 2012) 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히고
있다. 이렇듯 자기자비는 개인의 자아가 위협적 상황에 당면했을 때 자기 평가적인 상태불안
을 완충하는 역할을 하여(조용래, 2011; Neff, Kirkpatrick, & Rude, 2007) 학생들의 사회·정서
적 적응을 돕는다(김수빈, 2014).
따라서 외부요인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교사나 상담자가 변화를 가하기 어려운 아동의 학업
스트레스와 학교적응 간의 관계에서 자기자비의 매개효과를 검증해 보는 것은 초등학교 고학
년 학생의 학교적응을 목적으로 개인상담 및 집단지도 프로그램을 구안할 ,때자기자비 증진
기술을 중요한 내용적 구성요소로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이론적 근
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내에 보고된 선행연구들은 학생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
치는 개인 내적 변인들 중 자아 존중감
(이경아, 정현희, 1999), 자아탄력성(이쌍이, 이수진
2010; 이미자, 2010; 김수진, 2013), 자기 효능감(홍애숙, 2008;) 등의 매개효과를 밝힌 연구들
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스트레스 변인과 아동의 심리적 안정 간의 관계에서 자기자비의 매
개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와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자기자비가 매개하
여 청소년의 안녕감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한 조현진
(2014)의 연구, 초등학생의 스트레스와 행
복감의 관계에서 자기자비가 완전매개 한다고 밝힌 심우엽(2014a)의 연구 등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첫째,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업 스트레스가 학교
적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고 둘째, 학업 스트레스와 학교적응 사이에서 자기자비
가 매개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모형을 그림1과
같이 설정하였다. 하지만 학업 스트레스가 직접적으로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 자기
자비를 매개로 하여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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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매개 모형인 연구모형과 함께 완전매개 모형을 대안모형으로 설정하여 비교 검증하였다
.
만일 학업 스트레스가 학교적응에 직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자기자비가 그 사이에서
매개효과를 나타내면 초등학생들의 높은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학교적응의 저하를 완화 시키
는데 본 연구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 연구모형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기도 파주시 2개교, 김포시, 고양시, 의정부시 각 1개교씩, 총 5개 초등학교 6
학년 학생 504명(남 265명, 여 239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 기간은 2015년 3월
19 일에서 31 일 사이에 실시하였으며, 설문 작성에 소요된 시간은 평균 30분 정도이다.
처음 설문에 응답한 학생들은 504명(남 265명, 여 239명)이었으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학생
5명(남 2명, 여 3명)은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실제 자료 분석에 이용된 연구 대상은
499명(남 263명, 여 236명)이었다.

측정도구
학업 스트레스
학업 스트레스 척도는 조붕환(2006)이 초등학생용으로 제작한 생활 스트레스 척도 가운데
학업 스트레스와 관련된 15문항을 사용하였다. 하위요인으로는 시험·성적 스트레스(4문항), 과
제 스트레스(4문항), 학습내용 스트레스(3문항), 학원 스트레스(4문항)로 구성되어있다. 각 문
항은 Likert식 5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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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다.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α)는 전체 .913 으로 나타
났으며, 하위 요인별 신뢰도(Cronbach’α)는 시험·성적 스트레스 .856, 과제 스트레스 .828, 학
습내용 스트레스 .823, 학원 스트레스 .903으로 나타났다.
자기자비
자기자비 척도는 Neff(2003b)의 Self-Compassion Scale(SCS)을 진현정과 이기학(2009)이 번
안하고, 이를 심우엽(2013)이 초등학생에게 적합하도록 수정하여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Neff(2003b)는 자기자비를 반대되는 두 개념이 짝지어진 세 쌍의 요인, 즉 자기친절 대 자기
비난, 보편적 인간성 대 고립감, 마음 챙김 대 과잉 동일시로 구성하였다. 심우엽(2013)은 전
체 26문항과 24문항 중 24문항 척도의 모형적합도가 더 우수하다고 밝혔으며
, 하위 요인도
단요인, 양요인, 3요인, 6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하위 요인은 자기친절(4문항), 자기비
난(5문항), 보편인간(4문항), 고립감(4문항), 마음 챙김(4문항), 과잉동일(3문항)로 구성되어 있
다(총 24문항). 이 척도의 하위 요인 중 자기비난, 고립감, 과잉동일은 역 채점하도록 되어 있
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자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로 반응하도
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심우엽(2013)이 제시한 3요인(총 24문항)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초등학교 6학
년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α)는 전체 .869로 나타났다. 하위 요인별 신뢰
도(Cronbach’α)는 자기친절 .839, 보편적 인간성 .549, 마음 챙김 .625로 나타났다.
학교적응
학교적응 척도는 현주, 김태은, 김양분과 박현정(2006)이 개발한 학교적응 검사 도구를 사
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5문항이며, 하위 요인은 학업적 적응(5문항), 사회적 적응(5문항), 정
의적 적응(5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로 반응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적응이 높음을 의미한다.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신
뢰도(Cronbach’α)는 전체 .905로 나타났으며, 하위 요인별 신뢰도(Cronbach’α)는 학업적 적응
.800, 사회적 적응 .727, 정의적 적응 .849로 나타났다.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의 학업 스트레스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자기자비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자료를 분석하였다. 첫째, Spss 22.0을 사용하여 변
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확인하고,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통해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측정변인들의 결측치 비율은.2%~1.2%로 나타났는데,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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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치 대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Little의 MCAR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완전무선 결측
치(missing completely at random: MCAR)로 나타나(  =2468.36,  =2392,  >.05) 결측치 대
치를 하였다. 결측치 대치는 EM(expectation Maximization)을 사용하였는데, 이 방법은 추정
치가 비교적 편향되지 않고 정확하게 추정된다(Graham, Cumsille, & Elek-Fisk, 2003).
둘째, 측정모형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Amos 22.0을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
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부분 매개모형)과 대안모형(완전 매개모형)을 비교·검
증하기 위해  차이 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모형과 대안모형은 내재적
(nested) 관계에 있으므
로  차이 검증으로 두 모형 중 우수한 모형을 찾아낼 수 있다
(Anderson & Derbing, 1998).
셋째, 학업 스트레스와 학교적응 관계에서 자기자비가 매개하는 연구모형의 매개효과를 검
증하기 위하여 Amos 22.0을 사용하여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ethod)을 적용한 구
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분석을 시행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는 홍
세희(2000)의 제안에 따라 CFI와 TLI는 .90이상, RMSEA는 .08이하일 때 괜찮은 적합도로 해
석하였다.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Shrout와 Bolger(2002)가 제안한 부
트스트랩(Bootstrap) 절차를 사용하였다. 표준오차를 사용하는 Z검증(Sobel 검증)을 실시할 경
우 간접효과가 정상분포를 이루지 않기 때문에 부정확한 결과를 산출할 수 있다
(서영석,
2010). 그러나 부트스트랩(Bootstrap) 방법은 정상분포 가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배병렬, 2011)
보다 정확한 추정치를 계산할 수 있다.

결 과
기초분석
측정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1에
제시되어 있다. 주요 변인들 중 학업 스트레스는 자기자비와 학교적응에 유의미한 부적상관
을 나타냈으며, 자기자비와 학교적응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측정모형 검증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전에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 알아보기 위하
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였다. 그 결과, 표 2와 같이  값은 84.499(  =32,  =.000)로 나타
났으며, TLI는 .966, CFI는 .976, RMSEA는 .057로 나타나 적합한 모형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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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측정 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관계(N=499)
측정변인

1

2

3

4

5

6

7

8

9

10

학업스트레스
1. 시험·성적 스트레스

1

2. 과제 스트레스

.58***

1

3. 학습내용 스트레스

.47*** .53***

4. 학원 스트레스

.44*** .61*** .38***

1
1

자기자비
5. 자기 친절

-.43*** -.42*** -.39*** -.31***

1

6. 보편적 인간성

-.38*** -.35*** -.29*** -.26*** .60***

7. 마음 챙김

-.41*** -.43*** -.36*** -.32*** .75*** .55***

1
1

학교적응
8. 학업적 적응

-.11* -.25*** -.21*** -.17*** .26***

9. 사회적 적응

-.11* -.26*** -.22*** -.18*** .36*** .19*** .32*** .63***

10. 정의적 적응

.14**

.24***

1
1

-.23*** -.37*** -.34*** -.26*** .41*** .26*** .36*** .56*** .70***

1

M

2.97

3.09

2.48

2.80

3.29

3.19

3.27

3.36

3.54

3.55

SD

1.10

1.11

1.09

1.32

.80

.61

.68

.53

.74

.94

*p<.05, **p<.01, ***p<.001

<표 2> 측정모형의 요인부하량
잠재변인

학업 스트레스

자기자비

학교적응

측정변인

비표준화
요인부하량

SE

C.R

표준화
요인부하량

시험·성적 스트레스

.86

.07

12.79

.69***

과제 스트레스

1.07

.07

15.49

.86***

학습내용 스트레스

.77

.07

11.87

.63***

학원 스트레스

1.00

자기 친절

1.26

.06

20.63

.90***

보편적 인간성

.72

.05

15.60

.67***

마음 챙김

1.00

.67

.83

학업적 적응

.48

.03

15.33

.70***

사회적 적응

.82

.05

17.52

.85***

정의적 적응

1.00

 =84.499(df=32, p=.000), TLI=.966, CFI=.976, RMSEA=.057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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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모형의 요인 부하량도 표 2와 같이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001) 측정변인들
이 잠재변인들을 잘 설명하고 있다. 또한 잠재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는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모두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001).
<표 3> 잠재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잠재변인

학업 스트레스

학업 스트레스

자기자비

학교적응

1

자기자비

-.60***

1

학교적응

-.40***

.47***

1

*** p<.001

구조모형 검증
학업 스트레스와 학교적응 관계에 있어서 자기자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에 전에 연구모
 차이 검증을
형인 부분매개 모형과 대안모형인 완전매개 모형 중 우수한 모형을 찾기 위해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4와 같이 대안모형과 연구모형의 차이 값이 =7.439, df=1로 나타
났는데, 이는 자유도 1, 유의도  <.01 기준의 임계치 6.635보다  값 7.439가 크기 때문에 연
구모형이 대안모형보다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 또한 적합도(TLI, CFI, RMSEA) 역시 연구
모형이 더 양호하게 나타났으므로 연구모형이 대안모형보다 우수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
<표 4> 부분매개 모형과 완전매개 모형의 적합도 및 모형비교
모형



df

TLI

CFI

RMSEA(90% CI)

1. 연구모형

84.499

32

.966

.976

.057(.043~.072)

2. 대안모형

91.938

33

.963

.973

.060(.046~.075)

모형비교(2-1)



 차이=7.439, df차이=1, p<.01

채택된 연구모형의 직접효과를 살펴보면, 그림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학업 스트레스는 학
교적응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쳤으며(  =-.18,  <.01), 자기자비에도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쳤다(  =-.60,  <.001). 그리고 자기자비는 학교적응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  =.36,
 <.001). 다음으로, 학업 스트레스가 자기자비를 매개로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Shrout와 Bolger(2002)가 제안한 부트스트랩(Bootstrap) 절차를 사용하였다. 부트스트랩
은 1000번을 실시하였으며, 신뢰구간은 95%로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표 5와 같이 95%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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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구간이 -.30 ~ -.14로 상한과 하한 범위 내에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01 수준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업 스트레스는 자기자비를 매개로 학교적응에 유의
미한 영향을 미쳤다(  =-.22,  <.01).

[그림 2] 연구모형(부분매개모형)

<표 5> 연구모형의 매개효과 검증
매개효과

구조경로
학업 스트레스 → 자기자비 → 학교적응

β

SE

BC 95% CI

-.22**

.04

-.30 ~ -.14

** p<.01

논 의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학업 스트레스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자기자비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학업
스트레스와 학교적응 관계에서 자기자비의 부분 매개효과를 설정한 모형을 연구모형으로
, 자
기자비의 완전 매개효과를 설정한 모형을 대안모형으로 설정하여 비교
·검증하였다. 그 결과,
두 모형 중에 연구모형인 부분매개 모형이 더 우수한 모형으로 타나났다
. 이는 학업 스트레
스가 직접적으로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자기자비를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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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채택한 연구모형의 직접효과와 매개효과를 중심
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업 스트레스는 학교적응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쳤다
. 이러한 연구
결과는 초등학생의 학업 스트레스가 학교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박상은
(2014), 이미
자(2010)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학업 스트레스가 학교적응을 저해하는
주요한 변인임을 주장한 선행연구들의 주장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아동들은 자
신이 경험하는 학업 스트레스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고 그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능
력이 부족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더 큰 관심이 필요하다(김소라, 홍상황, 2011). 따라서 초
등학생의 학교적응을 위해서는 학업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
둘째, 자기자비에 대한 선행 연구가 대부분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어서 스트레스의
하위 요인인 학업 스트레스에 관련된 연구보다는 상위 개념인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들이 주
로 이루어져왔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업 스트레스가 자기자비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밝혀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 따라서 초등학생들이 학업 스
트레스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자기자비의 정도가 달라짐을 시사한다.
셋째, 자기자비는 학교적응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기자비는 대학생활 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정영숙
, 김수빈(2014)의 연
구 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자기자비가 증진될 경우, 학교적응도 향상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의 학교적응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지도 프로그램 구성 시
, 자기자비
증진 기술이 필수적인 내용 구성요소로 포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 또 본 연구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자기자비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탐색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에서 이를 밝혔
다는데 의의가 있다.
넷째, 학업 스트레스는 학교적응에 부적 영향을 미치지만 자기자비가 매개할 경우 부적 영
향력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생의 스트레스와 행복감의 관계에서
자기자비가 완전 매개한다는 심우엽(2014a)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또 자기자비가 유용한 정
서 조절 전략의 하나로 작용할 수 있다는 Neff(2003b)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학
교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적 요인인 자기 자비는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한 부정
적 정서를 통제 할 수 있으며, 자기 자비의 자기 친절과 마음 챙김이 부정적 감정을 극복 할
수 있기 때문에 학업 스트레스가 학교 적응에 미치는 부적 영향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해석된
다. 이 때 학업 스트레스의 직접적인 영향력보다 자기 자비를 통해 학교 적응을 보다 더 발
전시키는 과정을 확인 하였다. 따라서 초등학교 고학년의 원만한 학교 적응을 위해서는 아
동의 자기 자비가 중요한 요인인 한편, 아동의 학교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학업 스트레스의
과제와 학습 내용에 대한 조절과 이해 또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
그러므로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학교생활 부적응 시 자기자비 향상 프로그램을 적용해 볼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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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있다. 즉 초등학교 고학년의 원만한 학교적응을 위해서는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자신의 감정에 대해 과장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학교적응을 보다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마음 챙김에 기초한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mindfulness-based stress
reduction, MBSR), 수용-전념 훈련 (acceptance & commitment therapy, ACT) 등 자기자비
향상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
그러므로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학교생활 부적응 시 자기자비 향상 프로그램을 적용해 볼 필
요가 있다. 즉 초등학교 고학년의 원만한 학교적응을 위해서는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민감하
게 알아차리고, 자신의 감정에 대해 과장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학교적응을
보다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마음 챙김에 기초한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mindfulness-based
stress reduction, MBSR), 수용-전념 훈련(acceptance & commitment therapy, ACT) 등 자기
자비 향상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
본 연구는 자기자비가 초등학생의 학교적응 증진에 매개변인으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었지만, 연구수행 과정에서 나타난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의 학교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학업
스트레스에 국한 하여 살펴보았는데, 후속 연구에서는 학업 스트레스 외에 학교적응에 부정
적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인들을 탐색하여 학교생활 전반을 포함한 학교적응의 심층적인 연
구가 필요하다. 둘째, 이 연구는 질문지를 사용한 조사 방법에 국한하여 연구가 수행되었으
나, 좀 더 정확한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찰법이나 면접법 등 질적 분석 방법도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자기자비 프로그램이 학교적응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실
험 연구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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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ediating Effect of Self-compass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Stress and School
Adjustment amo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Oh, Young-mi

Heo, Il-beom

Kookmi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compass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stress and school adjustment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499 students who were in sixth grade in 5 elementary schools in the
northwestern part of Gyeonggi-do. The test tools were academic stress, school adjustment, and
self-compassion scale.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Correlation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academic stress had
significant negative effects on school adaptation directly. Second, it was found that academic stress
had significant negative effects on self-compassion directly. Third, it was found that self-compassion
had significant effects on school adaptation directly. Fourth, the self-compassion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cademic stress and the school adjustment. Possible reasons for theses
results were identified and discussed.
Key words: academic stress, self-compassion, school adap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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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학교
본 연구는 학교밖 청소년들의 학교이탈과 이후 삶의 도전과 성장을 통합적으로 살펴보고
자 질적 연구 방법인 근거이론(Strauss & Corbin, 1998)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 참여자는
정규학업 과정을 그만둔 지 3년 이상이 지난 학교밖 청소년 7명을 선정하였으며,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방코딩 결과 총 151개의 개념, 32개의 하위범주,
12개의 범주들이 도출되었으며, 이를 중심으로 근거이론 패러다임 모형을 구성하였다. 중
심현상으로 ‘자포자기 심정의 학교중단’과 ‘피투된 삶’, 인과적 조건으로 ‘학교내 계속되
는 방황과 점층되는 부적응’, 맥락적 조건은 ‘역기능 가족 속 상흔’과 ‘가난의 굴레’, ‘애
어른의 힘겨운 성장기’, ‘상실된 삶의 조절력’ 으로 나타났다. 중재조건으로 ‘학교이탈 후
자각과 성찰의 시간’, ‘새로운 도약의 발판인 학교밖 지원체계와의 조우’, ‘새로운 관계
경험을 통한 치유’로 나타났으며, 작용/상호작용 전략으로는 ‘살아나는 분투의지’, ‘학교
밖 어린청년의 고군분투’로 결과는 ‘어린 청년의 성장과 도전’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삶의 미해결과제’로 나타났다. 둘째, 과정분석 결과는 ‘존재의 혼란기’로부터 시작하여
‘고군분투저항기’, ‘새로운 존재와의 조우기’, ‘자각과 성찰을 위한 회복기’, ‘삶의 재구성
및 성장기’로 5단계의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핵심범주는 ‘학교밖
청소년의 성찰과 동행을 통한 삶의 적응’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의의는 학교밖 청
소년들이 경험하는 학교밖 이탈과 이후 삶의 도전과 성장을 개인, 가족, 학교, 지역사회
차원까지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살펴 본 것에 있다.

* 주요어: 학교밖 청소년, 학교 이탈, 삶의 도전과 성장, 근거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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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학교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의하면 학교밖 청소년이란 해당 연령에 학교를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학업을 유예 또는 중단한 청소년 뿐만 아니라 학교 밖으
로 나와 있는 모든 청소년들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전국 학교밖 청소년 수는 2010년 61,910명
에서 2011년 76,589명으로 증가되었다가 2015년 51,906명으로 다소 줄어들었지만, 2008년 이
후 누적된 인원을 추정하면 40만 명에 이르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5). 이러한 학교밖 청
소년들의 학교이탈 요인에 관한 연구는 1990년대부터 시작되어, 개인, 가정, 학교, 또래, 지역
사회요인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박재은, 정슬기, 2011; 성윤숙, 2005). 더불어 이들이 학업
중단 후 겪게 되는 다양한 삶의 경로에 관한 연구로는 학업중단 후 생활실태에 관한연구(윤
철경 외, 2013; 정해숙, 2011)와 이후 예방적 접근과 이들을 다시 정규학교로 복귀시킬 수 있
는 연구(김성현, 이병환, 2012; 오혜영, 지승희, 박현진, 2011; 홍나미, 신문희, 박은혜, 박지현,
2013)가 주를 이루고 있다.

학업중단 이후 학교 밖으로 나온 청소년들은 1~3개월까지는 학교에 가지 않고 미음껏 놀
수 있다는 생각에 해방감을 느끼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답답함, 무
료함, 미래에 대한 불안이 동반된다(윤철경 외, 2013). 또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악화, 무의
미한 생활의 지속과 더불어 학업중단 전부터 가지고 있던 문제행동이 오히려 악화된다고 하
였다(오혜영 외, 2011). 취업 전선에서도 학교밖 청소년들은 근로기준법에 보호받지 못한 채
저임금과 고된 노동의 열악한 상황에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선희, 2014; 이주연, 정제
영, 2015). 이는 장기적으로 진로 탐색의 기회 상실, 노동시장에서의 도태, 성인기 취약계층으
로 전락하는 것과 더불어 사회 경제적 손실로 이어져 손실액이 11조 5,902억원에 이를 것으
로 추정되고 있다(박주형, 정제영, 이주연, 2013).
이같은 사회적 영향과 관심으로 인해 최근 연구에서는 학교이탈에 대한 학교복귀 뿐 아니
라, 사회에서의 적응을 위한 성장과 도전에 관한 연구들도 꾸준하게 제시되고 있다(고현, 차
금안, 2016; 금지헌, 김동심, 정수진, 2016; 황세화, 조성화, 곽정난, 김경전, 현명주, 2015). 학
교밖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과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기도 하고(조규필, 정
경은, 2016), 학교밖에서의 성장에 관한 질적연구들을 통해, 학교밖 청소년들의 생활경험에 대
한 구체적 내용들이 보고되기도 하였다(김영희, 최보영, 2015; 이미원, 유현실, 2013). 실제로
학교밖 청소년들을 위한 적극적 실천들도 교육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등 각 부처들을 중
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이주연, 정제영, 2015; 관계부처합동, 2015). 교육부에서는 학교내 대
안학교 설립을 통해 잠재적 학교이탈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다양한 프로그
램을 학교에 도입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2013; 이주연, 정제영, 2015). 또한 학
교이탈이 높은 학교는 집중 대상학교로 선정하여 예산지원과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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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컨설팅을 받기도 한다(경기도교육청, 2016). 여성가족부에서도 2015년부터 학교밖 청소년
들을 위해 꿈드림센터를 설치하고 학교이탈 후 지역사회 내에서 지속적인 배움과 성장이 지
원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다. 고용노동부와의 연계를 통해서도 학교밖 청소년을 위한 취업
성공 패키지 등 직업과 취업에 관한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다(관계부처합동, 2015). 실제 선
행연구에서도 학교밖 청소년들의 학교이탈 이후 도전과 성장이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 사회적 선입견으로 벗어나 이탈 경험을 긍정적으로 재인식하는 계기가 된다고 말하고
있다(이주연, 정제영, 2015).
그러나 실제 학업중단 청소년의 도전과 성장을 돕기 위한 실질적인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
며(김영희, 허철수, 2012), 학교밖 청소년들이 세상밖에서 시도하는 다양한 도전과 성장에 관
해 세밀하게 말해주는 연구도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학교밖 청소년들의 이탈과 이후 삶의
도전과 성장은 학교 안에서부터 학교 이탈 후까지 이어져 적응 및 위협 요인들을 연속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로, 장기간에 걸친 학교 불만족, 장기결석, 교사와의 갈등 등으
로 학교 재학 시기에 어려움을 느꼈던 요인들이 학업중단 이후의 변화 과정에서도 장애요인
으로 작용했다(변숙영, 이수경, 2011). 그러나 기존연구들에서는 학교밖 청소년들의 삶의 경험
에서 일어나는 도전과 성장을 연속적이고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밖 청소년들이 학교이탈 이후 삶의 경험은 어떠한가 라는 연구
주제를 통해 구체적이고 통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학교밖 청소년이 학교이탈 과정에서
부터 이후 삶에서 경험하는 개인과 환경의 복합적인 상호작용, 심리적 경험을 세밀하게 살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방법은 질적연구 방법인 근거이론 방법을 사용하였다. 질적 연
구 방법은 통계적인 절차나 계량화된 수단 즉, 양적연구 방법으로 이해하기 힘든 현상을 심
도 깊게 이해하고 보이지 않는 현상의 전후 맥락에 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해주는 데
용이하다(Maxwell, 2005). 또한 사회ㆍ문화적 맥락에서 참여자가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과정에
서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반응하는지 밝혀내는 데 널리 사용되고 있다(Schreiber & Stern,
2005). 특히 근거이론 연구 접근은 실체이론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실체이론은 새

로운 지식을 창조하며 실천가들에게 통찰력과 지침을 안내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신경림, 조
명옥, 양진향 2005). 본 연구에서도 근거이론방법을 통해 학교밖 청소년 삶의 다양한 장면에
서의 도전과 성공에 관한 구체적 경험자료를 발견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현장실무자에
게 학교밖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상담 및 정책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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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법
1. 연구 참여자 선정
근거이론에서 참여자 선정은 이론에 적합한 대상자를 인위적으로 표집하는 것이다(Strauss
& Corbin, 1990). 본 연구 참여자는 정규학업 과정을 그만둔 지 3년 이상이 지난 학교밖 청

소년 7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경기도 G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 지원사업에서 상담
및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상자이다. 대상자 표집은 본 기관 상담자 추천 및 참여자 본인의 자
발적 의사를 타진하여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 선정 기준은 첫째, 어떠한 요인으로든 학
교를 이탈할 수 밖에 없었던 경험, 둘째, 지금 현재 정규교육과정 외에서 학업 및 사회 적응과
정을 거치고 있는 대상자들을 기준으로 선별 하였다. 선정된 남녀 분포는 남 4명, 여 3명으로
총 7명이며, 현재 연령은 21∼23세이며 중단 당시 연령은 17∼18세로 표집되었다.
<표 1> 연구 참여자 배경정도
연번 성별

연령

중단
시기

학업중단 사유

1

남

23세

17세

경제적 이유

2

여

23세

17세

또래 관계

3

여

22세

18세

4

남

22세

17세

학교 부적응

5

여

22세

18세

학업흥미 상실

6

남

21세

17세

학교폭력

7

남

21세

18세

가정환경특징

학업중단 이후 적응경로

가정폭력, 경제적

촬영기사로 프리랜서

빈곤

취업성공패키지 이수 중

가정폭력, 경제적
빈곤

복합적

경제적 빈곤

스트레스

학교급식관련회사 근무중
사이버대학 재학중
4년제 대학 편입준비

가정폭력, 경제적

사이버대학 재학중

빈곤

4년제 대학 편입준비

가정폭력, 경제적
빈곤
경제적 빈곤
부 출소후 사망

4년제 대학 합격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교사와의 관계

가정폭력, 빈곤

상업고등학교로 복교 후

학교규칙부적응

부의 알콜중독

패션학원에서 진학준비

2. 연구절차 및 자료수집과 분석 방법
자료 수집은 2015년도 9월부터 12월까지 경기도 G시에 거주하는 7명의 학교중단 청소년들
에게 심층면접을 통하여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반구조화된 면접방법으로 활용하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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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개방적 태도를 유지함으로써 면접 당시 새로운 정보나 작은 아이디어도 놓치지 않으려
하였다. 면접은 2명의 연구자가 직접 진행하였고, 중립성, 자연스러움, 편안한 분위기, 진지함
을 고려하면서 면담을 진행하되, 면담자료는 녹음 즉시 텍스트로 필사하여 원자료로 활용하였
다. 절차는 Strauss & Corbin(1998)이 제시한 표본추출, 메모와 도표, 지속적 비교 등의 분석과
정을 거쳤다. 분석단계에서는 연구자가 일차적으로 자료를 분석한 후 연구의 객관화와 타당성
을 위해 근거이론에 박식한 질적 연구 전문가 1명이 6차례에 걸친 검토 작업을 수행하였다.
3. 연구자의 배경 및 연구의 엄격성
본 연구의 책임연구자는 청소년상담사 1급을 보유하고 학교밖 청소년을 많이 접촉하는 청
소년상담복지센터에 근무한지 10년째 되는 책임자이다. 또한, 본 연구의 공동연구자는 상담심
리전문가로 상담현장과 이론에 대한 이해가 있고, 두 연구자 모두 질적연구 과정을 1년간 지
속적으로 수행해오고 있다.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 확보를 위해 Lincoln과 Guba(1985)가 제
시한 사실적 가치(truth value), 적용성(applicability), 일관성(consistency), 중립성(neutrality)의
4가지 요소를 충족하고자 직접 상담을 진행했던 사례는 제외하는 등 연구자의 객관적 태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였다. 특히, 자료분석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삼각검증1) 방법을 사용하여
2명의 상담자와 2차례에 걸친 회의와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3차례의 점검과 수정, 보완

의 과정을 거쳤다.
4. 연구 윤리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사적이고 민감한 부분의 삶을 다루고 있어 연구 윤리 준수
를 통한 연구 참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노력하였다. 먼저 연구참여자들에게 연구 목적, 비
밀보장, 인터뷰 내용 등을 전달하고 자발적 참여의사를 타진하였다. 이후 참여를 원하는 대상
을 통해 다시 한 번 권유나 회유가 아닌 자발적 참여의사인지 확인하였다. 둘째, 인터뷰시 발
생할 수 있는 정서적 재현으로 인한 부담감과 불편감등 어떠한 이유로든 연구 참여자가 원할
경우 연구에서 탈퇴할 수 있음을 전달하였다. 더불어 인터뷰가 진행되는 동안과 이후 후속
전화를 통해 연구참여자를 민감하게 관찰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중도탈락자나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셋째, 연구 참여자의 비밀보장과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인명과 지명 등은 익
명 또는 숫자로 표기 하였다.

1) 삼각검증: 다수의 관점, 척도, 기법, 시간, 공간, 상황 등을 활용하거나 고려함으로써 질적 연구의 타
당도와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이다(Miles & Huberman,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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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1. 개방코딩(Open coding): 근거자료의 범주화
개방코딩의 결과인 범주화는 표 2와 같다. 이 자료는 연구참여자들로부터 지속적인 질문과
비교를 통해 분석한 결과이다. 결과에서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밝혀진 개념을 명명하고, 유사
한 개념끼리 묶어 좀 더 추상화하여 범주화시킴으로써, 총 151개의 개념, 32개의 하위범주,
12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가. 패러다임에 의한 범주분석 : 축코딩
<표 2> 학교밖 청소년의 학교이탈과정과 삶의 적응에 대한 개념의 범주화: 개방코딩
개념

하위범주

친구들과 접점을 찾기 힘든 어색한 관계

범주

마음 둘 곳 없는

학교에서 어울릴 무리의 부재
또래 내 형성되는 서열화대열에 속하기 힘들었던 은따의 경험

또래관계

초등학교때 시작된 비행
평범한 아이에서 노는 무리를 만나 동질감 형성

무리와의 비행

무리의 연속된 만남과 높아가는 비행의 수위

학교내
계속되는

학교규율보다 내 멋과 무리의 위상이 우선인
학교 규율에 대한 거부감
지각이나 결석이 잦아진

학교규율거부와

방황과

태만

점층되는
부적응

입시가 다가올수록 느껴지는 학업 스트레스
공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학업흥미상실

수업시간 집중이 어려운
선생님께 미움받는 나

부정적자아상

학교와 나는 맞지 않는
해결되지 않는 경제적 어려움

반복되는

돈벌이에 바쁘신 부모님

가난의 굴레

사업실패로 찾아온 가난과 불행

역기능
가족속

재혼가정의 불안정함
분노 및 적대감과 불안과 걱정이 공존하는 가정
가족문제로 지친 좌절감과 무력감
누구도 도울수 없는 가족문제 속 고립감
부끄러운 부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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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의

부정적 가족역동

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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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하위범주

범주

부의 반복되는 술주정과 폭력
부모님의 잦은 부부싸움과 폭력

가족내 반복된

부 폭력의 피해자인 형과 모

외상경험 노출

평상시 괜찮다가 술만 마시면 돌변하는 태도
부모님의 돈벌이로 인해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음
혼자인 게 습관이 된 어두운 어린시절
사업실패로 인한 빈번한 전학과 친구들과의 거리감

돌봄이 부재한
외로운 성장기

애어른의
힘겨운

부모님의 이혼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부담감

일찍 어른이

집안의 생활비를 걱정해야 하는 근심
부모를 대신해 어린동생을 돌보아야 하는 책임

성장기

되야 하는 중압감

가정을 비롯해 모든게 싫고 벗어나고 싶은 마음
반복되는 불안과 긴장으로 피하고 싶음

회피적이고

일상의 감정들이 얽혀져 모든게 싫어짐

단편적인 삶의 태도

관계에 거리두기

혼란스런

작심삼일의 충동적이고 습관적인 패턴

일상속

주위의 조언을 듣지 않음

상실된

교사의 권위체계를 무시하고 행동함

충동적인 행동

삶의조절력

감정이 가는대로 행동함
폭발직전의 감정들
학교보다 집을 걱정하게 되는 급박한 상황
잦아지는 지각과 결석

점층되는

규칙위반으로 인해 서서히 나빠지는 상황

스트레스와 혼란감

숙고할 수 없는 스트레스
교사로부터의 짐승같은 대우
자퇴후 뭐라 생각해도 불안한 심정

학교중단후

막막한 심정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

자유속

학교에서 계획된 과정에서 벗어난 막막함
학교규칙으로부터 해방된 한편의 자유로움
교복입고 다니는 친구들에 대한 부러움과 거리감
우울한 심정으로 사람 만나는 게 싫어짐

엄습해오는

심정의

두려움과 불안

학교중단과
피투된 삶

중단후
자격지심으로

타인의 시선에 예민해짐

위축되는 관계

학교 다니는 또래들과 점점 멀어짐
밤과 낮이 바뀐 생활패턴

중단후 무기력한

가정의 위급한 문제 해결후 누워만 있었던 몇개월

생활 패턴의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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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하위범주

범주

지푸라기라도 잡아보자는 심정으로 다시 일어섬
부에 대한 분노감으로 살아나는 승부욕
뭐든 해보자는 깡

살아나는

잘 살아보고 싶은 마음

삶의 의지

냉혹한 현실로 인한 두려움을 다짐으로 전환
아주 작은 것부터 시도해보는 것에 대한 성공감

살아나는

밤과 낮이 바뀐 생활 패턴 회복을 위한 노력

분투의지

모의 권유로 스케줄을 계획하는 하루일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자신의 생활에 대한 자각과 실천

경계세우기

핸드폰 및 또래와 관계에서의 절제
자퇴 사건후 비행을 행하던 무리와 연락을 단절
무작정 혼자 시작한 공부

학교의빈공간을

무조건 밖에서 나가서 돌아다니기

채우기 위한

중단후 아르바이트와 학원 등록

몸부림

모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시도
가족에 보탬이 되고 싶어 자격증과 아르바이트를 시도 함
가족의 생계를 위해 직업전선에 뛰어듬

가족을 위해
발휘되는 책임감

유통 알바에서 요구되는 체력에 모자란 내 자신의 한계를 경험함
하루종일 서 있고 남들 머리를 감겨주는 것이 싑지 않음
막내라는 이유로 정해진 일 외에 잡일들을 다 하라고 시킴
손님들의 비위를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힘에 겨움

어린 노동자의

학교밖

고단한 사회경험

어린청년의

나 때문에 일하는 다른 사람들도 늦게 퇴근하면서 눈총을 받음

고군분투

행주를 깨끗하게 빠는데 남들보다 시간이 많이 걸림
취업면접 때마다 자퇴한 이유를 설명해 내야 하는 부담감이
있음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졸업장이 없는 것에 대한 뼈져린 후회

사회 편견과 낙인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
학교 스트레스에서 버티지 못한 자신에 대한 아쉬움
제대로 된 계획없이 학교중단한 것에 대한 후회
지난 과거의 겉멋으로 꾸민 자신을 내려놓음

과거에 대한 후회

비행으로 일삼던 관계에 대한 후회

자각과

해보고 싶은 것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해짐

성찰의

부의 죽음으로 메꿔야 하는 빈자리에서 온 위기의식
만만치 않은 사회생활 경험으로 인한 새로운 인생 다짐
충분히 놀았던 지난날에 대해 후회없이 앞만 보고 정진
입시를 위해서만 읽던 책에서 삶에 대한 교훈을 얻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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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과 자신의
처지에 대한 자각

시간

학교밖 청소년의 학교 이탈과 이후 삶의 도전과 성장에 관한 질적연구 : 학교밖 지원사업에 참여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념

하위범주

자퇴전 학교 선생님을 통한 센터 안내 받음

범주

학교밖 지원사업을

외숙모를 통해 알게 된 상담센터

소개받은 경로

자퇴한 친구들을 통해 센터를 소개받음
지속적인 연락이 귀찮은 마음을 돌리게 함
첫날 펑크낸 뒤 다시 상담을 잡아준 것이 기회가 됨

무력한 삶을

문제가 일어날 때 직접 나서서 동행해줌

견인해 준

밤낮이 바뀐 일상을 선생님과 함께 제자리돌리기 시도

꿈의 통로

진로탐색과 취업상담을 통해 찾은 자신만의 꿈
필요한 적기의 지원이 디딤돌이 됨.

지속적인

좌절 상태에서 제공받은 학업과 검정고시의 기회
학교에 버금가는 학교밖 프로그램과 지원

학업지원으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인
학교밖지원체
계와의 조우

일궈내는 공부와

일대일 맞춤 지도를 통한 성공감 경험

성취감

할 일 없던 일상에서 매일 학교밖지원센터를 가게 됨
매일 해야 되는 일이 생김

채워지는 소속감

나를 불러주는 곳이 생김
학교밖 청소년이라는 공통점으로 이해관계가 형성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친밀한 관계가 형성
먼저 다가오는 관계를 통해 마음문을 열게됨

또래와의 진솔한
만남을 통한
소속감과 관계회복

모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편입
가족에 보탬이 되고 싶어 자격증을 시도
힘들어도 웃으며 말하던 모가 힘이 되어줌
분노감을 가지던 부에 대해 이해하는 폭이 생김

가족에 대한 애착

새로운
관계체험을

부의 진심어린 격려가 검정고시 도전의 힘이 됨

통한 치유

동생이 힘이 되어줌
다양한 멘토와 상담자의 만남을 통한 좋은 자극
자신의 꿈을 지지해주는 멘토로 인한 도전

사회에서 만난

진로에 대한 기회를 준 원장선생님

어른들과의

학교밖에서 만난 관계가 삶의 모델링이 되어줌

긍정적인 경험

좌절 상태에서도 의지가 되어준 상담자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배우고 싶은 소망
또래친구들과의 만남과 동아리활동의 즐거움
허세로만 그렸던 막연한 꿈이 체험을 통해 실질적인 진로를
위한 준비가 됨

다시 살아나는
배움과 꿈

학교중단을 자격증 및 학원으로 대체
학원과 아르바이트를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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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성장과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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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하위범주

범주

학교밖 청소년들에 대한 ‘양아치’라는 시각의 변화
학교를 대체할 수 있는 지역사회 자원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
타인의 조언을 듣는 것이 도움이 됨

관점의 변화

남탓하던 마음이 내 모습에 초점을 맞추면서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 생김
의사결정과 행동에서의 자발성과 능동성
경제적 이유로 결정한 대학에 대한 장기적 목표 설정
대학진학과 편입에서의 도전
상담에 의지하던 삶에서 이제 스스로 어려운 부분을 헤쳐나가
보고 싶음
부의 폭력적인 행동을 참지 않고 먼저 독립한 후 모도 독립함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세상속
홀로서기

가족 내 해결하기 버겨운 문제를 지역사회 기관들로부터 도움
받음
상황에 맞게 관계를 조율해 나감
관계에서 먼저 다가가는 자발성
직장에서의 어려움에 대해 상사에게 이야기하며 고민 털어놓음
직장에서 꺼려하는 일을 먼저 알아서 하기도 함

삶에서 익혀가는
지혜

익숙하지 않은 일을 늦게 남아서라도 해내려고 하는 모습에 상
사로부터 인정받음
월급날을 기다리는 기쁨
직장생활에서 업무를 마무리짓는 성취감

사회초년생의

직장에서 누리는 관계의 즐거움

소소한 일상 기쁨

직장에서 직위와 내 자리가 정해진 소속감
여전히 가난해도 여행과 삶의 여유를 즐기는 시간을 가짐
아무리 벌어도 빈곤을 벗어날 수 없는 경제구조 속에 허덕임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하기가 버겨움

열악한
경제구조의장벽

낮은 학력으로 인해 취업기회가 제한됨

삶의 미해결

가족을 힘들게 했던 부가 여전히 미움
부모가 폭력적인 남자친구와의 만남 속에 가족 내 상처가 되살
아남

가족의 상처를

과제

맞닥뜨림

이제 중학교 사춘기가 시작되는 동생에 대한 걱정

패러다임이란 각 범주들 간의 연관성을 드러내어 조직화하는 도식이다. 본 연구에서는 표
2의 내용을 바탕으로 근거자료에 의해 도출된 12개의 범주를 재조합하여 축코딩했다. 그 결

과로 인과적 조건, 중심현상, 맥락적 조건, 중재적 조건, 작용/상호작용, 결과 간의 관련성 및
내용은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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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대상으로
인과적 조건
학교내 계속되는 방황과 점층되는 부적응
마음 둘 곳 없는 또래관계
무리와의 비행
학교교율 거부와 태만
학업흥미 상실
부정적 자아상

맥락적 조건
역기능 가족의 굴레
‧ 반복되는 가난의 굴레

중심현상

‧ 부정적 가족역동
‧ 반복된 외상경험 노출
애어른의힘겨운 성장기
‧ 외로운 성장기
‧어른이되야하는중압감
상실된 삶의 조절력
‧ 회피적, 단편적삶의태도

자포자기 심정의 학교중단과 피투된 삶

중재적 조건

점층되는 스트레스와 혼란감

자각과 성찰의 시간

자유속 엄습해오는 두려움과 불안

‧ 과거에 대한 후회

자격지심으로 위축되는 관계

‧ 현실과 자신의 처지 자각

무력한 생활패턴의 연속

학교밖지원체계와의 조우
‧ 학교밖지원체계 소개경로

‧ 충동적인 행동

‧ 무력한삶을 견인해준 통로
‧ 학업지원으로 인한 성취

작용/상호작용 전략

‧ 채워지는 소속감
새로운관계를 통한 치유

살아나는 분투의 의지

‧ 또래와의 진솔한 만남

‧ 살아나는 삶의 의지

‧ 가족에 대한 애착

‧ 새로운 시작을 위한 경계 세우기

‧ 사회에서만난 긍정적 경험

‧ 학교의 빈공간을 채우기 위한 몸부림
‧ 가족을 위해 발휘되는 책임감
학교밖 어린청년의 고군분투
‧ 가족을 위해 발휘되는 책임감
‧ 어린 노동자의 고단한 사회경험
‧ 사회 편견과 낙인

결 과
어린 청년의 성장과 도전
‧ 다시 살아나는 배움과 꿈
‧ 관점의 변화
‧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세상속 홀로서기
‧ 삶에서 익혀가는 지혜
‧ 사회 초년생의 소소한 일상 기쁨
삶의 미해결과제
‧ 열악한 경제구조의 장벽 ‧ 가족의 상처를 맞닥
뜨림

[그림 1] 이탈과정과 적응에 대한 패러다임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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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과적 조건

인과적 조건은 현상을 일으키거나 발전시키는 사건 또는 우연히 일어난 일들로서 현상의
원인이 되는 일련의 사건을 의미한다(Strauss & Corbin, 1990). 중심현상으로 나타난‘자포자기
심정의 학교중단과 피투된 삶’의 원인인 인과조건은 ‘학교내 계속되는 방황과 점층되는 부적
응’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학교생활에서 친구들과의 접점을 찾기 어렵다거나(참여자 4),
이와 반대로, 무리지은 비행으로 친구의 폭력사건에 연루되어 사고를 치기도 하였다(참여자
6,7). 학업은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영역으로,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은 경제적 어려

움으로 학업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여기거나(참여자 4,5), 기초학습이 부족하고
(참여자 2,3,5), 집안걱정으로 수업시간에 집중하는 것이 어렵기도 하였다(참여자 1). 참여자들

이 학교에서 경험하는 부정적 피드백은 ‘학교로부터의 부정적 자아상’에 영향을 주어 학교에
서 부적응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들이었다.
“그 때 한창 반항하던 시기여서, 몰려다니다가 한 친구를 때리게 되었는데.. 거기에 휩쓸

려가지고 그 애가 (저와) 같은 학교에 못 있겠다 퇴학조치하거나 제발로 나가라고 해서 자퇴
권유 받고 나왔어요.” (참여자 6)

2) 중심현상

중심현상은 인과적 조건으로 인해 무엇이 작용하고 진행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일련의 범
주들간의 관계 작용들에 대한 중심생각이나 사건들을 말한다.(Straus & Corbin, 1990). 참여자
들은 학교의 구속된 틀을 벗어나 학교밖 세상을 자의반, 타의반으로 선택하였지만, 학교를 그
만둔 직후에 불안한 심정이나 무기력한 생활(참여자 2,7), 낮과 밤이 바뀐 생활패턴(참여자
2,5,6,7)들을 경험하였다. 참여자들은 학교중단 후 교복입고 다니는 친구들이 부러워지고, 이전

에 학교에서 맺었던 관계를 정리하게 되었다(참여자 1,2,4,7). 또한, 주변 사람들의 부정적 시
선으로 인해 참여자는 자신을 인생의 패배자라고 느끼기도 하였다(참여자 7).
“일단 미래가 막막했어요..(학교에 있으면) 자동으로 대학교까지 연결되는데 학교를 나오

고 나니까 막막한 거에요. 학교 나오고 뭘해야 되지? 아무생각없이 가도 학교에서는 다 해
줘요” (참여자 4)

3) 맥락적 조건

맥락적 조건이란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사회, 문화적 배경을 의미한다(Strauss &
Corbin, 1990).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은 부모로부터 충분한 돌봄을 받기보다 경제적 어려움과

부모의 취약함으로 인해 오히려 애어른같은 모습으로 힘겨운 성장기를 보내기도 하였다. 참
여자들은 가족 내에서 아무리 애써도 벗어나기 힘든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였으며(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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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5,6,7), 학교, 가정, 또래에서의 복합적 스트레스로 인해 한 번 화가 나면 주변상황을 고

려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행동하기도 하였다(참여자 7). 초기에 말하지 못했던 스트레스는 터
지기 일보 직전까지 다다르며 주위의 조언을 듣지 못하게 하였고(참여자 3), 참여자들은 학업
중단 직후에 분명한 계획 없이 구직활동을 하다가 작심삼일로 끝나기도 하였다(참여자 7).
“솔직히 말해서 (자퇴를) 안하고 싶었는데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부가 형과 모를 폭행하

는 동안)저만 그렇게 할 수는(학교를 다닐 수는), 제가 하고 싶은 것만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가족이 다들 너무 지쳐있어서 이혼절차라든지 지원같은 거 받는 거 알아보는 거라든지, 학
교를 다니면 그게 힘들잖아요.” (참여자 1)

4) 중재적 조건

중재적 조건이란 극복과 대처 전략 선택에 영향을 주는 것들로서 맥락적 조건 보다 광범위
하고 일반적인 것들이다(Strauss & Corbin, 1990). 참여자들이 학교이탈 이후 다시 안정감을
찾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는 자각과 성찰의 시간, 사회로 나아가기 전 발판이 되어주는
중간사회로써의 학교밖 지원체계, 새로운 관계체험을 통한 치유와 지속적 동행이 중재하였다.
참여자들은 학교 스트레스를 버티지 못했던 것에 대한 아쉬움(참여자 3)을 나타냈으며, 허세
와 겉멋으로 치장한 모습을 벗어버리고(참여자 7), 비행으로 일삼된 관계를 반성하기도 하였
다(참여자 6). 참여자들은 학벌사회의 냉혹한 현실 앞에 배움을 지속해야 되는 필요성을 절감
하며 친척이나 친구, 교사를 통해 학교와 사회간 중간사회로써의 학교밖 지원체계를 소개받았
다. 학교밖지원체계를 통해 모이게 된 참여자들은 학교밖 청소년으로서 겪을 수 있는 공통의
경험을 가지고 어디에도 개방하지 못했던 고민들을 털어놓을 수 있게 되었다(참여자 1,2,3,4).
또한, 참여자들은 사회에서 고용주와 피고용주로 헝성되었던 근로관계가 아닌 중간사회에서
의 멘토-멘티관계를 통해 삶의 모델링을 발견하였고(참여자 1,3,6), 생계형 아르바이트에서 꿈
을 찾기 위한 도전으로 변화되었다(참여자 7).
“저희가 친해졌던 이유가.. 친구를 만났다는 게 기뻤던 거 같아요. 동질감이 느껴지고, 학

교밖을 나오면 친구를 사귀기가 어렵잖아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다는 게 기뻤던 것 같아
요”, “소속감. 확실히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정답인 거 같아요.” (참여자 3)

5) 작용/상호작용 전략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현상을 다루고 이를 대처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써 극복과 대처
전략을 의미한다(Strauss & Corbin, 1990). 참여자들은 학교중단 후 무기력한 생활의 반복 속
에서 지푸라기라도 잡아보자는 심정으로 다시 일어서고자 하는 각오를 하게 되었다(참여자
1). 학교 이탈 후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참여자들은 더 이상 청소년이라기보다는 어린 청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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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준비되는 삶을 경험하게 되었다.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에 보탬이 되고자 참여자들은 직업
전선에 뛰어들어 생계를 위한 노력을 하기도 하였고(참여자 2,5), 학교를 중단한 것에 대한
미안함으로 모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자격증을 준비하기도 하였다(참여자 2,4). 하지만, 참여자
들이 어린 청년으로 직업전선에 뛰어든 노동자로서의 삶은 숙련되지 않은 낯선 환경 속에서
체력의 한계를 경험하기도 하였고(참여자 4), 서비스업에서의 어려움에 곤란을 겪기도 하였다
(참여자 3,5). 참여자들은 현실을 맞닥뜨리면서 취업면접 때마다 ‘자퇴생’이라는 꼬리표를 설

명해야 하는 부담감과 학교중단과 졸업의 차이를 뼈저리게 경험하는 등 사회 속에서 고군분
투하였다.
“그 전까지는 막막했지만 지금 당장 보탬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니까 열심히 해서 꼭 성

공을 하고 가족들에게 보탬이 되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소홀했던 학원생활을 정신 차리고서
자격증 같은 것도 따려하고...”(참여자 7)

6) 결과

현상에 대처하거나 그 현상을 다루기 위한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그에 따른 결과를 갖게
되는데, 이 결과들은 항상 예측가능하거나 의도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결과들을 추적하
는 점은 근거이론에서 매우 중요하다(Strauss & Corbin, 1990). 참여자들은 삶의 미해결과제
가 남아있어서 문제가 반복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지만, 대처전략을 통하여 학교 밖에서도
어린청년의 성장과 도전은 계속되었다. 기초가 부족한 참여자들은 검정고시에 몇 번의 불합
격 후에 재도전하기도 하였고(참여자 7), 학원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분주한 생활을 하게
되었다(참여자 6). 참여자들은 학교밖에서의 다양한 활동과 또래와의 만남을 통해 스스로 양
아치라고 생각했던 관점이 변화되었고(참여자 4), 타인의 조언을 통해 도움이 되는 것을 깨닫
게 되었다. 참여자들이 학교밖지원체계를 통해 만난 관계에서의 회복경험들은 소속감을 통해
의존적인 관계에서 주도성이 살아나기 시작했다. 참여자들은 대인관계에서 회피하던 수동적
방식에서 능동적 태도로 바뀔 뿐만 아니라 상대방 입장에서 거슬리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는
유연한 태도로 성장해 나가기도 하였다(참여자 3).
“제 돈으로 버는 것도 좋고, 월급날이 기다려지는 것도 좋고, 제 책상이 있다는 것도 좋

고, 그게 처음에 진짜 좋았어요. 처음에 인수인계 받을 때는 옆자리에 앉아서 계속 쳐다보고
그랬는데 제 책상을 갖게 되고 제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직급을 주잖아요. 그것도 너무
좋고.. 첫 휴가비를 받을 때 너무 좋은 거에요. 막 자랑했던 게 기억에 남아요. 진짜 좋았어
요. 저 자신한테 뿌듯하고” (참여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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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정분석
과정분석이란 한 가지 중심현상과 관련되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발전하는 작용/상호작용
의 순차적인 진행이다(Strauss& Cobin,1998).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이 시간흐름에 따른 작용
상호작용의 과정은 ‘존재의 혼란기’ 로부터 시작하여 ‘고군분투 저항기’, ‘새로운 존재와의 조
우기’, ‘자각과 성찰을 통한 회복기’, ‘삶의 재구성 및 성장기’로 그림 2와 같다.

[그림 2] 학교밖 청소년의 이탈과 이후 도전과 성장과정 단계

1) 존재의 혼란기

연구 참여자들이 자포자기 심정으로 학교이탈 직후 경험한 첫 번째 과정은 다음과 같이 분
석되었다. 참여자들이 공통적으로 보고한 경험은 자유로운 일상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잠만 자는 무기력함, 밤낮이 뒤바뀌거나 제어되지 않는 생활패턴이었다. 이 때 참여자들이 느
끼는 감정은 학교가 주는 답답함과 스트레스에 벗어난 자유로운 해방감을 느끼는 동시에, 미
래에 대한 막막함과 두려움, 불안, 위축감이 보고되었다. 이는 학교에서의 제한된 규칙은 벗
어났지만 또래관계의 위축, 정체성의 혼돈, 학교가 채워주던 과정의 대체 불가 등으로 인해,
혼란스런 감정을 경험하게 되어‘존재의 혼란기’로 명명하였다.
2) 고군분투 저항기

존재의 혼란기 이후 참여자들이 두 번째로 거치게 되는 과정은 학교 밖으로 나와 힘겨운
상황에 분투하고 의지를 다져가는 시기로 ‘고군 분투 저항기’로 명명하였다. 학교 밖을 나온
후에도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족구조 등으로 인해 어린 나이에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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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로 나가야 했다.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을 살펴보면, 세상 속에서 받는 학교밖 청소년의 편
견과 부정적 시선, 학력 부족으로 인해 제대로 된 일자리와 임금을 받지 못하는 열악한 상황
들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경험과 현실 속에서도 참여자들은 무기력함을 세우기 위한 몸부림
이 있었으며, 가족 속에서의 분노를 분투의 에너지로 변화시키고 사회의 부당한 대우를 고군
분투하며 저항하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3) 새로운 존재와의 조우기

본 연구 참여자들이 세 번째로 거치게 되는 핵심적인 과정은 학교 밖 세상에서 새롭게 만
나게 되는 존재와 이를 통해 새로운 만남의 장이 이루어지는 시기로 분석되었다. 이를 ‘새로
운 존재와의 조우기’로 명명하였다.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학교밖지원체계를 소개 받아 상담
및 집단 프로그램, 학업 지속을 위한 학원 연계와 검정고시 준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멘토와의 연결 등 구체적인 지원이 이루어졌다. 또한 초기의 무력한 일상을 견인해주고 디딤
돌이 되어준 상담자, 소속감을 공유하는 또래와의 조우가 일어났다. 이 시기는 학교 안에서
누리지 못했던 새로운 유대와 관계의 회복, 원가정에서 충족되지 못한 돌봄과 애착관계로 자
신만의 꿈을 만들어가는 단계로 해석하였다.
4) 자각과 성찰을 통한 회복기

본 연구 참여자들이 네 번째로 거치게 되는 과정은 현실 및 자신에 대한 자각과 과거에 대
한 성찰, 가족과 자신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일어나며 새로운 도전과 인내가 회복되는 시기
로‘자각과 성찰을 통한 회복기’로 명명하였다.
참여자들은 앞의 3단계를 거치면서 성취감, 관계에서의 친밀감과 신뢰로 심리적 안정이 회
복되면서 과거를 성찰하는 힘, 현실을 직시하는 용기, 가족과 자신에 대해 새롭게 이해하는
시기로 분석되었다. 또한 이를 통해 무너진 조절력이 회복되고 삶에서 어려움을 인내하고 미
래를 위해 일과 학업에 다시금 도전하게 하는 새로운 에너지로 작용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
었다.
5) 삶의 재구성 및 성장기

본 연구 참여자들이 마지막으로 거치는 과정은‘삶의 재구성 및 성장기’로 명명 하였다. 본
연구 참여자들은 중단된 학업을 검정고시를 통해 다시금 채워갔으며, 일부 참여자들은 대학
까지 도전하여 다니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연구참여자들은 획일화
된 입시구조 속의 대학진입이 아닌 사회 속에서 부딪친 경험과 필요를 통해 자발적인 진학이
이루어졌다. 또한, 학교밖 에서도 자신의 삶을 성공적으로 가꾸어 갈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사
회에서 진취적인 꿈과 도전을 이루어갔다. 학교 밖에서도 청소년들의 성장은 계속되며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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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생에 대한 기대와 희망으로 채워가는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들을 보여 주었다.
2. 핵심범주: 학교밖 청소년의 성찰과 동행을 통한 삶의 적응
핵심범주는 자료에서 나타난 모든 범주들을 연결해주는 중핵적인 통합범주이며, 축 코딩의
결과로 나타난 모형을 바탕으로 보다 더 추상적인 수준에서 다른 모든 범주들의 중심현상을
축약적으로 나타낸 것이다(Strauss & Corbin, 1990). 본 연구의 핵심범주는 ‘학교밖 청소년의
성찰과 동행을 통한 삶의 적응’이라고 축약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다뤄진 참여자들은 또래
관계나 학교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해 자의반, 타의반으로 학교밖에 피투된 존재들이었다. 경제
적 어려움과 부모의 미성숙함으로 인한 가정의 불안정함은 참여자들이 학교에서 겪는 스트레
스에 더해져서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을 넘어 숙고없이 학교를 그만두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
었다.

참여자들의 익숙하지 않은 고된 노동과 미래를 꿈꾸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버텨가는

삶은 막연하게 어떻게든 살아질 것이라고 여겼던 삶의 무게감을 맞닥뜨리며 밑바닥의 절망감
을 더해갔다. 하지만, 만만치 않은 사회생활의 경험과 갑작스런 부의 죽음과 같은 현실에서의
위기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삶에 대한 절박함을 깨닫게 되는 동기가 되었다.
절박함은 수동적이고 가만히 머물렀던 삶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 참여자들에게 지
나온 시간을 회고하며 그동안 회피했던 자신에 대한 자각을 통해 깊이 성찰해보는 시간을 갖
게 하였다. 또한, 절박함은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인정하며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 간
절함으로 이어지고, 삶의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하나 다시 시도해 보는 노력으로 이어졌다.
참여자들이 사회에 피투된 불안정감은 학교와 사회의 중간사회에서 만나는 또다른 관계 속
에 안정감을 찾아갔다. 학교의 여러 무리 속에 가려진 존재로 살았던 참여자들은 학교밖지원
체계라는 중간사회에서 훈육 대신 기다림과 두드러진 주목을 받게 되었다. 중간사회의 안정
된 울타리 속에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또래와의 진솔한 만남은 관계를 회복하며 청소년
의 발달과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동기가 되었다. 중간사회에서 멘토로 만난 사람들의 직
업세계를 경험하는 참여자들은 이전에 홀로 분투하며 포기할 수 밖에 없던 상황에서 지속적
으로 함께 하는 동행관계의 독려 속에서 버텨내고 지속해나가게 되었다. 지지적인 또래, 멘토
와 동행하는 삶은 관계의 갈등을 풀어나갈 수 있는 유연성을 기르고, 회피했던 어려움들과
스트레스에 맞서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기 시작했다. 자신에 대한 깊은 성찰과 지지
적인 동행관계는 참여자들에게 역기능 가족의 문제를 답습하지 않고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
인 태도를 보이며 다른 가족구성원들을 변화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였다. 고립되었
던 가족문제는 지역사회 기관들의 도움으로 연결되어 참여자들의 삶의 무게를 덜어주기도 하
고, 다른 가족 구성원들의 지지체계를 다시 구축하여 서로 힘이 되기도 하였다. 월급받는 기
쁨과 직장인으로서의 소소한 성공감은 무기력하던 참여자들의 삶에 활력이 되어 여전히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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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가족의 문제와 열악한 환경에 맞서서 포기하지 않고 적응하는 힘이 되었다. 참여자들에
게 크게 변하지 않은 환경 속에서 삶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신에 대한 깊
은 성찰과 중간사회에서 함께 해 주는 또래와 멘토의 지지적인 동행인 것이다.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이탈과 이후 삶의 도전과 성장과정을 질적연구 방법인 근
거이론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았다. 총 151개의 개념과 32개의 하위범주, 12개의 범주들이 도
출되었고, 도출된 범주는 패러다임 분석, 과정분석, 핵심범주 분석의 과정을 거쳤다. 학교밖
청소년들이 학교이탈과 학교밖에서의 삶의 도전과 성장과정에서 드러나는 연구결과는 개인,
가족, 지역사회 차원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및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과정에서 학교 이탈과 이후 삶의 도전과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인 차원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학교에서의 계속되는 부적응과 부정적 자아상, 가족내 갈등
과 가족 기능의 상실로 인한 힘겨운 성장기는 참여자들의 스트레스와 심리적 혼란감을 가중
시키며 삶에서의 조절력을 상실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삶의 조절력 상실은 학교안
밖에서 자포자기 하며 무력한 삶을 견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학업중
단을 촉발하는 개인요인으로 잘못된 생활양식, 자기통제력 부족, 충동조절능력과 스트레스 대
처 미숙, 미래에 대한 낮은 기대수준(강석영, 양은주, 이자영, 2009; 김민, 2001; 문은식, 2006;
Hammond, Smink & Drew, 2007)이라는 결과를 뒷받침 하고 있다. 더불어 학교이탈 후 청소

년들이 느끼는 무력감, 무의미한 생활의 지속 등과 같은 학업중단 전부터 가지고 있던 문제
행동이 오히려 악화된다(성윤숙, 2005; 오혜영 외, 2011)는 연구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학교 안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도 지속되는 학교밖 청소년들의 특성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본 연구 결과에서 주목할 부분은 이들이 다양한 경로로 학교밖
지원체계와의 조우, 또래와의 소속감 형성을 통해 과거와 자신을 성찰하고 현실에 대한 자각
이 살아나며 삶에서의 조절력이 회복되는 변화가 분석되었다. 이는 이미원, 유현실(2013), 김
영희, 최보영(2015)의 연구에서 학교밖 청소년들이 학교밖 사회에서 새롭게 적응하고 학업을
계속하는 성장을 이야기한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이는 본 연구의 중요한 의의로 적절한 지
원이 이루어질 경우 학교밖에서도 도전과 성장이 지속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현재 학
교밖 청소년지원센터는 학교밖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2015년 5
월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통과와 함께 전국적으로 200여개소가 운영되고 있다(여
성가족부, 2016). 그러나 예산부족과 정책적인 문제로 일부 관련 전문가들이 계약직으로 이루
어져 지속적인 상담 및 프로그램 제공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학교밖 청소년들의 도전과
성장 요인인 자각과 성찰이 일어나려면 상담자의 전문성과 안정적이고 꾸준한 지지와 돌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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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인력채용의 기준상 전문적인 상담자를
채용하는 데 한계점이 있다. 또한, 계약직의 특성상 계약만료로 인해 상담자가 변경되거나 중
단되면 그 피해를 고스란히 학교밖 청소년이 감당해야 하며 초기비용이 낭비되는 사태까지
초래될 수 있다. 이는 백혜정, 송미경, 신정민(2015)연구에서 학교밖지원센터가 아직 초기단계
로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과 일치한다.
둘째, 가정과 학교차원에서 드러나는 요인을 살펴보면 가족구조와 반복된 트라우마, 성장기
의 외로움과 어려움들이 학교 안에서도 부적응과 비행으로 이어지며 자포자기 심정으로 학교
밖으로 내몰리는 위협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들에서 주장되고 있는 학교 밖 청소
년의 가족구조 및 의사소통 문제, 가족의 갈등과 기능 결함, 빈곤문제(김지현, 2001; 민하영,
1991; 이기학, 1997; 이회란, 2007; 조혜미, 2005)가 혼재되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학교밖을 나와서도 빈곤과 가족구조로 인해 취업전선으로 내몰려 사회에서 고군분투
하는 상황을 만들어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밖 청소년의 주요한 보호요인으로 가족
의 지지와 자원이 주요변인(오혜영 외, 2011; 조규필 외, 2011)으로 밝혀진 연구들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이에 잠재적 학교밖 청소년들에 대한 조기개입과 발굴을 위해서 개인의 특성과
가족의 특성, 학교에서의 특성을 연동적으로 파악하고, 각 체계별 개입과 연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가정 내 빈곤문제는 오랜기간동안 복지서비스 체계로 연결되고 있지만, 청소
년들의 심리적 고통과 삶에 통합되지 못하고 있다. 일방적인 복지서비스는 성장기 청소년에
게 수치감과 무력감을 조장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더불어 학교밖 청소년 가족의 돌봄과 지
지 기능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연결기관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학교에서
는 잠재적 학교밖 청소년을 학업중단 숙려상담2)을 통해 다시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조력
하거나 자퇴결정시 학교밖 지원체계로 연결시키도록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잠재적 학교밖
청소년이 지니는 무기력감이나 현실에서의 경제적 어려움이 학교밖지원체계로 즉각적으로 연
결되지 못하고 지연되게 만든다. 따라서, 학업중단숙려 상담이 잠재적 학교밖 청소년들의 초
기 환경 에서부터 연계되어 일련의 연속적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셋째, 학교밖 청소년들의 적응과정에 중요한 지역사회 요인으로는 중간사회로서의 학교밖
지원체계와, 체계 내의 다양한 전문가 및 또래와의 만남, 실질적인 프로그램 등으로 나타났
2) 학업중단숙려상담 : 학업중단 숙려제는 학업중단 징후 또는 의사를 밝힌 고등학생 및 학부모에게
Wee센터(Wee클래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의 외부 전문상담을 받으며 2주 이상 숙려하는 기간을
갖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는 학업중단청소년들이 학교와 가정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하고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한 채 문제아로 방치되어 파국을 맞게 될 가능성이 있고, 학교를 그만두고 싶어하는
청소년들은 학업중단 이후의 삶에 대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신중한 고민 없이 학업을 중단하는
사례가 있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학업중단을 신중하게 생각해 보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박현진, 양혜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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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교와 또래가 사라진 빈 공간을 학교밖 지원체계의 프로그램과 지원으로 메우고, 학교밖
에서의 낙인과 미래에 대한 불안을 상담자의 지지, 지원체계의 실질적인 물적 인적지원으로
안정되어 가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발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역기능
가정 및 환경과 자원이 열악한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신을 돌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갈 역량의 부족함으로 적절한 자원이 필요하다는 것(김선아, 2010; 성윤숙, 2005)을 뒷받침 해
주는 결과이다. 더불어 또래, 멘토와의 동행은 학교밖 청소년이 자각과 성찰이 일어나는 핵심
적인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또래, 다양한 멘토와의 만남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 실제 허효인, 김한별(2015)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공동체 일원으로 능동적, 주체적 참여를 격려하는 공간, 인격적 만남과 친교가
있는 공간에서 주도성과 자아정체감이 살아난다고 하였다. 또한 다양한 문화체험, 자활과 진
로활동, 직업체험과 같은 프로그램과 복지제공도 학교밖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심리 내적 변
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능동적인 체험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처럼 학교밖 지원체
계는 학교밖 청소년들의 중간사회이자 사회 자본으로 심리적 안정과 정체성 확립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더불어 취업전선에서도 부당한 근로조건에서 학교밖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자문
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으로 발전되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결과는 본 연구 참여자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좌절을 극복하고 어린 청년으로 세상에서 새로운 도약과 성장을 계속하게 된다는 것이다. 지
금까지의 연구들은 학교밖 청소년들의 학교복귀를 위한 제언들이 주를 이루었지만 본 연구에
서는 학교복귀를 넘어 초기 성인으로 새로운 대학에 진학하고 사회 초년생으로 월급의 기쁨
을 누리는 도전과 성장 과정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는 긍정적 개입과 더불어 보호요인이 있
을 경우 학교 밖에서도 계속적이고 긍정적인 성장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이에 학교밖 청소년들이 단순히 학업을 복귀하고 비행과 범죄를 방지한다는 측면이 아니
라 이들이 학교 밖에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지지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
다. 무엇보다 지역사회의 학교밖 청소년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편견의 벽이 허물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
는 학교밖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학교 이탈과 이후 삶의 도전과 성장 과정을 통합적으로 살펴
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학교밖 청소년의 학교 이탈과 삶의 도전과 성장에 영향을 주
는 요인들을 질적분석 결과를 통해 개인차원 뿐만 아니라 가정, 학교, 지역사회 차원까지 세
밀하고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것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그러나 참여자로 경기도
G시의 학교밖 청소년들 중 학교밖지원사업에 참여한 대상으로 연구하여 전체 학교밖 청소년

의 도전과 성장에 관한 연구로 일반화시키는 데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다양
한 지역 및 유형의 청소년을 통합적으로 살펴보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

- 94 -

학교밖 청소년의 학교 이탈과 이후 삶의 도전과 성장에 관한 질적연구 : 학교밖 지원사업에 참여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에서 확인된 보호요인과 위협요인들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추가적인 연
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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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Qualitative Study About The After School Separation
of Out-Of-School Youths and Their Challenge and
Growth of Life : Focusing on The Youths Who Particip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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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Yeon Myung

Jin-Ok Cho

SungKyunKwan University
This study was explored an integrated look about the out-of-school youths from the school
separation to the challenge and growth of life after their school separation and was analyzed by
using a grounded theory approach(Strauss & Corbin, 1998). As study participants, a total of 7 out-ofschool youths who had spent more than three year since dropping out of a regular high school
were selected.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categorization resulted in 151
concepts, 32 subcategories and 12 categories. Core phenomena were school dropout of feelings of
self-abandonment and thrown life. The causal conditions were their continual wandering and
increasing maladjustment in the school. The contextual conditions were scar in the dysfunctional
family, bands of poverty, hard growth of grownup baby, and lost control power of life. As
intervention conditions, time of awareness and Reflection, encountered support system out of school
as to hold to make a new leap forward, and healing from new relationship experience were
presented. The action/interaction strategies were will of a struggle recovery, and fight unsupported
struggle of young man out of school. The consequences were challenge and growth of youth and
remaining unsolved problem of life. Second, The results of processing analysis consisted of 5 stages;
confusion stage of existence, resistance stage of unsupported fight, encounter stage with ‘new’ being,
recovery stage of awareness and reflection, reconstruction of life and stages of growth. Lastly, The
core category was the adaptation of life through the reflection and accompany for out-of-school
youths.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o specifically and precisely examined the challenge and
growth in life and after seperation school out-of-school youths to experience personal, family, school,
and community level.
Key word: out-of-school youths, school seperation, growth and challenge of life, ground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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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청소년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자살위험성 및
자살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 프로그램 개발은 김창
대 등(2011)이 제안한 기획단계, 구성단계, 실시 및 평가단계의 절차모형을 적용하였다.
프로그램은 학교현장을 기반으로 수행하도록45분씩 실시되는 2회기의 내용으로 구성되
었고, 프로그램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보조도구로서 학생용 워크북이 보조적
으로 활용되도록 하였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청소년 자살 및 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징, 자
살에 대한 인지적·사회적·정서적·행동적 징후와 대처방법, 자살관련 동영상, 소감나누기
로 구성되었다.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은 부산시에 소재한 중·고등학교 3개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94명(남 31명, 여 63명)을 실험집단으로, 동일 학교 및 학년에 재학 중인 청
소년 113명(남 31명, 여 87명)을 통제집단으로 구성하여 이루어졌다. 효과측정은 프로그
램 사전-사후의 자살위험성 및 자살태도에 대한 독립표본 및 대응표본t-검증을 통해 이
루어졌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프로그램은 청소년의 자살위험성의 하위영역 가
운데 부정적 자기평가, 절망감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 둘째, 본 프로
그램은 청소년의 자살태도 하위 영역가운데 허용 가능한 자살, 예측 가능한 자살, 예방가
능한 자살에 대한 태도에서 유의미한 변화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결과를 중심
으로 연구의 함의점과 제한점을 논의하였다.
* 주요어: 청소년 자살예방, 자살위험성, 자살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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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리나라에서 청소년 자살은 최근 10여 년간 지속적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
다. 2013년 국가통계포털(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KOSIS)이 밝힌 바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10세에서 24세의 청소년 사망원인 1순위는 지속적으로 자살로 인한
것이며, 2013년 한 해 동안 전국 중․고등학생의 36.9%(3,513명)가 최근 1년간 자살에 대해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았거나 자살시도를 해 본적이 있다고 응답하여
(국가통계포털, 2015), 청
소년 자살이 얼마나 심각한 정도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
자살(suicide)은 일반적으로 사망하려는 의도 또는 기대를 가지고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
도록 하는 자기 스스로에게서 비롯된 모든 능동적
․수동적 자해행동으로 정의된다(De Leo,
Burgis, Bertolote, Kerkhof, Bille-Brahe, 2004). 한편, 다양한 연령들 가운데서 특히 청소년의
자살이 더욱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이유는
, 본인의 문제에 대한 어떠한 해결도 하지 못한
채 가족을 비롯한 주변인들에게 지대한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 개인에게 주어진 삶의 여정
에 대한 모든 권리와 즐거움을 미리 포기해 버리기 때문이다
.
이와 같은 청소년 자살문제의 심각성으로 인하여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 자살을 예방
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전개되고 있다
. 일례로 2015년 교육부 장관이 주재한 2015년 제
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학생자살 예방대책으로‘SNS 자살징후 알림서비스’ 추진을 논의한
바 있다. 이는 자살관련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부모들로 하여금 자녀가 자살에 관해 언급
할 경우 바로 알리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연간 학생 자살자를 두 자릿수로 줄이고
자하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이 외에도 정부는 투신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와 아파트 등 공동주택 옥상에 안전장치
를 설치하는 규정을 마련하기도 하였다(연합뉴스, 2015). 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 이루어진
대규모의 자살예방 교육들도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오고 있다. 교육당국에서는 중심으로2007
년부터 각 학교에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하였으며
, 자살예방 및 생명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2011.03.30)을 제정하여 시행령에 자살예방 상담교육 기관으로
초․증등학교 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실시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이종익, 오승근, 2014).
이 밖에도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자살예방센터
, 여
성가족부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교육부의 Wee센터 또한 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한 다양한 노
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청소년들에게 실제 적용하기 위한 예방프로그램들
도 개발되어 적용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2006년부터 개발되어 보급되었던 학급단위의 생
명존중프로그램(삼성사회정신건강연구소․한국생명의전화, 2008), 청소년 자살예방 프로그램
‘높이 날아올라 새롭게’(지승희, 김명식, 오승근, 김은영, 이상석, 2008), 자살 고위험군을 대상
으로 한 청소년 소집단 프로그램(박현숙, 2008), 중학생을 대상으로 또래를 활용한 자살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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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킴이 프로그램(손정남, 2011), 학교부적응 청소년을 위한 생명존중 의식 향상을 위한 프로
그램(심민정, 2007) 등이 있다.
이처럼 정부와 민간의 다각적인 연구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자살생각과 실제 자살
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이와 관련하여 김기헌, 오병돈과 이경숙(2013)은
전국 청소년 자살예방전문 기관들에서 시행중인 자살예방 교육 및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평
가결과를 분석한 결과 평균 34.1%만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는 다양
한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실제 청소년들에게 실효성 높게 적용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자살관련 프로그램들을 살펴보면 자살을 명시적으로 다루는 프로그램
들이 자살 재발과 사후조치에 도움을 주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사실이지만
, 이 가운데 다수
의 프로그램들은 자살과 관련된 개인적인 경험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자살관련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일반 청소년들에게는 접근성이 먼 것이 사실이다
. 그리고 일반 학
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학급단위의 자살예방교육은 사회적으로‘자살’이라는 용어
가 금기시 되는 사회적 풍토로 인해 자살에 대한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보
다는 보편적인 생명존중과 관련된 문화조성에 관해 다루고 있는 비중이 더욱 높아 보인다
(이
종익, 오승근, 2014). 이로 인해 자살 잠재군을 포함한 일반 청소년이 자살생각을 충동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려고 할 때 이를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실효성 높은 프로그램은 부족한 실정이다
.
청소년은 발달적 특성상 성인에 비해 자살생각을 충동적으로 행동으로 옮기기 쉽다
. 실제
로 유명인의 자살 사고 보도 이후 2개월 안에 평균 약 600명이 추가 자살을 했다는 보도가
있는데(보건복지가족부, 2014), 이는 충동성으로 인해 모방자살을 시도하는 베르테르 효과의
위험성이 얼마나 큰 지를 보여주는 예시라고 할 수 있다
. 또한 김기헌 등(2013)은 청소년 전
문기관 의견조사를 통하여 자살예방 종합대책 10대 과제 중 청소년 자살예방정책에서 개인․
사회적 대응 역량강화가 22.6%로 1순위임을 밝혔는데 이러한 결과들은 모두 고위험 청소년뿐
만 아니라 일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보다 직접적인 자살예방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해 주
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살 고위기청소년이 아닌 일반청소년을 대상
으로 한 보편적 자살예방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 효과성을 검증함으로써 청소년 자살예방
에 관한 현장의 수요에 부응하고자 한다
.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자살예방 프로그램의 구성내용은 어떠한가?
둘째, 청소년 자살예방 프로그램은 청소년의 자살위험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셋째, 청소년 자살예방 프로그램은 청소년의 자살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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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 배경
1. 청소년 자살의 개념 및 특징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자살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자해 행위’라고 하였고, 여
기서 자해 행위란 ‘어느 정도의 자살 의도를 가지고 자신에게 가한 상해
’라고 하였다. 우리나
라 통계청에서는 ‘고의적 자해(자살)’ 이라는 명칭으로 자살을 사망원인의 하나로 분류하고
있으며‘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 행위자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
을 끊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통계청, 2015). 이 외 국내 학자들의 견해를 좀 더 살펴보면,
이홍식(2008)은 자살을 ‘자신을 죽이려는 의도에 대한 명시적 또는 암시적 증거가 있으며 자기
자신에 의한 상해, 음독, 질식 등으로 인한 사망’ 또는 ‘희생자가 그 행동의 결과를 알면서도
스스로 행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행동의 직
-간접적 결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죽음’ 등으로 정
의된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많은 학자들은 자살을 ‘자살 의도’를 주요한 개념으로 보고 ‘자살
로 인한 치명적 결과를 예상하고, 이러한 결과를 얻으려는 의도’가 포함된 자발적 상해 행동을
‘자살 시도’로 정의하며, 자살 의도를 지니지 않은 ‘자해’와 구분하여 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Bryan & Rudd, 2006; Rudd, Joiner, & Rajab, 2001; Silverman, Berman, Sandal, O'Carroll,
Joiner, 2007).
그런데 자살 행동의 목적이나 동기를 고려해볼 때 모든 자살 시도가 반드시 자신의 목숨을
끊기 위한 것은 아니다(임영식, 오세진, 1999). 특히 청소년의 경우에는 스트레스나 어려움을
피하려는 충동적 욕구 혹은 자신에게 부당하게 대했다고 생각하는 가족이나 친구들에 대한
보복이 주요 동기로 작용할 수 있다(Glaser, 1981). 그동안 많은 연구자, 임상가, 교육자들이
자살 행동의 다양한 현상적 측면을 고려하여 자살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 청소년의
자살 행동을‘아동에서 성인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작용하는 생물학적
, 심리적, 사회적 및 문
화적 힘의 상호작용에서 일어나는 어려움의 결과’로 이해하고 있다(Garbarino, 1985). 이와 같
이 청소년의 자살 행동은 자살하려는 의도나 의지를 강조하기보다는 청소년에게 가해진 영향
요인들의 상호작용 과정의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 청소년 자살에 관한 선행연구를 근
거로 청소년 자살의 특징을 살펴보면 아래의 여섯 가지 정도로 요약된다.
첫째, 청소년기는 급격한 생물학적 변화와 함께 강렬한 정서를 경험하는 시기로 강렬한 슬
픔과 분노, 흥분, 우울감을 단시간 내에 보이며 혼란스럽고 쉽게 상처받는 특징을 보인다
(Schave & Schave, 1989). 이길홍(1989)도 청소년기는 매우 불안정한 시기로 사소한 자극이나
자기갈등에 대해 극단적이고 충동적인 대처방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살의 특징이 청소년
기의 심리적 특징인 충동성과 관련된다고 보았다. 이와 같이 청소년의 자살은 최종목표로서
선택되는 것이 아니며(고재홍, 윤경란, 2007; 지승희, 김명식, 오승근, 김은영, 이상석,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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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에 대한 의지의 완전한 포기를 의미하는 것 또한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김성희, 2010). 오히려
청소년의 자살시도는 현재 겪고 있는 괴로움과 고통을 극단적인 방법으로 호소하고 도움을 요
청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Mann, Apter, Bertolote, & Beautrais, 2005; Williams, 2001).
둘째, 청소년기는 생애주기 중 가장 에너지가 넘치는 시기이며 신체
, 인지, 사회적으로 가
장 많은 변화가 동반되는 시기로, 인생의 다른 어떤 시기보다 자살과 같은 위험행동을 충동
적으로 저지르는 경향이 있다(박병금, 2006; O'Donnell, Farmer, & Catalan, 1996). 또한 청소
년기는 성취해야할 과업은 많은데 비해 인지적으로 덜 성숙하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함으로 한
순간의 우울한 기분에 의해 충동적으로 자살을 시도할 위험이 높다는 것이다
(고재홍, 윤경란,
2007).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결과들을 보면, 자살을 시도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다수가 사전 계획 없이 자살시도를 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고
(Brent et al., 1994; Dean &
Range, 1999), 실제 청소년 자살의 약 50%가 충동적 자살로 분류된다고 하였다(O'Donnell,
Farmer, & Catalan, 1996). 이러한 충동성으로 인해 자살 시도가 자살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
가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 청소년 집단에서의 자살시도자 수와 자살자 비율은 약100
대 1 정도로 보고된다(King, Schwab-Stone, & Flisher, 2001; 육성필, 2002에서 재인용).
셋째, 성인기로 갈수록 자살사망률이 높아지지만 실제 자살 행동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기
는 청소년기로(고두흔, 2008; 신민섭, 1992), 청소년의 자살은 청소년기의 독특한 발달적 특성
인 가상적 청중(imagery audience)에 의한 자기-자각(self-awareness) 증가와 관련이 있다.
Elkind(1984)는 Piaget의 인지발달론을 중심으로 청소년의 자아중심성이 가상적 청중
(imaginary audience)과 개인적 우화(personal fable)의 두 가지 현상으로 표현된다고 보았다.
Elkind에 의하면 가상적 청중은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신의 외모, 생각, 감정, 행동에 몰두하
는 것처럼, 타인들도 본인의 외모, 생각, 감정, 행동에 관심을 집중할 것이라는 신념을 의미한
다. 자신이 타인의 주의의 초점이 된다는 신념이 자기-자각을 고양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자신
이 타인에게 어떻게 보이는가에 집착하게 되어 수치심을 느끼는 데 대한 두려움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넷째, 개인적 우화와 같은 청소년기의 독특한 사생관을 들 수 있다
. 청소년기에는 개인적
우화와 같은 자아중심성이 증가되면서
, 자신은 자살을 시도하여도 죽지 않을 것이라는 불가
침성(invulnerability)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오승근, 2006). 또한 죽음을 비현실적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 환타지를 가질 수 있다
(Allen, 1987). 특히 인터넷의 확산
과 환타지 게임, 환타지 소설의 범람 등의 영향은 죽음에 대한 환상을 강화한다
. 이와 같은
특성들은 청소년들이 현실세계에서 압력이나 위기를 느낄 때 죽음을 일종의 도피수단으로 받
아들이기 쉽게 하며 자살 행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존성을 강화한다
(배주미, 양윤란, 김
은영, 2009).
다섯째, 청소년의 자살 행동은 성인과 달리 우울 및 조현병 등과 같은 정신질환보다는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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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스에 대한 극단적 대처반응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이경진, 조성호, 2004; Shneidman, 1987).
Glaser(1981)의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자살사망자에게 우울증이 관여된 경우는10% 미만이며,
충동적 욕구, 남을 조종하려는 의도, 자신에게 부당하게 대했다고 생각되는 가족이나 친구들
에 대한 보복 등이 자살의 중요한 결정 요인으로 보고되었다
. 따라서 정신질환과 상관없이
평소 잘 기능하던 청소에게도 갑작스러운 성적 하락, 대인관계 갈등이나 상실이 자살의 촉발
요인이 될 수 있다(오승근, 2006; Gould, Fisher, Parides, Flory, Shaffer, 1996).
여섯째, 다른 연령층에 비해 자신의 내적 동기보다 외적 요인에 영향을 받기 쉬워 모방자
살이나 동반자살을 감행하는 경우가 성인들보다 더 많다는 것이다
(오승근, 2006). 청소년기에
는 자아가 발달하면서 가족의 가치관과는 다른 독립적인 가치체계를 구축하게 되는데 이러한
가치체계의 형성과정에는 환경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이 요구된다
(이현림, 천미숙, 2003). 그
러나 청소년기는 성인과 달리 스스로 환경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상호작용 능력의 미발달로
어느 시기보다 외부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김미경, 2014). 이러한 특징은 청소년으로 하
여금 외부 요인의 영향에 취약하도록 이끄는데 청소년들은 존경하는 인사나 주변인의 자살에
쉽게 영향 받으며(Leenaars et al., 2001), 평소 유대관계가 깊었던 또래와 동반자살을 시도하
는 경향을 보인다(남민, 1997).

2. 국내외 청소년 자살예방 프로그램
자살은 다양한 상황과 원인들에 의해 일어나는 중첩적 현상이므로
(Maris, 2002), 자살을 예
방하기 위한 방법 역시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측면이 요구된다
. 이 때문에 흔히 자살예방교육
은 1차예방, 2차예방, 3차예방으로 나누고 개인, 사회, 관계자들이 모두 자살예방에 참여하는
종합적인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Maltsberger, 1991).
1차예방(prevention)은 자살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과 조건을 사전에 막음으로써 대상자의
자살을 미연에 방지하는 활동으로 각 연령층의 자살위험요인으로 설명되는 부분에 대해 대상
자별로 스스로 인식하고 자신의 역량강화를 통해 가능하다
. 2차예방(intervention)은 선별을
통해 자살위험에 노출된 대상자에게 개입을 실시하는 것이다
. 3차예방(postvention)은 개입
(intervention)한 대상자의 자살 행동의 재발을 막기 위한 관리적 차원의 개입을 말한다
.
자살 예방은 다른 세 가지 차원인 보편적 예방(universal prevention) 선택적 예방(Selective
Prevention), 지표적 예방(Indicated Prevention)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보편적 예방은
Maltsberger(1991)가 말하는 1차 예방과 유사한 것으로 개인적 위험요인을 확인하지 않은 상
태에서 전체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Mrazek & Haggerty, 1994). 여기에는 자살 인
지와 자살현상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캠페인, 자살예방센터 등 전문
기관에 대한 접근성 증진, 자살 수단의 제한 등이 포함된다(박상철, 조용범, 1999). 선택적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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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은 Maltsberger(1991)가 말하는 2차 예방과 유사하며, 구체적 자살 징후가 보이지 않지만
자살가능성과 연관된 공동의 위험인자를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 이러한 정의에
따르자면 청소년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자살예방프로그램은 보편적이면서도 선택적인 자살예
방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지표적 예방은 자살위험성에 대한 선별검사를 통해 자살가능성이
높은 징후 발생자를 대상으로 하는 활동(보건복지가족부, 가천의과대학교 건강증진사업단,
2008)으로 Maltsberger(1991)가 말하는 2차 예방과 대상과 방법이 같다.
각각의 예방 개입은 장단점을 갖고 있다. 우선 보편적 예방프로그램은 사전 절차 없이 다
수의 대중에게 개입할 수 있으며 특히 위험요인을 갖고 있다 해도 선별과정에서 배제된 대상
자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 특정인이 ‘위험’에 처해있다는 낙인을 피할 수 있다는 점,
낮은 탈락률 등의 장점을 가진다(권호인, 2012; Spence, Sherffield, & Donovan, 2003). 반면
보편적 자살예방을 통해 자살률이 실제로 감소되었다는 증거를 찾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
선택적 예방프로그램의 경우 보편적 예방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선별과정이 없기 때문에
낙인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선택적 예방 역시 자살위험이 있는 것으로 선별된 개
인이 아니라 위험군 집단을 대상으로 자살위험요인들을 감소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용하
는 것으로 선택적 예방을 통해 자살률이 실제로 감소되었다는 증거를 찾는 것은 쉽지 않다
.
반면 지표적 예방프로그램의 경우 개입이 필요한 특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장점이 있
고, 집단형식일 경우 구성원들이 서로 지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또래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는 장점이 있다. 지표적 예방프로그램은 자살 위험성이 높은 개인이 지닌 구체적 위험요인에
맞추어 개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대상군을 표적화하는 지표적
예방프로그램의 제한점은 적절한 대상을 가려내기 위한 스크리닝 절차에 시간과 비용이 가장
많이 소요된다(권호인, 2012)고 볼 수 있다.
미국, 영국, 호주를 비롯한 외국의 경우 자살 예방을 위해 이미 오래 전부터 자살예방전략을
수립하여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미국의 질병통제센터(CDC)를 중심으로 다양한 유형
의 자살예방프로그램이 1990년대 초반부터 체계적으로 개발․실행되고 있다(오승근, 2006). 자
살위기청소년의 조기발견 및 조력, 개입을 위하여 학교 지킴이 훈련(School gatekeeper
training), 지역사회지킴이훈련(Community gatekeeper training), 선별 프로그램(screening
programs), 또래 지지 프로그램(peer support program), 위기센터와 긴급전화(crisis centers
and hot-lines)가 시행되고 있고, 그리고 일반 대중의 자살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일반적 자
살교육(general suicide education)이 개발되어 보급되고 있으며, 농약을 비롯한 각종 자살수단
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자살수단 통제
(means restriction), 자살이 발생한 이후에 대한
대처를 위한 사후개입 및 집단예방(postvention and cluster prevention) 등이 시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2001년 미국 정신건강스크리닝법인(Screening for Mental Health,
Inc.)에서 개발한 SOS(Sign of Suicide)프로그램과 미국 hazeldenbettyford 재단에서 1982년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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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개발하여 세계적으로 활용되는 중, 고등학교 학생을 위한 보편적 자살예방프로그램인
LifeLines가 있다. 이 가운데 LifeLines은 학교에서 보건교사, 혹은 생활지도 상담교사가 정
규 교육과정 내에서 수업형태로 진행한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매우 높은 장점이 있다
.
우리나라의 경우 2004년 12월 제1차 국가자살예방 5개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시행된 이래로
보건복지부를 필두로 범부처 차원에서1~3차 자살 예방 전략들을 공유하고 각 부문의 시행업무
를 고려하여 역할 분담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추진해왔고
, 2011년 12월에 제3차 국가자살예방 기
본계획이 수립되어 현재 시행중에 있다. 우리나라의 체계화된 자살예방 프로그램의 시초는 2005
년 삼성사회정신건강연구소와 한국생명의전화가 학급단위의 생명존중
프로그램(이종익, 오승근,
2014)으로 볼 수 있다. 그 이후 다양한 형태의 청소년자살예방프로그램이 청소년상담기관, 교육
기관, 지역정신보건센터에서 개발되었다(인천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 2007; 지승희 등, 2008).

연구 방법
1. 프로그램 개발 절차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김창대 등
(2011)이 제안한
프로그램 개발모형을 적용하였다. 본 프로그램의 개발절차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가. 기획단계
기획단계에서는 청소년자살과 관련된 변인 및 통계자료 등을 중심으로 관련 문헌을 광범위
하게 고찰하면서 청소년 자살의 정의와 특징, 그리고 국내외의 청소년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정리하고 분석하였다. 이후 문헌연구를 통해 도출된 내용을 중심으로 청소년 자살예방 교육
의 필요성 및 효과, 청소년 자살예방교육의 필수요소, 효과적 진행을 위한 프로그램 시간 및
회기구성 등에 관한 설문지를 구성하여 청소년 상담관련 현장 실무자222명을 대상으로 프로
그램 개발을 위한 요구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청소년 자살예방교육 10회 이상을 실시한 전
문강사 5명과, 청소년 8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자살예방교육의 필요성 및 주요내용
, 기존 자살
예방교육 프로그램들과의 차별성을 위한 보완점을 중심으로 포커스그룹인터뷰를 실시하였다
.
포커스그룹인터뷰는 15년 이상의 현장경력을 가진 상담심리전문가이자 교육학박사1인이
주 진행을 하고, 상담심리전공 석사 1인이 보조진행자로 현장노트 및 추가질문 등을 실시하
였다. 포커스그룹인터뷰의 분석은 전문을 녹취 및 전사하여 Strauss와 Cobin(1998)이 제안한
지속적 비교방법을 통하여 개방코딩과 축코딩 과정을 통하여 분석되었으며 이후 전문가의 감
수를 받아 본 프로그램의 개발 자료로 활용되었다. 요구조사에 참여한 대상 및 참여자 수, 조
사방법 및 조사내용은 표 2에, 기획단계에서 도출된 결과는 표3에 각각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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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프로그램의 개발절차
단계

기획
단계

세부과정

주요내용

목표수립

∘연구진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한 청소년 자살예방 프로그램 기획
∘청소년 자살예방 프로그램 목표수립

문헌연구

∘청소년 자살의 정의, 특징, 관련변인에 관한 문헌연구
∘국내외 청소년 자살예방 프로그램의 특징 및 현황분석
∘청소년 자살예방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시사점 도출
∘청소년 상담 현장실무자 대상 요구조사(222명)
∘청소년 자살예방 전문 지도자 대상 포커스 그룹 인터뷰(5명)
∘청소년 대상 포커스 그룹 인터뷰(8명)

요구분석

∘문헌연구 및 요구분석을 토대로 프로그램의 구성원리 도출
∘문헌연구 및 요구분석을 토대로 프로그램의 운영원리 도출

모형개발
구성
단계

∘문헌연구 및 요구분석을 토대로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의
구성요소·주요내용·활동내용 선정 및 조직

내용구성

∘프로그램의 회기별 목표 및 활동내용 선정
∘프로그램의 보조도구 및 교구재 개발(강의용 슬라이드, 워크북)
∘연구대상 : 청소년 207명(실험집단: 94명, 통제집단 113명)
∘진행방법 : 45분씩, 2시간(총 90분)
∘측정도구 : 청소년 자살위험성, 자살태도, 스트레스 대처방식

예비연구
실시 및
평가단계

평가 및
수정·보완
개발완료

∘효과검증 : 프로그램의 사전-사후에 대한 대응표본 및 독립표본t-검증
∘참가자 및 지도자 대상 만족도 및 수정의견 분석
∘상담전공 박사 및 자살예방프로그램 전문가 2인에 의한 감수
∘효과검증 결과, 참가자 및 지도자 의견, 전문가 감수를 반영하여 프
로그램 수정 및 개발완료

<표 2>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요구조사 내용
대상

조사방법

청소년

포커스
그룹
인터뷰

현장실무자

자살예방
교육전문강사

설문
조사
포커스
그룹
인터뷰

조사시기

인원수

주요내용
∘청소년 자살예방교육의 필요성 및 효과

‘15.6.3
~ 6.23

8명
(2그룹)

‘15.6.17
~ 6.26

222명

‘15.5.27

5명
(1그룹)

∘청소년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의 주요내용
∘기존 청소년 자살예방교육에서 보완되어야 할 점
∘청소년용 자살예방교육 내용 및 방법에서의 주의사항
∘청소년 자살예빙교육에 대한 인식
∘프로그램의 내용, 형식, 진행방법
∘청소년 자살예방교육의 필요성 및 효과
∘자살위험수준에 따른 자살예방교육 내용
∘일반청소년 대상 자살예방교육의 적절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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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기획단계를 통해 도출된 주요결과
구분

도출방법

목표
수립

문헌연구,
연구진 회의

주요결과
∘청소년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한 자살예방프로그램 개발한다.
- 자살위험성 및 자살태도에서의 긍정적 변화를 일으킨다
.
∘청소년 자살의 특징
- 청소년기의 자살은 충동성, 모방 등의 발달적 특징 및 학업
스트레스와 높은 관련을 가짐

문헌

선행연구 분석,

연구

기존 프로그램 내용분석

- 청소년기의 자살은 일상생활 속에 잠재되어 평소에 잘 표출
되지 않으나 촉발유인에 의해 충동적으로 일어나는 경향이
높음
- 청소년 자살은 개인의 인지적 오류, 낮은 문제해결력, 부적응
및 이상행동 등과 주로 관련성이 높음
∘청소년예방 프로그램의 구성요소 및 특징
- 기존 프로그램의 가장 주요한 요소는 인지적 요소를 위주로
하고 있음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시사점
∘청소년 대상 자살예방교육은 내용은 이론 중심의 강의방식 보다
는 개인적인 활동을 포함해야 함

청소년

∘프로그램 내용은 청소년자살의 원인보다는 해결방법에 대한 접
근 위주가 되어야함
포커스그룹
∘교육방식은 대규모(예: 전교생 강당교육, 방송교육) 강의방식이
인터뷰
아닌 학급 및 소규모를 대상으로 깊이 있게 다루어져야 하고,
소요시간은 1~2시간이 적절함
∘기존 자살예방교육에서 보완되어야 할 점은 자살을 너무 가볍게
다루지 말아야 함
∘기존 프로그램을 보완한 청소년 자살예방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요구
분석

대해서는 95.9%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청소년자살예방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스트레스 대처
(40.2%), 생명존중의식(16.0%), 자아존중감(8.7%)등의 순으로 나
현장
실무자

설문조사
(온라인)

타남
∘프로그램의 형태는 학급단위 단기 교육프로그램
(45.5%), 교과과
정에 포함된 중장기 프로그램(32.4%), 캠프나 수련회 활동
(11.3%) 등의 순으로 나타남
∘예상되는 어려움은 학교 및 학생의 낮은 동기(33.8%), 실시시간
확보(29.7%), 전문지도 인력 부족(18.5%) 등의 순으로 나타남

자살예방
교육
전문강사

포커스그룹
인터뷰

∘청소년자살예방 프로그램의 주된 효과는 도움주기 행동 증가
,
자살예방에 대한 관심 증가, 자살위험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에
대한 정보제공, 자살에 대한 인식 증가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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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도출방법

주요결과
∘고위기 청소년이 아닌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자살예방교육
은 자살 및 자살자에 대한 인식개선, 주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정보제공, 예방 중심, 어려움과 고민에 대한 경험을
타인과 나눔으로써 보편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에 초점
을 두어야 함
∘기존의 청소년자살예방 프로그램에서 보완되어야 할 점은 청소년의
직접 활동 부족, 시청각 자료 부족, 통계자료 최신화, 학교현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프로그램 운영시간, 자살에 대한 인식변화 등임
∘새로운 청소년자살예방프로그램 개발에서 주의할 점은 학교급 및
연령별 발달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 최신의 시청각 자료를 활용해
야 한다는 점, 최소 2시간 이상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점, 강사
와 학생이 소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고안해야 하는 점 등임

<표 4> 구성단계를 통해 도출된 주요결과
구분

주요결과
∘청소년 자살은 발달적 특징(스트레스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함, 충동성, 공격성)과 밀접
히 관련되어 있어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발달적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구성
원리

∘자살생각과 위험상황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신의 인지적
, 정서적, 사회적, 행동
적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자각)이 선행되어야 한다.
∘자살위험성에 대한 신호를 자각한 이후 변화를 위한 구체적 행동이 수반되거나
, 최소한
.
위험상황에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행동연습이 필요하다
∘프로그램의 내용과 전달방식에서 시청각 자료, 실제 사례중심, 최신의 통계데이터, 청소
년의 직접적 참여활동 등을 포함하여 프로그램 참여 동기와 몰입도
, 교육의 효과를 최대
화 하도록 한다.
∘프로그램은 도입-전개-공고화-마무리의 단계로 구성한다.

운영
원리

∘프로그램의 주요대상은 중학생 이상의 발달 및 학력수준을 가진 청소년으로 한다
.
∘프로그램은 학교의 단위 학급을 기반으로 한다
.
∘프로그램은 총 2회기로 구성하였으며, 한 회기는 45분으로 한다.
∘프로그램의 진행은 지도자용 매뉴얼의 지침을 준용하고 학생용 워크북을 활용한다
.
∘프로그램 진행은 주진행자가 맡으며, 보조진행자 주진행자를 조력하고 참여자를 독려한다
.
∘강사소개 및 오리엔테이션 (강사소개, 프로그램의 목적 및 주요내용, 진행방법)
∘청소년기의 발달상식 및 자살관련 OX퀴즈

주요
내용

∘문제해결방법으로서의 자살선택에 대한 비합리성
∘고민의 당위성과 합리적 해결방법 찾기
∘위험상황에서의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행동적 신호 알아차리기
∘위험상황에서 지각된 인지적
, 정서적, 사회적, 행동적 신호에 대한 대안 연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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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구성단계
구성단계에서는 기획단계에서 도출된 문헌분석 내용과 설문조사 및 포커스그룹인터뷰를 통
한 요구조사 내용을 토대로 프로그램의 구성원리 및 운영원리를 추출하였다
. 그리고 이를 바
탕으로 프로그램의 내용요소를 선정하여 조직하고 내용에 부합되는 활동을 고안하여 프로그
램의 초안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본 연구에서 도출된 프로그램의 구성원리, 운영
원리, 주요내용은 표 4와 같다.
다. 실시 및 평가단계
실시 및 평가단계에서는 앞 단계를 통해 구성된 예비 프로그램에 대한 시범운영을 실시하
고 본 프로그램의 목표인 자살위험성, 자살효과성,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대한 효과성을 -검증
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프로그램 진행자 및 참여자의 의견과 만족도를 정리하여 분석하고 이
를 바탕으로 학계 및 현장전문가2인의 감수를 받아 프로그램을 수정·보완하여 최종적인 프로
그램으로 완성하였다. 실시 및 평가단계를 통해 도출된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표5와 같다.

2. 프로그램의 효과검증
가. 연구대상 및 설계
본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을 위한 예비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부산시에 소재한 중학교
2
개교 및 고등학교 1개교에 재학 중인 총 8개 학급의 207명이었다. 이 가운데 실험집단은 94
명(중학생 69명, 고등학생 16명), 통제집단은 113명(중학생 90명, 고등학생 23명)이었다. 이 가
운데 프로그램 도중에 참여를 하지 못하여 사전검사-사후검사의 짝을 이루지 못하거나 검사
에 대하여 불성실한 응답을 한 참여자를 제외한 실험집단85명, 통제집단 90명의 자료가 최
종적으로 분석에 사용되었다.
나. 측정 도구
1) 자살태도척도
자살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Domino, Moore, Westlake와 Gibson(1982)이 처음으로 사용하
고 Salender, Renberg와 Jacobson(2003)이 수정하여 사용한 척도를 오승근(2006)이 번안한 자
살태도척도(Sucide Opinion Questionnaire)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허용가능한 자살(6문항),
금기로서의 자살(8문항), 일반적 행동으로서의 자살(3문항), 예측불가능한 자살(3문항), 개인의
권리로서의 자살(3문항), 예방가능한 자살(2문항) 등 총 25문항, 6개의 하위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3점 리커트 방식(1:찬성, 0: 결정못함, -1: 반대)으로 측정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
서 신뢰도는 자살태도 총점에서 Cronbach’α가 .7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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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실시 및 평가단계를 통해 도출된 주요결과
구분

주요결과

∘자살태도 하위변인에서 실험집단은‘허용가능한 자살’, ‘예측불가능한 자살’, ‘예방 가능
한 자살’에서 유의미한 긍정적 변화를 보임.
예비연구
∘자살위험성 하위변인에서 실험집단은‘부정적 자기평가’, ‘절망감’에서 유의미한 긍정적
변화를 보임
∘프로그램 참여자 평가의견에서 전반적 만족도(4.2), 내용에 대한 만족도(4.5), 진행강사에
대한 만족도(4.5), 진행방법에 대한 만족도(4.4), 진행시간에 대한 만족도(4.4)에서 전반적

참가자
만족도
및
참여의견

으로 높은 점수를 보임(※ 만족도는 5점 만점 척도임)
∘진행 시 좋았던 점은 ‘친구들의 고민을 한 눈에 알 수 있었다’, ‘나만 고민하는 것이 아
님을 알게 되었다’, ‘신호등을 비유로 Body Sign을 설명하니 이해가 쉬웠다’, ‘힘들 때
스스로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 ‘위기 상황에서 정서적으로 인지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게 되었다’, ‘사례를 통해 실습해본 것이 좋았다’, ‘시청각 자료를
활용해서 이해가 더 쉬웠다’, ‘친구가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배워서 좋았다’,
‘조별 활동을 통해 실습할 수 있어서 좋았다’ 등임
∘진행 시 아쉬웠던 점은 ‘실습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시청각 자료가 좀 더 흥미로
우면 좋겠다’,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이 더 많으면 좋겠다’ 등임
∘포스트-잇이나 시청각 자료의 활용 등은 청소년의 특성에 잘 부합됨, 그러나 포스트-잇

전문가
감수의견

사용 시 글씨나 색깔 등에서 개인이 너무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함
∘청소년 자살예방에 있어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행동적 접근이 모두 중요하지만 모든
요소가 충분히 전달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 실습을 통해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활동 중심의 접근이 중요함

2) 자살위험성 척도
자살위험성 척도는 Cull과 Gill(1989)이 개발한 자살가능성척도(Suicide Probability Scale)를
고효진, 김대진, 이홍표(2000)가 우리나라 청소년에게 맞게 개발한 ‘청소년 자살위험성 예측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4점 리커트 척도(1:거의 그렇지 않다, 2:가끔 그렇다, 3:자주 그
렇다, 4:대부분 그렇다)로, 부정적 자기평가(10문항), 적대감(5문항), 절망감(11문항), 자살사고(5
문항) 총 4가지 하위척도, 전체 31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자살 위험성이 높
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자살위험성 총저에서Cronbach’α가 .93이였다.
다. 절차 및 분석방법
예비연구는 2015년 9월 9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전검사 → 프로그램 실시(처치) → 사후검
사’의 순으로 이루어졌다. 사전검사는 실험집단의 프로그램 시범운영 실시 일주일 전 동일한
날짜와 시간에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 이후 실험집단을 3개교의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본 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하였으며
, 종결 2일 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대상으로 사후검사가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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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은 사전검사 후 수거된 207부 가운데 사전검사-사후검사 응답지 쌍이 모두 존재하면
서, 응답이 충실한 설문지 175부를 최종적인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의 분석은 SPSS WIN
21.0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되었다. 첫째,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인구통계학
적 변인 및 만족도에 대한 백분위를 산출하였다. 둘째,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 검증을
위해 Chi-square 분석 및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셋째, 청소년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의 효과검증을 위하여 독립표본 및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1. 프로그램 개발 결과
본 연구에서 기획단계, 구성단계, 실시 및 평가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개발된 청소년 자살
예방 프로그램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회기는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참여동기를 고양시키기 위하여 오리엔테이션 및
자살에 대한 OX퀴즈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나와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탐색해 보고
,
고민거리에 대한 적절하지 못한 해결방법으로써의 자살에 대한 비합리적 과정에 대한 문제제
기를 하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학급 친구들의 고민을 탐색해 보는 과정은 포스트
잇을 활용하여 즉석에서 학급의 고민을 알아봄으로써
, 학급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여 참여 동
기를 높이도록 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청소년 대상의 포커스그룹인터뷰에서‘직접 참여한 프
로그램이 기억에 남는다’는 청소년들의 의견을 고려한 것이다. 아울러 1회기에는 또래 청소년
이 자신과 유사한 문제로 고민하며 해결방법으로 자살을 고려하는 암시적인 메시지를 주는1
분 30초 정도의 애니메이션 영상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2회기의 목표는 개인에게 일어나는 다양한 인지적
, 정서적, 행동적, 사회적 특성을 이해하
고, 역기능적인 신호를 순기능적인 신호로 바꾸도록 연습하는 것이다
.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
기 위하여 고민에 대한 부적절한 해결방법으로 자살을 떠올리게 되었을 때 자신에게 나타나
는 다양한 부정적 신호들(Body Sign)을 탐색해보고, 이러한 신호들에 대한 합리적 대처방법
으로서 인지적(Thinking), 정서적(Emotion), 행동적(Action), 사회적(Help-Line) 대응방법을 연
습하는 시간을 포함하고 있다. 이 때 비합리적인 대처방법과 합리적인 대처방법의 과정을 신
호등(빨강-주황-노랑)을 활용하여 청소년들에게 쉽게 이해되도록 하였다. 또한 실제 청소년의
고민사례를 예시로 제시하여 모둠활동을 통하여 나누고 합리적인 인지적
(Thinking), 정서적
(Emotion), 행동적(Action), 사회적 대응방법(Help-line)을 구성하여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프로그램의 효과를 공고화 하려고 하였다. 또한 자살생각이 떠올랐을 때 도움을 받
을 수 있는 사회적인 서비스기관의 연락처와 청소년 자신만의 고유한Help-line을 적어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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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자살생각이 들었을 때, 실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 아울러 2회기에서는 1
분 10초가량의 애니메이션 영상자료를 포함하고 있으며
, 1회기에 등장하여 자살을 고려하던
주인공이 사고와 행동을 긍정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고민을 해결해 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
<표 6> 최종 프로그램의 회기별 주요내용
회기

구분

핵심요소

목표

∘강사에 대한 친밀감, 신뢰감 형성
∘프로그램 목표 및 진행과정 이해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참여동기 고취
소개 및

도입
OX퀴즈

문제제기

1회기

전개1

나의고민,
너의고민
영상시청
및 나눔
(영상①)

∘자살에 대한 배경지식 파악
∘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성 이해
∘자살예방교육에 대한 동기 강화

전개2

고민
그리고 나

비합리성 평가
∘자신의 고민과 어려움 살피기
(→ 고민은 누구에게나 있다)
(→ 고민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 힘든 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합리적인가?
∘고민을 3가지 적어 활동판에 붙
이기
∘(준비물) 활동판, 포스티-잇

∘간접경험을 통한 자살 상황 극복 ∘영상시청(영상①)
∘영상에 대한 나눔
연습
∘문제해결방법으로써의 자살에 대 ∘문제가 있다고 자살을 선택하는
한 평가
것은 옳을까?
정, 행동 변화의 이해
∘빨간불 상태(위급상황)에서의 생각,
감정, 행동 자각

∘Body Sign
-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사회적 특성
- 위기상황에서의 Help-TEA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지원활동 ∘위기 상황에서의 Help-TEA
방법 훈련
∘위기상황에서의 자기모습 살피기
(감정, 생각, 행동)
∘사례를 통해 적용하기

영상시청 및 ∘극단적 선택의 편협성, 충동성,
마무리
비효과성 지각
(영상②)

마무리

∘자살에 대한 OX퀴즈
∘청소년기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퀴즈

∘자살생각이 날 때(위급상황에서)
Help-TEA

2회기

공고화

∘강사소개
∘프로그램의 목적, 주요내용, 진
행방법, 진행시간 안내

∘Q&A를 통한 문제제기
∘문제해결방법으로써의 자살선택의 - 힘든 일이 있는 것은 이상한가?

∘몸과 마음의 상태에 따라 생각, 감
Body Sign

주요내용

소감

∘생명의 소중함 지각
∘Help-TEA 활용에 대한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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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상황 예시를 통한 적용
- 나의 Body Sign+Help-TEA
∘영상시청 (영상②)
∘생명의 소중함, 자살생각의 비
합리성에 대한 강조
∘소감문 작성 및 다짐하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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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그램이 자살태도와 자살위험성에 미치는 효과

가. 자살태도에 미치는 효과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에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자살태도 동질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독립표본  -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프로그램 실시 전 자살태도 하위영
역 모두에서 두 집단간 점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은 동질
적이라고 할 수 있다(  =-.824~1.285  >.05). 결과는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표 7> 자살태도에 대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 검증결과
실험집단(n=94)

변수

M

통제집단(n=113)

SD

M

SD

t

p

허용가능한 자살

.25

.46

.21

.46

.566

.572

금기로서의 자살

-.28

.40

-.23

.35

-.824

.411

일반적인 행동으로서의 자살

.15

.56

.18

.48

-.344

.731

1.90

.68

1.78

.51

1.285

.200

개인권리로서의 자살

.27

.54

.18

.59

.991

.323

예방가능한 자살

-.75

.48

-.73

.48

-.260

795

예측불가능한 자살

<표 8> 자살태도에 대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사후점수 변화
종속변수
허용가능한 자살
금기로서의 자살
일반적인 행동으로서의 자살
예측불가능한 자살
개인권리로서의 자살
예방가능한 자살
*

p<.05,

집단

사전검사
M

사후검사

SD

M

SD

t

p

실험

.23

.47

.16

.51

2.119

.036*

통제

.21

.46

.16

.53

1.983

.052

실험

-.26

.37

-.24

.42

-.931

.353

통제

-.23

.34

-.19

.41

-1.030

.306

실험

.20

.52

.14

.51

1.394

.165

통제

.19

.50

.12

.50

1.388

.169

실험

1.81

.59

.07

.57

25.254

.000

통제

1.78

.52

1.68

.58

1.388

.172

실험

.23

.56

.23

.61

.000

1.00

통제

.18

.58

.17

.62

.152

.879

실험

-.75

.47

-.66

.49

-1.978

.050

통제

-.73

.45

-.68

.53

-1.801

.077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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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대하여 프로그램 실시 전에 비하여 자살태도에서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대응표본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험집단의 경우 허용가능한 자살에 대한 태도
(  =2.119,  <.05), 예측불
가능한 자살에 대한 태도(  =25.254,  <.001), 예방가능한 자살에 대한 태도(  =-1.978,  <.05)에
서 사전점수에 비해 사후검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 그리고
금기로서의 자살, 일반적인 행동으로서의 자살, 개인권리로서의 자살에 대한 태도에서는 유의
미한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다. 반면, 통제집단에서는 자살태도 하위영역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나. 자살위험성에 미치는 효과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에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자살위험성 동질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
해 독립표본  -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프로그램 실시 전 자살위험성 하
위영역 모두에서 두 집단간 점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은
동질적이라고 할 수 있다(  =-.189~.307,  >.05). 결과는 표 9에 제시되어 있다.
<표 9> 자살위험성에 대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 검증결과
변수

실험집단(n=94)

통제집단(n=113)

t

p

M

SD

M

SD

부정적 자기평가

2.18

.61

2.16

.63

.155

.877

적대감

1.32

.39

1.33

.37

-.189

.850

절망감

1.71

.51

1.62

.49

1.15

.253

자살생각

1.26

.41

1.24

.41

.307

.759

다음으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대하여 프로그램 실시 전에 비하여 자살위험성에서 어떤

 -검증을 실시하였
변화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대한 대응표본
으며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험집단의 경우 부정적 자기평가
(
=2.127,  <.05), 절망감(  =2.488,  <.05)에서 사전점수에 비해 사후검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게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그리고 적대감, 자살생각에서는 유의미한 변화를 나타내지 않
았다. 반면, 통제집단에서는 자살태도 하위영역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 115 -

이귀숙․장은희․김은영

<표 10> 자살위험성에 대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사후점수 변화
종속변수

부정적 자기평가

적대감

절망감

자살생각

집단

사전검사

사후검사

t

p

M

SD

M

SD

실험

2.22

.59

2.12

.69

2.127

.037*

통제

2.15

.64

2.12

.68

.627

.532

실험

1.31

.39

1.34

.40

-.747

.458

통제

1.35

.37

1.35

.42

.172

.864

실험

1.71

.50

1.60

.46

2.488

.015

통제

1.62

.50

1.58

.50

1.115

.268

실험

1.23

.41

1.26

.46

.068

.946

통제

1.25

.42

1.23

.41

.757

.451

*

*

p<.05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청소년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개발된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자살위험성
및 자살태도에 유의미한 효과를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 연구를 위하여 김창
대 등(2011)의 기획단계(목표수립-문헌연구-요구분석), 구성단계(모형개발-내용구성), 실시 및
평가단계(예비연구, 평가 및 수정․보완-개발완료)를 적용하였다. 기획단계에서는 문헌연구와
더불어 청소년 자살예방 전문 지도자 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인터뷰를 진행하고
,
청소년 상담 현장실무자를 대상으로 요구조사를 실시한 후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
하였다.

구성단계에서는 문헌연구 및 요구분석 결과를 토대로 프로그램의 구성원리를 도출

한 후 구체적인 활동내용과 진행방법을 선정
․조직하여 초벌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실시 및 평가단계에서는 예비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부산시에 소재한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
인 청소년 207명(실험집단 94명, 통제집단 113명)을 대상으로 예비연구를 진행하였다. 예비연
구를 진행한 결과 실험집단은 자살위험성 하위 영역 가운데 부정적 자기평가
, 절망감을 유의
미하게 감소하였으며, 자살태도에서 허용가능한 자살에 대한 태도
, 예측불가능한 자살에 대한
태도, 예방가능한 자살에 대한 태도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 이후, 예비연구의 결과와
참석자 및 진행자의 만족도와 의견을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수정
․보완하여 최종적인 프로그
램을 완성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청소년 자살예방 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은 학급을 기반으
로 하는 단기의 보편적 예방 프로그램(universal prevention program)이라는 점이다. 본 연구
와 형태의 자살예방프로그램으로 미국의 경우 정신건강스크리닝법인
(Screening for Me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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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Inc)에서 2001년도에 개발한 SOS(Sign Of Suicide)프로그램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14~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기반 보편적 자살예방프로그램으로 스트레스나 정서적
흥분이 매우 심각한 것이며, 자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자살 징후를 알아볼 수 있도록 정
보를 제공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영상시청과 토론을 주요방법으로 한다
.
본 프로그램과 차이점은 본 프로그램이 자신의 자살징후에 관한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사회적 징후를 알아차리는데 초점을 두고 있어 다른 사람의 징후를 알아보고 도움을 주는 내
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SOS프로그램은 9개 고등학교 4,133명을 대상으로 실험집
단과 통제집단을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에 청소년의 우울과 자살에 대한 지식 증가 및 태도의
긍정적 변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Aseltine & Demartino, 2004).
또한 이와 유사하게 미국의 Main주에서 활용되는 주요 자살예방프로그램으로 교내의 생활
지도 교사 및 보건교사가 학급을 기반으로 정규 수업형태로2회기 또는 4회기로 진행하는
LifeLines 프로그램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12~17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자살에 대한
정확한 인식, 자살위험에 놓인 학생을 위한 자살예방지킴이로서의 역할 등을 포함하고 있다
.
이 프로그램 역시 다른 사람의 자살징후를 알아차리고 돕는 과정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본 프
로그램에 내용 상의 차이를 보인다. 프로그램의 효과는 2009년 33개교의 교육과정에 반영되
어 사용되고 있으며, 2주 후 실험집단은 자살에 대한 태도, 자살에 관한 지식, 성인에 대한
도움추구 태도에서 유의미한 향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내의 경우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 개발된 지승희 등
(2008)의 자살예방프로그램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45분간 2회기씩 진행하도록 구안되었으며, 자살사례를 중심으로 자살문제에 대한
토론과 자살위기 시 합리적 생각을 선택하도록 하는 훈련을 포함하고 있다
. 프로그램의 효과
로는 실험집단 청소년의 자살위험성에서 부정적 자기평가 및 자살태도에서 개인적 권리로서
의 자살에서 유의미한 긍정적 변화를 보인 것으로 보고된다
(지승희 등, 2008).
이 외에 국내의 학급단위를 기반으로 하는 보편적 단기 자살예방프로그램으로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4회기 동안 진행하도록 구안된 손정남
(2011)의 연구, 연현진(2010)의 연구, 중 3학생
을 대상으로 한 김경희(2008)의 연구 등이 있다. 프로그램 효과의 경우 문제해결능력, 자살위
험성 가운데 부정적 자기평가 및 절망감
, 스트레스 대처방식 등에서 통제집단에 비해 유의미
한 변화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된다.
이상에서 본 연구는 프로그램의 주요내용 및 효과검증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변인이 동일하
지 않아 정확한 비교는 어렵지만 대체로 자살의 징후 알아차리기 및 대처하기
, 자살 위험 시
도움을 추구하는 행동하기, 자살 및 자살예방에 관한 유용한 정보와 지식의 제공이라는 점에
서 선행 프로그램들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자살 징후를 알아차리고
이를 예방하도록 돕는 이른바 게이트키퍼(Gate Keeper) 역할에 관한 훈련을 포함하지 않았다
는 점은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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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프로그램을 통한 자살위험성 변화에서 실험집단은 실시 전과 비교하여 부정적 자기
평가와 절망감에서 유의미한 감소를 보였다
. 이러한 결과는 유사한 청소년 자살예방프로그램
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을 때,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 지승희 등(2008)이 개발한 2회기의 단기
보편적 자살예방 프로그램, 삼성사회정신건강연구소와 한국생명의전화가 공동주관으로 개발
한 이종익과 오승근(2014)의 8회기의 보편적 자살예방 프로그램, 김경희(2008)가 중학교 3학년
을 대상으로 개발한 5회기의 보편적 자살예방 프로그램 등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반면, 본 프
로그램에서 자살위험성의 하위요인 가운데 적대감
, 자살생각에서는 유의미한 감소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본 프로그램이 비교적 짧은 회기동안 이루어 졌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
또한 이러한 결과와 관련하여 보편적 자살예방 프로그램 가운데 대체로10회기가 넘어가는
송미경(2012)의 중학교 1, 2학년 대상 프로그램과 지표적 자살예방 프로그램 가운데 노혜은
(2012)의 소그룹 단위 프로그램 등은 자살위험성의 4가지 하위영역 모두에서 유의미한 변화
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된다. 본 프로그램과 이들 프로그램을 비교하면 자살실태나 심각성, 자
살위기 인식 및 대처방법 등의 핵심적인 구성내용은 유사하나
, 부가적으로 생명존중 윤리의
식, 학교폭력, 죽음 관련 활동체험(송미경, 2012), 주변 사람들에 대한 용서와 감사, 일상의 마
음챙김, 생명지킴이 기술(노혜은, 2012)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본 프로그램은 2회기의 단
기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4~8회기 정도의 프로그램들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와 유사한
결과를 얻고 있다는 점에서는 현장에서의 활용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
셋째, 프로그램을 통한 자살태도 변화에서 실험집단은 프로그램 실시 전과 비교하여 허용
가능한 자살, 예측불가능한 자살, 예방가능한 자살에 대한 태도에서 긍정적 변화를 보였다
.
반면 일반행동으로서의 자살 및 개인권리로서의 자살에 대해서는 유의한 변화를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편적 자살예방 프로그램과 관련된 선행연구들 가운데 자살태도를 측정하
, 본 프로그램과 유
여 효과를 검증한 프로그램들이 많지 않아 풍부한 비교가 쉽지는 않으나
사한 학급단위의 2회기 보편적 자살예방프로그램인 지승희 등(2008)의 중․고등학생용 프로
그램을 보면, 프로그램의 실시 전과 후에 일어나는 자살태도의 변화에서 본 연구와 다소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허용가능한 자살, 금기로서의 자살, 일반행동으로서의 자살,
예측 불가능한 자살에 대한 태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예방가능한 자살에 대
한 태도에서만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 이는 본 연구가 인지, 정서, 행동, 사회적 관계의 개
인의 전반적인 영역에 대한 개입을 하는 것에 비해 지승희 등
(2008)의 연구는 인지적인 개입
에 초점을 맞추어 자살과 관련된 비합리적인 신념을 합리적인 신념으로 바꾸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즉 본 연구는 청소년 자살과 관련된 긍정정서와 부정정서와
행동전략들을 구성요소로 포함하고 있고
, 부정적인 상태를 긍정적인 상태로 돌리기 위한 구
체적이고 개인적인 전략들을 함께 고려해 봄으로써‘자살태도’를 보다 개인에게 밀접하고 구
체적인 상황으로 고려하도록 도왔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 반면, 일반행동으로서의 자살 및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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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리로서의 자살이 유의미하지 않은 점은 프로그램이 2회기라는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이
루어지기 때문에 개인이 소유한 비교적 안정적인 속성에 해당되는 가치관이나 보편적 특성과
관련된 태도의 변화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덧붙이면 다음과 같다
. 첫째, 본 연
구는 현장 지도자들의 수요조사에서4~6회기(약 50%), 9회기 이상(약 15%) 등 중장기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수요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및 학교의 현실을 감안하여 부득이
2
회기(90분, 집중진행)로 구성되었다. 이에 주 단위(weekly)로 진행되는 중장기 프로그램에 비
해 실제생활에의 적용과 이를 통한 반성적 시간을 가질 수 없는 계를 가지고 있다
. 따라서
추후 연구를 통하여 청소년들의 실제 개인의 생활경험에 대한 적용과 피드백을 포함한 프로
그램이 지속적으로 개발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프로그램의 주요내용은 문헌분석과 청소년 및 청소년자살예방교육 전문가 대상의
포커스그룹인터뷰 등의 분석결과를 근거로 자살에 관한 인지적
·정서적·행동적·사회적 요소를
모두 포함하였다. 그러나 사실상 2회기(90분)라는 진행시간 내에 이들 요소를 모두 충분히 담
아내기 위해서 깊이 있는 적용이 다소 부족하다. 가령, 학생용 워크북에서 개인의 상황에 맞
는 생각(Thinkikg), 감정(Emotion), 행동(Action), 사회적 관계(Help-Line)의 4가지 요소를 탐색
하고 적용해보도록 유도하고 있으나 이를 충분히 내면화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나눔
활동(sharing)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를 통하여 인지적·정서적·행동적·사회적 요소를 모두 포함하면서도 이를
보다 충분히 내면화 시켜줄 수 있는 지속성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 그러나 교과
수업이 주요한 과제인 학교현장의 현실을 고려할 때 자살예방이 가능할 수 이도록 현장의 수
요를 반영하는 일 또한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 이상의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는 기존의 청소년 자살예방 전문가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포커스그룹인터뷰 및 설문조사
등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개발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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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ed to develop a suicide prevention program for adolescents. The process of program
development has followed the procedure model suggested by Kim et al.(2011) like the planning
step, composition step, and execution & evaluation step. The main contents of this program are
the self-understanding focusing on self-exploration & environment exploration and the learning
cognitive and behavioral strategies and skills(e.g. self-management, time- management, and memory
strategy) to cope with their difficult situations.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is
program had a significant effect on decreasing the total score of suicide risk, negative self-evaluation
and despair while it did not show the significant change of hostility and suicide thinking. Second,
the program had a positive significant effect on attitude toward acceptable suicide, predictable
suicide, preventable suicide. On the other hand, it had no significant effect on attitude toward
suicide as taboo, suicide as general behavior. In conclusion, this study has a significance that the
program can reduce the risk of suicide and change the attitude toward suicide for adolescents who
are in potential risks of suicide.
Key words: prevention for adolescent's suicide, learning planner, risk of suicide, attitude toward suic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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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청소년의 지위비행 ‧ 범죄행위에 대한 종단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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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식

최성보†

고신대학교

경북대학교

한양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 데이터 2003년도(1차)~2007년도(5차)의 종단적
자료를 활용하여 학생의 내·외적인 특성을 중심으로한국청소년의 비행의 종단적 변화
의 패턴을 지위비행과 범죄행위로 세분화하여 탐색해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서 한국 청
소년들의 지위비행과 범죄행위는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었으며
,
이는 특별히 이차곡선적인 특징을 나타내고 있었다
. 또한 예측변인을 포함하는 분석에서
청소년 지위비행의 경우 가정수준의 부모관계가 초기치
, 변화율, 이차곡선요인에 영향을
주고 있었으며, 학교수준의 교사관계와 학업성취는 지위비행의 초기치에만 영향을 주고
있었다. 그리고 교우관계는 초기치
, 변화율, 이차곡선요인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였
다. 청소년 범죄행위의 예측변인을 포함하는 모형 분석에서는 개인수준의 자아관이 초기
치에, 가정수준의 부모관계가 초기치
, 변화율, 이차곡선요인에 영향을 주고 있었으며
, 학
교수준의 교사관계와 학업성취가 초기치
, 변화율, 이차곡선 요인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교우관계는 초기치, 변화율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
* 주요어: 청소년, 지위비행, 범죄행위, 종단분석, 또래관계, 청소년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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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청소년 비행에서 나타나는 낮은 비행연령수준, 반사회적인 양상, 유사 및 동일 범죄
발생 비율 증가, 복합적인 비행 등은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 이에 대한 사
회 각계각층의 관심과 노력이 증대되고 있으며
, 특히 청소년 문제를 경감하기 위한 청소년
보호법 및 인권 측면의 강화와 청소년 문제의 원인에 대한 체계적인 진단을 위한 다양한 수
준에서의 연구가 진행되었다(김두섭, 민수홍, 1996; 김경식, 이현철, 2007; 정소희, 2007, 2009;
문상식, 문재우, 2011; 박진희, 김현주, 2012).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청소년 비행과 관련된 요인들을 개인, 가정, 학교, 동료 혹은 사회의 4가지 영역으로 나누고
있는데 첫째, 개인적 수준은 행위자의 내재적 특성에 초점을 두어 성격
, 신체, 유전 요인 등
같은 개인차 요인으로 보고 있다. 둘째로 가정 및 학교 수준은 외재적 요인에 초점을 두는
사회학적 접근을 통해 주로 이루어져 오고 있는데
, 부모의 배경, 부모와의 사회심리학적 관
계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다음으로 학교 수준은 학업 성취, 학교 비선호 및 낮은 애
착, 학습과 관련된 무능력, 학교에서의 왜곡된 활동과 경험 등과 깊은 관계를 지니며 이외에
도 학업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학생들의 비행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 마지막으
로 동료 수준의 영향은 비행하위문화이론이나 문화전달이론 등을 통해 비교적 체계적으로
소개되고 있으며 비행교우의 영향력을 설명력 있게 시사하고 있다
. 또한 청소년 비행은 특정
영역에 의해서만 결정되지 않고, 앞서 언급한 개인, 가정, 학교, 동료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비행에 영향을 준다는 것에 착안하여 최근에는 이러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분석
한 연구들도 소개되고 있다(김경식, 이현철, 2007).
그러나 선행연구들에서 청소년들의 비행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보고되는 요인들이
도출되고는 있지만 방법론적인 제약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비행과 다양한 변인들 간의 관계
를 정교히 분석해내는 것에는 한계점이 나타나고 있다. 즉,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횡단적
(cross-sectional) 연구 설계를 사용함으로써 과거 청소년들의 선험적으로 획득한 삶의 수준과
비행 정도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게 제시되고 있어 학생들의 내
·외적인 특성에 따른 비행의
종단적인 변화를 엄격하게 측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자연스럽게 다양한 변인과 청소년
비행 간의 인과적 관계를 명확하게 밝히는데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주요 변수들의 청소
년 비행과 관련된 영향력의 크기와 청소년 비행의 변화 또는 증가
(또는 감소)정도에 대한 영
향력의 크기를 구분해 내지 못하는 결정적인 결함을 안고 있다
. 물론 최근 정소희(2009)와 박
현수(2011) 등과 같은 연구자들에 의해 패널 자료를 활용한 종단적인 분석이 시도되어 고무
적이지만 그 양적인 수준에 있어 여전히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
, 그들의 연구 역시 좀 더 세
분화되고 종단적인 성격에 더욱 부합할 수 있도록 연구가 적용되었어야 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정소희의 연구는 청소년들의 비행을 지위비행과 범죄행위 구분 없이 일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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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단일한 종속 변수로 모형에 투입하고 있으며, 예측변인을 포함하는 모형 설정에 있어서
도 종속변수의 변화만을 추적하고 있어 좀 더 종합적인 종단적인 분석의 시도가 필요한 실
정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
(KYPS) 2003년도(1차)~
2007년도(5차)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 설계의 구조적인 제약을 극복하고 학생의 내
·외적인 특
성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의 비행의 종단적 변화의 패턴을 지위비행과 범죄행위로 세분화하
여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이는 청소년 비행의 영향요인과 발달적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을 종단적인 차원에서 실증적으로 확인하게 해주어 기존의 선행연구들의 내용들을 좀 더 거
시적인 맥락에서 확인시켜줄 수 있을 것이며, 청소년비행과 관련된 논의 확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론적 배경
1. 청소년의 지위비행과 범죄행위
청소년의 지위비행의 정의는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Senna(2000)은 지위비행을
청소년에 걸맞지 않은 행동으로 정의하고, 부모에게 반항, 흡연과 음주, 무단결석 및 교사에
대한 반항, 비행또래와의 접촉, 가출, 성행위 등으로 지위비행을 분류하였다. 국내에서는 송아
영, 박경나와 정세영(2009)도 Senna의 방향성 속에서 청소년의 사회적 지위에 적합하지 않은
행동인 음주, 흡연, 가축, 결석 등을 지위비행으로 보고 있다. 한편 황성현(2010)은 조금 더
현실적인 차원에서 지위비행을 살펴주고 있는데 청소년기에 호기심이나 주위의 친구들의 유
혹에 못 이겨 한 두 번 하는 음주나 흡연 행위는 비행으로 보지 않고,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음주와 흡연을 한 경우만 지위비행으로 보았으며
, 무단결석과 가출은 의도적으로 하는 행위
이기 때문에 음주와 흡연처럼 지속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일회성을 강조하여 지위비행
을 설명하여 흥미롭다.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하여 본다면 지위비행의 정의에 따른 많은 학자
들의 주장이 있으나 광의적인 차원에서 성인이 되어 하는 행동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 청소
년기에 하면 문제가 되는 행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김미선, 2014). 이런 지위비행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흡연과 음주, 그리고 현재의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은 강한 충동에 의해 일어나게
되는 가출과 무단결석, 음란물 접촉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청소년기의 지위비행은 이후의
범죄행위로 나아가는 도입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고려할 때 쉽게 간과할 수 없으며
(황성
현, 2012), 이에 대한 관심과 개선 방안이 요구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판단된다
.
한편, 청소년들의 범죄행위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소년법을 중심으로 논의될 수 있는데
소년법에서는 12이상 20세 미만의 범죄 및 비행을 저지른 소년에 대하여 범죄행위, 촉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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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범상태를 규정하고 있으며, 소년법에 적용에 따라 범죄소년, 우범소년, 촉법소년으로 유형
을 구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범죄소년은 범죄행위를 저지른 14세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으로
형사책임이 부과되는 대상이며, 촉법소년은 형법법력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으로 형사 책임이 부과되지 않는 대상이며
, 우범소년은 장래 형벌법력에 저촉되
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2세 이상의 소년을 대상한다(이하섭, 조현빈, 2011). 청소년들의
지위비행과 달리 범죄행위는 소년법 적용을 받으나 성인들의 일반범죄행위와는 처벌적 기준
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점은 청소년의 지위비행은 그들의 범죄행위로 연결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먼저 흡연과 음주는 비행친구들과 어울리게 되는 중요한 매개체일 뿐만 아니
라, 개인적으로는 신체적 건강문제로 야기되기 때문에 주의력 결핍
, 학습장애 등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또한 청소년기의 음주는 자기 통제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폭행이나
교통사고 등의 더 큰 사회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문화일보, 2012). 또한 청소년들의 가출과
무단결석의 측면도 범죄행위와 연결이 되는데, 청소년들의 단순한 무단결석과 결석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무단결석과 가출이후 비행친구와의 접촉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다른 형태의 범죄행위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며
, 이 과정을 통해 약
물남용, 폭력, 조기 성관계, 절도 등과 같은 다른 범죄행위로 연결될 수 있는 기회가 높아진
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정혜원, 박윤환, 2012). 이를 테면 무단결석 및 가출 청소년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절도나 성매매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며
, 실제로 이는 이미 우리 사
회의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것이 사실이다
. 한편 음란물 접촉 역시 지위비행의 주요
한 측면이며, 그들의 범죄행위와의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주지하고 있듯이
청소년들은 성에대한 정보를 TV,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통해 손쉽게 자료와 내용들을 접할
수 있으며, SNS를 통해 동료간 유통도 편리하게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음란물의 지속적인
노출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성에대한 잘못된 인식을 형성시킬 있으며, 왜곡된 성적 취향과 폭
. 이와 관련하여 최근
력성 등을 고취하여 사회적 범죄행위로 표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공분을 일으켰던 다양한 아동 성범죄 사건들
(예: 2011년 일명 도가니 사건, 2012
년 통영과 나주 사건 등)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아동 성범죄자들의 중 상당수가 왜곡된 음란
물을 상습적으로 시청한 것을 고려할 때 음란물 시청과 관련된 지위비행은 범죄행위와의 높
은 상관성이 있다고 보여진다(윤정숙, 2012).

2. 청소년 일탈에 영향을 주는 요인
청소년의 지위비행과 범죄행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유형별로 다양하게 연구되어 왔으
며, 지위비행과 범죄행위의 높은 상관성 속에서 지위비행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과 범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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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하기 보다는 유사한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관련성을 고려하면서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개인수준
, 가
정수준, 학교와 사회적 수준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먼저 개인 수준에서 청소년들의 불안 의식
이 지위비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청소년기는 신체와 정서가 급변하는 과도기적 과정
에 있는 단계이며,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 이 시기에 또래관계, 장래, 가족
문제 등의 측면에서 불안을 가질 수 있다. 장애경과 이지연(2010)은 특별히 가정폭력에 의해
생긴 불안감이 청소년기에 교우관계와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상황이 반복될 경
우 가출을 선택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외에도 청소년이 학교생활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
에 대한 불안한 감정도 학교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고 폭력을 회피하고자 등교거부
, 무단결
석 등의 기회가 늘어날 수밖에 없음도 예상할 수 있다. 더 본질적으로 청소년들의 자아존중
감의 수준도 청소년들의 비행에 영향을 주고 있다. 실제로 청소년 비행 연구에 있어 자아존
중감은 비행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집중적으로 다루어져 왔으며
,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들의 비행성향은 경험적인 연구를 통해 이미 검증되어 왔다
(김경식, 이현철, 2007; 정
소희, 2009).
다음으로 가정 수준의 요인들도 주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특히나 부모의 양
육태도와 폭력적 행위는 청소년들의 비행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확인 할 수
있다. 우선 가정폭력을 경험한 청소년들은 음주 및 흡연을 통해 부모에게 당했던 가정폭력의
피해를 위안 받으려는 경향이 있음을 볼 수 있으며
(Horwitz, Hill, & Cheryl, 2011), Clark,
De Bellis, Lynch, Cornelius와 Martin(2003)도 청소년기 부모로부터의 학대와 폭력을 경험한
이들이 알코올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 가정에서의 폭력이 지속되면 그 가
정폭력을 회피하기 위해 가출을 선택하게 되는 악순환적 상황도 묘사되고 있다
. 게다가 부모
의 폭력과 무관심은 자녀들에 대한 관리감독의 소홀과도 연계되어 청소년들이 쉽게 인터넷
음란물을 시청할 수 있는 환경과 접촉빈도가 높아져 결국 지위비행의 기회가 증가되는 요인
이 될 수 있다고 제시되기 하였다(남영옥, 2004). 이러한 부모의 양육적 특성과 맥락은 결국
부모관계라는 큰 그림 속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며
, 부모와의 긍정적인 관계성과 그에 준
하는 청소년들의 비행적 행위에 대한 관심가 접근을 요청하는 대목으로 볼 수 있다
. 실제로
부모과 기능적인 관계나 애착을 형성치 못하였을 경우 그들의 자녀들이 비행을 보이고 있음
을 확인 할 수 있다(Demuth & Brown, 2004). 이처럼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사회적 지위 구성원은 부모이며, 부모가 청소년에 대해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와
청소년의 성장에 도움을 주려고 하는 노력 등이 청소년 시기에 하게 되는 문제행동들을 통
제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최성열, 2001).
한편, 청소년의 비행에 영향을 주는 개인 및 가정 이외의 요소로서 학교와 사회적인 측면
을 고려할 수 있다. 우선적으로 청소년들의 학교성적과 학교에 대한 관심과 애착
, 교사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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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적인 관계, 학교 내 정서적 긴장감 등이 청소년의 비행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실증적으
로 보여주고 있다(정소희, 2009). 특히 관계성의 중요성을 Sampson과 Laub(1993)을 통해서
더욱 확인 할 수 있는데 그들은 비행을 비공식적 사회통제 혹은 사회적 유대의 결과라고 주
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교사와 동료와의 관계는 사회적 지지의 핵심적인 구성원이라고 할
수 있다. 교사와 청소년들과의 관계가 치밀할수록 청소년들은 학교 적응에 긍정적으로 반응
할 것이며(오윤심, 최은영, 2012), 청소년들의 비행을 통제하는데 긍정적이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동일한 맥락으로 김미선(2014)은 친구의 지지가 청소년의 부적응 행동을 감소시
키며, 친구들의 지지를 높게 지각한 청소년일수록 자아존중감이 높고
, 충동성이 낮아 비행을
적게 한다고 제시해주었으며, 김경식과 이현철(2007)도 비행청소년들과의 접촉 혹은 관계의
질의 중요성을 제시해주었다. 이외에도 최근의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데 단기적인 학교폭력의 경험도 청소년들의 지위비행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만
, 지속적
인 학교폭력 경험은 청소년들에게 걱정, 슬픔, 긴장, 두려움과 같은 극도의 스트레스를 유발
하게 하여 이 스트레스에서 회피하고자 청소년들이 비행에 가담 할 수 있다는 측면도 제시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송정희 등(2012)은 학교폭력을 경험하는 학생들 사이에서 등교거
부, 무단결석 등의 지위비행이 나타날 수 있으며, 가해자 학생들에 대한 증오심과 복수심이
생겨 폭력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하고자 한다고 보고하여 전술한 사항에 대한 확증적인 내용
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 방법
1. 분석자료와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 2003년도(1차)~2007년도(5
차) 자료를 분석하였다. 2003년도 연구대상은 남 1,725명, 여 1,724명 총 3,449명이며 이 표본
을 중심으로 2, 3, 4, 5차년도 자료를 구성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2003년도와 그
이후 패널이 포착된 자료를 활용함은 연구자의 문제의식과 관련된 주요한 사항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해당 데이터의 문항이 지위비행과 범죄행위를 종합적으로 분석함에 용이
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종단자료의 특성상 청소년들의 시간의 경과와 발달적 궤적 속에서
초기 시점의 사항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1차년도 부터의 자료가 핵심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즉,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초기시점의 자료들이 핵심적으로 분석되어야
했기 때문에 1차년도 자료를 포함하는 5차년도까지의 자료가 활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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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한국청소년패널(KYPS) 연구 대상

중2패널

남학생

여학생

합계

2003년

1,725(50.0%)

1,724(50.0%)

3,449(100%)

2004년

1,594(46.2%)

1,594(46.2%)

3,188(92.4%)

2005년

1,572(45.6%)

1,553(45.0%)

3,125(90.6%)

2006년

1,566(45.4%)

1,555(45.1%)

3,121(90.5%)

2007년

1,510(43.8%)

1,457(42.2%)

2,967(86.0%)

2. 연구 모형
본 연구는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을 적용하여, 연구문제와 관련된 분석을 시
도하고자 한다. 잠재성장모형은 종단적인 분석에 유용한 접근법으로서 시간의 변화에 따른
개인 수준의 발달적인 변화와 개인 간 변화의 차이를 실증적으로 탐색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종단적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독립변인들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다
(이기봉,
박일혁, 2001;

Bollen & Curran, 2006). 본 연구에서 활용된 잠재성장모형의 형태는 그림1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반복 측정된 변수 Υ에 대하여 α는 개인의 초기값을 나타내는 수치
고, λt 시간단위의 기본 수치이며, β는 변화율 즉 시간의 변화에 따른 개인의 변화 정도이
다. 또한 εt 는 관찰되지 않는 각 시점의 측정 오류를 나타낸다. 이를 바탕으로 한 본 연구모
형은 그림 2와 같다.

[기본형: Υt= α + λtβ + εt]
1차년도: Υt1= α + λt0β + εt1
2차년도: Υt2= α + λt1β + εt2
3차년도: Υt3= α + λt2β + εt3
4차년도: Υt4= α + λt3β + εt4
5차년도: Υt5= α + λt4β + εt5
[그림 1] 잠재성장모형 수식

청소년비행으로 설정한 항목은 지위비행과 범죄행위로 구분하였으며, 지위비행에는 흡연,
음주, 무단결석, 가출, 놀리기, 왕따시키기, 성관계를 범죄행위에는 폭행, 패싸움, 삥뜯기, 절
도, 원조교제, 성범죄, 협박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행위에 대한 경험 유무를 합산하여 지위비
행과 범죄행위를 각 연도별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종합 모형은 지위비행과 범죄행위를 합산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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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잠재성장모형 유형

3. 한국청소년패널(KYPS) 측정문항 및 변수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패널(KYPS) 중학교 설문지 문항들 중 청소년의 지위비행과 범죄
행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
, 가정, 학교 수준의 대표적인 변수들를 설정하고 있
으며, 자아관, 부모관계, 교우관계, 교사관계, 학업성취 요인들에 부합되는 문항들을 중심을
선정하였다.
<표 2> 한국청소년패널(KYPS) 문항 내용
요인

문항 내용
나는 나 자신이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
나는 나 자신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

개인 수준

자아관

나는 나 자신이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
나는 때때로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때때로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대체로 내가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는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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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문항 내용
부모님과 나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

가정 수준

부모 관계

부모님은 나에게 늘 사랑과 애정을 보이신다.
부모님과 나는 서로를 잘 이해하는 편이다
.
부모님과 나는 무엇이든 허물없이 이야기하는 편이다
.
나는 선생님께 내 고민을 털어 놓고 이야기 할 수 있다.

교사 관계 선생님은 나에게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신다.
나는 장래에 선생님과 같은 사람이 되고 있다.
나는 친구들과 오랫동안 친구로 지내고 싶다.

학교 수준
교우 관계

나는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즐겁다.
나는 친구들과 같은 생각과 감정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
나는 친구들과 서로의 고민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편이다
.

학업 성취 과목별 성적정도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각 문항들로 구성된 척도들의 신뢰도는 표3에 제시되었듯이 모두 양호한 것을 볼 수 있
다. 그러나 종속변인 지위비행과 범죄행위의 경우 질적인 범주형 문항으로 인해Cronbach α
를 계산하지 않았다.
<표 3> 본 연구의 연도별 신뢰도
요인

신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부모관계

.801

.838

.833

.843

.843

교사관계

.702

.725

.734

.782

.798

교우관계

.759

.829

.824

.819

.822

학업성취

.790

.799

.694

.389

.663

자아관

.734

.741

.752

.755

.763

4. 결측치 분석 및 처리
본 연구에서 활용된 데이터의 경우 결측치가 존재하고 있으며
, 종단분석에 있어 결측치 사
항의 경우 소홀하게 대해서는 안될 부분이다. 결측치와 관련된 본 연구의 전략은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결측치와 변수들간의 관계성을 확인하여 이에 대한 유의성을 살펴보고
자 한다. 분석 결과 결측치와 통계적 관계가 있는 요소들이 확인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학
업성취와 지위비행이었으며, 다른 변수들은 결측치와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다
. 이를 통해 자
료의 결측이 학업성취, 지위비행과 관련도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만약 연구자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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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을 간과하고 결측치를 제거하는 것은 주요 결과를 왜곡할 우려가 있어 본 연구에서는
결측치를 FIML(Full Information ML estimation)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표 4> 결측치 분석 사항
B

S.E.

Wald

df

p

Exp(B)

자아관

.001

.012

.013

1

.910

1.001

부모관계

-.002

.014

.019

1

.890

.998

교사관계

-.014

.017

.628

1

.428

.987

교우관계

.025

.016

2.572

1

.109

1.025

학업성취

.030

.011

7.448

1

.006

1.031

지위비행

-.161

.041

15.094

1

.000

.852

범죄행위

.048

.060

.643

1

.423

1.050

상수

1.288

.542

5.648

1

.017

3.625

5. 기술통계량 및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는 표 5와 같이 중학교 1-5차년도 자료에서 측정된 요인들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각 요인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분석하였다. 부모관계, 교사관계, 교우관계, 자아관은 지
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학업성취는 전반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
또한 왜도와 첨도를 통해서 정상분포 정도를 확인하였으며
, 절대값 3이하를 기준으로 설정하
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활용된 변인들의 경우 모수추정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표 5> 기술통계량
요인

중2학년(1)

중3학년(2)

N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부모관계

3447

13.3536

3.12869

-.224

.053

교사관계

3445

7.3768

2.47361

.157

-.126

교우관계

3436

16.2197

2.61933

-.550

.626

학업성취

3449

15.5503

3.89052

.070

-.181

자아관

3444

18.9666

3.73735

.058

.627

부모관계

3182

13.6502

3.07824

-.162

.149

교사관계

3184

7.8361

2.47161

.001

-.150

교우관계

3176

16.6499

2.68215

-.581

.420

학업성취

3178

15.5743

3.90044

.110

-.005

자아관

3187

19.6021

3.76639

.305

.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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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고1학년(3)

고2학년(4)

고3학년(5)

N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부모관계

3119

13.7599

2.90987

-.206

.310

교사관계

3121

7.8917

2.44185

.011

-.150

교우관계

3108

16.9710

2.52017

-.769

1.217

학업성취

3047

15.1995

3.28283

.271

.662

자아관

3122

19.9110

3.62594

.099

.582

부모관계

3120

13.9045

3.02493

-.272

.237

교사관계

3077

7.9272

2.61098

.054

-.269

교우관계

3119

16.9218

2.50509

-.526

.165

학업성취

3077

13.6185

3.31545

.173

.636

자아관

3121

20.0205

3.67357

.129

.260

부모관계

2958

14.1163

3.05036

-.182

.071

교사관계

2905

7.8265

2.68814

.010

-.438

교우관계

2955

17.0782

2.48754

-.558

.081

학업성취

2014

14.8893

3.13722

.204

1.179

자아관

2958

20.5304

3.69366

.126

.239

한편, 본 연구에서 투입된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의 결과는 표6과 같으며, 각
연도에 따른 변수들의 상관정도를 확인 할 수 있다
.
<표 6> 상관관계
1

중2학년
(1)

중3학년
(2)

2

3

4

5

6

자아관

1

부모관계

.327(**)

1

교사관계

.198(**)

.259(**)

1

교우관계

.050(**)

.150(**)

.068(**)

1

학업성취

.307(**)

.217(**)

.173(**)

.080(**)

1

지위비행

-.178(**)

-.156(**)

-.152(**)

.091(**)

-.180(**)

1

범죄행위

-.119(**)

-.121(**)

-.113(**)

.034(*)

-.128(**)

.544(**)

자아관

1

부모관계

.251(**)

1

교사관계

.113(**)

.183(**)

1

교우관계

.116(**)

.172(**)

.103(**)

1

학업성취

.281(**)

.195(**)

.106(**)

.060(**)

1

지위비행

-.122(**)

-.130(**)

-.077(**)

.092(**)

-.168(**)

1

범죄행위

-.078(**)

-.101(**)

-.044(*)

.029

-.081(**)

.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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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1학년
(3)

고2학년
(4)

고3학년
(5)

2

3

4

5

6

자아관

1

부모관계

.312(**)

1

교사관계

.125(**)

.171(**)

1

교우관계

.091(**)

.207(**)

.055(**)

1

학업성취

.250(**)

.205(**)

.165(**)

.027

1

지위비행

-.130(**)

-.157(**)

-.080(**)

.060(**)

-.152(**)

1

범죄행위

-.100(**)

-.064(**)

-.043(*)

.027

-.038(*)

.463(**)

자아관

1

부모관계

.275(**)

1

교사관계

.163(**)

.177(**)

1

교우관계

.123(**)

.144(**)

.046(*)

1

학업성취

.201(**)

.147(**)

.136(**)

.000

1

지위비행

-.088(**)

-.131(**)

-.078(**)

.112(**)

-.137(**)

1

범죄행위

-.048(**)

-.041(*)

-.033

.035

-.037(*)

.415(**)

자아관

1

부모관계

.319(**)

1

교사관계

.125(**)

.185(**)

1

교우관계

.177(**)

.220(**)

.091(**)

1

학업성취

.234(**)

.157(**)

.192(**)

.036

1

지위비행

-.081(**)

-.159(**)

-.057(**)

.042(*)

-.217(**)

1

범죄행위

-.027

-.047(*)

-.010

.010

-.085(**)

.378(**)

7

1

1

1

*p<.05 **p<.001

연구 결과
1. 분석결과
가. 청소년 비행의 변화 함수와 영향을 주는 요인
본 연구에서는 평균 및 표준편차를 중심으로 변화의 양상을 무변화모형과 선형변화모형
그리고 이차곡선변화모형으로 구분하여 적용하였다
.
1) 지위비행의 변화 함수와 영향을 주는 요인
표 7의 잠재성장모형의 분석결과를 통해 무변화모형은 선형과 이차곡선 모형에 비하여
값이 컸으며,  값 대신 활용할 수 있는 RMSEA(Root Mee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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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08 보다 높아 양호한 모형으로 판정하기 어렵다
. 또한 청소년들의 지위비행이의 평균
이 감소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 무 변화 모형보다는 변화를 가정한 모형이 설명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표 7> 잠재성장모형 적합도 지표
모형



TLI

CFI

RMSEA

무 변화모형

773.448(13)

.987

.989

.130

선형 변화모형

383.474(10)

.992

.995

.104

이차곡선 변화모형

75.469(6)

.997

.999

.058

선형 변화 모형은 무변화 모형에 비해  값이 줄어들었으며, TLI(Tuc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또한 양호하였으나 RMSEA 값이 높아 불안정하며, 이차곡선적인
변화를 가정하는 이차곡선변화 모형이 선형모형과 비교하여 적합도와 실제 자료의 평균 변
화에 있어서 우수한 모형을 판정된다. 연구모형으로 확정된 이차곡선변화모형은 무변화 모형
과 비교하여  값이 적었으며, TLI값과 CFI값도 양호하였으며, RMSEA값 역시 .08 보다 작
아 적합한 모형임을 확인할 수 있다. 적합한 모형으로 설정된 이차곡선 변화모형의 초기값과
변화율, 이차곡선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 표8과 같다.
<표 8> 잠재성장모형 적합도 지표
항목

평균

표준오차

변량

초기치

6.805**

.019

.838**

변화율

-.193**

.016

.277**

이차곡선

.054**

.004

.011**

초기치-변화율

변화율-이차곡선 초기치-이차곡선

상관

상관

상관

-.566**

-.898**

.387**

*p<.05 **p<.001

청소년 지위비행의 초기치 평균은 6.805(  <.001), 변량은 .838(  <.001)로 본 연구에서 관심
을 가지고 있는 지위비행의 경우 초기치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변화율은 -.193로 나타나 시간의 변화에 따라 감소하는 맥락이며, 변량은 통계적으
로 유의미하여 변화 정도가 차이가 있음이 확인된다
.
또한 초기치와 변화율의 상관이-.566(  <.001)로 부적으로 나타나 1차년도의 지위비행의 크
기가 높을수록 지위비행이 더디게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청소년들의 지위비행이
감소하지만 초기치-변화율 간의 상관관계(부적상관)로 인해 1차년도의 청소년 지위 비행의 크
기가 높았던 청소년들은 이후로 갈수록 지위비행의 감소 폭이 느리다는 것을 보여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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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이러한 지위비행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분석하고자 지위비행
의 초기치, 변화율, 이차곡선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투입한 결과는 다음 표9와 같다.2)
<표 9> 지위비행 영향 요인
요인

초기치

변화율

이차곡선 요인

개인수준

자아관

.075

.031

-.008

가정수준

부모관계

-.189**

.059*

-.010*

교사관계

-.194**

.040

-.003

교우관계

.236**

-.093**

.018*

-.236**

.016

-.007

학교수준

학업성취


적합도

 (df)

TLI

CFI

RMSEA

5364.164(312)

.978

.982

.068

*p<.05 **p<.001 / 비표준화 계수

표 9를 통해 청소년 지위비행의 경우 가정수준의 부모관계가 해당 초기치
, 변화율, 이차
곡선 변화 요인에 각각 -.189(  <.001), .059(  <.05), -.010(  <.05)로 영향을 주고 있으며, 학교수
준의 교사관계와 학업성취는 지위 비행의 초기치에만 각각-.194(  <.001), -.236(  <.001)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그리고 교우관계는 .236(  <.001), -.093(  <.001), .018(  <.05)로 각각 초기치,
변화율, 이차곡선요인에 영향을 주고 있다
.
2) 범죄행위의 변화 함수와 영향을 주는 요인
청소년 범죄행위 변화 모형에 대한 분석결과 다음 표 10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이차곡
선적인 변화를 가정하는 이차곡선변화 모형이 다른 모형과 비교하여 적합도와 실제 자료의
평균 변화에 있어서 설명력이 높아 청소년들의 범죄행위를 설명하는 적합한 모형으로 판단
하였다.

2) 지위비행의 초기치, 변화율, 이차곡선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투입된 자료는 청소년패널1차년도 자
료를 중심으로 투입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설정된 모형이 적합다고 평가되었으므로 해당 추정치
를 확인해야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아관
-자아1: 1, 자아2: .553(<.001), 자아3: .812(<.001), 자아
4: 2.095(<.001), 자아5: 1.991(<.001), 자아6: 1.444(<.001); 부모관계-부모1: 1; 부모2: .883(<.001);
부모3: .839(<.001); 부모4: .770(<.001); 교사관계-교사1: 1, 교사2: 1.125(p<.001), 교사3: .771(<.001);
교우관계-교우1: 1, 교우2: .920(<.001), 교우3: 1.114(<.001), 교우4: 1.034(p<.001); 학업성취: 학업1: 1,
학업2: .883(<.001), 학업3: 1.069(<.001), 학업4: .940(<.001), 학업5: .614(p<.001)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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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잠재성장모형 적합도 지표
모형



TLI

CFI

RMSEA

무 변화모형

1076.784(13)

.986

.988

.153

선형 변화모형

325.730(10)

.995

.996

.095

이차곡선 변화모형

109.844(6)

.997

.999

.071

적합한 모형으로 선정된 이차곡선 모형의 경우 무변화 모형에 비해 값이 줄었으며, TLI,
CFI 모두 양호하였으며, RMSEA 값도 .08 보다 작아 적합한 모형임을 확인할 수 있다. 적합
한 모형으로 설정된 이차곡선 변화모형의 초기값과 변화율
, 이차곡선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
표 11과 같다.
<표 11> 잠재성장모형 적합도 지표
항목

평균

표준오차

변량

초기치

6.302**

.012

.288**

변화율

-.144**

.010

.102**

이차곡선

.021**

.002

.003**

초기치-변화율
상관

변화율-이차곡선
상관

초기치-이차곡선
상관

-.817**

-.958**

.640**

*p<.05 **p<.001

청소년 범죄행위의 초기치 평균은 6.302(  <.001), 변량은 .288(  <.001)로 청소년들의 범죄행
위의 경우 초기치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그리고 변화
율도 -.144로 나타나 5년동안 감소하는 추세임을 보여주며, 변화율의 변량도 .102(  <.001)통계
적으로 유의미하여 범죄행위의 변화 정도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
다. 또한 초기치와 변화율의 상관이-.144(  <.001)로 부적으로 나타나 초기 시점의 범죄행위의
크기가 낮았던 학생들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즉, 2, 3, 4, 5차년도로 갈수록 범죄행위의 크
기가 빠르게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초기치와 이차곡선 요인이 정적 상관
을 보이고 있어 범죄행위의 초기치가 높을수록 그 가속도는 커진다는 것이다
.
다음으로 이러한 청소년의 범죄행위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분석하고자
변화의 주요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투입한 결과는 다음 표12와 같다.3)
3) 지위비행의 모형과 동일하게 청소년의 범죄행위 변화의 초기치, 변화율, 이차곡선에 영향을 미치는 변
수로 투입된 자료는 청소년패널 1차년도 자료이다. 모수추정치의 경우 다음과 같다. 자아관-자아1: 1,
자아2: .541(<.001), 자아3: .803(<.001), 자아4: 2.052(<.001), 자아5: 1.967(<.001), 자아6: 1.408(
<.001); 부모관계-부모1: 1; 부모2: .884(<.001); 부모3: .838(<.001); 부모4: .769(<.001); 교사관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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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표 12를 통해 청소년 범죄행위의 경우 개인수준의 자아관이 초기치에.080(  <.05)
로 영향을 주고 있으며, 가정수준의 부모관계가 초기치
, 변화율, 이차곡선요인에 각각 -.102( 
<.001), .068(  <.001), -.011(  <.001)로 영향을 주고 있으며, 학교수준의 교사관계와 학업성취가
초기치, 변화율, 이차곡선 요인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또한 교우관계는 .082( 
<.001), -.037(  <.05)로 각각 초기치, 변화율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12> 범죄행위 영향 요인
요인

초기치

변화율

이차곡선 요인

개인수준

자아관

.080*

-.042

.010

가정수준

부모관계

-.102**

.068**

-.011**

교사관계

-.099**

.052**

-.008*

교우관계

.082**

-.037*

.007

학업성취

-.115**

.047*

-.007*

학교수준

적합도

 (df)

TLI

CFI

RMSEA

4760.539(311)

.982

.985

.064

*p<.05 **p<.001 / 비표준화 계수

나. 다변량 잠재성장모형(Multivariate Latent Growth Models) 분석
종단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각 요인의 변화에 대하여 무변화
, 선형, 이차곡선 변화 모형을
적용시킨 결과 다음 표 13과 같으며, 앞선 평균의 실제적인 변화 측면과 다양한 적합도 지수
와의 변화를 확인 결과, 자아관과 학업성취 그리고 부모관계는 이차곡선 변화모형으로 결정
하였으며, 교사관계, 교우관계는 선형변화 모형을 선택하였다
.
<표 13> 요인 별 모형의 적합도

자아관

부모관계

잠재성장모형

 (df)

TLI

CFI

RMSEA

무변화모형

604.912(13)

.988

.990

.114

선형변화모형

77.731(10)

.998

.999

.044

이차곡선변화

36.890(6)

.999

.999

.038

무변화모형

377.512(13)

.992

.993

.090

선형변화모형

72.785(10)

.998

.999

.042

이차곡선변화

19.425(6)

.999

1.000

.025

사1: 1, 교사2: 1.123(<.001), 교사3: .774(<.001); 교우관계-교우1: 1, 교우2: .924(<.001), 교우3: 1.120
(<.001), 교우4: 1.039(<.001); 학업성취: 학업1: 1, 학업2: .878(<.001), 학업3: 1.063(<.001), 학업4:
.942(<.001), 학업5: .616(<.001)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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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관계

교우관계

학업성취

잠재성장모형

 (df)

TLI

CFI

RMSEA

.995

.068

무변화모형

220.631(13)

.994

선형변화모형

98.210(10)

.997

.998

.050

이차곡선변화

23.075(6)

.999

1.000

.029

무변화모형

419.968(13)

.992

.993

.095

선형변화모형

85.778(10)

.998

.999

.047

이차곡선변화

19.595(6)

.999

1.000

.026

무변화모형

1297.054(13)

.956

.974

.203

선형변화모형

441.878(10)

.981

.981

.134

이차곡선변화

37.126(6)

.997

.999

.049

1) 지위비행과 범죄행위 다변량 잠재성장모형 분석
앞선 요인에 대한 잠재성장모형의 결과를 바탕으로 자아관
, 부모관계, 학업성취, 교사관계,
교우관계 그리고 청소년 지위비행 간의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설정하면 다음 그림3과 같다.

[그림 3] 지위비행 다변량 잠재성장모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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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에는 설정한 모형의 간명성을 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 <.05, ** <.001/I: 초기
치, S: 변화율, Q: 이차곡선) 경로만을 표현하였다. 청소년들의 범죄행위요인에 대한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의 결과 또한 다음 그림 4와 같다. 그리고 각각 지위비행 및 범죄행위 모형의
적합도는 표 14와 같다.

[그림 4] 범죄행위 다변량 잠재성장모형 분석

<표 14> 다변량 잠재성장모형 적합도 지표
모형



TLI

CFI

RMSEA

지위비행모형

2912.901(394)

.991

.992

.043

범죄행위모형

3131.218(394)

.991

.992

.045

다변량 잠재성장모형 분석을 통해 청소년들의 지위비행과 범죄행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의 종단적 관계를 살펴보았다. 먼저 지위비행의 경우, 모든 변인들의 초기치가 지위비행의
초기치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종속변인과 관련된 다른 경로 즉
, 변화율과 이차곡선요인의 경
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범죄행위의 경우 지위비행과 유사한 패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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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력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데 범죄행위의 초기치에는 부모관계
, 교우관계, 교사관계, 학업
성취가 영향력을 주고 있었다. 지위비행의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범죄행위의 초기치는 교우
관계에 의해 정적으로 영향력을 받고 있었다
. 이를 통해 학생들에 대한 교사와 학교 그리고
학부모에 의한 생활지도와 상담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지위비행 및 범죄문화
와 관련된 접촉을 줄이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

결 론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 2003년도(1차)~2007년도(5차)의 종단적 자료를 활용
하여 청소년 비행의 초기 형성과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 기존 횡단연구 설
계의 구조적인 제약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특히 학생의 내·외적인 특성이 횡단적인 측면에
의해 형성되거나 단선적인 차원에서 구성되지 않음을 고려하면서 청소년들의 지위비행과 범
죄행위와 관련된 변인들의 종단적인 변화를 추적하여 이를 분석하였다
. 이는 종단적 분석을
통해서 제시할 수 있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와 변화 간에 영향 관계를 탐색하는데 주요
한 기여를 해주었으며, 지위 비행과 범죄행위와 관련된 횡단적 이해의 폭을 확장하는 내용으
로 판단된다. 물론 최근 정소희(2009)와 박현수(2011) 등과 같은 연구자들에 의해 패널 자료
를 활용한 종단적인 분석이 시도되었지만 본 연구에서 그들의 연구를 확장함으로서 의의를
지닐 수 있다. 특별히 본 연구에서는 지위비행과 범죄행위로 청소년들의 비행과 일탈을 세부
적으로 구분하여 정소희의 일괄적인 종속 변수의 모형을 다양화 하였으며
, 분석 방법에 있어
서도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종속변수의 시간적 변화와 발달을 고려한 종합적인
탐색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한국 청소년들의 지위비행과 범죄행위는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패
턴을 보여주고 있었으며, 이는 특별히 이차곡선적인 특징을 나타내었다
. 또한 각각의 모형
모두 초기치와 변화율의 상관이 부적으로 나타나 초기년도의 지위비행과 범죄행위가의 크기
가 높을수록 시간의 경과에 따른 해당 요인의 감소 폭이 줄어들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또한
예측변인을 포함하는 분석에서 청소년 지위비행의 경우 가정수준의 부모관계가 초기치
, 변화
율, 이차곡선요인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 학교수준의 교사관계와 학업성취는 지위 비행의 초
기치에만 영향을 주고 있었다. 그리고 교우관계는 각각 초기치
, 변화율, 이차곡선요인에 영향
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청소년 범죄행위의 예측변인을 포함하는 모형 분석에서는 개인
수준의 자아관이 초기치에, 가정수준의 부모관계가 초기치
, 변화율, 이차곡선요인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학교수준의 교사관계와 학업성취가 모두 초기치
, 변화율, 이차곡선 요인 모두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교우관계는 초기치, 변화율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
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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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예측변인을 포함한 잠재성장모형이 특정한 생애 시기에서의 청소년들
(중2 패널)의 급
격한 변화와 관련된 내용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있지 못하기에 예측변인으로 투입된 변인들
의 생애사적인 변화를 고려하여 청소년 비행 변화와의 종단적인 관련성을 분석할 수 있는
다변량 잠재성장모형 분석을 적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청소년들의 지위비행과 범죄행위에 영
향을 주는 요인들의 종단적 관계를 살펴보았다
.
먼저 지위비행의 경우, 모든 변인들의 초기치가 지위비행의 초기치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종속변인과 관련된 다른 경로 즉, 변화율과 이차곡선요인의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범죄행위의 경우 지위비행과 유사한 패턴의 영향력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데 범죄행위의 초기치에는 부모관계, 교우관계, 교사관계, 학업성취가 영향력을 주고 있었다
.
지위비행의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범죄행위의 초기치는 교우관계에 의해 정적으로 영향력
을 받고 있었다.
이를 종합하면 청소년들의 지위비행과 범죄행위에는 교우관계가 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
며 이는 청소년들의 지위비행과 범죄행위 형성에 있어 또래집단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것이
며 비행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청소년들의 비행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 이는
청소년 지위비행과 범죄행위에 있어 또래관계의 중요성을 재확인해주는 것이며
, 청소년들의
역기능적인 활동을 경감하는 대책으로서의 또래관계의 지원과 상담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특히나 Sampson과 Laub(1993)을 제시된 사회적 유대의 결과로서의 비행의
의미를 고려할 때 해당 청소년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이며
, 그
것이 어떠한 측면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인가를 강력하게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김경식과 이현철(2007)도 비행청소년들과의 접촉 혹은 관계의 질의 중요성을 제시한 선행연
구와도 일치하고 있어 Sampson과 Laub(1993)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기능적인 관계성 회복
에 집중하며 비행청소년들과의 접촉 빈도를 줄여나갈 수 있는 대응전략이 구축될 필요가 있
을 것이다.
이외에 자아관, 부모관계, 교사관계, 학업성취 등은 부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상식
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내용 즉, 부모, 교사, 학업성취가 우수하며 건강한 자아관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의 경우 비행 및 범죄를 범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 이는 소위
‘모범생’이라고 일컬어지는 학생들의 생활태도와 그렇지 못한 학생들 간의 차이가 어떻게 구
성되고 있는가를 또한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청소년들의 지
위비행과 범죄행위에 있어 교우관계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
비행하위문화이론이나 문화전달이론들과 일맥상통하여
(김경식, 이현철, 2007) 청소년 비행 예
방 및 대응전략을 구성하는데 의미 있는 결과를 제공해 준다 하겠다
. 더불어 학생들에 대한
교사와 학교 그리고 학부모에 의한 생활지도와 상담 및 또래상담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서 학생들이 지위비행 및 범죄문화와 관련된 접촉을 줄일 것을 요구하며
, 학생들이 교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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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들 간의 원만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노력이 시급하게 제공되어야 함을
강력하게 제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부모와의 관계는 그들의 양육태도와 방식이 청
소년들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가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정소희, 2007), 교사들은 학교 내 사
회적 관계성의 핵심적인 존재임을 잊지 말고 청소년들을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김경식, 이현철 (2007). 청소년 비행의 영향요인. 교육사회학연구, 17(2), 53-76.
김두섭, 민수홍 (1996). 개인의 자기통제력이 범죄억제력에 미치는 영향. 서울: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김미선 (2014). 폭력피해 경험이 청소년 지위비행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남영옥 (2004). 인터넷 음란물 접촉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에 따른 성비행과 정신건강 연
구. 상담학연구, 5(4), 1139-1153.
문상식, 문재우 (2011).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대한보건연구, 37(2), 1-15.
문화일보 (2012). 또래 갈취하는 교문 밖 가출 청소년들......학교폭력 사각지대.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20208135111685에서 검색.
박진희, 김현주 (2012). 청소년 비행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성차
. 청소년복지연구, 14(3),
75-96.
박현수 (2011). 청소년 비행의 변화유형과 영향요인. 범죄와 비행(창간호). 165-187.
송아영, 박경나, 정세정 (2009). 청소년지위비해에 대한 일반긴장이론의 부분적 검증: Ping의
2단계 방법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0(1), 309-337.
송정희, 신원섭, 연평식, 김윤수, 조영민, 김주연, 손성애, 신경희 (2012). 산림 치유 캠프가 학
교폭력피해 청소년의 심리안정에 미치는 영향
. 한국산림휴양학회지, 16(3), 109-115.
오윤심, 최은영 (2012). 자아존중감과 부모양육태도 및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의 문제대처방식
에 미치는 영향. 생활과학연구논총, 16(2), 15-29.
윤정숙 (2012). 아동음란물과 성범죄의 상관관계 연구. 서울: 법무부.
이기봉, 박일혁 (2001). 종단적 운동수행력의 변화 분석: 잠재성장모형의 이용. 한국체육학회
지, 40(2), 885-897.
이하섭, 조현빈 (2011). 청소년범죄에 대한 경찰활동.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1(7), 285-297.
장애경, 이지연 (2010). 청소년의 모애착과 우울,불안간의 관계에서 부적응적 완벽주의 매개효
과. 청소년시설환경, 8(4), 21-30.
정소희 (2007). 사회경제적 지위, 부부갈등, 부모양육행동, 자아통제력이 청소년 비행에 영향
을 미치는 경로 분석. 사회복지연구, 32, 5-34.

- 145 -

이현철․김경식․최성보

정소희 (2009). 청소년비행의 발달궤적과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
. 한국청소년연구, 20(2), 31-64.
정혜원, 박윤환 (2012). 신 비행지표 활용을 통한 청소년비행에 대한 무단결석의 역할 분석:
학교 만족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소년보호연구, 20, 269-305.
최성열 (2001).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자아정체감간의 관계.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황성현 (2010). 청소년 지위비행에 관한 비행이론 비교연구. 청소년학연구, 17(5), 49-68.
황성현 (2012). 초·중·고등학교 청소년의 지위비행에 대한 상호작용론적 연구
: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이용하여. 청소년학연구 19(10). 23-43.
Bollen, K. A., & Curran P. J. (2006). Latent curve models. WILEY, John Wiley & Sons, Inc.
Clark, D. B., De Bellis, M. D., Lynch, K. G., Cornelius, J. P., & Martin, C. S. (2003).
“Physical and Sexual Abuse Depression and Alcohol Use Disorders in Adolescents:
Onsets and Outcomes”. Drug and Alcohol Dependence, 69, 51-60.
Demuth, S., & Brown, S. L. (2004). Family structure, family processes, and adolescent
delinquency: The significance of parental absence versus parental gender?.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41(1), 58-82.
Horwitz, A. G., Hill, R. M., & Cheryl, K. (2011). “Specific coping behaviors in relation to
adolescent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Journal of Adolescence, 34(5), 1077-1085.
Sampson, R. J., & Laub, J. H. (1993). Crime in the making: Pathways and turning points
through life.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Senna, J., & Lawwy, S. (2000). Juvenile delinquency: Theory, practice and law (7th ed.).
Stamford(CT): Wadsworth.

[원고접수일: 2016. 03. 28. / 수정원고접수일: 2016. 06. 13 / 게재결정일: 2016. 11. 04.]

- 146 -

청소년상담연구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2016, Vol. 24, No. 2, 125-147

The Longitudinal Analysis on Juvenile Delinquency
and Criminal Behavior of Korean Youth
Lee, Hyun-Chul
Kosin University

Kim, Kyung-Sik

Choi, Sung-Bo

Kyoungpook National University Hanyang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d the juvenile delinquency and criminal behavior of Korean youth using
multivariate latent growth model(MLGM), the data was the 1st(2003)-5th(2007) wave of the Korea
Youth Panel Survey(KYPS). The results are reported as follows. First of all, the juvenile delinquency
and criminal behavior of the youth in Korea is decreased with quadric transformations. Second,
analysis of Multivariate Latent Growth Models shows that teacher rela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found to b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 on the intercept and slope of juvenile
delinquency. Third, self-esteem and parents relation has a significant effect on the intercept, slope,
and quadric of criminal behavior model. Finally, peer relation found to b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 on the intercept and slope of criminal behavior.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self-esteem,
parent’s relation, teacher rela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were impact factors on juvenile
delinquency and criminal behavior and educator considered these variables in counseling process
of school or juvenile fields.
Key words: juvenile delinquency, criminal behavior, longitudinal analysis, peer relation, couns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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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예술치료가 학교부적응 초중고생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메타분석
조영화

김세경†

천성문

경성대학교
본 연구는 집단예술치료에 기반을 둔 개입이 학교부적응 초중고생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효과크기를 메타분석을 통하여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 분석을 통하여 각 연구별 효과크
기가 어떤 연구대상과 프로그램에 의해 달라지는지 조절변인을 탐색하고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의 특성, 연령, 성별, 프로그램의 형식, 실시시간, 총 회기 수, 주당
회기 수, 회기 당 시간이 조절변인으로 포함되었다. 이를 위해 2000년부터 2015년까지 학
교부적응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집단예술치료를 개입으로 한 국내에서 발표된 총 38편
(k=128)의 학위논문과 학술지 연구를 대상으로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예술치료에 기반
을 둔 개입은 학교부적응 초중고생의 학교적응에 큰 효과크기를 보였고, 그 중 학교생활
에 가장 큰 효과크기를 보였다. 효과크기의 이질성 검증에 대한 조절효과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구대상의 연령, 성별, 프로그램 형식, 주당 회기 수가 조절변인인 것으로 확인되
었다. 조절변인 중, 연구대상에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더 효과적이고, 남자
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효과가 더 컸다. 프로그램 형식에서는 음악치료로 개입을 한
프로그램이 가장 효과가 컸으며, 프로그램 주당 회기 수가 늘어날수록 효과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판편향의 가능성이 의심되었기 때문에 Trim and Fill 방법을 사용하
여 추정된 효과크기가 교정되었으나, 교정된 효과크기는 여전히 중간수준 이상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예술치료에 기반을 둔 개입이 학교부적응 초중고생의 학교적응을 도와주
는 데 있어 효과적인 개입임을 시사한다.
* 주요어: 집단예술치료, 학교부적응, 학교적응, 메타분석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경성대학교 창의인재대학, 학생상담센터 상담교수
부산시 남구 수영로 309(대연동), Tel: 051-663-5944, E-mail: lotus0418@k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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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학생들의 학교부적응 문제가 학업을 중단하게 된 가장 주된 원인이 되고 있고,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도 가장 큰 고민과 스트레스로 꼽히고 있다. 교육부의 보도에 의하면 초중고
생의 학업중단율은 2000년 이후 계속해서 증가추세에 있으며, 최근 5년간 현황은 매년 6만~7
만 명의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 학교 밖 청소년이 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교육부, 2014).
특히 학업중단의 원인 중에 주목해야 할 변화가 과거 1990년대 초반에는 가정의 경제적 빈곤
이 학업 중단의 주요원인이었다면, 1990년대 중반 시기부터는 학업 중단의 원인을 학교부적
응으로 보는 관점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최근에는 정규교육 외의 진로를 선택하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학교부적응이 가장 주된 원인으로 보고되고 있다(교육부, 2014). 학교부적응은 개인
이 학교 및 학급에서 적응해 나가는데 있어서 부적합한 행동을 보이며 교사 및 또래와의 관
계에서 조화로운 상호작용을 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통계청과 여성가족부가 발표
한 보고서에 따르면 초중고생 10명 중 6명이 ‘학교생활’에 대하여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가
장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4). 초중고생의 학교부적응 문제는 현재
학업 중단의 가장 주된 원인이 되고, 학생들에게 가장 큰 고민과 스트레스가 되고 있으며 주
요한 문제로 주목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이렇게 학교부적응 문제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이유는 학생들이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학교가 부과하는 규칙과 학업 그리고 교사와 또래와의 관계 경험을 통
해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받고, 인생 전반을 살아가는데 있어 필요한 사회성, 대인관계기술,
환경과의 조화, 집단생활과 같은 필수적인 다양한 사회적 기술을 배우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
게 보았을 때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것은 단순히 학교 정규 교육 과정에 적응하지 못했
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이상으로, 개인에게는 삶의 발달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 습득 및 기회
의 상실과 다양한 위험에의 노출 가능성을 의미한다(유성경, 1998). 이와 같은 이유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학생들은 후일 성인이 되어서도 삶에 부적응을 나타내기 쉬우며, 일탈행동이
나 비행을 저지를 위험이 높아져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우
려가 높다(하민정, 2015). 즉, 학생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것은 학교 내에서의 적응 장
애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의 지속적이고 다양한 심리적 장애와 행동적 장애를 일으키는 주
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한상철, 2011). 이와 같이 학교부적응은 다양한 심리적 및 적응
장애에 대한 주요 요인이 되고, 후일 성인이 되어서도 삶의 부적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
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높다. 따라서 학교부적응 학생들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학교부적응 문제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예방과 개선을 위한 연구들이
선행되었다. 학교부적응 학생에 대한 초기연구는 학교부적응의 유형과 부적응에 영향을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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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환경적 요인간의 상관관계 규명을 위한 접근(신혜정, 서영석, 2006; 최혜숙, 이현림,
2003)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학교부적응 학생들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프

로그램 구성과 개입효과에 대한 연구(김헌성, 2011; 박미정, 2013; 이현주, 2011; 장서윤, 손정
락, 2012)가 많이 이루어졌다. 학교부적응 학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자기성장프로그램, 수용전념 프로그램, 진로탐색 프로그램 등의 개입을 통해 학교부적응 학생
들의 적응력,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문제해결능력의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나타내었다(김
은주, 김갑숙, 2015; 김헌성, 2011; 박미정, 2013; 안진형, 2011; 이현주, 2011; 정지현, 손정락,
2014; 채명희, 2006). 그러나 학교부적응 학생을 대상으로 집단치료를 할 경우, 대상의 특성상

집단 분위기가 침체되고 의기소침한 면이 많으며(김혜경, 2008; 양지원, 김형모, 2015), 대체로
부정적이고 자기비하적인 면이 많다. 이들은 프로그램에 참여시 거의 참여하지 않거나 과잉
행동을 보여 집단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선행연구(강다해, 2012; 양지원,
김형모, 2015)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제언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연구자들의 관심을 끄는 한 분야가 집단예술치료이다. 예술치료는 여러
분야의 예술과 상담 및 심리치료 이론을 통합하여 접근하는 치료로서 기존의 심리치료를 언
어와 함께 미술, 음악, 영화, 동작, 놀이, 연극 등과 같은 예술매체를 이용하여 시행하는 것이
다(송수경, 2014). 이러한 예술치료를 집단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집단에 적용한 집단예술치
료는 국내에서는 1992년에 시작되어 다양한 연령대의 내담자들에게 정신과 신체건강을 사전
에 예방하고 복원, 유지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도구로 내담자의 방어를 최소화하고, 치료과정
에서 내담자에게 즐거움을 제공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치료 영역이다(정광조, 이근매, 최애
나, 원상화, 2009). 집단예술치료는 특히 신체적․정서적․인지적인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정
서적으로 매우 긴장되고 억압되어 있어 자신의 감정과 사고를 자각하여 언어로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에게 효과적이다. 특히, 상담이나 치료적 상황에서 대화를 기피하는
많은 학생들에게 새로운 의사소통의 방법으로 적용될 수 있다(김동연, 최외선, 2002; 송수경,
2014; 이미영, 2008; 정여주, 2008).

특히 학교부적응 학생들에게 집단예술치료가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이나 자신의 문제, 생각,
욕구 그리고 감정 등의 표현을 도와 자기 성격을 인식하고 수용함과 동시에 타인과의 상호작
용을 일으키게 하였으며 균형 잡힌 모습으로 발전해 학교부적응으로 인한 결핍된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변화를 시키는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다(문선영, 2008). 이와 같이 학교부적응 학생
들의 특성과 치료적 요소가 잘 부합되는 집단예술치료는 학교부적응 학생들의 학교 적응력을
향상시키는 데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학교부적응과 관련된 문제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
하기 위한 연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학교부적응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집단예술치
료의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선행연구로 김선옥(2011)이 ‘학교부적응 청소년을 위한 집단미술
치료 효과: 메타분석’의 연구에서 1999년부터 2011년까지 선행연구 11편을 대상으로 분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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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미술치료가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자아개념에 가장 큰 효과를 나타낸다는 연구 결과를 도
출하였다. 이는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중, 고등학생의 학교부적응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
여, 집단미술치료라는 단일 매체의 집단 프로그램의 대상별, 구성방법별, 종속 변인별 효과성
을 통합적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최근 학교부적응 학생들에 대한 동향 연구
를 살펴보면, 학교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실천적 대책으로 미술, 음악, 영화 등의 다양한 예
술 매체를 활용한 집단치료의 효과성 연구가 증가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조예지, 2014). 동
기가 낮고 비자발적이며, 행동화 경향성이 높은 특성을 나타내는 학교부적응 학생들에게 다
양한 예술매체를 활용한 집단치료가 효과적이라는 연구가 증가하고는 있지만(장현덕, 강양구,
이숙희, 2009; 채명수, 2002), 어떤 매체를 활용하였을 때 가장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연
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다양한 예술매체를 활용한 집단예술치료를 대상으로 그 효
과성을 통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개별연구일 경우 동일한 연구대상에게 다양
한 집단예술치료를 적용하여 연구를 진행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르므로, 이미 출판된
많은 개별 연구들을 통합할 수 있는 메타분석은 이에 적절한 해결책이라 할 수 있다(Hunter
& Schmidt, 2004). 이는 메타분석이 개별 연구의 표본들을 통합하여 좀 더 큰 수의 표본을

가지고 가설을 검증하기 때문에 통계적 검정력을 높일 수 있으며, 개별 연구들보다 정확한
효과크기를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Pillemer & Light, 1980; Borenstein, 2009). 이러한 연구
결과는 추후 학교부적응 초중고생에게 더욱 효과적인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근거
가 될 것이다.
정리하면, 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15년간 국내에서 실시되었던 학교부적응
학생들의 학교 적응력 향상을 위한 집단예술치료의 효과와 관련된 선행 연구를 대상으로 연구
결과를 종합하고 정리하여 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메타분석을 시도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는 학교부적응 학생의 학교적응력 향상을 위한 집단예술치료 효과를 제시한 분석대상 논문들의
특성과 전체 평균효과크기를 제시하고, 전체 평균효과크기의 이질성에 영향을 미치는 조절변수
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개별 연구들이 보고하는 학교부적응 학생의 학
교적응력 향상을 위한 집단예술치료의 효과를 좀 더 객관적이고 실증적으로 파악하게 해 줄 것
이다. 이러한 자료는 향후 학교부적응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적응력 향상을 위한 집단예술치료
를 설계하고 진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방 법
분석대상 자료
본 연구는 예술치료프로그램이 학교적응의 주요 특성인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교수업,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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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규칙, 학교생활, 일반적 적응에 미치는 효과를 검토하기 위하여 국내 예술치료 프로그램의
연구결과를 대상으로 그 효과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메타분석 연구이다.
분석 대상 자료를 선정하기 위하여 PICO(Population, Intervention, Comparison, Outcome)
기준에 근거하여 자료를 검색하였다. 먼저 본 연구의 대상(P)은 학교부적응을 경험하는 초등
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개별연구에서 제시한 데로 학교부적응, 학
습부적응, 교우관계 부적응, 규칙 위반 및 징계를 받은 대상자로 구분하여 코딩하였다. 중재
방법(I)은 예술치료 프로그램으로 학교부적응 학생의 주요 특성에 대한 중재기법을 적용한 논
문을 선정하였다. 비교집단(C)은 예술치료 프로그램으로 중재를 받지 않는 통제집단을 대조군
으로 하였고, 중재결과(O)는 학교적응의 주요 특성인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교수업, 학교규칙,
학교생활 및 일반적 적응으로 구분하였다. 선행 연구(김아영, 2002; 김용래, 2000; 문은식,
2001; 이미라, 2001)에서의 정의를 참조하여 본 연구에서는 표 1과 같이 정의하였다.
<표 1> 학교 적응의 주요특성
학교 적응
교사관계

주요 특성
교사에 대한 호감 및 친밀감, 상호작용을 바르게 이해함, 자신의 요구를 적절하게
요청하고 조절함을 의미

교우관계

친구와의 상호협조성, 친밀함을 의미

학교수업

학업에 대한 가치와 흥미, 학업유능감, 수업에 대한 집중 및 태도를 의미

학교규칙

학교 규범을 준수하고 학교생활의 여러 장면에서 자신 행동의 통제 여부를 의미

학교생활
일반적 적응

학교 행사, 특별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 학교 환경에 대한 적응을 의미
기타항목에 해당되는 개념으로, 위의 개념 중 어느 하나의 항목으로 구분할 수 없
는 경우

또한 본 연구에서는 분석대상 자료의 선정기준을 정할 때 예술치료 프로그램을 실험처치로
최소한 8회 이상 실시하여 중재 전후의 사전․사후 측정이 이루어졌으며, 중재효과를 구체적
인 통계적 수치로 제시한 논문들로 선정하였다. 즉, 질적 연구, 단일군 사전․사후 실험연구
등은 본 연구의 분석대상 자료에서 제외하였고,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표본 수, t 값
등 효과크기의 변환이 가능한 통계치 등을 밝히고 있는 논문을 선정하였다. 즉, 비중재 연구,
효과크기를 산출할 수 없는 연구 등은 분석 대상 자료에서 제외하였다.
분석대상 자료는 국내에서 발표된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검색의 연
도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국내 학술 논문 검색 사이트인 학술연구정보서
비스(http://riss.kr), 국회전자도서관(http://dl.nanet.go.kr), 뉴논문(http://www.newnonmun.com),
한국학술정보(http://kiss.kstudy.com), DBpia(http://www.dbpia.co.kr)을 활용하였으며, 분석
대상의 검색 및 선정과정은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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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과 제목을 중심으로 선별
Key Word 검색 : 학교부적응, 학교생활 부적응, 학교수업 부적응, 학습 부적응, 교사와의 관계
부적응, 교우관계 부적응, 학교규칙 준수, 학교환경 부적응, 예술치료 프로그램, 미술치료
프로그램, 음악치료 프로그램, 놀이치료 프로그램, 영화치료 프로그램, 동작/무용 프로그램
총 (112)편(석․박사 논문 (81)편, 학술지 논문 (31)편)

⇩
원문 가용연구 논문 선별
- 독립변인이 예술치료 프로그램이고, 종속변인이 학교부적응인 논문
- 연구 설계가 실험집단, 통제집단을 설정하고 사전-사후를 비교한 논문
- 효과크기를 계산하는데 필요한 수치들(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t, F, p 등)이 제시되어 있는
논문
총 (53)편(석․박사 논문 (38)편, 학술지 논문 (15)편)

⇩
중복된 논문 선별
(석․박사논문과 학술지에 중복 게재된 논문 15개는 학술지 논문 만 선정)

⇩
최종 분석 논문 채택
총 (38)편(석․박사 논문 (23)편, 학술지 논문 (15)편)
[그림 1] 자료 검색 및 선정과정

자료의 처리
본 연구를 위한 자료의 코딩 항목은 연구자, 발행 시기, 출판 형태, 표본 수, 메타분석에 필
요한 통계치, 종속변인 명, 연구대상 특성, 연구대상 성별, 연구대상 연령, 프로그램 명, 프로
그램 구성 요소 등으로 구분하여 처리하였다.
발행 시기는 논문의 출판 년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논문 표지에 제시되어 있는 출판 년도와
다를 경우에는 국회도서관에 등록되어 있는 출판 년도로 코딩하였다. 종속변인 명은 학교적
응의 주요 특성인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교수업, 학교규칙, 학교생활 및 일반적 적응으로 범
주화하여 코딩하였다. 연구대상 특성은 개별연구의 원문에서 제시한 데로 학교부적응 학생,
학습부적응 학생, 교우관계 부적응 학생, 규칙 위반 및 징계 대상 학생으로 구분하여 코딩하
였다. 연구대상의 성별은 남, 여, 혼합으로 구분하였고, 개별연구의 원문에서 제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제시하지 않음으로 코딩하였다. 연구대상의 연령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구분한 후 범주화하여 코딩하였다. 프로그램 명은 분석대상 자료를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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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확인하여 미술치료 프로그램, 음악치료 프로그램, 놀이치료 프로그램, 기타치료 프로
그램(원예, 무용/동작, 영화)으로 구분하여 코딩하였다. 프로그램 실시시간, 총 진행 회기 수,
주당횟수, 회기 당 시간은 개별연구에서 제공하는 그대로 연속변수로 코딩하였다.
이들 변인들은 각 연구가 갖는 속성에 대한 설명뿐 만 아니라 효과크기의 이질성에 대한
분석의 근거로 삼기 위한 것이다. 이질성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위해 조절변수의 특성에
따라 메타 ANOVA, 메타 Regression을 활용하여 조절변인을 분석하였다. 메타분석은
Borenstein, Hedges, Higgins 등(2009)가 개발한 CMA(Comprehensive Meta Analysis) version
2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은 개별 연구결과로부터 산출된 효과크기이며, 효과크기 산출과정에
서 동일한 연구에서 다양한 효과크기가 산출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총 38편의 연구에서
128개의 효과크기를 산출하였다. 모든 연구 결과에 대해 효과크기는 다수의 연구가 표본크기

가 그다지 크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여 교정된 표준화된 평균효과크기인 Hedges' g를 산출하
였으며, 95% 신뢰수준(Confidence Intervals: CI)을 계산하였고, 각 효과크기의 가중치는 분산
의 역수를 사용하였다(박완주, 박신정, 황성동, 2015; Borenstein, 2009). Hedges' g를 산출한
것은 Cohen's d를 보완한 방법으로 표본이 작을 경우 과대 추정되는 약점을 보완한 효과크
기이기 때문이다. 평균효과크기는 각 연구의 연구 방법, 표본, 개입방법 등이 서로 다양하다
는 점을 인식하여 무선효과모형(random-effects model)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또한 각 개별연구에서 예술치료프로그램이 학교부적응에 미치는 효과를 변인의 하위구성요
소를 분리하여 측정하였을 경우, 전체평균효과크기를 계산할 때는 표본수를 고려한 평균값을
도출하여 이를 단일한 연구로 간주하여 효과크기를 재계산하여 분석에 활용하였고, 조절변인
을 분석할 때는 개별적으로 효과크기를 산출하여 독립성에 위배되는 문제를 해결하였다
(Cooper, 2010).

결 과
평균 효과크기
예술치료프로그램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을 하기 위하여 수집한 분석
대상 논문은 총 38편이며, 효과크기로 산출된 것은 총 128개였다. 예술치료프로그램이 학교적
응에 미치는 평균효과크기의 결과는 다음의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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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예술치료 프로그램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평균 효과크기
N



효과크기

SE

하한값

상한값

Z

2,586

128

.88

.08

.73

1.03

11.73***

교사관계

609

30

.92

.15

.62

1.23

5.97***

교우관계

577

29

.84

.16

.53

1.15

5.33***

학교수업

571

29

.84

.16

.53

1.15

5.33***

학교규칙

433

22

.82

.18

.47

1.18

4.55***

학교생활

200

11

1.07

.26

.56

1.59

4.11***

일반적 적응

196

7

.94

.32

.30

1.57

2.91***

전체

주: N-개별연구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총 사례 수, -효과크기 개수, 효과크기-Hedges’ g값, SE-표준오차, 하한과
상한은 95% 신뢰구간

***  < .001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예술치료프로그램이 학교부적응 초중고생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들에서 나온 총 128개의 효과크기는 .88로, Cohen(1988)이 제안한 효과크기
의 기준에 의하면 큰 효과크기 이상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을 알 수 있다(95% CI=[.66, .82]).
예술치료프로그램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하위구성요인들에 대한 효과크기는 학교생활에 미
치는 효과크기가 1.07로 가장 높았으며, Cohen(1988)이 제안한 효과크기의 기준에 의하면 큰
효과크기 이상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
을 알 수 있다(95% CI=[.65, 1.23]). 다음으로 일반적 적응(  =.94), 교사관계(  =.92), 교우관
계(  =.84), 학교수업(  =.84), 학교적응(  =.92), 학교규칙(  =.82)순으로 나타났으며, 모두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을 알 수 있다.
효과크기의 이질성 검증: 조절효과 분석
본 연구에서 전체평균효과크기의 이질성은   =68.22%로 나타났는데, Higgins와 Green(2011)
은   가 50%이상이면 각 연구 간의 효과크기의 분포 정도가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이질성의 배경에 대하여 설명할 것을 권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범주변수에 해당하
는 조절변인은 메타 ANOVA로 분석하였고, 연속변수에 해당하는 조절변인은 메타
Regression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범주변수에 대한 조절변인으로 사용된 변인에는 연구대상

에 따라 특성, 연령, 성별이 사용되었고, 프로그램의 형식이 사용되었다. 연속변수에 대한 조
절변인으로 사용된 변인에는 프로그램 실시시간, 총 회기 수, 주당 회기 수, 회가 당 시간이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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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연구대상에 따른 조절효과 분석





효과크기

SE

학교부적응

1,850

91

.70

.05

.60

.79

68.50

연구대상

학습부적응

48

4

.49

.28

-.05

1.03

5.17

특성

교우관계 부적응

244

12

1.38

.14

1.10

1.66

75.45

규칙 위반 및 징계

444

21

.68

.10

.49

.87

54.61

초등학생

1,114

57

1.03

.06

.91

1.16

63.97

중학생

1,024

45

.53

.06

.40

.65

59.94 14.57***

고등학생

448

26

.57

.10

.38

.76

74.69

남자

154

8

1.26

.17

.92

1.60

56.07

연구대상

여자

240

12

.52

.13

.27

.77

8.26

성별

혼성

1,888

94

.89

.05

.80

.99

64.98

제시되지 않음

304

14

-.11

.11

-.34

.11

51.44

연구대상
연령

하한값 상한값



N

7.52

34.06***

주: N-개별연구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총 표본 수, -효과크기 개수, 효과크기-Hedges’ g값, SE-표준오차, 하한과
상한은 95% 신뢰구간,   -이질성 검증 통계량,  -집단 차이
*  < .05, *** < .001

연구대상에 따른 조절효과 분석에 대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연구대상의 특성은 학교부적
응, 학습부적응, 교우관계 부적응, 규칙 위반 및 징계를 받은 학생으로 구분되었고, 교우관계
부적응, 학교부적응, 규칙 위반 및 징계, 학습부적응 순으로 효과크기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교우관계 부적응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나온 12개의 효과크기는 1.38로, Cohen(1988)
이 제안한 효과크기의 기준에 의하면 큰 효과크기 이상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을 알 수 있다(95% CI=[1.10, 1.66]). 학교부적응 학

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나온 91개의 효과크기는 .70으로, Cohen(1988)이 제안한 효과크기
의 기준에 의하면 중간 효과크기 이상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
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을 알 수 있다(95% CI=[.60, .79]). 규칙 위반 및 징계를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나온 21개의 효과크기는 .68로, Cohen(1988)이 제안한 효과크기의 기준
에 의하면 중간 효과크기 이상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
적으로 유의한 것을 알 수 있다(95% CI=[.49, .87]). 학습부적응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나온 4개의 효과크기는 .49로, Cohen(1988)이 제안한 효과크기의 기준에 의하면 작은 효과크
기 이상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95% CI=[-.05, 1.03]). 연구대상의 특성에 따른 개별 연구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7.52,  <.10), 연구대상의 특성은 학교부적응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조절변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선행연구(하철오,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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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천, 2014)에서는 유의수준이  <.10일 때는 유의한 경향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므
로, 본 연구에서의 연구대상 특성 역시 유의한 경향성이 있는 조절변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연구대상의 연령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초등학생, 고등학
생, 중학생 순으로 효과크기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나온
57개의 효과크기는 1.03으로, Cohen(1988)이 제안한 효과크기의 기준에 의하면 큰 효과크기

이상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을 알 수
있다(95% CI=[.91, 1.16]).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나온 26개의 효과크기는 .57로,
Cohen(1988)이 제안한 효과크기의 기준에 의하면 중간 효과크기 이상인 것으로 볼 수 있으

며,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을 알 수 있다(95% CI=[.38, .76]). 중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나온 45개의 효과크기는 .53으로, Cohen(1988)이 제안한 효과크
기의 기준에 의하면 중간 효과크기 이상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을 알 수 있다(95% CI=[.40, .65]). 연구대상의 연령에 따른 개별
연구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14.57,  <.001), 연구대상의 연령은 학
교부적응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조절변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대상의 성별은 남자, 여자, 혼성,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구분되었으며, 남자, 혼성, 여자
순으로 효과크기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나온 8개의 효과크기
는 1.26으로, Cohen(1988)이 제안한 효과크기의 기준에 의하면 큰 효과크기 이상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을 알 수 있다(95% CI=[.92,
1.60]). 혼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나온 94개의 효과크기는 .89로, Cohen(1988)이 제안한

효과크기의 기준에 의하면 큰 효과크기 이상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
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을 알 수 있다(95% CI=[.80, .99]). 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서 나온 12개의 효과크기는 .52로, Cohen(1988)이 제안한 효과크기의 기준에 의하면 중간 효
과크기 이상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을
알 수 있다(95% CI=[.27, .77]). 성별을 제시하지 않은 연구에서 나온 14개의 효과크기는 .11로,
Cohen(1988)이 제안한 효과크기의 기준에 의하면 효과크기가 미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신

뢰구간에 0을 포함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95% CI=[-.34, .11]). 연구대
상의 성별에 따른 개별 연구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34.06,  <.001),
연구대상의 성별은 학교부적응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조절변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프로그램 형식에 따른 조절효과 분석에 대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개별연구에서 프로그램
은 미술치료 프로그램, 음악치료 프로그램, 놀이치료 프로그램, 기타(원예치료, 무용/동작치료,
심리극 치료) 프로그램 형식으로 실시되었으며, 음악치료 프로그램, 놀이치료 프로그램, 미술
치료 프로그램 순으로 효과크기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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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프로그램 형식에 따른 조절효과 분석
효과 크기

SE

83

.80

.05

10

1.42

.17

448

25

.87

.10

284

10

-.05

.12

N



미술

1,678

음악

176

놀이
기타

상한값



.70

.89

62.11

1.08

1.77

79.84

.68

1.05

45.52

-.28

.18

72.09

하한값



32.03***

 -효과크기 개수, 효과크기-Hedges’ g값, SE-표준오차, 하한
과 상한은 95% 신뢰구간,   -이질성 검증 통계량,  -집단 차이
***  < .001

주 : N-개별연구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총 표본 수,

음악치료 프로그램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나온 10개의 효과크기는 1.42로, Cohen(1988)이
제안한 효과크기의 기준에 의하면 큰 효과크기 이상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을 알 수 있다(95% CI=[1.08, 1.77]). 놀이치료 프로그램
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나온 25개의 효과크기는 .87로, Cohen(1988)이 제안한 효과크기의 기준
에 의하면 큰 효과크기 이상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
으로 유의한 것을 알 수 있다(95% CI=[.68, 1.05]). 미술치료 프로그램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나온 83개의 효과크기는 .80으로, Cohen(1988)이 제안한 효과크기의 기준에 의하면 큰 효과크
기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을 알 수 있
다(95% CI=[.70, .89]). 기타(원예치료, 무용·동작치료, 영화치료, 심리극 치료) 프로그램에서 나

프로그램 실시기간

프로그램 총 회기 수

프로그램 주당 회기 수

프로그램 회기 당 시간

[그림 2] 연속변수에 대한 메타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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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10개의 효과크기는 .05로, Cohen(1988)이 제안한 효과크기의 기준에 의하면 효과크기가 미
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95% CI=[-.28, .18]). 프로그램 형식에 따른 개별 연구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나(   =32.03,  < .001), 프로그램 형식은 학교부적응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조절변
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속변수에 대한 조절변인으로 사용된 변인에는 프로그램 실시기간, 총 회기 수, 주당 회기
수, 프로그램 회기 당 시간이 사용되었으며, 메타회귀분석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프로그램
실시기간은 2주~18주로 이루어졌으며, 프로그램 실시기간이 늘어날수록 효과크기는 상승하지
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아(Z=.46, 95% CI=[-.01, .02]), 조절변인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
다. 프로그램 총 회기 수는 8회기~24회기로 이루어졌으며, 프로그램 회기 수가 늘어날수록 효
과크기는 상승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아(Z=1.32, 95% CI=[-.01, .04]), 조절변인은 아
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당 회기 수는 1주일에 1회기~6회기로 이루어졌으며, 프로그램 주당
회기 수가 늘어날수록 효과크기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여(Z=-2.11,
95% CI=[-.14, -.01]), 조절변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프로그램 1회기 당 시간은 40분~120분으

로 이루어졌으며, 프로그램 회기 당 시간이 늘어날수록 효과크기는 감소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아(Z=-.56, 95% CI=[-.01, .00]), 조절변인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출판편향의 교정치 분석결과
예술치료 프로그램이 학교부적응 초중고생들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사용된 개별 효과크기들의 전체적인 분포를 확인하고, 표본오차와 효과크기
의 관계를 보여주는 funnel plot(그림 3)을 통해 오류가 존재하는지 확인하였다.

관측값

교정값

[그림 3] 출판편향 결과(funnel p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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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출판편향에 대한 Trim and Fill 교정 값

관측값
교정값

11



95% CI

Q 값

.88

[.62, .91]

123.45

.54

[.41, .67]

228.74



주.  는 교정될 연구임.

그림 3과 같이 관측값에 대한 funnel plot은 시각적으로 좌우대칭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
다. 즉, 평균의 왼쪽 방향으로 몇몇 연구들, 특히 표본크기가 작은 연구들이 누락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출판편향이 의심되는 경우 그 심각성을 검증하는 방법으로
Trim and Fill(Duval & Tweedie, 2000) 기법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다시 분석한 결

과 표 5와 같다. 관측값 funnel plot에서 대칭이 되지 않은 효과크기들을 제거한 후(Trim), 남
은 효과크기들로만 새로운 평균 효과크기를 산출하고, 이어서 새 평균효과크기를 중심으로
좌우 대칭이 되도록 누락되었다고 가정하는 연구들로 채우는(Fill) 방식이다. Trim and Fill 방
식에 따라 그림 3과 표 5와 같이 교정값 funnel plot의 왼쪽에 11개의 효과크기(검은점)가 채
워졌으며, 교정된 평균효과크기는 .54로 산출되어 관측된 평균효과크기 .88보다 감소된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교정된 평균효과크기의 95%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아 여전이 통계
적으로 유의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결과는 본 연구에서 포함된 연구에 출판편향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전체 연구 결과를 번복할 정도의 심각한 오류는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다. 정리하면, 출판편향의 가능성을 의심해볼 수도 있으므로, 앞의 표 2에서 제시된 평
균 효과크기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출판편향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의심하여 평균 효
과크기가 약간 작아질 수도 있음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논 의
본 연구는 메타분석을 이용하여 집단예술치료프로그램이 학교부적응 학생들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내에서 발표된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 38편, 산출
된 128개의 효과크기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집단예술치료프로그램이 학교부적응 학생들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전체 평균효과크기
가 .88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Cohen(1988)이 제시한 기준에 의하면 큰 효과
크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부적응 개선을 위한 국내 집단상담 성과 연구에 대
한 메타분석(채명희, 2006)과 학교부적응 학생을 위한 집단미술치료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김
선옥, 2011)에서 중간효과크기 이상으로 나온 결과와도 같은 맥락이다. 이러한 결과는 집단예
술치료가 학교부적응 학생의 학교적응력 향상에 효과적인 개입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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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은 발달적으로 자신의 사고나 감정을 충분히 자각하고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학교부적응 학생들은 대체로 부정적이고 자신감이 없으며 자기비하적인 특성이
있어 집단 상담과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시 거의 참여하지 않거나 과잉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강다해, 2012). 그러므로 학교부적응 학생들에게 집단예술치료는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학생

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편안하게 접근 할 수 있는 예술 활동을 통해 내면을 탐색하고 표현하
며, 집단원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치료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집단 예술치료가 학교부적응에 미치는 하위 영역들에 대한 효과크기를 분석한 결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학교생활에 미치는 효과크기가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일반적 적응,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교수업, 학교적응, 학교규칙 순으로 나타났고 Cohen(1988)이 제안한 효
과크기의 기준에 의하면 모두 큰 효과크기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치료영역에 따른
집단 미술치료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메타분석(김선옥, 2011)에서 학교생활적응 영역에 따
른 효과크기가 큰 효과크기를 나타내고 있는 결과와 일맥상통 하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지
지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집단 예술치료가 학교부적응 문제의 개선과 학교적응력 향상에
효과적이고, 학교적응의 주요 영역인 학교생활,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교수업, 학교 규칙 준
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집단 예술치료가 학교부적응 학생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이질성의 원인
을 파악하기 위하여 범주변수에 대한 조절변인을 연구대상의 특성, 연령, 성별로 분석하였고,
프로그램 형식에 대해서도 확인하였다. 연속변수에 대한 조절변인은 프로그램 실시기간, 프로
그램 총 회기 수, 프로그램 주당 회기 수, 프로그램 회기 당 시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
과 연구대상의 연령, 연구대상의 성별, 프로그램 형식, 프로그램 주당 회기 수가 집단예술치료
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이질성의 원인이 되는 조절변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대상의 연령에 대한 효과크기를 살펴보면 초등학생이 가장 큰 효과크기를 나타내었으
며, 다음으로 고등학생, 중학생 순으로 효과크기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효과크기는
Cohen(1988)의 기준에 의하면 초등학생은 큰 효과크기, 고등학생, 중학생은 중간 효과크기 이

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교의 시기가 가정으로부터 나와 집단 속에서의 사회화 훈
련이 시작되는 최초의 시기로(조대경, 김기중, 이관용, 1983), 이 시기에 이루어지는 학교생활
에서의 적응은 이어지는 상급 학교에서의 생활을 비롯하여 인간관계에서 만족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바탕이 되는 중요한 과정이 되므로, 초등학교 시기에 학교 집단에서의 적응은
매우 중요하게 여겨진다(김순희, 2006). 이러한 결과는 다른 학령기에 비해 초등학생 학교부
적응자들을 위한 예술치료적 개입이 가장 효과가 큰 것을 시사하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다양
한 예술치료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학교부적응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집단 예술치료 프로그램의 형식을 탐색적으로 미술치료,
음악치료, 놀이치료, 기타(무용/동작, 원예, 영화, 심리극)로 분류하여 효과크기를 분석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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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음악치료 프로그램이 가장 큰 효과크기를 나타내었고, 다음으로 놀이치료 프로그램, 미
술치료 프로그램 순으로 효과크기를 나타내었다. Cohen(1988)의 효과크기 기준에 의하면 음
악치료, 놀이치료, 미술치료 프로그램 모두 큰 효과크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음악
치료의 효과크기가 가장 큰 것에 대하여 선행연구에서는 음악이 학생들에게 가장 선호되면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김혜경, 2008; 서승미, 2005)이자,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심리적 안정을 위하여 가장 많이 취하는 방법(송주승, 정혜명, 2010)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제
시하고 있다. 특히, 음악이 학생의 문제 영역에 효과적인 접근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있
다. 예술치료의 최근 동향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도 음악치료가 미술치료, 무용․동작치료, 사
이코드라마․연극치료와 함께 학생들의 문제에 집중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치료기법이라는 결
과를 나타내고 있다(송수경, 2014). 또한 학교부적응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집단음악치료에 대
한 선행연구에서도 교사와 교우 간 관계 속에서 갈등과 소외를 경험하고, 학습과 학교규칙에
적응하지 못하여 심리적 긴장과 불안, 절망, 불평, 무기력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많은 학교
부적응 학생들에게 음악치료는 감정을 다루기 위한 좋은 배출구 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음악치료는 학생들이 보다 성숙하게 감정을 표현하고 통제하도록 도와, 학교에서 자신의
욕구불만이나 갈등을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주위환경이나 사회의 요구를 적절히
수용할 수 있게 된다(안진형, 2011). 이를 종합하면 집단음악치료는 주위환경에 대한 부적응으
로 심리․정서적으로 혼란을 경험하는 학교부적응 학생들에게 내면의 어려움을 표현하고 해소
할 수 있게 도와주는 효과적인 접근이 되므로, 학교부적응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 및 치료에
도움을 주기 위한 집단 프로그램 운영 시 음악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프로그램 주당 회기 수는 1주일에 1회기~6회기로 이루어졌으며, 주당 회기 수가 늘어날수
록 효과크기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하게 나타나 조절변인으로 확인
되었다. 이는 주당 회기 수가 프로그램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므로,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고
려해야 할 변인임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서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집단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주당 1회기로 진행할 경우 주당 2회기로 진행할 때보다 더 효과적임을 나타내었다(박혜정,
2008; 김선옥, 2011). 따라서 학교부적응 학생을 대상으로 집단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는 1주일

에 1회 정도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프로그램 실시기간과 총 회기 수에 대한 분석 결과 프로그램 실시기간과 총 회기 수가 늘
어날수록 효과크기는 상승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고, 효과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조절변인으로 확인되지는 않았다. 학교부적응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된 집단미술치료의 효
과를 메타분석한 선행연구(김선옥, 2011)에서도 프로그램 총 회기 수에 대한 효과크기는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으며, 조절변인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
어,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그러나 학교부적응 학생들을 대상으로 집단예술치료를 실시하
였을 경우 집단장면에서의 자기표현이나 상호작용은 향상되어 학교에서의 교사관계나 교우관

- 163 -

조영화․김세경․천성문

계에 대하여는 개선의 가능성을 보였지만, 집단장면 외에서 직접 겪어야 할 학교수업이나 규
칙준수와 같은 학교생활에 큰 변화를 유도하기에는 짧은 집단회기를 통해서는 한계가 있다
(김은주, 김각숙, 2015)는 선행연구 결과도 있다. 이를 종합하면 프로그램의 실시기간과 총 회

기 수가 효과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조절변인은 아니지만 학교부적응 학생들을 대상으로 집단
예술치료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학교적응을 구성하는 하위영역들에 대한 적응력 향상을 돕
기 위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는 요소임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학교부적응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집단 예술치료가 학교부적응
학생들의 적응력 향상에 효과적인 개입이 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학교부적
응 학생의 적응력 향상을 위한 집단 예술치료를 개발하고 실시 할 때, 대상과 목적에 적합한
효과 있는 처치특성 변인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중심으로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 논문은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 38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지만 효과크기
를 산출함에 있어 이 연구물들의 질을 평가할만한 평가기준이 미비하여 논문의 질에 따른 가
중치 적용기준을 확보하지 못함에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후속연구에서는 논문의 질을 평가
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와 기준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발간된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 중 온라인상에서 원문을 구하기 어려운 논문은 분석에서 제외되었
다. 만약 제외된 논문의 연구결과가 포함되었을 경우 전체 효과크기는 다소 차이가 날 수 있
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학교부적응 초
중고생 대상 집단 예술치료의 효과는 프로그램이 이루어진 직후의 성과만 확인되었다. 하지
만 학교부적응의 경우 프로그램의 효과가 지속되는지의 여부도 문제 개선의 여부를 점검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므로, 추후평가를 포함하는 연구물이 증가되어 정확한 연구들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 넷째, 집단 예술치료는 대상의 특성과 문제의 정도에 따라 예방, 치료,
성장의 목표를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부적응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모든 예술치료를
분석 대상으로 보았는데, 추후 연구에서는 집단의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고찰하여 예방, 치
료, 성장 각각에 대한 효과 변인이 연구되어 진다면 대상의 특성에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대한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는 출판편향의 가능성
을 의심해볼 수도 있으므로, 평균 효과크기가 약간 작아질 수도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본 연
구와 같이 출판편향이 발생되는 것은 효과크기가 적은 연구들이 상대적으로 덜 출판되었을 가
능성이 있다는 것이다(조용래, 노상선, 조기현, 홍세희, 2014). 그 결과가 설사 가설을 지지하지
않는 것이라도 연구가 잘 설계되고 방법론적으로 문제가 없이 수행되었다면 연구의 가치를 인
정하고 출판될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을 때 효과적인 개입을 위한 근거기반 실무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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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Analysis of the Effects of Group Arts Therapies
Based Intervention on School-Maladjusted Youth to
School Adap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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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ungsu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current study was, using a meta-analysis, to estimate effect sizes(ESs) of arts
therapies-based intervention on shool-maladjusted youth to school adaptation. In this analysis,
several moderators possibly related to the ESs were also explored and tested. The moderators
examined here included participants‘ character, gender and age, intervention program’s form,
runtime, total session, weekly session, time per session. Meta-analysis was performed using
38(k=128) studies of group arts therapies on school-maladjusted youth, published in domestic
journals from 2000 till 2015. Results showed that group arts therapies on school-maladjusted youth
was largely effective for school adaptation, especially showed large effect to school life. For
heterogeneity, moderator analysis was performed, participants’ gender and age, intervention
program’s form, weekly session were significant moderator. Among moderator, studies using
elementary schoolchild were most effective and only male samples showed largest values. As for
the program, music therapy intervention program were the most effective and as weekly sessions
goes by the values grew smaller. Because of the possibility of publication bias in our meta-analyses,
the estimated ESs were corrected using Trim and Fill method. However, the corrected values can
be still interpreted as moderate, indicating that arts therapies is an effective intervention for
adjusting to school of school-maladjusted youth.
Key words: group arts therapies, school maladaptation, school adaptation, meta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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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상담현장에서 성폭력 피해 청소년을 접하는 지역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자들
에게 효과적이고 적합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성폭력피해아동청소년 개입
전문기관 및 지원기관의 현장전문가들이 성폭력 피해 청소년에게 개입하고 법적, 경제적
지원 등을 수행한 경험을 수집하고 이로부터 개입매뉴얼 개발의 시사점을 얻고자 한 것
이다. 이를 위해 성폭력전문기관 전문가 2개 집단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자 2개 집
단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인터뷰를 수행하고 분석하였다
. 그 결과 3개의 주제, 10개의 범
주, 32개의 하위범주, 99개의 의미단위가 확인되었다. 3개의 주제로는, ‘청소년 성폭력 피
해사례 개입과정에서의 인식’, ‘현장전문가의 청소년성폭력 피해사례 개입방법’, ‘현장전
문가의 청소년 성폭력피해자 개입 및 상담자 역량 관련 제언’이 도출되었다. 연구결과
기관별로 경험하는 문제유형과 대처방안에 차이를 보였고성폭력피해의 원인이나 피해
이후의 회복과정에는 가족특성이 큰 영향을 주고 있으며 피해 청소년의 경우 취약한 발
달적 특성을 가지고 있음은 물론 개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보고되었다
. 또한
효과적 개입방안은 물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상담자의 전문적인 상담역량이 문제해결의
중요한 해결방안으로 탐색되었다. 본 연구는 현장기반 연구로 현장에서 상담자들이 만나
게 되는 성폭력 피해 청소년들의 개인특성과 환경특성을 분석하고 성공적 개입에 대한
진술을 통해 효과적인 개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
* 주요어: 성폭력 피해 청소년, 개입 매뉴얼, 성폭력 위기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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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청소년의 성폭력문제는 정부와 사회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의 심각성은 더
해가고 있다. 서구사회의 개방적 성문화의 무분별한 유입 및 확산은 성 가치관의 심각한 혼
란을 초래하고(남영주, 유안진, 옥선화, 2004), 급속히 발달하는 디지털 매체를 통한 음란물의
확산으로 인한 왜곡된 성의식(김재엽, 최지현, 2009)과 위험성행동의 기회가 조장되는(박현숙,
정선영, 2011)환경 속에서 성폭력 문제를 포함한 성과 관련된 문제가 청소년에게 많이 일어나
는 것은 예견된 일일지도 모른다(이영숙, 박경란, 2004).
성폭력의 실태를 밝힌 여성가족부(2014)에 의하면 성폭력 피해의 30~40%가 아동·청소년 시
기에 처음 발생하며 그 피해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경향을 띠어 강간의 경우도2회 이상이
45.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청소년의 성폭력 피해 문제의 심각성을 뒷받침하고 있
다. 특히, SNS의 발달과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자신도 모르게 성폭력 가해자와 피해자가 되는
등 그 피해는 확대되어가고 있다.
성폭력에 대한 개념은 학자들과 관련 단체마다 보는 관점이 다양하지만 최근 경향은 성폭
력을 강간이나 강제 추행 외에도 성기노출, 음란 전화, 음란 통신 등의 성을 매개로 한 모든
언어적, 신체적, 정신적 폭력에 해당되는 행위를 포함하는 폭넓은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조현
빈, 2006; 이영숙, 박경란, 2004). 성폭력 피해는 삶의 모든 시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 한국
성폭력상담소(2013)의 상담 집계를 보면 피해자 연령의 37.3%가 19세 미만 청소년으로, 아동·
청소년 피해자의 40%는 성인기 이전 혹은 성인기동안 치료가 필요할 만큼 심각한 후유증을
보인다(Kendall-Tackett, Williams, & Finkelhor, 1993). 청소년 성폭력은 아동이나 성인 피해
와 비교할 때 윤간, 강도강간 등 특수강간의 비율이 높고 남성 피해자도 상당수 있는 특징을
갖는다(김혜원, 장명심, 2004). 아동 대상 성폭력은 폭력 사용 여부, 저항 여부,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범죄행위로 취급되어 엄하게 처벌을 받지만
, 청소년 대상 성폭력은 청소년들이 성
에 관해 개방적이고 자발적이며 어느 정도 판단능력과 방어능력이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때로는 동의된 성관계로 오인받기도 한다(정여주, 2003). 그러므로 청소년 성폭력 피해를 일
탈행동의 연속으로 여기며, 그 심각성이 과소평가되기도 한다. 하지만,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
들의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대인관계적 영역에 전반적 영향을 미치면서
, 심한 분노와 적개
심 및 자신을 공격하는 행동 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김혜원, 장명
심, 2004; 채규만, 2004).
이러한 성폭력 피해의 후유증을 극복하고 일상의 삶을 회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
요한 바, 국가에서는 여성가족부 주도하에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 원스톱지원센터 등의 성
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성폭력피해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의료·법률·상담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그렇지만 대부분 아동·청소년의 경우 성학대 신고, 가해자의 검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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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자발적인 의뢰를 통한 서비스 접근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더구나 해바라기아동센터에
서는 만 13세 이하 아동에서 만 19세 미만 청소년으로 서비스 적용 연령을 확대하여 시행한
지 불과 몇 년이므로 청소년과 보호자가 해당기관을 잘 모를 수 있고
, 가령 전문기관을 잘
인지하고 있다 해도 성폭력 피해의 특성상 혹은 도움 요청 시 바로‘사건화’되고 ‘공개’될 우려
로 인해 자발적 노출을 꺼릴 수 있으므로 이런 성폭력피해전문기관에 바로 찾아가는 것이 쉽
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성폭력피해를 입은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
회적 분위기 조성과 함께 청소년에게 적합한 개입 및 조력체계가 필요하다
.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난 20여년간 지역사회의 청소년상담을 주도해온 기관으로서 청소
년들이 쉽게 접근하여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곳이다. 2013년 집계한 위기청소년통
합지원체계(CYS-Net)통계에 따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성폭력 피해 문제로 개인상담을
받은 인원은 2,395명으로 성 관련 개인상담 서비스를 받은 인원(총 8,427명)의 28.4%로 나타
났다. 이는 성관련 주제로 이루어지는 개인상담 상에서 성폭력 피해 문제로 인지된 청소년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성폭력피해전문기관에서 보고한 개입인원 수
[2012년 기준, 전국 해바라기센터 및 원스톱센터 33개소에서 개입한 성폭력피해자 16,735명
중 13~18세 청소년은 4,825명(28.8%)]에 비추어 볼 때 적지 않은 성폭력 피해 청소년이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찾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경미한 수
준에서 심각한 수준에 이르는 다양한 성폭력 피해 사례가 다루어지고 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성폭력 피해가 상담의 주요 문제로 의뢰되는 경우도 있으나 진
로나 학업문제 등 다른 호소문제로 상담이 진행되면서 상담자와 충분한 신뢰가 형성된 후에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상담자는 내담자가 의뢰된 주요 문제와 성폭력 문제 사
이에서 개입의 초점을 잡지 못하고 개입 상의 혼란을 경험할 수 있다
. 더욱이 일반적 상담훈
련을 받은 상담자는 법적, 의료적, 심리적 개입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성폭력 피해에
대한 적절한 개입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다양한 경로로 서비스 대상이 되는 성폭력
피해 청소년에게 청소년상담자가 즉각적, 체계적, 효과적으로 개입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
야 한다. 더구나 청소년상담자 역시 2011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
행되면서 제9조(신고의무)에 의해 상담자가 내담자의 성폭력 피해 사실을 인지한 즉시 수사
기관에 신고해야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적절한
대처는 상담자 및 내담자 보호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양미진, 김은영, 김래선, 류다
정, 장은희, 2015).
이에 청소년상담현장에서의 성폭력 피해 청소년 개입매뉴얼 개발에 대한 요구는 꾸준히 있
어왔다(한국청소년상담원, 2009).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함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청
소년상담연구정책기관으로서 성폭력 피해 청소년의 어려움을 발견하고 조력할 수 있는 개입
매뉴얼을 개발할 책무가 있으며, 전국적으로 네트워크가 가동되고 있는 지역사회위기안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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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허브기능을 담당하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성폭력 관련 전문
기관 등 지역의 관련 기관과 학교와 함께 협력하여 효과적으로 성폭력 피해 청소년을 적극적
으로 도울 수 있는 개입 및 지원 체계를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
.
Price(1974)는 효과적인 개입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현장 혹은 상황을 표적화하는 현장성을
강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경험
적인 기초를 수집하는데 초점을 두어, 실제 현장에서 경험하는 성폭력피해 청소년에 대한 이
해가 선행되어야 하는 바, 해바라기센터, 원스톱지원센터, 한국성폭력위기센터, 스마일센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같은 성폭력 전문기관 종사자 2개 그룹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자들
2개 그룹으로 구성하여 총 4개의 그룹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상담자들이 개입과정
에서의 인식하는 성폭력 피해 청소년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고, 실제 현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개입방법과 연계자원 및 그에 대한 인식 조사를 통해 효과적인 개입의 구성요소의 추출과 실
행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얻고자 하였다
.

연구 방법
1. 포커스그룹 모집 및 참여자 구성
포커스그룹 인터뷰는 서울·경기·충청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자 2집단, 해바라기센터
임상심리사를 비롯한 상담자 1집단, 성폭력전문기관 상담자로 구성된 1집단을 연구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서울·경기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자 집단은 성폭력 피해 청소년을 대상으
로 상담경험이 있는 상담자로 서울시와 경기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추천을 받았다
. 서울·충
청지역집단은 상담을 담당하는 팀장 및 실무자로 총5명이었다. 경기지역집단은 상담을 담당
하는 팀장, 실무자 그리고 동반자로 총 4명이었다. 해바라기센터 3명과 성폭력관련 전문기관
의 상담자 4명 집단은 본 연구진이 대표기관을 선정하고 기관
(부)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이루
어졌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자의 경우 남자 1명, 여자 8명으로 이루어졌다. 이들은 대부분 3
년~13년 정도 상담업무를 해왔으며 상담, 사회복지, 청소년 등의 전공자로 모두 석사이상 6명
및 박사 수료 및 박사 이상 3명으로 이루어졌다.
해바라기센터를 비롯한 성폭력전문기관에 참여한 7명은 모두 여자였으며, 연령별 분포는
30대 2명, 40대 2명, 50대 3명 이었으며 관련학과 석사 4명, 박사 수료 및 박사 3명으로 구성
된 집단으로 해당분야에서 5년,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들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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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포커스그룹 참여자들의 인구학적 배경
유형

대상자

성별

연령대

상담경력

소속

센터①

여

30

5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②

여

30

3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③

여

30

13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 지역청소년

센터④

여

30

5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복지센터

센터⑤

여

40

5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자

센터⑥

여

40

5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⑦

여

40

10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⑧

여

40

6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⑨

남

30

7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전문가①

여

30

10

성폭력전문기관

전문가②

여

30

5

성폭력전문기관

2. 성폭력상담

전문가③

여

50

10

성폭력전문기관

전문기관

전문가④

여

40

7

성폭력전문기관

상담자

전문가⑤

여

40

8

성폭력전문기관

전문가⑥

여

50

17

성폭력전문기관

전문가⑦

여

50

15

성폭력전문기관

2. 포커스그룹 면접질문지의 구성
포커스그룹 면접질문지는 다수의 질적 연구 경험이 있는 상담학 박사2인과 상담학 박사
수료 1인, 임상전공 박사과정 1인 그리고 상담전공 석사 2인이 참여하여 구성절차에 따라 협
의하여 개발하였다. 면접질문지 협의과정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연구과제에 대한 개념적 이
해와 용어 사용의 합의를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둘째, 합의된 연구과제의 개념과 일치된
용어를 활용해 각 대상별로 연구질문에 대한 아이디어를 산출하였다
. 셋째, 아이디어에 대한
합의를 거쳐, 반구조화된 질문형태로 구성하였다. 넷째, 포커스 그룹 대상 각각의 질문목록을
연구개발진의 전체 회의를 통해 수정, 보완한 후 최종 면접질문지를 확정하였다. 포커스 그룹
의 대상별로 질문의 내용은 다르게 구성되었으나, 질문형태는 도입질문(opening questions),
소개질문(introductory questions), 전환질문(transition questions), 주요질문(key questions), 마
무리질문(ending questions)으로 구성되었다(Krueger & Casey, 2000).
위의 과정을 통해 나온 면접질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폭력 전문가 대상 면접 질문
지는 성폭력 피해 청소년의 개입과 방법과 절차, 그리고 주로 활용하는 효과적인 연계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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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 청소년의 개인특성은 물론 환경특성에 따른 개입방법과 주요 개입방법 및 성공
적 개입경험, 효과적인 개입 매뉴얼의 구성 요소를 묻는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지역청소년상
담복지센터 상담자 대상 질문지에는 위의 질문들과 더불어 현장에서 피해 청소년을 접하고
개입하는 과정, 개입 시 겪는 어려움 및 개입매뉴얼에 제공되길 바라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질문을 구성하였다. 이 두 집단의 경험을 함께 분석함으로써 지역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상담현장에 적합한 개입매뉴얼을 개발하는데 보다 균형 있는 관점을 얻고자 하
였다.

3. 자료 수집 과정
포커스그룹의 인터뷰는 2014년 6월 2일부터 7월 1일까지 이루어졌으며 해바라기센터 집단
과 경기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속 집단은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모여 실시하는 것
으로 연구진이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였고 그 외 집단의 경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이루어 졌다. 모든 집단에서 인터뷰가 진행되기 전 인터뷰에 대한 목적과 내용을 설명하였고
,
면접내용이 녹음이 되고 있으며, 추후 연구에 사용되는 것에 대해 설명 후 동의를 받았다. 이
와 더불어, 토론 현장에서 나온 이야기에 대해 서로 비판하지 않고
, 비밀 유지에 대한 공지를
하였다.
각 집단 운영시 성폭력 피해 청소년과 관련된 경험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하여 인터뷰에 대한 집중도와 함께 생생한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와 더불어, 각자
의 경험에서 비롯된 성폭력 피해 청소년의 상담 및 지원 과정에 대한 문제의식과 효과적인
지원방안에 대한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추후 성폭력 피해 청소년 개입을 위한 구성요소
가 논의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각 집단은 구분하여 심층적 그룹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 각 집
단의 면접시간은 2시간에서 2시간 20분 정도였다.
각 집단에 참여한 집단원들은 성폭력관련 업무와 사례를 꾸준하게 다루어온 경험이 있는
자들로, 자신이 경험한 사례와 관련되어 사례유형과 개입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하였
다. 이와 더불어, 성폭력 관련사례에 대한 성공사례와 실제 사례개입시 필요한 지원서비스와
내용에 대해 논의하면서, 성폭력개입매뉴얼 개발 내용 및 방향성을 탐색하였다. 또한 개입매
뉴얼의 효과적인 구성과 원활한 전달을 위한 질문을 연구자가 구체적으로 전달하여 토론될
수 있도록 하면서, 보다 깊이 있는 이야기가 진행되도록 하였다.
각 인터뷰는 본 연구진 중 1명이 주 진행을 담당하였으며, 보조진행자 1인은 현장노트를
작성하는 것과 동시에 추가질문을 통해 진술이 보다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역
할을 하였다. 한편, 모든 인터뷰에서는 질문지의 맥락을 충실히 따르되 질문지 내용 이상의
반응에 대해 허용하였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인터뷰 맥락에 따른 추가질문을 실시하는 등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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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화된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인터뷰 직후에는 주 진행자와 보조진행자가 디브리핑
(debriefing) 시간을 통해, 주요 흐름과 수정사항을 파악하여 정리하고 다음 포커스 그룹 인터
뷰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고, 모든 인터뷰 내용은 전사하였다.

4. 포커스그룹 면접 내용 분석
포커스그룹 내용의 분석과정에서는 전사된 축어록과 현장노트가 활용되었으며
, 각각의 자
료는 집단별로 분석이 이루어졌다. 연구진 각각이 보다 심층적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자신
이 진행하였던 자료를 집단별로 1차 분석을 하여 의미자료를 추출하였다. 이 때는 Kutner,
Olson, Warner와 Hertzog(2008)가 제안한 방법인 각 연구 질문에 대한 응답을 축어록에서 나
온 반응을 검토해 코딩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 축어록의 진술 문장을 그대로 옮겨와 범
주화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1차 분석모임에서는 각자가 검토한 의미범주를 상호 검토한
후, 의미자료를 선택하고 각 자료에 대한1차 명명화 작업을 하였다. 이와 더불어, 각자 축어
록에서 초기 범주화를 지지하기 위한 각각의 데이터를 취합해 분석자료를 구성하였으며
, 공
통적인 의미를 가진 자료들로 재범주화 하였고
, 이에 대해서는 2차 분석모임에서 보고하고
함의에 의해 수정하였다. 한편, 분석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자료는 상담 및 질적 분석 전문가
1인의 감수를 받아 수정 보완하였다.

연구 결과
1. 청소년성폭력피해사례 개입과정에서의 인식
표 2와 같이 성폭력 전문기관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전문가들이 진술하는 성폭력 피해
청소년의 개입과정에서 경험하는 개인특성, 가정특성, 환경특성으로 범주를 나눌 수 있었고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개입의 부정적 요인 및 긍정적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
<표 2> 청소년 성폭력피해사례 개입과정에서 인식

주제

범주

하위범주

사례개입

개인
과정상
특성
영향을
주는 요인

불안

성폭력 청소년
전문 상담복지

의미단위

기관

센터

○

○

가해자 출몰

○

○

미래직업과 도덕성에 대한 고민

○

○

물질남용, 자살, 자해, 자기파괴적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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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범주

하위범주

피해인식의
문제

가정
특성

부모의
부적절한
대처

성폭력

청소년

전문
기관

상담복지
센터

○

○

환경

영향을
특성
주는 요인

또래요인

자신이 피해자라는 인식을 받아들이지 않음

○

피해상황 자체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함

○

자기책임감을 느끼는 경우피해 사실을 호소하기
어려움

○

가해자에 대한 양가감정

○

○

피해자와 보호자간 고소의 불일치

○

○

보호자의 부적절한 태도,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
는 가해자와의 합의, 피해자에 대한 부모의 비난,
부모의 소극적 자세

○

○

부모의 지지체계 부제

○

○

부모와의 갈등

성폭력
개입
피해 횟수
긍정적
초기대응
요인
교육유무

개입
부정적
요인

부실한
가정환경
요인
피해이전의
개인이미지

강력하게 대처하는 엄마, 혹은 무기력한 아빠

○

○

더러운 아이 취급

○

○

또래관계의 어려움
배신으로 인한 증언, 또래관계유지를 위한 증언
거부, 또래친구의 배신

○
○

법적문제

어릴 때부터 폭력노출로 인해 가해자의 두려움으
로 인한 회복지연

○

○
사례개입
과정상

의미단위

○

주변시선과 사회의 통념

○

증거확보의 어려움

○

길어지는 재판과정으로 인한 피해자 및 가족의 고통

○

가해자의 지속적인 합의 요구

○

단회성 성폭행 경험, 낮선 사람의 일시적 성추행

○

학교에서의 초기대응교육 받은 대로 대처

○

부모의 부재, 경제적 어려움, 부모와의 갈등

○

소극적 대처, 부적절한 부모 대처

○

부모에 대한 지속적 개입의 어려움

○

성폭력피해에 대한 부모고지의 어려움

○

평소 품행 및 이미지가 사건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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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범주

사례개입
개입
과정상
부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

요인

성폭력

청소년

하위범주

전문
기관

상담복지
센터

상담계획
수립의
어려움

○

○

복합문제, 폭행, 협박 등이 얽힘

○

○

치료보다는 연계에 급급

○

핵심문제가 성폭력피해가 아님

역할구분의
어려움

의미단위

① 성폭력 피해 청소년의 개인특성
성폭력 피해 청소년의 개인특성으로는 불안과 피해인식의 문제로 구분된다. 불안의 경우
가해자 출몰, 도덕성에 대한 고민, 자기 파괴적인 행동 등을 보고하였고 피해인식의 문제로는
자신이 피해자라는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해상황자체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며 자기책
임감을 느껴 피해사실을 호소하는 것에도 어려움을 갖는다고 보고하였다
.
“특히 청소년 같은 경우는 자해나 자살 시도 같은 자기 파괴적 행동이 많기 때문에요
. 가

출 등등. 그래서 굉장히 complicate한 문제가 있죠.” (불안, 전문가①)
“10대들의 남녀의 성문화 차이들 속에서 이 여자아이들이 경험하는 것이 대부분 성폭력적
. 친밀한 관계 속에서 여러
인 경험인데 이걸 성관계로 착각하고 있는 상황들이 많다는 거죠

가지 유인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해에 대한 인식부족, 전문가⑥)
. 어 내가 이걸 저질렀다, 데이
“그런 상황에 놓인 애들은 자기한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트 성폭력 또는 채팅에 의한 그거에서 자기 책임을 훨씬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 또는 뭐
, 유발했다, 거기서 이제 뭐 자
술 먹고 준강간이나 이런 경우에 내가 그런 성관계를 유도했다

기를 컨트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주변 사람들도 계속하고 가해자도 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자기한테 강하기 때문에 자기가 피해라는 것을 어필 잘 못해요
.” (피
해에 대한 자기책임감으로 피해호소의 어려움, 전문가⑦)

② 성폭력 피해 청소년의 가족특성
가정특성으로는 부모의 부적절한 대처로 범주화 할 수 있는데
, 의미단위에는 피해자와 보
호자간 고소의 불일치,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자와의 합의,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비
난 등을 보고하였다.
“자기 살기 급급하기 때문에 남편이 너무 원망스럽고 아이가 너무 힘든 건 알겠으나
, 기초

수급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내가 더 살기 힘들어서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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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를 고소하려고 했으나, 어머님께서 막으셨고, 어머님께서 독립적으로 경제생활을 전혀
할 수 없는 분이셨기 때문에..” (고소의 불일치, 센터③)
. 거기서 굉장히.. 비밀이라 그래서 말을 했는
“아이는 신고를 생각하지 않고 말을 하잖아요

데 나는 고소를 할 생각은 없는 거예요. 근데 신고는 이미 되어 있어. 그래서 가서 얘기를 하
라고 하는데 나는 말을 하고 싶지 않고,” (고소의 불일치, 센터③)
“아이가 신고화 하겠다는 마음이 어쨌든 1년이 지난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신고하겠다는

의지가 좀 있었던 거에 비해서 어머니는 아이가 하면은 하고 뭐 굳이 안 하면은 안 해도 된
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부모의 소극적 자세, 센터②)
“‘네가 어떤 상황이래도 ‘나는 네 편이다’ 또는 ‘지켜줄 수 있다’라는 믿음을 주는 부모가

사실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놓여진 아이들이 취약한 상태에서 표적이
되기도 하고, 또 사건 이후에도 전혀 그런 지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보호요인도
되고 위험요인도 되고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지지체계 부족, 전문가⑦)

③ 성폭력 피해 청소년의 환경특성
환경적 특성으로는 또래요인과 법적문제로 구분하였다
. 성폭력 피해 청소년을 더러운 아이
취급을 하거나 또래관계유지를 위한 증언거부 등을 보고하였고 법적문제로는 증거확보의 어
려움, 길어지는 재판과정으로 인한 피해자 및 가족의 고통 등을 보고하였다
.
“그런 것들이 이제 또래문제에 얽히고설키고 하면서 발고되면서 법적으로 가면서 서로 그
, 누구는 소문이 날까봐 염려되고, 누
런 부분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누구는 학교를 그만두고

구는 정말 더러운 애가 돼버리고, 이제 소문이 나고 그것 때문에 더 아이가 힘들어하고” (또
래사이에서의 소문; 더러운 아이, 전문가②)
“이 아이를 증인으로 나갈 수 있게 한 힘이 뭐냐면 누군가의 배신이더라고요. 아.. 그렇게

재경험이 너무 힘들고 말하기 싫은데, 자기는 죽어도 증인 안 나간다 했거든요. 그런데도 친
구의 배신이 이 아이를 증언까지 나가게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또래 청소년 사이에서의 또
래 문제는 정말 크구나, 그 아이들이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부분이 크구나 하는 걸 느꼈었어
요.” (또래요인; 배신, 전문가②)
“그 친구는 1년인가 2년 있다가 저한테 다시 연락이 와서 상담을 다시 하게 됐고, 신고를

하고 싶다고 그런 케이스였어요. 2년 좀 안 돼서.. 그 친구가 워낙 상담 자체가 루즈하게 조금
사후처리가 많이 되는 케이스였고요. 워낙 정서적으로도 기복이 심했던 친구라. 그러다보니까
본인도 그거를 성폭력으로 인지하고 싶지 않았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 그래서 친구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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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경우가 많고, 친구들도 괜히 복잡해지니까 그냥 넘어가라, 똥 밟았다고 생각하고 넘어가
라, 이런 식으로 대처를 친구들끼리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쨌든 다시 신고 처리가 됐는데,
그게 증거가 없잖아요.” (증거확보의 어려움, 센터②)

“그리고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저희는 이제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왜냐하면 재판과정에
서 또 힘든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쪽에서 연락이 온다던지, (가해자쪽에서?) 네” (지속적 합
의요구, 전문가④)

④ 성폭력 피해 청소년 개입의 긍정적 요인
성폭력 피해 청소년의 개입과정에서의 인식에서 가족 및 환경 특성 외에 개입 긍정적 요인
과 부정적 요인의 범주로 구분되었다. 전문가들의 보고에 의하면 개입 긍정적 요인으로는 짧
은 성폭력피해 횟수, 초기대응교육의 유무 등을 진술하였다
.
“주변 자원들이 다 좋은데 정말로 어쩔 수 없이 성폭력 피해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 일상

생활 하다가 나쁜 사람이 지나가다가 추행을 한 거는 정말 그 누구도 어쩔 수 없는1회의 사
고인 경우에는 정말 잘 극복해요.” (단회성 성폭행, 전문가③)
, 증거 남기기 위해서 씻지 않고 다 하고, 너무
“학교에서 배웠던 교육대로 경찰서 전화하고

나 침착하게 엄마가 집에 오기 전까지 아이가 다 했던 거죠.” (초기대응교육, 전문가①)

⑤ 성폭력 피해 청소년 개입의 부정적 요인
성폭력 피해 청소년의 개입과정에서 전문가의 보고에 의하면 개입 부정적 요인으로는 부실
한 가정환경이나 피해자의 피해 이전의 개인 이미지, 복합문제나 협박 등이 얽혀지면서 상담
계획수립의 어려움 등이 개입의 부정적 요인으로 진술하였다
.
“점차 신뢰로운 보호자가 점점 부재되는 경우가 많고
, 아이들이 그럴 경우에는 치료가 종

결되기가 쉽고” (부모의 부재, 전문가①)
“애는 고소의지가 없는데 고소를 더 확대시켜버리고 복잡해져버려서... 그 아이가 회복되기

에 가장 어려운 건 엄마였어요. 엄마를 보면 사건이 생각나고 사건이 떠오르고, 나를 도와주
.” (부적절한 부모 대처,
지 못하는 보호자 때문에 힘들어 했어서 결국에는 쉼터로 보냈거든요

전문가③)
“그게 확실하게 사건화된 피해일 경우에는 괜찮은데, 그 아이가 평소에 품행문제가 있었다
~” (피
든지 등등 그 아이도 뭔가 학교에 이전에 밉보인 게 있다고 하면 진짜 복잡하더라구요

해 이전 이미지, 전문가②)

- 181 -

강석영․김래선․류다정

“정말 형사 사건이랑.. 이렇게 성폭력 사건이랑 폭행 협박한 사건이랑 막 한 사건이 막 얽

혀 있어요~ 피가해자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변호사님들도 정신없어하시고, 재판도 막 이렇게
복잡해지고 병합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되게 어려워지더라고요.” (상담 계획 수립의 어려
움, 복잡한 문제, 전문가③)
“청소년들 문제가 너무 복합적이다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성폭력으로 인한 후유증
, 그 이상의 치료는 정말! 정말 많
이어서 선생님이 말씀하신 단회기 치료밖에는 못하고 있고

은 정보들을 파악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위센터 뭐
별의 별 연계할 곳을 찾느라” (치료보다는 연계에 급급, 전문가③)
. 실제로 그들이 가장 고
“점차 그 아이들이 지각하고 있는 고통의 정도가 둔감해져 있고요

통스러워하는 건 또래관계 왕따, 남자친구와의 문제, 부모와의 어려움, 이런 게 더 많아져서
성폭행 같은 거에 어려움이 있니 이렇게 물어보면 없어요, 괜찮아요, 지금 다 잊어버렸어요,
이렇게 회피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졌습니다.” (핵심문제가 성폭력이 아님, 전문가①)

2. 현장전문가의 아동청소년 성폭력 개입방법
표 3과 같이 청소년성폭력피해자에 대한 현장전문가의 개입방법에 대한 경험적 진술을 토대
로 분석한 결과 총 3개의 범주로써, 성폭력 피해 청소년에 대한 직접개입, 성폭력 피해 청소년
보호자에 대한 개입 그리고 성폭력 피해 청소년 및 보호자 외의 간접적 개입으로 나타났다
.
<표 3> 현장전문가의 아동청소년 성폭력 개입방법
개입기관
주제

범주

하위범주

성폭력

청소년

전문
기관

상담복지
센터

의미단위

위기개입

○

위기개입이 우선 목표, 법률지원, 관련지원
기관과의 연계

진단 및 평가

○

성폭력 피해 진단 및 평가

○

성폭력 피해 경험에 대한 안정화, 정상화

○

외상경험에 대한 점진적이고 반복적인 노출

○

외상적 기억에 대한 재통합 과정을 위한 기법
활용

○

건강증진센터 연계 등 종합적인 지원으로 개입

예상되는
후유증에
대한 치료적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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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기관
주제

범주

하위범주

효과적으로
활용되는
상담 기법
성폭력
피해
청소년에
대한
직접개입

성폭력 청소년
전문 상담복지
기관

센터

○

○

내담자의 주호소에 초점을 맞춘 상담목표
정하기

○

내담자 마음 읽고 보듬어주기

○

양가감정의 타당화

○

사건 재인지, 재해석, 재인식

○

가해자의 책임임을 분명하게 함

○

부모에 대한 분노감정 다루는 등 부모
․자녀
관계 풀어내기

○

진로상담을 통한 유용한 개입
○

○
○

지속적
사후처리 및
사례관리

개입방법

성폭력
피해
청소년
보호자
에 대한
개입

성폭력
피해청소년
보호자에
대한
상담개입

성폭력
피해청소년
보호자에
대한 교육

성폭력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 및 가해자 특성 교육
건강한 관계에 대한 교육

○

○

성폭력
피해
청소년

내담자와의 지지적인 신뢰관계 구축

○

○

피해청소년에
대한 교육적
접근

의미단위

성추체성, 성평등 등 치료적 성교육
사회적 기술 훈련

○

지지체계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

○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

○

다니는 학교를 졸업하기 위한 관리

○

○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안내

○

○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상담구조화

○

친족 성폭력시 가해자로부터 분리될 수 있
는 환경 조성

○

부모의 외상을 다루는 등 부모의 힘든 감정
들어주기

○

무기력한 부모의 경우 부모상담과 다른 지
지체계 자원 개발

○

가족의 변화와 성장 인정

○

성폭력 후유증 이해시키기

○

10대의 성문화 이해시키기

○

성폭력에 대한 명확한 인식, 성주체성, 성평
등, 가해자 특성 교육

○

부모의 초기대응 관련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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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기관
주제

범주

하위범주

성폭력

청소년

전문
기관

상담복지
센터

○

성폭력
피해
청소년
및
보호자
외의
간접적
개입

기관연계
가해자
처벌과
관련한 개입

의미단위

○

피해자의 빠른 회복을 위해 부모의 이해와
수용적 태도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

○

청소년 동반자 연계

○

부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 연계

○

기관 간 역할 분담을 위한 효과적 연계

○

가해자에 대한 징계와 충분한 보상 등 법적
처벌과 관련된 개입

○

가해자의 사과

피해
청소년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개입

○

등하교길 순찰 강화를 위한 협조 요청

① 성폭력 피해 청소년에 대한 직접개입
현장전문가가 진술한 성폭력 피해 청소년에 대한 직접개입은 6개 하위범주로써 위기개입,
성폭력 피해 진단 및 평가, 예상되는 후유증에 대한 치료적 개입
, 효과적으로 활용되는 상담
기법, 피해청소년에 대한 교육적 접근, 지속적 사후처리 및 사례관리로 나타났다. 개입기관별
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관련 교육 및 사후관리 위주로 이루어지는 반면
, 성폭력 전
문기관은 다양한 진단이나, 단계기반 접근 등 성폭력 피해 청소년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보
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온 이 아이는 여러 가지 어떤 품행과 외현화된 문제가 되게 많은

데, 성폭력도 있었어요...이 아이에게 성폭력에 관한 부분들은 스크리닝이 필요했어요. 저희 센
.. 평가하고 나서 이 아이는 어쨌거나 성폭력에
터 연계해서 정신과 진료보고 스크리닝을 했죠

대한 부분들보다는 다시 기존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가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렇게 해서 다
시 연계를 했던 경우도 있었어요..그렇게 저희가 스크리닝 역할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성폭
력 피해 진단 및 평가, 전문가③)
. 여러 사람들이 뭐 허만이나 포
“단계기반적인 접근을 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되어있거든요

드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첫 번째는 뭐 그 아이들을 치료에 involve하기 어렵기 때문에 치료
에 관여시키고 안정화를 하고” (성폭력 피해 경험에 대해 안정화, 정상화, 전문가①)

- 184 -

현장전문가들이 인식한 성폭력 피해 청소년의 특성과 개입방안

“우리가 우선순위에서 얘네들을 심리적으로 막 도와주는 그 마음보다는 일단 현재에서 얘

네들의 마음을 읽어주고 보듬어주는 거, 저는 상담보다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보살핌이 중요하
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다고요” (내담자의 마음 읽고 보듬어주기, 전문가②)
“저희가 포커스를 두는 건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사실 아이들이 자기가 당한 경험을 건강

하게 다시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건 성관계랑 키스가 아니다. 네가 당한 건 성폭력이고 뭐 이
런 걸 몇 번씩 확인을 하는 것 같아요, 애들이. 몇 번씩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
서 다시 생각을, 제가 몇 번씩 원하는 대로 말을 해주다 보면 나중에는 좀 받아들이는 것 같
더라고요.” (사건 재인지, 재해석, 재인식, 전문가④)
.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엄마와 딸에 관계를 푸는 거 이것도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상담이 좀 진행이 되면, 그 때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얼마나 무기력 했는지, 막 다른 가
족폭력에 시달리거나 가난에 시달리거나 여러 가지 엄마의 어려운 상황들에 대한 이해를 할
, 근데 그것까지 이해하려면 굉장
수 없잖아요, 얘는. 보호를 자기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히 오랜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그 과정에서 서로 노력을 해야 되겠죠.” (부모에 대한 분노감
정 다루는 등 부모․자녀 관계 풀어내기, 전문가⑦)
“본인이 처음 경험한 게 성폭력 피해고 폭력이다라는 걸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순결

상실감과는 다른 것이다라는 거하고, 남자들의 성문화, 그 속에서 여자들을 어떻게 성적으로
이용하는가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라던지” (성폭력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
및 가해자 특성 교육, 전문가⑥)
“지속적으로 계속 저희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교육이
, 이런 가정환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전반적인 지지체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 (지지체계 확보를 위한
경에 있는 피해학생한테는 굉장히 필요하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속적인 관리, 센터③)

② 성폭력 피해 청소년 보호자에 대한 개입
현장전문가가 진술한 성폭력 피해 청소년 보호자에 대한 개입은 2개 하위범주로써 성폭력
피해청소년 보호자에 대한 상담개입과 성폭력 피해청소년 보호자에 대한 교육으로 보고되었다
.
“엄마 상담할 때 엄마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당위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그 엄마가 지금

얼마나 힘들고 혼란스러운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 지에 대한 그런 무기력감 이런 것
들에 대해서 좀 받아줘야 되는 것 같아요” (부모의 외상을 다루는 등 부모의 힘든 감정 들어
주기, 전문가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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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첫 반응을 하느냐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 아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보고했었을 때 그걸 듣는 상대가 그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도 되게 그 아이
“(부모의 초기대응
의 앞으로의 개입과정이나 어떤 치료여부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것 같아요

관련 교육, 전문가②)

③ 성폭력 피해 청소년 및 보호자 외의 간접적 개입
현장전문가가 진술한 성폭력 피해 청소년 보호자에 대한 개입은 3개 하위범주로써 기관연
계, 가해자 처벌과 관련한 개입 그리고 피해 청소년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개입으로 보고되었다
.
“이 아이는 정말 지지체계가 없는 거에요
.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저희가 동반자를 연결을 해

서 동반자 선생님하고 라포가 잘 형성돼가지고 동반자 선생님이 거의 지지체계에 버팀목이
돼 주셨고.” (청소년 동반자 연계, 전문가 ②)
. 얘가 잘못했다. 얘가
“피해자가 치유되는 데 그 신고와 처벌이 완전히 공인되는 거잖아요

잘못했고 이런 게 딱 되는 거니까 죄책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정말 효과적으로 피
해자가 치유가 되는 것 같아요.” (가해자에 대한 징계와 충분한 보상 등 법적 처벌과 관련된
개입, 전문가①)

3. 현장전문가의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개입에 대한 제언
표 4와 같이 청소년성폭력피해자에 대한 현장전문가들이 진술하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
해자 개입에 대한 제언은 총 2개의 범주로써, 개입 매뉴얼 개발 제언과 상담자 역량 강화에
필요한 영역으로 나타났다.
① 현장전문가의 성폭력 피해 청소년 개입매뉴얼 개발 제언
현장전문가가 진술한 개입매뉴얼 개발 제언은 6개 하위범주로써 성폭력 피해 청소년에 대한
개입 절차에 대한 제언, 성폭력 피해 청소년에 대한 직접 개입에 대한 제언, 부모상담의 필요
성에 대한 제언, 성폭력 피해 청소년 개입 관련 교육에 대한 제언, 성폭력 피해 청소년에 지지
체계에 대한 제언, 연계자원 확보에 대한 제언으로 나타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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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현장전문가의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개입에 대한 제언
주제

범주

하위범주

성폭력 청소년
전문 상담복지
기관
○

성폭력 피해
청소년에
대한 개입
절차에 대한
제언

성폭력 피해
청소년에
대한 직접
개입에 대한
제언

성폭력
피해
청소년
개입에
대한
제언

개입
매뉴얼
개발
제언

부모상담의
필요성에
대한 제언
성폭력 피해
청소년 개입
관련 교육에
대한 제언

○

피해자 중심의 처리절차
○

가피해자의 철저한 분리 및 경계확보(특히 친족
성폭행의 경우 분명한 안내 필요)
정확한 초기 스크리닝, 외상사건척도, 사건발생
후 경과 시간, 가해자 동기여부 등을 고려한 체
계적 접근

○
○

○

발달적 특성을 고려한 개입

○

○

성폭력 피해 청소년과의 신뢰확보

○

단회성 성폭행일 경우 전형적인 성폭력 후유증
치료를 통한 개입

○

성폭력 피해 청소년에 대한 단기상담계획 후에
도 필요에 따라 연장
○

남자 성폭력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한 개입

○

○

성폭력 피해 청소년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부
모상담

○

○

부모․자녀 연합회기 구성

○

○

친족성폭력시 성폭력 피해 청소년의 자기보호
방법에 대한 교육

○

○

가해자의 법률적 처벌 및 피해 청소년의 법적
권리 등에 대한 이해와 교육
성폭력 피해에 대한 학교교사의 대응방안에 대
한 교육

○

성폭력 피해
청소년
지지체계에
대한 제언
연계자원
확보에 대한
제언

의미단위

센터

○

멘토 양성을 통한 효과적 개입

○

피해 청소년의 지지체계 부재 시 동반자 연결

○

○

효과적 개입을 위한 연계 자원 확보 및 네트워
크 안내

○

○

개입시기별 적절한 기관 연계 및 관계자 통합
사례회의 안내

○

○

수치심을 주지 않는 수용적 태도

○

성폭력 피해에 대한 편견 극복, 건강한 성인식
(성통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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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범주

성폭력

청소년

전문
기관

상담복지
센터

○

○

성폭력이 범죄라는 인식과 더불어 민감성을
높임

○

○

성폭력 피해 청소년에 대한 적절한 관심과 온
화한 태도

○

○

성폭력 피해 청소년과의 건강한 경계설정으로
소진 방지

○

상담자의 준비성(성폭력 피해 청소년에 대한 매
뉴얼 숙지, 유형 및 맥락에 대한 파악)

○

성폭력 피해자 청소년의 형제자매에 대한 상담

○

내담자의 고통에 초점을 맞추어 내담자편으로
서의 접근

○

가해자 논리에 빠져들지 않기

○

단계별 반복되는 질의 및 진술서 작성
, 면담자
선택, 변호사 선임 등 법적 절차에 대한 정확한
숙지

○

신고 의무에 대한 정확한 이해, 지속되는 성폭
력에 대한 보호자 고지

○

증거확보, 비밀보장

연계자원
확보

○

지역내 연계자원 확보 및 네트워크 형성

전문교육

○

성폭력 전문상담원 교육 이수, 성폭력 보수교육

하위범주

성폭력 피해
청소년
상담을 위한
상담자의
준비
상담자
역량
강화에
필요한
영역

○

법적 절차와
관련된
정보에 대한
준비
○

의미단위

성폭력 전문기관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모두 성폭력 피해 청소년에 대한 개입절차
, 부모상
담과 성폭력 피해 청소년에 대한 관련 교육 및 연계자원에 대한 활용에 대해서는 공통된 의견
을 갖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청소년 시기가 발달과업 상 어쨌든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영적으로 계속 성장하고

있는 시기여서 그런 변화무쌍한 측면들이 있어서, 3개월에서 6개월의 follow up 과정들이 있
고, 그 아이의 힘든 면도 있지만, 한 번 그 확인의 과정들이 부모든 누구와 좀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발달적 특성을 고려한 개입, 전문가③)
“오히려 단기로 해서 조금조금 연장하는 자체가 그 아이의 동기화를 촉진시켜주고 그리고
, 10회기
내가 이렇게 문제가 많단 말이야 하면서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걸 좀 완화시켜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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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더 필요할 경우 더 연장할 수 있어 하면 그걸 동의하고 그렇게 가거든요
” (성폭력 피해
, 전문가 ①)
청소년에 대한 단기상담계획 후에도 필요에 따라 연장
“지금 아빠가 같이 살아야 되는데 아빠가 올 때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논의

해보는 것들, 문을 잠그는 거부터 사실은 오랫동안 친족 성폭력에 있는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문 잠그는 것도 몰라요. 그러면 된다는 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해요.” (성폭력 피해 청소년의
자기보호방법에 대한 교육, 센터①)
. 전화로만 계속 서
“네트워크 형성해서 이렇게 기관별로 할 때 중복 서비스들이 많거든요

로 합의해서 진행하기는 하는데, 시기에 따라서는 사례 진행이 끝난다던가 하면 약간 붕 뜨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끼리 조율하기 보다는 아에 매뉴얼에 서비스들이 이런 것들이 있는
데, 보통 이럴 때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을 포괄적으로 보여주시면 어떨까요
” (효과적 개입을
위한 연계 자원 확보 및 네트워크 안내, 센터②)

② 현장전문가의 성폭력 피해 청소년 개입시 상담자 역량 강화에 필요한 영역
현장전문가들이 진술한 상담자 역량 강화에 필요한 영역은4개 하위범주로써 성폭력 피해
청소년 상담을 위한 상담자의 준비, 법적 절차와 관련된 정보에 대한 준비
, 연계자원 확보,
전문교육으로 나타났다.
“지나치게 관심을 많이 보여줘도 불편하기 때문에 조용하면서 뭔가 온화한 태도
, 청소년을

대할 때는 조금 더 내려앉아서 존중해주고 선택권을 주고 이렇게 쉬프팅을 많이 해야 하는데
요” (성폭력 피해 청소년에 대한 적절한 관심과 온화한 태도, 전문가⑤)
“그래서 10대들이 그런 성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 그리고 10대 여자애들도 성적인 충동과

욕구, 욕망을 갖고 그런 것들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성적 존재라는 자기 인식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상담자의 인식개선, 전문가⑥)
, 여자 경찰관하고 면담을 요
“청소년의 경우는 형사기간에 여성 청소년계가 따로 있잖아요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걸 좀 몰라서 그냥 바로 형사과 그 쪽으로 들어가시
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피해자 보호 법률이 따로 있어요” (단계별 반복되는 질의 및 진술서
, 센터①)
작성, 면담자 선택, 변호사 선임 등 법적 절차에 대한 정확한 숙지

요약 및 제언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성폭력사례의 경우, 법적인 문제와 의료지원 등과 같이 예민한 문제를 동반하기 때문에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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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전문기관에 연계를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청소년대상 성폭력의 경우 성폭력이
아닌 또래문제나 학교 부적응(박경, 2006), 정서적 문제(최지영, 2013) 등을 통해 발견되는 경
우가 있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성폭력 관련 청소년에 대한 개입이 이루어져야 하는 상
황이 생기기도 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연계가 어렵거나 전문기관을 거쳐서 온 청소년에
대한 상담, 성폭력피해를 입었으나 현행문제의 핵심이 성폭력이 아닌 경우, 자신이 성폭력을
경험하였으나 피해자라는 인식이 부족한 청소년 등 다양한 사례들의 경우를 다루게 된다
. 그
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에서 다양한 성폭력 사례에 효과적 대응을 위한
개입매뉴얼이나 체계적인 연계자원에 대한 안내는 물론 성폭력사례 개입을 위한 상담자 역량
또한 부족한 실태이다. 물론 다양한 기관과 주무부처에서 성폭력 대응 매뉴얼 등이 개발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 상담현장에서 활용하기에는 실제 현장 상황 및 피해청소년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바, 보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폭력전문기관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청소년성폭력피해자 대상
개입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의 주관적 경험을 토대로 청소년대상 성폭력의 실태와 효과적인
개입은 어떤 요소들이 필요한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성폭력전문기관 전문가 2
개 집단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자 2개 집단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수행하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 3개의 주제, 10개의 범주, 32개의 하위범주, 99개의 의미단위가 확인되었
다. 3개의 주제로는 ‘청소년 성폭력 피해사례 개입과정에서의 인식’, ‘현장전문가의 청소년성
폭력 피해사례 개입방법’, ‘현장전문가의 청소년 성폭력피해자 개입 및 상담자 역량 관련 제
언’이 도출되었다.
분석결과 요약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폭력전문기관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간의 포커스그룹 인터뷰 결과 기관특성상 청소
년 성폭력피해사례 개입과정에서 경험하는 개인특성, 가정특성, 환경특성별로 다르게 인식되
는 차이를 보였고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개입의 긍정적요인과 부정적 요인간의
차이를 보였다. 이는 두 기관 모두 성폭력 피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
나, 몇 가지 차이점으로 인하여 인터뷰 결과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인다
. 우선, 각 기관 내
담자의 위기 수준 차이가 크기에 가장 시급하게 개입해야 할 영역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인
터뷰 결과가 다를 수 있다. 또한 각 기관이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가 다르기 때문일 수 있다.
즉, 성폭력에 특화된 전문기관은 위기지원 및 법률지원 등에 전문화된 성격을 갖고 있다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의 발달 과정상에 나타날 수 있는 일반적인 청소년 문제에 전문
화되어 있어 인터뷰 결과에 차이가 날 수 있다. 분석결과를 요약자하자면, 두 기관 모두 성폭
력으로 인한 불안을 호소하기는 하였으나 성폭력 전문기관에서만 피해청소년들이 피해인식의
문제를 나타냈다. 이러한 차이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경우 진로나 학업문제 등 다른 호소
문제로 상담이 진행되면서 상담자와 충분한 신뢰가 형성된 후에 드러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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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즉, 피해상황이 발생한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상태이고 자신의 방식대로 피해상황을
받아들이고 이해한 상태이거나 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는 무기력한 상황을 경험한 이후이기
때문에 자신이 피해자라고 인식하지 않고 피해상황에 대해 부인하거나 자책감등을 호소하는
경우가 적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성폭력전문기관과 달리 피해상황을
발견하였을 경우 성폭력피해를 다룰 수 없었던 개인, 가정, 환경 등의 특성을 파악하여야 한
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피해청소년이 피해상황에 대한 문제를 재인식하고 자신의 권리를 찾
도록 돕기 위해, 안전하게 피해상황이 다루어질 수 있다는 신뢰를 줄 수 있는 개입이 필요하
다. 반면 성폭력전문기관의 경우 위기수준이 높고 성폭력 피해 즉시 의뢰되는 사례가 주로
다루어지거나 성폭력 이후 시간이 지나도 피해로 인한 고통이 지속될 때 찾게 되는 전문기관
이기 때문에 의뢰되어지는 피해청소년의 경우 피해상황에 대한 문제인식의 차이가 있어 좀
더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개입이 가능하다.
또한 법적문제에 있어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발견되는 피해상황의 대부분이 법적으
로나 정서 지원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 것과 달리 성폭력전문
기관의 경우 피해청소년이 피해자라는 인식이 강하고 절차상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증거확보의 어려움, 가해자의 지속적인 합의 요구, 재판과정에서의 고통 등
을 진술한다고 보고되었다. 특히 법적문제로 다루어지면서 증인문제로 또래관계에서 문제가
발생되거나 소문이 나는 것으로 인한 피해 등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진술하고 있
다. 한편, 성폭력전문기관과 달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경우 적절한 법적 대응절차를 안내하
거나 대응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도 지원하거나 안내를 해줄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고려할 때,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피해청소년이 피해사실을 법
적인 문제로 다루는데 있어서 개인과 가정 등에 발생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미리 인지하고
적합한 개입 방안을 마련함은 물론 성폭력 문제가 다루어지고 해결되어지는 전반적인 과정에
서 건강한 지지자가 되어주는 선도적이고 체계적인 개입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실제로 여러 선행연구(김정규, 김중술, 2000; 이승연, 2007; Cowen & Work, 1988;
Valentine & Feinauer, 1993)에서 지지와 유대감은 성폭력 피해를 완충하는 중요한 보호요인
으로 보고되고 있다.
성폭력 피해청소년 개입의 긍정적 요인이나 부정적 요인에 있어서 두 기관 중 청소년상담
복지센터의 진술은 적은 편이었다. 성폭력전문기관의 전문가들은 짧은 성폭력 횟수와 피해청
소년이나 부모에 대한 초기대응교육이 개입의 긍정적 요인으로 진술하였다
. 또한 피해청소년
의 부실한 가정환경으로 인해 성폭력 피해청소년이 적절한 대처를 받지 못하고 부모의 잘못
된 개입으로 인해 문제가 커지는 경우나 성폭력 피해 이전의 평소 품행이나 이미지가 문제
개입의 부정적 요인으로 진술되어 가족이나 친지, 지역사회와의 강한 사회적 지지와 유대감
등은 성폭력 피해를 완충하거나 극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선행연구
(김정규, 김중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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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이승연, 2007; Cowen & Work, 1988)와 내용을 같이하고 있다. 이는 피해상황에 대한
초기 대처 및 문제발견 등의 단계가 아닌 개입과정에서 다루어지는 일들로 청소년상담복지센
터의 경우 성폭력피해문제에 대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
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또한 두 기관에서 공통으로 진술한 문제에는 성폭력 외에
폭행이나 협박 등의 복합적인 문제에 얽혀있어 적절한 상담계획 수립이 어렵고 피해청소년의
직접적인 치료보다는 타기관의 연계를 통한 개입에 급급해하는 대응 태도가 진술되었다
. 그
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주 호소문제가 성폭력이 아닌 부모와의 관계나 친구관계문제
인 경우 적절한 개입방법에 대한 어려움이 진술되었다
. 이와 같은 진술을 통해 청소년상담복
지센터의 경우 성폭력피해상황이 발견되었을 시 단순한 정서적 지원이 아닌 부모나 보호자에
대한 개입 교육과 복잡한 법적 절차와 대응방법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통한 체계적인 개입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성폭력전문기관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간의 포커스그룹 인터뷰 결과 각 기관의 특성
상 대처방안 등에서 차이를 보였다. 사례개입의 현장전문가 경험에 대한 주제에서 청소년상
담복지센터의 경우 증거확보의 어려움이나 재판과정상의 문제 등 법적문제와 성폭력피해에
대한 부모고지의 어려움과 부모의 소극적 대처 등 부실한 가정환경개입에 대한 진술이 적은
편이었다. 이러한 차이는 성폭력전문기관의 경우 위기수준이 높고 성폭력 피해 즉시 의뢰되
는 사례가 주로 다루어지므로 법적인 절차나 피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개입을 위한 가정환경
의 개입과 피해 직후 정신적 충격이 큰 상태에서의 피해자의 정서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으
로 보인다. 다음으로 현장전문가의 청소년성폭력피해사례 개입방법에 대한 진술에서 피해청
소년에 대한 직접 개입으로는 성폭력전문기관의 경우 위기개입
, 성폭력 피해 진단 및 평가,
외상적 기억에 대한 재통합 과정 등의 예상되는 후유증에 대한 치료적 개입
, 양가감정의 타
당화나 사건 대인지·재해석·재인식 등과 같은 효과적인 상담기법의 활용, 성교육 및 사회적
기술 훈련 등의 외상 초기 긴급 개입부터 교육까지 다양한 접근을 보고하였다
.
반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경우는 성폭력피해청소년에 대한 직접개입으로 피해청소년의
지지적인 신뢰관계 구축을 통한 상담기법활용과 성폭력에 대한 인식교육과 성교육을 통한 교
육적 접근의 필요성을 보고하여 성폭력 피해 청소년 대상 개입 관련 선행연구
(권해수, 2008;
권해수, 이재희, 조중신, 2011; 오경자, 최지영, 신예주, 2011)와 내용을 같이 하고 있다. 또한
지지체계확보, 가족관계 유지, 졸업, 학교장면에서의 상담개입 등 지속적 사후처리나 사후관
리에 효과적 개입경험을 보고하였다. 이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경우 성폭력 피해 청소년의
피해 평가 및 안전 확보와 법적 대응에 대한 초기 대응의 부족함과 성폭력 피해로 발생되는
후유증과 그에 따른 다양하고 전문적인 상담기법의 취약함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 피해청소년
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 및 사례관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 이는 청소년상담
복지센터에서 성폭력피해로 상담을 요청하거나 상담도중 피해를 발견 또는 호소시 피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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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정확한 진단 및 평가나 안전 확보와 법적 대응에 대한 초기 대응의 취약함을 보여준다
.
그러므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의 피해청소년에 대한 즉각적 개입과 성폭력의 유형별로 개
입할 수 있는 상답기법과 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 선행연구에서도 Avinger와
Jones(2007)가 1985년부터 2005년까지 개발된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8개의
집단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 다양한 상담 기법과 교육 등이 성폭행 피해자들의 외
상과 불안, 우울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
또한 성폭력피해 청소년보호자에 대한 개입에서 성폭력전문기관의 경우 친족 성폭력시 가
해자와의 분리 환경 조성, 부모의 외상다루기, 부모의 지지체계 자원 개발 등과 같은 상담개
입과 성폭력 후유증이해, 10대 성문화 이해, 부모의 초기 대응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을 실시
하고 있으며 기관연계나 가해자 처벌과 관련된 법적 개입 등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되었
다. 반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전문적인 상담개입이나 법적지원은 물론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 이는 성폭력피해청소년의 부모에 대
해 문제유형별 맞춤형 개입은 물론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의 지원과 연계자원 활용
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위해 문제유형과 위기수준별 체계적 접근을 위한 평가체계
마련과 우울, 불안 등의 정서적 문제는 물론 신체적 피해에 대한 치료지원과 법률지원
, 그리
고 피해자의 보호자 확보 및 보호자에 대한 교육과 상담 등 복합적 지원이 체계적으로 지원
되어야함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청소년의 성폭력피해 이후의 회복과정에는 가정특성이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
났다. 성폭력 피해 청소년의 경우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싶어도 부모의 반응에 대한 두려움으
로 피해사실을 숨기거나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 신고 후 부모의 적절하지 못한 태도로 인해
피해청소년이 더 힘들어지는 경우도 보고되어 부모의 적절하지 못한 태도로 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한다는 선행연구(이유진, 강지명, 조윤오, 윤옥경, 2012)와 내용을 같다. 실제로 성폭력 사
실을 호소하더라도 외상이 적은 성추행이 많아 자칫 어른들이 간과
, 무시, 때로는 거짓말이라
고 아동의 의견을 묵살해버리기 쉽다(서예석, 이경실, 2008). 특히 여성가족부의 연구(신민섭,
이서정, 2011)에서와 같이 친족의 성폭력피해의 경우 피해자가 오히려 가정을 파괴하거나 문
제를 유발한 원인제공자라는 오명으로 더욱 심한 정신적 피해를 경험하는 경우가 보고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성폭력 이후 신체적 건강수준은 어느 정도 치유되고 있는 반면 정신
적 건강수준은 쉽게 회복되지 않으며(김영택, 김원홍, 김동식, 2010), 청소년기는 이성에 대한
호기심과 성에 대한 관심이 표출되는 시기로서 감수성이 예민하고 신체적
, 정신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기 때문에 이 시기의 성폭력 피해는 신체적인 부분 뿐 아니라 정신적 부분에서도
피해가 심각하다(이경자, 윤영숙, 서명숙, 1992)는 선행연구와 내용을 같이하고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에 대한 자기보호방법이나 법률적 처벌 및 권리 등에 대한 이해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 부모를 대상으로 한 청소년의 성문화에 대한 이해나 후유증
,

- 193 -

강석영․김래선․류다정

성폭력에 대한 명확한 인식, 정서적 지원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개입 이후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부모의 올바른 초기대응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또한 현장에서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이 부모에게 피해사실을 알리는 것을 두려워하여
피해사실이 감춰지고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상담자는 피해청소년에게 법적 보호
자를 확보하고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피해자의 이해와 법적대응절차 등에 대한 상담과 교육
을 실시하여 피해청소년이 안정적으로 회복절차를 경험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이다.
넷째, 성폭력 피해 청소년을 위한 효과적인 개입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매뉴얼과 이를 실행
하는 사례를 의뢰받은 상담자의 역량으로 나타났다. 포커스그룹에 참여한 청소년상담복지센
터나 성폭력전문기관의 현장전문가 모두 성폭력사례의 특성상 위기상황에 안정적이고 적절하
게 대처하기 위한 매뉴얼개발과 이를 실행하게 되는 상담자의 전문역량이 갖추어져야함을 지
적하고 있다.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개입매뉴얼 개발에 대한 제언으로는 피해자 중심의 처리
절차, 발달적 특성을 고려한 개입 등과 같은 개입절차, 성폭력 피해청소년과의 신뢰확보, 후
유증 치료를 통한 개입, 피해자 특성을 고려한 개입 등의 직접개입방안, 부모상담의 필요성,
가해자와 피해자의 법적 처벌 및 권리와 부모 또는 교사 등의 대응방안에 대한 교육
, 멘토
양성을 통한 지지체계 마련과 연계자원 확보 등에 대해서는 성폭력 전문기관과 청소년상담복
지센터 모두 공통된 의견을 갖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성폭력피해청소년에 대한 안정적
이고 성공적인 지원을 위해 피해발생부터 사후개입까지의 체계적인 개입절차 마련은 물론 피
해청소년 및 보호자에 대한 맞춤형 상담 및 교육 실시 그리고 연계자원의 확보를 통한 피해
자와 보호자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으로 구성된 매뉴얼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 상담역량
으로는 내담자의 특성을 배려한 상담, 법적 절차에 대한 효과적 대응
, 연계자원 확보, 전문교
육, 상담자 태도 등이 보고되었다. 성폭력 사례를 자주 접하지 않은 상담자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편견을 갖거나 가해자의 논리에 빠져들기 쉽다고 보고하고 있다
. 그러므로 성폭력피해
로 인해 매우 민감해 있는 내담자를 대할 경우 수치심을 주지 않으며 수용적인 태도로 내담
자편에서 개입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례특성상 상담자는 쉽게 일반적 훈육방식으로 대하
기 쉽게 되고 피해자라는 인식으로 인해 일방적인 도움을 주는 행동으로 일관하기 쉽다
. 실
제로 다양한 선행연구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불신이나 비난 등의 부정적 태도가 피해자에게
더 자기비난적 태도를 갖게 만든다고 보고되고 있다
(한인영, 박명숙, 유서구, 류소영, 2008;
Hazzard, Celano, Gould, Lawry, & Webb, 1995; Quas, Goodman, & Jones, 2003). 이러한 상
황에서 상담자는 성폭력에 대한 민감성을 인식하고 피해자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며 존중과
온화한 태도 등으로 피해청소년을 대하여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 그러므로 다른 문제 유형의
사례보다는 성폭력 피해 청소년을 대하는 상담자 태도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 또한 다른
문제보다 복합적인 문제와 후유증이 심한 것을 감안하여 상담자는 내담자의 회복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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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하고 지속적인 관심이나 사후관리 등도 개입방안의 중요한 절차로 인식되어져야 할 것이
다. 청소년성폭력사례의 경우 가족, 환경, 개인특성은 물론 제도적 문제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문제로 발생되므로 개입 또한 다양한 방면의 전문성을 요하고 있다
. 그러므로 상담자는 스스
로 연계자원을 개발하거나 발굴함은 물론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할 것이다. 또한 급변하는 청소년문화에 따른 성폭력피해유형도 변화함
을 인식하여 청소년문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에 따른 상담자의 역량개발이 필요하다
.
본 연구에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포커스그룹이
청소년성폭력문제를 다루는 현장전문가를 대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청소년성폭력피해문제
를 다루는 기관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해바라기센터 외에 여성긴급전화 1366, 전국성폭력
상담소, 교육청 Wee센터 등의 기관에서 다양한 문제를 포함하여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
문이다. 또한 현장전문가들이 진술하는 피해청소년의 경우 자신의 문제를 다루고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 지원기관을 찾은 청소년이 상당수이기 때문에 성폭력이라는 문제유형의 특
성상 피해사실이 드러나 있지 않아 외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극심한 무기력과 상처로 외
부와의 관계를 단절한 상당수의 피해자를 대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 그러므로 향후 지속적
으로 현장의 전문가를 통해 다양한 상담경험과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개인특성과 환경특성을 분석하고 성공적인 개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그러
나 청소년의 경우 외부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발달단계로 개인이나 환경의 특성은 지역에
따른 많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서울, 충청지역에서 상담경험이 있는 현장전문가
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한정된 지역의 현장전문가를 대상으
로 연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에 대해 일반화하여 해석하는 것에는 신중해야 할 것
이다. 이에 다양한 지역을 대상으로 함은 물론 성폭력피해에 대한 성별의 차이를 구별하여
분석함으로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이고 효과적 개입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
셋째, 성폭력피해청소년 문제개입에 있어 전반적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역량에 대한
다양한 문제를 지적하였으나 각 지역센터마다 성폭력문제개입에 있어 전문교육을 받거나 전
문적인 역량을 갖춘 다양한 상담자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 단지 성폭력
이라는 특정문제에 대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개입을 하기 위한 시스템이 미비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효과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현장전문가의 아동
청소년성폭력 피해자 개입에 대한 제언을 담았다. 향후 연구에서는 상담자는 물론 피해청소
년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개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프로그램 적용대상의 눈높이로 프로그
램을 개발하여 효과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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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order to establish the effective coping measures suitable for counsellors of local youth counselling
welfare centers, encountering sexually victimized adolescents in sites, this study aims to obtain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intervention manuals by collecting the experience of intervening
in sexually victimized adolescents and also providing them with legal/financial supports from
on-site experts of institutes specialized in intervening in and supporting sexually victimized
children/adolescents. Targeting two expert groups of sexual violence institute and another two
counsellor groups of adolescent counselling welfare center, the focus group interview was
performed and analyzed. In the results, total three themes, ten categories, 32 sub-categories, and
99 units of meaning were identified. Regarding the three themes, the 'cognition in the process of
intervening in cases of adolescent sexual violence', 'on-site experts' methods of intervening in cases
of adolescent sexual violence', and 'suggestions for on-site experts related to the intervention of
sexually victimized adolescents and counsellors' competence' were drawn. In the results of the
study, each institute showed differences in the types of problem and coping measures while the
family characteristics gave huge influence on causes for sexual violence or its recovery process
afterward. In case of victimized adolescents, it has been reported that they have vulnerable
developmental characteristics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Also, as effective intervention measures,
counsellors' professional counselling competence was drawn as its essential resolution measures.
As a site-based research,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effective intervention
direction by analyzing the personal/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of sexually victimized adolescents
in sites and also using counsellors' statements of successful intervention.
Key words: Sexually Victimized Adolescents, Intervention Manual, Sexual Assault Couns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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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혜원

이상민

양나연

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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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학생의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도움요청이 학업지연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
는지 알아보고,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도움요청에 의해 조
절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경기도 소재 중학교에서 1학년 98명, 2학년 98명, 3학년 99
명 총 295명(여 148명, 남 147명)을 대상으로 학업지연행동, 부적응적 완벽주의, 도움요청
에 관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도움요청이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학업지연행
동 간의 관계에서 유의한 조절효과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분석 결과로 첫째, 중학생의 부적응적 완벽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학업지연행동을
더 많이 보였으며, 도움요청 수준이 높을수록 학업지연행동을 덜 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둘째,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도움요청의 수준에 따라 다르
게 나타났다. 즉, 도움요청의 조절효과가 유의하였으며 도움요청이 증가할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약해지는 결과
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중학생의 학업지연행동을 낮추기 위해서 도움요청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상담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학교현장에서 활발히 활용되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
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 연구에 대해 논의하였다.
* 주요어: 부적응적 완벽주의, 학업지연행동, 도움요청, 조절효과, 중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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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나 지금이나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치열한 입시 전쟁을 경험한다
. 보다 유망한 상급학
교로 진학하기 위한 과열된 경쟁 속에 국내 청소년들은 어린 나이부터 극심한 성취압력과 학
업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이 고민하는 문제 중 가장 큰 비
율을 차지하는 것은 공부(35.3%)로, 학업문제가 청소년들에게 가장 큰 고민인 것으로 나타났
다(통계청, 2015). 이와 더불어, 전체 청소년의 약 61.7%는 숙제와 시험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겪고, 동일 집단의 57%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은 성적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는
다고 보고한 것(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을 보아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학업으로 인해 상당
한 스트레스를 겪는다고 할 수 있겠다.
대다수의 학생들은 과중한 과제로 인한 스트레스로 과제를 마감해야 하는 순간까지 꾸물거
리거나 미루다가 마무리한 경험을 갖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행동을 지연행동이라 한다. 지연
행동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Ellis와 Knaus(1977)는 지연행동을 과제나 활동을 정해진 시
간까지 착수 또는 완성하지 못한 행동적 측면에서 정의 하였고, Solomon과 Rothblum(1984)
는 주관적인 불편감을 경험할 때까지 불필요하게 과제를 미루는 행동으로 정의하였다
.
Milgram(1991)은 지연행동은 주어진 과제나 활동을 수행하지 못하고 회피하며 미루는 행동으
로 인해 주관적인 불편감을 느끼고, 중요한 것으로 인식된 과제를 계속 미루고, 표준 이하의
행동적 결과물을 만들어내어 감정적 혼란의 상태를 경험하는 것이라고 했다
. 앞서 여러 학자
들에 의해 언급된 다양한 정의를 종합하면, 학업지연행동은 지연행동 중에서도 특히 학생들
의 정서와 학업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자기 패배적이며 학생의 목표지향 행동을 손상
시키는 행동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언급된 청소년의 높은 학업 스트레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Beswick, Rothblum, & Mann, 1988)로 비추어 볼 때, 학업지연행동은 청소년의 학업스
트레스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입이 필요하다.
Solomon과 Rothblum(1984)에 의하면 학업지연행동(academic procrastination)은 단순히 공
부 습관이나 시간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요인의 복잡한 상호작용의
결과이다. 학업지연행동을 하는 학생들의 대부분은 미루는 행동을 그치지 못하며 정서적 혼
란을 겪는다(Ellis & Knaus, 1977). 학업지연행동은 학업 성취를 저해하거나 수업 진도를 따
라가지 못하게 방해한다. 그 결과, 학생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부정적인 개념을 갖게 만들고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려 부적응의 문제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관련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
면, 학업지연행동은 학교생활에서 매우 흔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개입이 시급한 영역이고
(윤숙
경, 1996), 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저하시키며(서은희, 박승호, 2007; Beswick et al., 1988), 개
인의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심리적인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게 한다
. 홍은순(2011)
은 학업지연행동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성적이 저조하며, 낮은 자존감,
높은 우울, 불안 및 비합리적 신념 수준 등의 특성을 보이고, 교우관계에서도 부정적인 영향
을 받게 된다고 보고하였다. 뿐만 아니라 학업지연행동이 증가할수록 학생이 경험하는 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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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의 양도 가중되는 만큼(Tice & Baumeister, 1997) 학업지연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는 변인
과 관련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양한 성격적인 요인들이 학업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
고되었는데(곽유미, 2010; 서은희, 박승호, 2007; 임성문, 2007; 홍은순, 2011), 특히 완벽주의가
학업지연행동의 중요한 원인으로 간주되었다(Burka & Yuen, 1983; Ellis & Knaus, 1977). 특
히 중, 고등학교 시기는 학생들이 상급학교로 진학하기 위하여 치열한 입시 경쟁을 겪는 시
기이며, 우수한 성적을 얻기 위한 압박을 크게 호소하는 시기로 그 어떤 시기보다 학업적 성
취와 완벽함에 대한 부담을 느끼기 쉽다. 과도한 학업적 성취압력은 학생들이 공부에 대한
흥미를 잃게 하기도 하며, 공부를 하지 못하고 미루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추상엽, 임성문,
2008). 이석화(2008)는 완벽주의를 완벽을 향한 높은 동기, 실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 기준
을 유지하려는 태도 및 목표 추구를 향한 강박적 태도를 보이는 성향이라고 명명하였다
. 완
벽주의는 완벽주의자들이 보이는 끊임없는 노력은 성공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
지만 이들의 완전무결함에 대한 욕구와 높은 기준은 과제를 마무리 짓는 것을 방해하며 성취
를 방해하기도 한다(Blatt, 1995). Ellis와 Knaus(1977)는 완벽주의 성향으로 인한 비합리적인
두려움과 자기비판이 지연행동을 일으킨다고 하였다. 또한, 완벽주의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끊임없는 노력으로 과제 수행에 성공하지만, 지나치게 높은 가치 기준과 완벽해지려는 욕구
가 방해요소로 작용하여 오히려 지연행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한다(Blatt, 1995). 이런 연구결
과를 토대로, 최근 완벽주의와 학업지연행동 간 관계의 구체적인 탐색을 위해 학업적 자기효
능감, 심리적 요인 등의 변인을 통해 두 변인 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탐색한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계수영, 박기환, 엄소용, 2011; 서은희, 2006; 성지영, 임은미, 2012; 전선미, 박주
희, 2014; 한영숙, 2011; Burns, Dittmann, Nguyen, & Mitchelson, 2000; Onwuegbuzie, 2000).
즉, 이러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완벽주의는 학업지연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초기의 연구자들은 부적응적인 특성만을 가진 단일 차원의 완벽주의로 지연행동과의 관련
성을 설명하였으나 1990년대 이후 다차원적 완벽주의가 논의되면서 학업지연행동과의 관계를
보다 복합적이고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
도들이 개발되면서 완벽주의적 성향이 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입증되기 시작했
다(이미라, 2004). Frost, Heimberg, Holt, Mattia와 Neubauer(1993)의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
도(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FMPS)’와 Hewitt과 Flett(1991)의 ‘다차원적 완벽주
의 척도(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HMPS)’의 하위 요인을 분석한 결과, 완벽주의
는 크게 두 가지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첫째, ‘긍정적 성취욕구(positive striving need)’ 요인
으로 FMPS의 개인적 기준과 조직화, 그리고 HMPS의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타인지향 완벽주
의로 이루어져 있다. 이 요인은 부정적 정서와 상관없이 완벽주의의 긍정적인 측면을 반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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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둘째, ‘부적응적 평가염려(maladaptive evaluation concern)’ 요인으로 FMPS의 실수에 대
한 염려, 부모의 기대, 부모의 비난, 수행에 대한 의심과 HMPS의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
의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완벽주의는 적응적(기능적) 완벽주의와 부적응적(역기
능적) 완벽주의로 나눌 수 있다.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자기 지향적 완벽주의와 학업지연
행동 간의 관계는 대체적으로 부적 상관을 나타내고(계수영 외, 2011; 곽유미, 2010; 이지연,
조혜숙, 2011; 한영숙, 2011), 타인지향적 완벽주의와 학업지연행동과의 관계는 유의미한 관계
가 없다는 견해가 존재한다(강미정, 2005; 박재우, 1998; 이미라, 2004). 관련된 선행 연구 결과
를 정리하면,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학업지연행동 간에는 정적상관을 보인다는 결과
가 일관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는 부적응적 완벽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학업을 미루는 정도가
심해진다는 것을 시사한다. 부적응적 완벽주의(maladaptive perfectionism) 성향이 높은 사람
들은 스스로에게 비현실적으로 높은 수행기준을 부여하고 실수에 대한 염려, 행동에 대한 의
심, 중요한 타인의 높은 기대에 대한 자각과 그에 부응하지 못했을 때 겪게 될 비난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인해 과제를 회피하고 미루는 모습을 보인다
(Burns, 1980; Saddler & Sacks,
1993). 이러한 선행연구에 때라 학업지연행동에 효과적인 상담전략을 계획하기 위해서 부적응
적 완벽주의 성향과 학업지연행동과의 관계의 방향 또는 강도에 작용하는 변인을 탐색할 필
요성이 제기된다.
최근 학업장면에서는 도움요청이 학업성과를 높이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하나의 효과적인 학습전략으로 주목되고 있다(Karabenick & Newman, 2013). 학업적인 맥락
에서의 도움요청(academic help-seeking)이란 학문적인 성취를 목적으로 필요한 지식과 기술
적인 부분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교정하기 위해 수행하는 계획적인 행동으로 정의된다
(Karabenick, 1987). 도움요청 행동은 다음 3개의 하위 개념을 포괄한다(유상석, 조흥식, 이경
주, 2010). 첫째, 도구적 도움요청(Instrument help-seeking)으로 혼자서 목표를 성취하거나 과
제수행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어떤 기술이나 정보를 획득할 목적으로 도움을 요청
하는 것을 말한다. 도구적 도움요청은 도움을 제공받은 이후에도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
거나 수행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인지전략과 관련된 도움을 구하는 것도 해당된다
(Nelson-Le Gall & Glor-Scheib, 1986). 둘째, 실행적 도움요청(executive help-seeking)은 문제
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 없이 다른 사람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다. 실행적 도움요청은 도움 제공자가 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전제
로 요청되는 도움이다(Nelson-Le Gall & Glor-Scheib, 1986). 셋째, 회피적 도움요청(avoidance
of help-seeking)은 도움이 필요하지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과제를 건너뛰거나 아무렇게나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요컨대, 학생들이 문제를 해결하거나 학습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도움
을 요청하거나 제공받는 행동을 도움요청으로 본다(조준수, 1999). 이러한 맥락에서 학업적
도움요청은 학생들이 수업이나 과제수행 중에 당면할 수 있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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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전략으로서 그 가치와 효용성을 인정받는다
(이희주, 2007; Karabenick & Knapp, 1991).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도움요청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어떤 학생들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걱정
할 수 있고, 쓸데없는 시간 낭비라고 여길 수도 있다(이희주, 2007). Tessler와 Schwartz(1972)는
도움을 구하는 행동은 자신이 과거에 실패한 사실을 공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
어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도움을 구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
도움요청과 학업지연행동 간의 관계를 다룬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양한 연구결과들이 존
재한다. 신명희, 박승호, 서은희(2005)는 도움요청은 학업지연행동과 유의미한 수준에서 부적
상관 관계를 보인다고 했다. 이는 도움요청을 더 할수록 학업지연행동은 감소한다는 것을 시
사한다. 이와 유사한 연구결과로, Zusho와 Barnett(2011)은 도움요청이 학업지연행동을 부적
으로 유의하게 예측한다는 연구결과를 밝혔다. 학업지연행동과 도움요청의 상관관계가 유의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된 해외연구 결과들이 몇몇 존재하지만(Kachgal, Hanse, & Nutter,
2001; Solomon & Rothblum, 1984), 박승호와 서은희(2005)의 국내 연구결과에서는 도움요청
과 학업지연행동과의 유의한 관계를 찾아내며 앞에서의 연구결과들(신명희 외, 2005; Zusho
& Barnett, 2011)과 일치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들을 포괄해서 살펴보면,
학생들이 학업과 관련해서 도움을 쉽게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을 마련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높이는 것은 학업지연행동을 감소시키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다.
한편,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도움요청과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많지 않은 상황이다.
학생들이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스스로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정해
야 하므로(Karabenick & Knapp, 1991),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높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할지 걱정하느라 도움을 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박
경진, 조한익(2014)과 Shim, Rubenstein과 Drapeau(2016)의 연구에서는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그 자체로는 도움요청과 유의한 관련이 없거나 약한 연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따라
서 도움요청은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학업지연행동의 관계를 설명하는 매개변인으로 기능하기
에는 부적응적 완벽주의와의 관련성이 미미한 편이나, 개입의 측면에서 봤을 때 부적응적 완
벽주의가 높은 학생들에게도 촉진할 수 있는 변인이며, 도움요청 행동은 학업지연행동을 줄
이는 데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학업지연행동의 관계에
개입하기 위한 심리적 변인들과 관련된 연구는 있지만
(서은희, 2006; 성지영, 임은미, 2012; 전
선미, 박주희, 2014), 상담 장면에서 학생들에게 촉진할 수 있는 행동적 변인을 개입변인으로
본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학업지연행동의 관
계에서 도움요청을 조절변인으로 보고자 한다. 조절변인은 상담개입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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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변인으로 예측변인과 준거변인의 관계의 크기나 방향에 영향을 준다
(Baron & Kenny,
1986). 정리하자면, 본 연구에서는 준거변인인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예측변인인 학업지연행동
에 영향을 끼칠 때 조절변인인 도움요청이 어느 수준만큼 학업지연행동 감소에 영향을 미치
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학업지연행동 사이에서 도움
요청이 유의한 조절 변인이라는 것이 밝혀진다면, 상담장면에서 학생이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높아서 학업을 미루게 될 경우, 내담자의 행동적인 측면인 도움요청을 증가시킴으로써, 즉 학
생들이 도움을 쉽게 요청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여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높은 학생들이 학
업지연행동을 경감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도움요청이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학업지연행동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보일 것이라는 그림 1과 같은 모형을 세워 연구를 진행하였다. 즉, 부적응적 완벽주의 성향이
높더라도 도움요청을 많이 하면 학업지연행동을 덜 하게 된다고 예측하였다. 다시 말해, 높은
수준의 부적응적 완벽주의로 인하여 학업지연행동을 하는 학생들이 도움요청을 더 할 수 있
도록 조력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도움요청의 조절효과 검증을 통해 경험적으로 확인하고자 하
였다. 이를 위하여 조영일, 김지현, 한우리, 조유정(2015)과 Hayes와 Matthes(2009)에서 조절효
과를 개념화한 모형을 참고하여 통계적 검증절차를 실시하였다.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부적응적 완벽주의, 도움요청, 학업지연행동은 서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2. 도움요청이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학업지연행동 간의 관계에서 유의한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림 1] 연구 모형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기지역에 소재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중학생29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은 2015년 10월 약 1주에 걸쳐 각 반별로 실시하였다. 연구자가 각 담임교사에게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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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과 설문지에 포함된 문항 및 설문 실시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한 후, 담당 교사가 학생들
의 동의를 받아 본 질문지를 실시하고, 수거하여 연구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자료 수집이
진행되었다.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중학교 1학년 98명(33.2%), 2학년 98명(33.2%), 3학년 99
명(33.6%)이며 남학생은 147명(49.8%), 여학생은 148명(50.2%) 이었다.

측정도구
부적응적 완벽주의(Maladaptive Perfectionism)
부적응적 완벽주의를 측정하기 위하여 Frost, Marten, Lahart와 Rosenblate(1990)의 다차원
적 완벽주의 척도(Frost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FMPS)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
는 실수에 대한 염려, 개인적 기준, 부모기대, 부모비난, 수행에 대한 의심, 조직화를 포함한
총 6개의 하위요인을 측정하는 35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완벽주의를 부
적응적

완벽주의와

적응적

완벽주의로

구분한

Frost,

Heimberg,

Holt,

Mattia와

Neubauer(1993)의 연구결과에 따라 정승진(1999)이 번안한 한국판 척도에서 적응적 완벽주의
로 분류되는 2개의 하위척도(개인적 기준, 조직화)를 제외하고 부적응적 완벽주의를 측정하는
4개의 하위척도(실수에 대한 염려, 부모기대, 부모비난, 수행에 대한 의심)의 33문항을 사용하
여 학생들의 부적응적 완벽주의 성향을 측정하였다. 모든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
렇지 않다, 5=대체로 그렇다)의 범위에 응답하도록 구성되었다. 부적응적 완벽주의의 각 하위
요인은 서로 관련성이 높으며 동일한 요인으로 묶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ieling, Israeli, &
Antony, 2004; Cox, Enns, & Clara, 2002) 여러 선행 연구에서 각 하위요인 값의 총 평균을
사용하여 부적응적 완벽주의의 수준을 측정하였다(박경진, 조한익, 2014; 서민정, 손정락,
2015; 이영선, 박성연, 2009). 마찬가지로, 본 연구도 각 하위요인의 평균치에 대한 전체 평균
값을 산출하여 개인의 전반적인 부적응적 완벽주의 성향을 측정하였다. 본 척도는 점수가 높
을수록 부적응적 완벽주의 성향이 뚜렷한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예시문항으로는 ‘만약 내
가 학교에서 실패하게 된다면 나는 실패자가 되는 것이다(실수에 대한 염려)’, ‘나의 부모님은
나에 대해서 매우 높은 기대를 하신다(부모기대)’, ‘나의 부모님은 내 실수를 결코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부모비난)’, ‘나는 내가 하는 간단한 일을 할 때조차도 내가 잘하고 있는지에 대
한 확신이 서지 않는다(수행에 대한 의심)’이 있다. Frost 등(1990)의 연구에서는 각 하위 척도
별 합치도 계수가 .77~ .93 사이의 값이 나타났으며, 문항 전체에 대한 합치도 계수는 .90으로
나타났다. 정승진(1999)의 연구에서는 실수에 대한 염려 .83, 부모기대 .78, 부모비난 .66, 수행
에 대한 의심 .67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실수에 대한 염려 .87, 부모기대 .80, 부모비난
.77, 수행에 대한 의심 .65로 나타났으며 전체 신뢰도는 .90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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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요청(Academic Help-Seeking)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도움요청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양명희(2000)가 제작하고 오금
석(2003)이 수정한 자기조절학습 검사지의 도움 구하기 하위요인에 해당하는11문항을 사용
하였다. 자기조절학습 검사지는 인지조절(인지전략 및 메타인지 전략의 사용), 동기조절(숙달
목표지향성, 자아효능감, 성취가치), 행동조절(행동통제, 학업시간관리, 도움구하기)의 3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도움 구하기 하위요인은 자기조절학습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
하여 사용하는 전략의 하나로, 공부하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 타인에게 도움을 구하는 정도를
측정하였다 (문항 예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선생님께 여쭤본다’). 문항은 총
11개였으며, 5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대체로 그렇다)의 범위에 응답하도록 구
성되었다. 본 척도를 사용한 오금석(2003)의 연구에서 Cronbach’s ⍺ 계수가 .84로 나타났으
며, 본 연구에서 나타난 신뢰도는 .88 이다.
학업지연행동(Academic Procrastination)
학생들이 시험기간에 보였던 학업지연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Schouwenburg(1995)의 학업
지연상태(Academic Procrastination State Inventory) 척도를 사용하였다. 학업지연상태 척도는
학업지연 행동(13문항), 실패공포(6문항), 동기결핍(4문항)의 세 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실제로 미루는 행동을 보인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학업지연행동
하위요인에 해당하는 13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에는 ‘나는 정해놓은 공부분량을 하지 않
고 미루었다’ 등의 지연행동을 측정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본 질문지는 1(전혀 그렇지 않다)
에서 5점(매우 그렇다) 범위의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2번은 역산문항이다. 본 척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지연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박재우(1998)가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박재우(1998)의 척도를 사용한 배병훈(2007)의 연구에서는 3개의
측정시점에서 학업지연행동의 Cronbach’s ⍺계수를 .85~.91로 보고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산
출된 신뢰도 계수(Cronbach’s ⍺)는 .90으로 나타났다.

분석방법

본 연구 자료는 SPSS 21.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
보기 위한 기술통계를 실시하였고, 사용된 측정도구의 내적합치도(Cronbach’s ⍺) 계수를 산
출하여 신뢰도를 알아보았다. 그 다음, 변인간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다음 도움요청이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학업지연행동 간의 관계에서 유의한 조절효과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방식을 따르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종속변인은 학업지연행동으로 설정하고, 모형에 부적응적 완벽주의를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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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으로 먼저 투입한 후, 차례로 조절변인인 도움요청과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도움요청간의
상호작용항을 모형에 투입하였다. 각 단계에서 변수가 추가됨에 따라 모형의 설명력이 유의
하게 증가하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개인이 보이는 전반적인 부적응적 완벽주의 성향과
지연행동 간의 관계에서 도움요청의 역할을 살펴보고자 하였기 때문에 완벽주의 각 하위요인
평균값에 대한 전체평균을 산출하여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는 과정
에서 Aiken과 West(1991)의 제안에 따라 독립변인과 조절변인, 상호작용항은 평균중심화
(mean centering)된 값을 투입하고, 회귀방정식을 구하여 상호작용의 구체적인 패턴을 그래프
로 작성하였다. 평균중심화는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도움요청, 그리고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도
움요청 간의 상호작용항, 즉 예측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예방하기 위하여
, 관측치에서 평
균값을 제한 값을 구하여 모형의 각 단계에 따라 투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
그래프는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도움요청의 평균값을 중심으로 ±1SD(표준편차) 지점을 직
선으로 이어 작성하였다. 더불어 조절변인인 도움요청의 강도(+1SD, 평균, -1SD)에 따라 학업
지연행동에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단순 회귀선
(single
slope)의 유의성 검증(Hayes & Matthes, 2009)을 실시하였다.

결 과
주요 변인 간 상관분석 및 기술통계
본 연구의 첫 번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측정된 주요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Pearson
상관분석을 통해 알아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모든 변인은 왜도의 절대값이
2미만, 첨도의 절대값이 7미만으로 나타나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였다(West, Finch & Curran,
1995). 또한 다변량 정규분포의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자 각 변인을 대상으로Mardina의 다변
량 왜도와 첨도의 값을 확인한 결과, 모든 변인의 다변량 왜도와 첨도가 Bentler(2008)의 기준
값인 3이내로 정규분포를 위반하지 않았다. 각 변인별 관계를 살펴보면 지연행동은 부적응적
완벽주의와는 정적인 상관을 보였으며(  =.27,  <.001), 도움요청과는 부적인 상관을 보였다( 
=-.35,  <.001). 한편,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도움요청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았다(  =.02,  =.71).
<표 1> 부적응적 완벽주의, 도움요청, 학업지연행동 간의 상관과 평균(N=295)
변인
1. 부적응적 완벽주의
2. 도움요청
3. 학업지연행동

1

2

3

.02
***

.27

***

-.35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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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SD

왜도

첨도

2.79

.58

.284

0.53

3.69

.67

-.435

1.11

2.73

.71

.31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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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응적 완벽주의와 학업지연행동과의 관계에서 도움요청의 조절효과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도움요청 정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독립변수와 조절변수간의 다중공선성 발
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을 평균중심화
(mean centering)하여 분석에 사용
하였다. 분석 실시순서는 다음과 같다. 종속변인을 학업지연행동으로 하여 부적응적 완벽주의
와 학업지연행동의 관계에서 도움요청이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1단계에서
독립변수인 부적응적 완벽주의의 평균중심화 값을 투여한 후 2단계에서 조절변수인 도움요청
의 평균중심화 값을 투입하고, 3단계에서 부적응적 완벽주의의 평균중심화 값과 도움요청의
평균중심화 값을 곱하여 산출한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여 각각 단계에서 학업지연행동에 대한
설명량의 증분( ∆  )과 회귀계수(  )가 유의한지 확인해보았다.
<표 2> 학생의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학업지연행동의 관계에서 도움요청의 조절효과(N=295)
모형

투입변수

1

2

3

*

p<.05,

B

S.E.

(상수)

2.740

.040

부적응적 완벽주의

.322

.069

(상수)

2.741

.037

부적응적 완벽주의

.331

.064

β

t
***

68.256
.263

R²

∆ R²

∆

.263

.069

21.617***

.443

.127

45.816***

4.650***
73.338***

.270

5.136***

-.356

***

도움요청

-.381

.056

(상수)

2.743

.037

부적응적 완벽주의

.360

.065

.294

5.535***

도움요청

-.421

.058

-.394

-7.225***

상호작용변수

-.231

.096

-.133

-2.393*

.

-6.769

73.966***

.460

.016

5.724***

***

p<.001

표 2를 살펴보면 1단계에서 부적응적 완벽주의는 학업지연행동 전체 변량의 26.3%를 설명
하였고( ∆ = 21.617,  <.001) 2단계에서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도움요청 각각의 평균중심화 값
을 동시에 투입한 결과 전체 설명량은 44.3%로 1단계와 비교했을 때 약 12.7%만큼 설명량이
증가하였다 (   =.443, ∆  =.127 ∆ = 45.816,  <.001). 3단계에서 부적응적 완벽주의, 도움
요청 각각의 평균중심화 값과 둘을 곱한 상호작용항을 모형에 동시 투입한 결과 학업지연행
동에 대한 전체 설명량은 46.0%로 2단계와 비교했을 때 1.6%만큼 설명량이 증가하였다 (  
=.460, ∆  =.016 ∆ =5.724,  <.001). 결과적으로 도움요청의 수준에 따라 부적응적 완벽주
의가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가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
조절효과를 해석하기 위해 부적응적 완벽주의를 중심화한 값을 중심으로–1SD, 0(중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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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 +1SD의 3개 집단으로 구분하고, 조절변인인 도움요청의 수치도 중심화하여 –1SD, 0(중
심화값), +1SD의 3개 수준으로 나누어 회귀식을 유도하였다. 유도한 회귀선을 그림으로 나타
낸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학업지연행동 간의 관계에서 도움요청의 조절효과

단순회귀선의 유의성을 Hayes(2013)의 macro를 사용하여 검증한 결과, 표 3과 같이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3개 회귀선의 기울기 차이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게 나타나 도움요청에 따라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일
차 회귀선이 도움요청의 모든 수준(–1SD. 0, +1SD)에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움
요청에 소극적인 경우, 도움요청을 많이 하는 경우에 비해 개인의 부적응적 완벽주의 성향이
학업지연행동에 더 강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시사한다.
<표 3> 도움요청의 조건 값에 따른 단순회귀선 유의성 검증(N=295)

도움요청

*

p<.05,

B

S.E.

t

-1SD

0.513

0.0994

5.1593***

평균

0.3595

0.065

5.5323***

+1SD

0.2061

0.0824

2.5013*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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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도움요청, 학업지연행동 간에 어떠
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고,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학업지연행동 간의 관계에서 도움요청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들을 중심으로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첫 번째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도움요청, 학업지연행동 간의 관
계를 분석한 결과,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학업지연행동 간에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즉, 부적
응적 완벽주의가 높아질수록 학업지연행동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부적응적 완벽주의는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맥락을 같이 하는데(남궁혜정, 2002), 연구 결과는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학업지연행동을 높이는 요인(박보람, 양난미, 2012; 추상엽, 임성문, 2008; 한영숙,
김선욱, 2012)이라는 선행연구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비현실적인 기준에 도달하도록 압력이 가해진다고 여기고
, 그 기준에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
하는 심리적 부담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들은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는데 실패를
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느껴 회피하는 행동을 보인다. 이를 고려한다면, 교사나 부모는 학생에
게 과도한 수준의 과제 또는 학업 부담감을 주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도움요청과 학
업지연행동과는 부적인 상관을 보였는데 도움요청은 학업지연행동과 유의미한 수준에서 부적
상관의 관계를 보인다(신명희 외, 2005)는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가 나왔다. 본 연구의 결과,
도움요청을 많이 하는 학생은 학업지연행동의 수준이 낮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학생들은
과제를 수행할 때, 교사 혹은 과제에서 느끼는 부담감과 부적응적 완벽주의로 인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부모, 친구, 매체를 통한 도움으로 해결하며 학업을 덜 미루며 때맞춰 완수하
는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학업지연행동 간의 관계에서 도움
요청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학업지연행동 간의 관계에서 도움요청
의 조절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도움요청의 수준에 따라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학
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가 다르게 나타났다. 도움요청을 덜 하는 집단은 더 하는
집단에 비해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학업지연행동의 관련성이 높았다. 즉, 도움요청을 잘 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학업지연행동은 부적응적 완벽주의 성향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겠다. 한편, 본 결과는 부적응적 완벽주의의 성향이 높더라도 도움요청을 잘 하는 학생
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학업지연행동 수준이 덜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도움을 더
자주 요청하면 부적응적 완벽주의 성향이 있더라도 과제를 미루며 회피하게 되는 행동은 덜
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도움을 구하는 과정에서 학생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높은 수행기준에 대한 타협을 하거나 과제 해결역량이 높아져 자신이 세운 높은 기준 또는
타인의 기대에 실제로 부응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실수에 대한 염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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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행동에 관한 의심에 대해서도 타인의 검증을 통해 보다 해소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지
연행동이 덜 나타나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다소 기질적이며 안정적인 특성을 보
이는 부적응적 완벽주의 성향(Hewitt & Flett, 1991; Stober & Otto, 2006)보다는 교사 차원에
서 학생들을 독려하며 높일 수 있는 도움요청이 보다 유용한 개입방법이 될 것이다
.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도움요청은 학업지연행동의 수준을 감소시키
면서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학업지연행동을 미치는 영향을 약화시키는 조절효과를 나타냈다.
이는 도움요청이 학업지연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는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 또한, 이러
한 결과는 학생이 부적응적 완벽주의 성향을 보이더라도 도움요청을 강화하는 개입을 통해
학업지연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 결과는 학교현장에서 교사가 학생의 학업수행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교사는 교실 맥락 또는 상담 장면에서 학생들이 도움을 보다 쉽게 청할 수 있는
지지적인 태도 및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과거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학생
들이 자신의 무능함을 들킬까 두려워 교사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을 회피하게 된다고 하였다
(Butler & Neuman, 1995). 그러나 학생들은 교사가 본인을 좋아한다고 지각할 때 쉽게 도움
을 요청하게 된다(Newman & Schwager, 1993). 이와 함께 교사가 적극적으로 개입했을 때
학생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지며, 도움을 청하기가 보다 용이해진다고 하였다
(Marchand & Skinner, 2007). 교사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자신의 무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며, 쓸데없는 시간 낭비가 아니라는 것을 학생들에게 인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을
구하는 것은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과제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으
로 볼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도움 없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좌절감
을 겪거나 비효과적인 방법으로 공부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도움을 구하는 것이 스스로의 실
력을 높이는 전략이라는 것을 학생들에게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희주, 2007). 또한 교
사의 도움 뿐 아니라 또래간 도움을 구하고, 함께 협동하여 학업능력을 촉진 시킬 수 있도록
학교 차원에서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스터디 모임을 만들어 서
로 필요할 때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권장하는 학습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요약해보면, 본 연구는 중학생들의 학업지연행동을 방지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해 때 행동적
차원에서 어떤 개입이 필요할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공하였다
. 본 연구의 제한점과 향후 연구
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경기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중학교 한 곳을 대
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일반화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타
지역의 학생 집단, 다른 연령의 집단 등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자기 보고식 질문지를 이용하였다
. 이러한 방법은 응답자
의 편향이 반영될 수 있다. 특히, 학업지연행동을 하는 학생들이 왜곡된 반응을 보일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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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다. 추후 연구에서는 교사와 부모가 평정하여 객관적으로 학업지연행동을 측정할 수 있
는 도구의 개발 및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 셋째, 본 연구에서 나타난 도움요청의 상담 개입적
중요성을 검증하고 일반화하기 위해 실제 실험연구를 실시하여 도움요청의 각 수준에 따라
부적응적 완벽주의를 보이는 학생들이 지연행동을 얼마나 하는지 검증해 보는 것이 필요하
다. 또한, 상담자들이 어떻게 학생들의 도움요청을 촉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 또한 후
속 연구에서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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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oderation Effect of Help-seek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aladaptive Perfectionism and
Academic Procrastination Behavior of Middle School
Students
Myung, Hye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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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Ji H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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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effects of maladaptive perfectionism and help-seeking on academic
procrastination behavior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and to confirm whether help-seeking
moder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maladaptive perfectionism and academic procrastination
behavior. A total of 295 middle school students (148 female, 147 male) in Gyung-gi province
consisting of 98 freshmen, 98 sophomores, and 99 juniors, responded to a survey on academic
procrastination behavior, maladaptive procrastination, and help-seeking.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verify the moderation effect of help-seek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aladaptive perfectionism and academic procrastination behavior. Results indicated that (1) higher
levels of maladaptive perfectionism was related to severe levels of academic procrastination
behavior, and more help-seeking was related to less academic procrastination behavior. (2) The effect
of maladaptive perfectionism on academic procrastination behavior differed according to
help-seeking level. More help-seeking buffered the relationship between maladaptive perfectionism
and academic procrastination behavior. These results called for developing and utilizing
intervention programs to encourage students to seek help. Lastly, limitations of the study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discussed.
Key words: Maladaptive Perfectionism, Academic Procrastination Behavior, Help-seeking, Moderation Effect,
Middle School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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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의 학교폭력 피해 ‧ 가해 경험이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양영석

안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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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
본 연구는 중학생의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경험이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중학생 593명을 대
상으로 학교폭력 피해·가해경험, 사이버불링 가해행동, 공격성을 조사하였고 분석은 구조
방정식 모형분석과 부트스트랩 방법으로 변인 간 경로의 의의와 설명력을 검증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사이버불링 가해행동과의
관계에서 공격성은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교폭력 가해경험과 사이버불
링 가해행동 관계에서 공격성이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의 피해 및 가
해경험이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의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을 논의하였다.
* 주요어: 학교폭력 피해·가해경험, 사이버불링 가해행동, 공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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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기술, 디지털미디어의 발달은 현대인들에게 많은 삶의 변화를 가져오
게 하였다. 최근 모바일 메신저, 그룹채팅방, 카카오톡,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장(조윤호,
2013a)으로 사회관계망을 다루는 SNS 서비스가 확산 되면서 이전에 불가능했던 방대한 분량의

정보 검색, 편리한 커뮤니케이션, 다양한 동호회 활동, 온라인 교육 등이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
가능하게 되었다(이주형, 안순철, 2013). 이렇게 사이버 공간은 현대인들에게 자신의 개성과 생
각에 대한 자유로운 표출, 새로운 정보의 습득, 다양한 세계에 대한 경험, 능동적인 사회적 참
여 등의 순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반면 지나친 가상세계의 몰입은 현실세계에서의 관계의 단절,
사이버 공간의 익명성으로 통한 사이버 폭력이나 사이버불링 등 다양한 역기능적 문제도 나타
나기도 한다. 특히 청소년 시기에는 자신의 좌절된 불안한 심리를 학교나 학원친구들에게 투영
하면서 학교폭력의 가해로 나타나기도 하며 학교폭력의 연장선상에서 사이버 공간을 통해 사이
버 왕따, 사이버 괴롭힘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심한 경우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오세연, 곽영길, 2013).
사이버 공간에서 나타나는 청소년의 부정적 피해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고되
고 있다. 2006년 미국에서 발생한 메간 마이어(Megan Meier)사건은 미국의 중년여성이 자신의
딸의 복수를 위해 10대 남자 소년인 것처럼 가장해 딸의 친구에게 접근하여, 남자친구로 행세
하다 들통 나 결국 13세의 마이어가 자살한 사건이다(리승환, 2015). 이 사건은 미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영국에서도 14세 한나 스미스가 자신이 만든 소셜
네트워킹 게시판에 올려진 위협적이고 가학적인 메시지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한 사건이 보도
되었고(BBC, 2014), 캐나다에서도 2012년 Amanda Todd라는 15세 여학생이 유튜브에 자신의
불링 경험을 올린 직후 자살한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 큰 이슈가 되기도 하였다(머니투데이,
2012). 이처럼 청소년들의 사이버불링의 피해는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문제가 되었으며, 그

심각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에서도 2011년 대구 중학생 학교폭력 자살사건(YTN, 2011)은 우리사회에 큰 파장을 안
겼다. 본 사건은 과거 전통적 학교폭력 형태와는 달리 학교내부 폭력의 연장선상에서 학교 밖
과 인터넷, 휴대폰 문자와 같은 사이버공간까지 은밀하고 잔인하게 지속적으로 괴롭힘이 있어
왔다는 점이다. 이 사건을 통해 사이버불링이 학교폭력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사이버 공간을 통
해서 시·공간의 초월하여 얼마나 사회적으로 강력하고 역기능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를 보여
주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4)에서 조사한 ‘청소년 사이버불링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보
고서’에 따르면 국내 청소년의 14.6%가 사이버불링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이버불링
가해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6.3%, 사이버불링 피해 및 가해경험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집단은
전체의 13.1%로 나타났다. 교육부(2014)의 2014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분석결과에 따르면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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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반면 전체 학교폭력 중 사이버
불링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커지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사이버불링 개념은 아직까지 학자마다 의견을 조금씩 달리하고 있으며, 표현되는 용어도 ‘사
이버왕따’, ‘사이버괴롭힘’, ‘사이버폭력’, ‘사이버불링’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다만 정보통
신기술과 디지털미디어를 사용하여 타인을 괴롭히는 행위라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일치하고 있
다. 국내에서는 사이버불링과 사이버괴롭힘, 사이버폭력이라는 용어들이 거의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곤 한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4). Hinduja와 Patchin(2007)는 일반적으로 사이버불링
(cyberbullying)을 이메일, 문자 메시지, 동영상, SNS 등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욕설, 명예훼손,

비방, 위협, 스토킹 등 가해특정행동을 반복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로 정의하였다. 국내에서는 사
이버불링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통해 욕설과 협박, 괴롭힘 행위(한국정보화진흥원, 2013)들
이 발생하는 경우라 정의하고 있으며, 김봉섭, 이원상, 임상수(2013)는 SNS등의 사이버 공간에
서 원하지 않는 폭언, 음란물을 보내는 행위 및 거짓 정보 유포행위를 사이버불링으로 정의하
였다. 전통적인 학교폭력이 신체적 금품갈취나 폭력, 협박 등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통
제력을 과시하며 물리적 고통을 가하는 특징이 있는 반면, 사이버불링은 문자 텍스트나 카카오
톡 채팅, 블로그 댓글 달기 등을 활용해 24시간 실시간으로 학교 밖 공간에서 가해자가 피해자
를 은밀하게 심리적으로 괴롭히는 특징을 갖고 있다(조윤호, 2013a).
사이버불링의 은밀하고 잔인하며 지속적인 특징으로 인해 피해청소년들은 다양한 문제들을
야기하게 된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피해청소년들은 학업스트레스 · 학업부진, 가출 · 비행, 약
물중독, 우울증, 자살시도 등과 같은 심각한 심리적 · 신체적 문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오태곤, 2013; 조윤호, 2013a; Juvonen & Gross, 2008; Dehue, Bolman, & Vollink, 2008;
Ybarra & Mitchell, 2007). 또한 짧은 시간 동안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허위 정보가 퍼지기

때문에 피해자가 느끼게 되는 상실감이나 배신감, 분노, 우울감 등의 심리적 문제는 신체적 폭
력 피해보다 더욱 심각할 수 있다(Litwiller & Brausch, 2013; Piquero & Sealock, 2000). 따라서
사이버불링 가해 행동과 관련된 요인들을 밝히고 이를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개입전략을 수립
할 필요가 있다.
사이버불링 경험과 관련된 요인들은 크게 환경적 변인과 심리적 변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
환경적 변인 중 가족 변인으로는 부모관계가 있으며(정여주, 2010), 학교 변인으로는 학교폭력
(김은경, 2012; Baren & Li, 2007; Hinduja & Patchin, 2007; Kowalski, 2007), 친구 변인으로는

비행경험이 있는 친구(Slonje & Smith, 2008) 등을 꼽을 수 있다. 컴퓨터 활동과 관련된 변인으
로는 인터넷과 휴대전화 등의 정보화기기 사용시간, 컴퓨터 사용목적, 익명성, 악성댓글, 채팅
(이성식, 김현준, 2009; 이정기, 2011; 전신현, 이성식, 2011; Dowell, Burgess, Cavanaugh, 2009;
Slonje & Smith, 2008; Snell & Englander, 2010) 등이 주요 변인들로 연구되었다. 심리적 변인

으로는 공격성, 낮은 자존감이나 부정적 자기개념, 정서적 대처 기술의 부족, 스트레스, 낮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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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통제력, 우울, 자살생각 등이 있다(성윤숙, 2012b; 정여주, 2010; 이아름, 이윤주, 양현일, 2014;
Andreou, 2001; Hinduja & Patchin, 2012; Kowalski, Limber, & Agatston, 2008; Williams,
Cheung, & Choi, 2000). 이렇게 다양한 변인들 가운데 사이버불링 가해행동 예측하는 가장 강

력한 변인으로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가해경험이 제시되고 있다(김은경, 2012; Baren & Li, 2007;
Hinduja & Patchin, 2007; Kowalski, Limber, 2007).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은 전통적인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함께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Juvonen
& Gross, 2008). Khoury-Kassabri(2009)는 학교폭력의 피해자는 의도적으로 사이버 공간이라는

익명성 뒤에 숨어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사이버불링을 시도할 수도 있다고 보고하였다. Mishna,
Saini와 Solomon(2009)의 연구에서는 학교폭력 가해행동 청소년이 온라인 공간에서 사이버불링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교폭력 가해 · 피해 경험이 사이버 공간에서
의 가해 피해 행동과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폭력 가해행동 청소년들은 피
해학생에게 공격행동을 하면서 자신들이 상대적으로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려 하거나 주변관
찰자들이 가해행동에 대해 공감을 표시할 경우 공격행동이 쉽게 강화 되는 경향이 있다(Stueve
et al., 2006). 학교폭력 가해행동 청소년들은 학교 공간 내에서 이미 피해자에게 왕따나 빵셔틀,

금품갈취 등의 학교폭력을 가한 후에도 피해자를 조정하고 괴롭힐 목적으로 사이버 공간을 폭력
수단으로 사용하기 때문에(조윤호, 2013b)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이 증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변인으로는 충동성, 도덕적 죄책감(남상인, 권
남희, 2013), 학교만족도, 사이버 자신감(신나민, 안화실, 2013), 학업스트레스(김종길, 2013), 대인
관계성향(조아라, 이정윤, 2010), 자기통제력(박예슬, 2016), 폭력용인태도(김경은, 윤혜미, 2012),
공격성(김경은, 최은희, 2012; 이아름 외, 2014; Vaughn & Fu, 2010) 등이 밝혀지고 있다. 이 중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공격성은 다양한 방법으로 정의 될 수 있지만(고미영, 1998), 발달심리학
적으로 볼 때 청소년 시기는 갑작스런 신체적 발달과 더불어 부모와의 심리적 의존과 독립 욕
구 사이에서 다양하고 복잡한 심적 갈등을 경험함으로써 짜증과 반항, 분노, 그리고 공격적인
언어나 행동이 증폭되어 표출되는 시기이다. 이런 이유로 청소년기의 공격성은 다른 어느 시기
보다도 복합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는 심리적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공격성의 원인에 대한 접근은 이론적배경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된다. 정신분석학자인 프로이
드는 공격성을 성적 욕구와 함께 구성되어지는 인간의 기본 본능으로 간주하였다. 또한 공격성
을 타나토스(Thanatos)라 하여 에로스(Eros)와 함께 삶과 죽음의 본능에서 죽음의 본능이 표출
된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공격성은 자아(ego)와 초자아(super-ego)에 의하여 통제된다고 보았다
(Kutash, 1978). 행동주의적 입장에서 공격성은 어떤 갈등 상황에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의도로 물리적, 언어적 힘을 사용하는 것으로(Steinmetz, 1977)설명하며 인지-행동주의 학
자인 Dodge와 Coie(1987)는 공격성을 반응적 공격성과 순응적 공격성으로 설명한다. 반응적공
격성이란 앞으로 위험한 상황이 닥칠 것을 예상하여 상대방을 공격하는 반응을 말하며 순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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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성이란 사회적으로 배우게 되는 공격성을 말한다. 이처럼 다양한 이론과 주장들이 존재하
지만 공격성은 자신과 타인에게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강력한 심리적 변인이라 할 수 있
다. 특히 청소년기의 공격성은 자신의 스트레스를 배출하는 경로로서 타인에게 고통을 가하거
나 반대로 스스로를 자학하여 신경증과 성격장애 같은 정신질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많을수록 공격성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경은, 2012; 김경은, 최은희, 2012; 이아름 외, 2014) 또한 공격성이 높은 청소년들은 높지 않

은 청소년에 비해 악성댓글을 더 많이 달고 이에 대한 죄책감도 덜 느끼며(조아라, 이정윤,
2010), 적대적인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에 참여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Wolak,
Mitchell, & Finkelhor, 2007). 이는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증가할수록 중학교 청소년들은 자신의

스트레스와 적개심을 자신보다 약한 대상이나 오프라인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온라인 공간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치환하여 표출행동이 나타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공격성은 사이버불링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인이 되기도 하지만, 이러한 공격성은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경험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변인이기도 하다(김경은, 윤혜미, 2012; Erdur-Baker,
2010; Kowalski & Limber, 2013). 선행연구에 따르면 학교폭력 노출경험이 많거나 피해가 클수

록 피해자들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곽현영, 2012; 김경은, 윤혜미,
2012; 김종길, 2013; 박예슬, 2016; 박재근, 2015; 최은옥, 2015; Stueve et al., 2006). 곽현영(2012)

의 연구에서 중학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피해-가해경험 유무에 따른 공격성 차이를 4집
단으로 구분하여 비교한 결과 학교폭력피해-가해경험이 모두 있는 집단에서 공격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학교폭력가해집단, 학교폭력피해집단, 일반집단 순으로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학교폭력 피해·가해경험은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
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고 청소년기의 공격성 또한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직·간접적인 영
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폭력 가해·피해경험에서 공격성을 매개
로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봄으로서 사이버불링의 가해행동을
감소하고 예방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학교폭력 피해·가해경험이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공격성이 매
개하는가?

연구 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그림 1과 같은 가설적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즉 중학생의 학교폭력피해·가해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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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사이버불링 가해행동 간의 관계에서 공격성을 매개하여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영향을 주는
모형이다.

[그림 1] 가설적 연구모형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에 앞서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5년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중학생
총 9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질문이 이해가 어렵거
나 응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을 수정·보완하여 최종 완성하였다. 본 연구의 표적모집단은 중학생
이며, 근접모집단은 J시 소재 1개 중학교, S시 소재 1개 중학교에 재학 중인 1·2·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대상자는 임의표집 하였다. 설문조사기간은 6월 1일부터 6월 10일 까지
실시하여 총 639명의 자료가 배포 수집되었으며 그 중 누락된 문항이 많거나 불성실한 응답을
보인 46명을 제외한 593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3. 측정도구
학교폭력 피해·가해경험
중학교 청소년들의 학교폭력 경험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지는 Olweus(1993)의 피해 · 가해 설
문지(Bully/Victim Quesionnarie)를 이춘재와 곽금주(2000)가 번안하고 청소년대화의 광장(2007)
에서 사용한 척도를 김은경(2012)에서 재구성하여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학교폭력
피해·가해 경험 따돌림, 놀림, 무시, 괴롭힘, 거짓소문, 금품갈취, 신체비하 폭언 등의 피해·가해
경험을 묻는 문항으로 각 7문항씩 총 1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범주는 “①전혀 그렇
지 않다, ②별로 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조금 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등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의 총합이 높을수록 학교폭력 피해·가해가 심각함을 나타낸다. 학교폭력
피해·가해경험에 대한 Cronbach' α 값은 예비조사에서 .866 본 조사에서 .854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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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불링 가해행동
중학교 청소년들의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지는 Hinduja와 Patchin(2009)
이 개발한 측정도구와 심진숙(2008)이 개발한 사이버 관련 비행검사 설문지, 전신현과 이성식
(2010) 연구에서 사용한 휴대전화 관련 가해 설문지를 김은경(2012)이 수정 및 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사이버공간 비행 10문항, 휴대전화가해 3문항으로 총 13문항으로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의 총합이 높을수록 사이버불링 가해행동가 심각함을 나타

낸다.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대한 Cronbach' α 값은 예비조사에서 .878 본 조사에서 .886으로
나타났다.
공격성
중학교 청소년들의 공격성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지는 Buss와 Perry(1992)가 제작한 (Aggression
Questionnaire)를 정동화(1995)가 번안하고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신체적 공격성
5문항, 적의성 4문항, 언어적 공격성 5문항, 분노 3문항 등의 4개의 하위영역 총 21문항으로 본

연구에서는 Likert 4척도를 전문가와 상의 후 Likert 5점 척도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공격성에
대한 Cronbach' α 예비조사에서 .910 본 조사에서 .893으로 나타났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의 자료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관찰변인들의 기초 통계치 및 상관관계
수를 알아보기 위해 SPSS 18.0을 활용하였다. 둘째, 잠재변인인 학교폭력 피해·가해경험, 사이버
불링 가해행동, 공격성 간의 구조적 관계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해 AMOS 20.0을 활용하
여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은 1단계에서는 관찰변들이 잠재변
인을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를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으로 검증하고 2단계에서는 잠재변인
들 간의 구조적 관계모형을 분석하였다. 셋째, 구조방정식모형에서는 계수추정방법으로 최대우
도법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가장 간명하고 적합도 지수가 높은 모형을 최종 구조적 모형으로
선택하기 위해  , GFI, TLI, CFI, RMSEA 등의 적합도 지수와 모형비교에서 유용하게 사용되
는 AIC를 추가하여 평가하였다. 넷째, 최종모형을 확정한 후, 각 변인들 간에 존재하는 경로의
의의와 설명력(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을 부트스트랩 방법을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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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통계량
성별

학년

성적

경제형편

분류

n

%

남자

345

58.2

여자

248

41.8

1학년

159

26.8

2학년

175

29.5

3학년

259

43.7

상위권

95

16.0

중상위권

153

25.8

중위권

149

25.1

중하위권

140

23.6

하위권

49

8.3

무응답

7

1.2

매우 잘 산다

77

13.0

대체로 잘 산다

247

41.7

보통이다

231

39.0

대체로 못 산다

29

4.9

매우 못 산다

2

0.3

무응답

7

1.2

연구대상자 중학생 총 593명 중 성별은 남학생 345명(58.2%), 여학생 248명(41.8%)으로 구성
되었다. 학년은 1학년 159명(26.8%), 2학년 175(29.5%), 3학년 259(43.7%)으로 구성되었다. 성적
은 상위권 95명(16.0%), 중상위권 153명(25.8%), 중위권 149명(25.1%), 중하위권 140명(23.6%), 하
위권 49(8.3%), 무응답 7명(1.2%)으로 나타났다. 경제형편은 매우 잘 산다 77명(13.0%), 대체로
잘 산다 247명(41.7%), 보통이다 231명(39.0%), 대체로 못 산다 29명(4.9%), 매우 못 산다 2명
(0.3%), 무응답 7명(1.2%)로 나타났다.

2. 주요 변인들의 기술 통계치 및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주요 관찰변인들의 기술 통계치 및 상관관계는 표 2와 같다. 관찰변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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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상관관계는 모두 서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잠재변인 간 상관관계에서 학교폭력 가해
경험과 학교폭력 피해경험의 하위변인 간에 상관계수가( =.466  <.01)정적상관을 보이고 그 다
음으로는 학교폭력 가해경험과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이( =.340  <.01), 학교폭력 가해경험과 공
격성 간의 하위변인에서( =.319  <.01)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관계수와 분산팽창지수(VIF),
공차한계(Tolerance)를 검토한 결과 각 변인들 간의 상관계수는 .80이하였으며 VIF값은 모두 2
이하였고, 공차한계 모두 .3보다 크게 나타나 변수 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표 2> 관찰변인들의 기술 통계치 및 상관관계
잠재변인

관찰
변인

a1

사이버

a1

1

불링 가해

a2

.698**

b1

**

.141

.201**

1

b2

.140**

.200**

.495**

b3

**

**

**

.577**

**

**

.657**

**

**

.310**

**

**

.562**

**

**

.358**

**

**

공격성

b4
학교폭력
가해
학교폭력
피해

c1
c2
d1

a2

.164

**

.159

**

.239

**

.183

**

.161

**

b1

b2

b3

b4

c1

c2

d1

d2

1

.234

**

.227

**

.340

**

.261

**

.230

**

.580
.563

**

.274

**

.210

**

.245

**

1
.560
.272

**

.209

**

.244

**

1
.319
.246

**

.286

**

1
.238
.277

**

1
.466

1
1

d2

.160

.228

.243

.242

.283

.275

.461

.355

.611**

1

M

1.19

1.10

2.65

2.31

2.13

1.91

1.25

1.17

1.33

1.16

SD

.379

.362

.898

.834

.719

.814

.499

.408

.627

.408

주: 사이버불링가해, a1. 사이버세계, a2. 휴대폰; 공격성, b1. 신체공격성, b2. 적의성, b3. 분노, b4. 언어적공격성; 학
교폭력가해, c1. 학교폭력가해1, c2 학교폭력가해2; 학교폭력피해, d1. 학교폭력피해1, d2. 학교폭력피해2.

**p<.01, ***p<.001

3. 연구모형 분석
1) 측정모형 분석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에 앞서 잠재변수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잠재변수를 대표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조작적 정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조작적 정의를 통해 잠재변수가 관
측변수와 연결이 되고 비로소 잠재변수의 측정이 가능해진다(배병렬, 2014). 이에 따라 잠재변
수인 학교폭력 피해경험, 가해경험, 공격성,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을 적절하게 나타나는지 살펴
보기 위해 우선 학교폭력 피해경험(c1,c2), 가해경험(d1,d2) 변인들을 관측변수로 설정하고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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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신체적공격성, 적의성, 분노, 언어적공격성으로 관측변수를 설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사이
버불링 가해행동은 사이버공간비행, 휴대폰가해 관측변수로 설정하여 그 관계의 성립 여부를
알아보고자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검증 과정은 측정모형의 적합도 여부를 알아보
는 것으로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여 영
가설이 쉽게 기각될 가능성이 높은  의 값 96.566(df=29,  =.000)은 참고자료로 검토하고, GFI
는 .968, TLI는 .954, CFI는 .971, RMSEA는 .063으로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들이 기준에 잘 부
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측정모형의 경로계수 및 요인부하량
잠재변수
사이버불링가해

공격성

학교폭력가해

학교폭력피해

측정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

표준화계수

휴대폰

.670

.074

.700

사이버세계

1.000

신체공격성

1.104

.065

.705

적의성

1.020

.060

.702

분노

1.168

.059

.823

언어적공격성

1.000

학교폭력가해1

1.593

학교폭력가해2

1.000

학교폭력피해1

1.031

학교폭력피해2

1.000

.997

.798
.126

.856
.657

.074

.785
.779

RMSEA는 절대적합도 지수(Absolute fit index)로 이론 모형이 자료와 얼마나 부합되는지를

절대적으로 평가하는데, RMSEA가 .63(RMSEA<.8이면 적절한 적합도)으로 측정모형은 적합한
모형으로 판명한다(홍세희, 2000). 또한 잠재변수와 측정변수 간의 관계에서 요인부하량은 .5이
상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각 측정변수간의 관련정도 및 방향성을 알아보기 위한 잠재변수간
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상관계수의 절대값은 .70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
는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2) 구조모형분석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각각의 관찰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신뢰롭게 측정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학교폭력 피해경험, 학교폭력 가해경험, 사이버불링 가해행동,
공격성 간의 구조적관계를 알아보았다. 그림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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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과,  은 96.566(df=29, p=.000), GFI는 .968, TLI는 .954, CFI는 .971, RMSEA는 .063으로
모든 적합도 지수가 기준에 양호하게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연구모형의 적합도

3)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구조모형의 분석결과 표 4와 같다. 각 변수간의 경로를 살펴보면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사이
버불링 가해행동 간의 직접경로가 유의미하지 않았고 학교폭력 가해경험과 사이버불링 가해행
동(  =.329  <.001) 간의 직접경로는 유의미하였다. 이는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사이버불링 가해
행동 간에는 직접영향은 미치지 않으며 학교폭력 가해경험이 높을수록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학교폭력 피해경험와 공격성( =.247  <.01)간의 직접경로와
학교폭력 가해경험과 공격성( =.283  <.001)간의 직접경로는 유의미하게 나타나 학교폭력 피해·
가해경험이 높을수록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공격성과 사이버불링 가해행
동( =.130  <.001)간의 직접경로는 유의미하여 중학교청소년들의 공격성이 높을수록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4>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비표준화

표준화

계수

계수

학교폭력피해 → 사이버불링가해

.011

학교폭력가해 → 사이버불링가해

잠재변수

사이버불링
가해

공격성

변수간경로

표준오차

T-value

.014

.060

.183

.463

.329

.109

4.257***

학교폭력피해 → 공격성

.297

.247

.096

3.086**

학교폭력가해 → 공격성

.605

.283

.170

3.568***

공격성 → 사이버불링가해

.085

.130

.033

2.592*

*p<.05, **p<.01, ***p<.001

- 231 -

양영석․안세영․최보영

4) 연구모형과 수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검증

연구모형을 검증한 결과, 모형의 적합도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 학교폭력 피
해경험에서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이르는 경로가 완전매개로 나타났다. 이는 경로모형 내 변
인들 간에 이론적으로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을 것으로 설정된 가설이 기각되었음을 의미하며
통계적으로는 설정된 연구모형이 지금보다 더 간명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완전매개 연구모형에 따른 학교폭력 피해경험 →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의 경로를 제거하여
모형의 간명화를 시도하였다. 경로를 제거한 수정모형과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비교한 결
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연구모형과 수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비교
모형



GFI

TLI

CFI

RMSEA

AIC

연구모형(A)

96.566
(df=29, =.000)

.968

.954

.971

.063

148.566

.968

.956

.971

.061

146.599

수정모형(B)

96.599
(df=30, =.000)

 차이검증

 -  = 0.033, 



- 



= 1, p=.000

*p<.05, **p<.01, ***p<.001

표 5를 보면 연구모형과 수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 GFI, TLI, CFI, RMSEA 값은 우수한 모
형의 기준을 만족하는 수준으로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둘 또는 그 이상의 모형을
비교하는데 있어 유용하게 사용되는 AIC를 추가하여 비교하였다. 모형비교에서 AIC는 낮을수
록 적합도가 우수하며 간명도가 높은 모형이다. 연구모형에서의 AIC는 148.566수정모형의 AIC
는 146.599로 수정모형이 더 간명한 모형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정모형을 최종
구조적 관계모형으로 선정하였다. 최종 구조적 관계모형은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최종 구조적 관계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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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최종 구조적 관계모형의 구체적 경로를 살펴보기 위해 잠재변인들 간의 경로계수의
직·간접효과는 표 6과 같다. 우선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은 ( =.33  <.001)의
간접효과 만을 가지며, 공격성에는 ( =.25  <.001)의 직접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폭력 가해경험과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은 ( =.34  <.001)의 직접효과와 (  =.36  <.001)의 간접효
과를 가지며, 공격성에는 ( =.28  <.001)의 직접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격성과 사이
버불링의 가해행동은 (  =.13  <.001)의 직접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최종 구조적 관계모형 변인들의 직·간접 효과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33

.33***

.25***

-

.25***

학교폭력 가해 → 사이버불링 가해

.34***

.36***

.70***

학교폭력 가해 → 공격성

.28***

-

.28***

공격성 → 사이버불링 가해

.13***

-

.13***

학교폭력 피해 → 사이버불링 가해

-

학교폭력 피해 → 공격성

***

***p<.001

이와 같은 결과는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공격성을 완전매개하여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영향
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반면에 학교폭력 가해경험은 사이버불링에 가해행동에 직
접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공격성과 부분매개하여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경로모형에서 학교폭력 가해경험이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공격성을
완전매개 할 때 영향력이 가장 크고, 학교폭력 피해경험에 공격성을 부분매개 할 때가 그 다음
으로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사이버불링의 가해행동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학교폭
력 가해·피해경험을 예방하고 치유함과 동시에 공격성을 함께 낮출 수 있는 총체적 접근이 필요
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은 개별 요인에 인한 영향보다 학교폭력 피해·가
해경험과 공격성 같은 위험요인들이 복합될 때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이 증가됨을 시사한다.

논 의
본 연구는 학교폭력 피해·가해경험이 중학교 청소년들의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공격성이 어떻게 매개하는지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와 이론을 토
대로 가설적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모형 평가와 간명화 과정을 거쳐 최종 구조적 관계모형을 분
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몇 가지 논의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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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중학교 청소년의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공격성을 완전매개로 중
학교 청소년의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며 공격성은 다시 중학교 청소년의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이
는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요인이라는 것을 확인한 선행연구(김
경은, 2012; 김경은, 최은희, 2012; 이아름 외, 2014)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한편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사이버불링 가해경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박예슬(2016)의 연구와 상반된 결과이다.
또한 김종길(2013)의 연구에서는 학교폭력피해 하위변인인 언어적폭력 피해경험과 신체적폭력
피해경험 중 신체적 폭력피해경험에서만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의 관계에서 학
교폭력피해의 양적·질적 피해 정도와 상당한 연관이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
둘째, 학교폭력 가해경험과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의 관계에서 공격성은 부분매개로 중학교 청
소년의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영향을 주었다. 학교폭력 가해경험 중학교 청소년의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며, 공격성에도 일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학교폭력 가해경험이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전신현, 이성식,
2010; 김은경, 2012; Hinduja & Patchin, 2008)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한편 학교폭력 가해경험은

중학교 청소년들의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가장 많은 영향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폭력
가해경험이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강력한 변인이라는 남상인과 권남희(2013)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셋째, 최종 구조적 관계모형의 경로들 중 학교폭력 피해경험, 공격성,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의
관계에서 간접효과만( =.33  <.001)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가해경험, 공격성, 사이버불링 가해
행동의 관계에서 직접효과( =.34  <.001), 간접효과(  =.36  <.001), 총효과(  =.70  <.001)으로
영향력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을 줄이기 위
해선 우선적으로 학교폭력 가해경험과 피해경험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 개입과 사전예방 프
로그램이 필요하다. 또한 이와 함께 중학교 청소년들이 공격성을 건강하게 해소하고 조절할 수
있는 프로그램개발과 환경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가 가지는 이론적·실천적 측면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론적 측면에서 중학생 청소년들의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의 관계
에서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공격성이 매개할 때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이 증가한다는 이론적 모형
을 제시하였고 학교폭력 가해경험은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이기도 하지만 공격성을 매개할 때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적 모
형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학교폭력 피해·가해경험과 공격성 그리고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을
하고 있는 중학교 청소년들의 심리적 과정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조망을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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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실천적 측면에서 중학교 청소년들이 성장과정과 학교장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공격성이라는 개인의 심리적 정서를 매개로 사이버불
링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침으로서 공격성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적절히 해소하고 조절할 수 있
는 프로그램을 개발과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또한 학교장면에서는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가해경
험을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 모니터링과 시스템과 관리가 필요하다.
끝으로 본 연구의 결과와 논의를 토대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폭력 피해경험, 공격성,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학교폭력 피
해경험은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첫째, 학
교폭력 피해경험, 공격성,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학교폭력 피해
경험은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박예슬
(2016)과 김종길(2013)등의 연구와 상반된 결과로,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양적·질적 피해강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추후 이러한 내용을 보완할 후속연구들이 필요하다.
둘째, 연구 대상에는 학교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다수의 중학교 청소년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
에 학교폭력 피해·가해경험이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의 관계에서 공격성이 매개한다는 일반화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상담 및 심리치료가 필요한 피해·가해 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보다 심층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중학교 청소년 시기는 외부환경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기이다. 특히 학교만족수준이나 가족만족수준 그리고 경제수준에 대한 지각은 그들의 삶의
태도나 행동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후속연구도 필요로 할 것으로 보
인다. 넷째, 연구 대상이 특정 지역이라는 표본의 한계가 있으며 중학교 청소년이라는 대상으로
한정돼 있으므로 초등학교 고학년과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시기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확장되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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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School Violence Offending and
Victimization Experience on Cyberbullying
Perpetration in Middle School Students: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Ag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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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ju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aggress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chool
violence offending and victimization experience and cyberbullying perpetration. For the research,
a total of 593 middle school students responded to survey packets including measures of school
violence victimization experience, school violence offending experience, cyberbullying perpetration
and aggression. The data was analyzed using structure equation modeling analysis and
bootstrapping to verify the significance and the explanatory power of the paths between the
variables.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aggression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school violence victimization experience and cyberbullying perpetration. Second,
aggression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school violence offending experience and
cyberbullying perpetration. Based on these results, its implication and limitations were discussed
in the discussion section.
Key words: school violence offending and victimization experience, cyberbullying perpetration, ag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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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이 지각한 모의 양육태도 유형에 따른
학업성취 및 학업정서의 차이*
권승
동의대학교

양미진†

이태영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본 연구는 청소년이 지각한 모의 양육태도가 민주적 태도 및 비민주적 태도의 조합에 따
라 어떤 유형으로 분류되는지 알아보고, 유형별로 학업성취 및 학업정서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 자료 수집을 위해 서울·경기, 대구·경북, 부
산·경남 지역의 중학생 851명을 대상으로 모의 양육태도, 학업성취정도, 학업정서를 측정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프로그램을 활용한 상관분석
, K-Means군집분석, 다변
량 분산분석과 Scheffé방식의 사후검증을 통해 분석되었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이 지각한 민주적 태도와 비민주적 태도의 조합에 따른 모의 양육태도 유형
은 민주적 태도와 비민주적 태도가 모두 높은 양가적 유형
(군집1), 민주적 태도는 낮으나
비민주적 태도는 높은 비민주적 유형(군집2), 민주적 태도와 비민주적 태도가 모두 평균
범위를 보이는 보통 유형(군집3), 민주적 태도는 높고 비민주적 태도는 낮은 민주적 유형
(군집4)의 4가지 군집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 둘째, 청소년이 지각
한 양육태도 유형별로 학업성취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집단간 차이가 유의미하였으며 군
집4는 군집1과 2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청소년이 지각한 양육
태도 유형별로 학업정서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즐거움과 자부심의 긍정적학업정서에서
는 군집4가 군집1,2,3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불안, 화, 수치심, 절망감
의 부정적 학업정서에서는 군집1과 2가 군집3, 4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연구의 시사점과 제한점을 논의하였다
.
* 주요어: 모의 양육태도, 학업정서, 학업성취, K-Means 군집분석

* 본 연구는 2015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연구과제 일부로 이루어졌음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양미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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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청소년의 발달과 성장은 이들을 둘러싼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기인한다
. 환경이란 청소년과의
관계를 의미하며 부모와의 관계, 형제자매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등을 들 수 있다(김선희, 김
경연, 1998). 청소년의 사회적 환경과 관련해서 부모는 가장 핵심이 되는 사회적 지지요소로
(김
진아, 2016), 부모는 청소년기 발달과정에서 중요한 삶의 선택들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지표가 되며 자녀의 가치, 흥미, 목표 설정 등 미래를 바라보는 방법에 영향을 미친다
. 따라서
부모는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조력하는 긍정적인 요인임과 동시에 청소년의 부적응이나 문제
의 주된 발생 원인으로 가정되기도 한다(고성혜 1995; 김준호, 김순형, 1992; 김진호, 2010; 한현
아, 도현심, 2008).
부모양육태도는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태도 및 행동으로
(Becker, 1964) 청소년 자녀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을 위해 많은 연구자들은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지녀 왔다. 부모양육태도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 학교생활적응
(김지근, 이기학, 2008; 김현주, 홍상황, 2015; 장석진, 송소원, 조민아, 2011; 장영애, 박정희,
2008), 문제행동(고정자, 2005; 이정윤, 최수미, 2011; 주은지, 2009; 허묘연, 옥정, 2013), 우울(강
승희, 2010; 소선숙, 송민경, 김청송, 2010), 또래관계(김주연, 도현심, 김민정, 신나나, 2012; 우수
정, 2013)등이 있다. 청소년 자녀의 학교적응에 관심을 갖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여러 가지 부적
응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
모양육태도와 같은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부모 양육태도와 학업성취와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들이 다수 보고되고 있다
(김진아,
2016; 유미영, 홍혜영, 2010; 탁수연, 박영신, 김의철, 2007; Gonzalez & Wolters, 2006). 학업성
취는 단순히 학습자의 능력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태
, 조건, 방법으로 학습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부모는 중요한 환경적 변수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
더욱이 우리 교육환경에서는 학교생활의 성공적 적응을 위해 부모들이 여러 형태로 자녀의 생
활에 개입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부모의 양육태도가 학업성취에 실제로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
치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임선아, 2014).
선행연구에서는 부모의 애정은 학습활동에 밀접하게 관련되며(노미화, 허미정, 최연실, 2015),
부모의 지원과 감독은 학업성취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Fehrmann, Keith, &
Reimers, 1987; Pong, Hao, & Gardener, 2005; Sanders, 1998). 부모의 민주적 양육태도는 청소
년들의 심리적 건강과 학업성취를 촉진시키며(Baumrind, 1971), 지각된 모의 양육태도가 민주적
인 경우 비민주적일 때보다 학습활동 적응에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김지근, 이기학,
2008). 마찬가지로 유미영과 홍혜영(2010)은 부모의 애정적인 양육태도가 자녀의 의사를 적절히
반영하여 자녀의 자율을 존중함에 따라 높은 학업성취와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 이와 같이 부
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은 청소년 자녀의 학업성취 향상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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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적응과 학업성취는 학령기에 있는 청소년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발달과제로 자신의
장래를 설계하고 진로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홍봉선, 남미애, 2005) 친구관계, 학습내용 등 다양
한 변인들과 관계가 있다(김진아, 2016). 실제로 학업성취는 진로문제와 함께 청소년들의 가장
현실적인 고민이기도 하다. 학교 및 지역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하는 청소년의 경우에도 어떤
형태이든 자신의 학업성취에 관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저조한 학업성취는 학교
생활에서의 부적응뿐만 아니라 부모와의 갈등 원인이 되기도 한다
(김선혜, 2004).
우리나라의 교육환경은 학교급에 관계없이 학습의 결과가 강조되는 분위기이다
. 따라서 성적
이 낮은 학생들은 점점 학습 흥미가 낮아지고 무력감을 느끼며 교사나 친구들과의 관계형성에
도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김태은, 이화진, 오상철, 노원경, 2012). 실제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
들은 보고서 작성, 시험공부 등의 전반적인 학업 부분에서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에 비해
학업지연행동들을 많이 보였으며(신명희, 박승호, 서은희, 2005; 이지혜, 이수정, 박은혜, 이상민,
2014), 가치관의 불안정 속에서 학교생활을 하고 더 나아가 부정적 자아개념의 형성과 무기력
증상까지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노숙영, 1998; 유은석, 1996). 이러한 결과들은 학교수업이나
학교생활에 참여하는 행동과 만족하는 감정 뿐 만 아니라 학업능력에 대한 자신감과 이를 통해
학업성취를 이루는 결과까지 포함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이규미, 김명식, 2008). 즉 학업수
행은 청소년의 전반적인 문제에 관련되어 있으며
, 역으로 성공적인 학업 수행은 청소년의 적응
과 성장을 견인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학업정서는 학업활동의 결과 및 수행과정에서의 정서경험으로
(Pekrun, 2000) 학업성취 및 진
로설정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다. 정적 정서가 효과적인 학습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한다면 부
적 정서는 주의력을 감소시켜 비효율적인 학습전략과 관련 있다
(Pekrun & Perry, 2002). 성취목
표유형에 따라 집단을 분류하여 성적, 노력, 학습전략을 살펴본 연구에서 긍정정서를 많이 경험
한 집단이 성적, 학습전략, 노력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양명희, 2009), 학습자가 정서를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 학습전략으로 연결되어(양명희, 김은진, 2010) 성공적인 학업성취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기존의 연구들은 학업 수행과정에서 긍정정서 경험을 통해
성공적인 학업성취에 도달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긍정적 학업정서를 위한 다양한 변인들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지고 있다(유지현, 2013;
조한익, 2013). 학업을 통한 불안, 화, 수치심, 절망감 등의 부정정서는 주의 집중저하, 동기, 학
습전략 인지자원 등을 약화시킴으로써(Op’t Eynde, De Corte, & Verschaffel, 2007; Pekrun &
Maier, 2009) 학업 행동의 몰입을 방해하며 진로 설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또한
지속적인 부정적 정서는 정서적 불안정을 초래하며 자신감 저하
, 관계에서의 갈등을 유발한다
(Chen & Li, 2000; Cole, 1991).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자녀에게 부정적 정서와 행동을 갖
게 하며, 긍정적 양육태도는 긍정적 정서와 행동을 갖게 하므로(Baumrind, 1971) 부모의 양육태
도가 어떠한가에 따라 청소년 자녀가 느끼는 학업정서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본다
. 부모의 양

- 243 -

권승․양미진․이태영

육태도가 온정적이고 수용적일수록 자녀의 정서조절 능력은 높아지며
(강나현, 2009), 학습몰입
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이혜진, 2011). 학업 수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부모의 태도는 자녀
의 부정적 학업정서를 더욱 가중시킬 수 있으며(이수진, 2014), 반대로 부정적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자존감의 근간이 되기도 한다(Eskilson, Wiley, Muehlbauer, & Dodder, 1986).
이수진(2014)은 부정적인 부모양육태도 유형이 불안, 수치, 등과 같은 부정적인 성취정서와
정적상관을 보고하였으며, 긍정적인 부모양육태도유형은 긍정적인 성취정서와 정적상관을 나타
낸다고 하였다. 아동이 지각한 모의 양육태도와 자기결정성, 학습동기의 관계를 살펴본 서지혜
와 이종숙(2014)의 연구에서 모의 자율성지지, 관여는 가기결정성이 높은 내재적 동기와 정적
상관을 보고함에 따라 모의 아동에 대한 자율성 지지와 양육에 대한 분명한 규칙이 있고 일관
성 있는 양육태도는 높은 자기결정성 학습동기와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 특히 주 양육자인 어
머니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지적, 정서적, 성격형성에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윤라경, 2010) 어머
니의 양육태도는 더욱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우울한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자녀를 과잉
간섭하여 성취동기를 떨어뜨리고 어려운 과제를 회피하게끔 하며(Lepper & Cordova, 1992), 어
머니의 양육태도가 적극적일수록 유아의 과제수행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
(권희경,
2009)를 통해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학업관련 성취나 수행행동에 주요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 유미영과 홍혜영(2010)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일수록 학업성취수
준이 높아진다고 보고 하였으며, 어머니 양육태도와 학업성취 사이에서 자기효능감이 완전 매
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근과 이기학(2008)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민주적인
경우 중학생의 학교생활적응과 학습활동적응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 이는 부모의 민주적
양육태도가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한 기존의 연구들
(박기종, 2000;
Carlson, Uppal, & Prosser, 2000; Radziszewska, Richardson, Dent, & Flay, 1996)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자녀와의 의사소통 및 온정이 높은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높은 학업성취
와 더불어 긍정적인 학업정서를 나타낼 것으로 여겨진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부모양육태도가
자녀의 학업성취와 학업정서의 영향력을 살펴본 연구들은 많이 있지만
(박기종, 2000; 유지현, 장
경문, 2007; 임선아, 2014; 황혜자, 최윤화, 2003) 부모양육태도의 유형별에 따른 학업성취와 학
업정서의 차이를 분석한 연구는 극히 미비하다.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학교적응간의 관
계와 관련된 대다수의 연구들은 모의 양육태도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데
(김지근, 이기학,
2008) 자녀의 양육은 전통적으로 모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문화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본다. 사회가 많이 변화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자녀의 양육이 모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모의 양육태도만을 따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따라서 주 양
육자인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따른 학업성취와 학업정서의 차이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학업성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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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교육 및 상담프로그램 개발에 중요한 시사점
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지각하는 모의 양육태도가
어떠한 유형으로 구분되는지 알아보고 각 유형별로 청소년의 학업성취와 학업정서의 차이를 살
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중학생이 지각한 모의 양육태도는 민주적 태도와 비민주적 태도의 조합에 따라
어떤 유형으로 분류되는가?
연구문제 2. 중학생이 지각한 모의 양육태도 유형에 따라 학업성취 및 학업정서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

방 법
연구대상
연구를 위하여 서울·경기, 대구·경북, 부산·경남지역에 위치한 중학생 총 862명을 대상으로
학업성취정도, 자기조절학습태도, 학업정서, 부모자녀관계를 측정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후 수거된 설문지 가운데 응답이 누락되는 등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한 후 최종적으로851
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구성을 보면 성별로는 남학생이364명(42.8%), 여학생이
487명(57%)이었으며, 학년별로는 1학년이 249명(29.3%), 2학년이 251명(29.5%), 3학년이 351명
(41.2%)이었다.

측정도구
모의 양육태도
모의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한국교육종단연구 2005 예비조사 보고서(한국교육개발원,
2005)에서 사용한 학생용 부모-자녀관계 질문지 가운데 모와의 관계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 본
척도는 민주적 양육태도(5문항)와 비민주적 양육태도(5문항)의 2가지 하위영역을 포함한 총 10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은 4점 Likert 방식(1점: 전혀아니다∼4점: 항상그렇다)으로 하도
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α가 민주적 태도 .93, 비민주적 태도 .87로 비
교적 높게 나타났다.
학업성취
청소년의 학업성취는 설문조사 직전 학기(2015년 1학기)의 중간고사 성적의 평균점수를 구간
으로 범주화하여 사용하였다. 범주의 시작은 연구대상의 개별 점수에 대한 빈도분석의 최소값
과 최대값을 기준으로 ‘50점 이하’(1구간), ‘50점 초과∼55점 이하’(2구간), ‘55점 초과∼60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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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3구간)의 방식으로 95점 초과∼100점 이하(11구간)까지 총 11구간으로 이루어졌다. 구간의
수가 높을수록 높은 학업성취정도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학업정서
청소년의 학업정서를 측정하기 위하여 Pekrun, Goetz, Frenzel, Barchfeld와 Perry(2011)이 개
발한 AEQ(Achievement Emotions Questionnaire)을 한국어로 번안한 K-AEQ(도승이, 손수경,
변준회, 임지윤, 2011)를 이수진(2014)이 청소년에게 맞게 수정· 보완한 척도 가운데 학습상황
관련 문항을 사용하였다. K-AEQ는 즐거움(9문항), 불안(11문항), 화(9문항), 수치심(11문항), 절망
감(13문항), 자부심(5문항)의 6개 하위영역의 총 5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방식(1
점: 전혀아니다∼5점: 매우그렇다)으로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α
가 즐거움 .85, 불안 .87, 화 .92, 수치심 .91, 절망감 .88, 자부심 .77 이었다.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연구를 위한 자료조사는 2015년 6월 17일부터 26일까지 10일에 걸쳐 실시되었다. 조사를 위
해 서울·경기, 대구·경북, 부산·경남지역의 중학교 1∼3학년 학생 862명을 대상으로 모의 양육
태도, 학업성취, 학업정서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지를 배부하여 회수하였다. 수집된 자료 가운데
분석에 적합하지 않은 것을 제외한 총 851부가 SPSS 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되었
다. 분석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측정변인의 전반적인 특징 및 변인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민주적 태도와 비민
주적 태도의 조합에 따른 모의 양육태도 유형분류를 위하여 K-Means방식의 비위계적 군집분석
을 사용하여 군집을 분류하였다. 셋째, 분류된 군집에 따라 학업성취 및 학업정서의 하위영역에
서 군집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하기 위하여Scheffé 방식의 사후검증을 포함한 일
변량(ANOVA) 및 다변량분석(MANOVA)을 실시하였다.

결 과

측정변인의 상관관계 및 기술통계

연구문제를 분석하기에 앞서 측정변인의 전반적인 특성 및 변인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각 변인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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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각된 모의 양육태도의 하위변인 가운데 민주적 태도는 학업성취
( =.102,  <.01), 긍정적 학업정서인 즐거움(=.241,  <.001) 및 자부심( =.249,  <.001)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부정적 학업정서인 불안(=-.198,  <.001), 화( =-.258,  <.001), 수치
심( =-.191,  <.001), 절망감( =-.246,  <.001)과는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 반면 비민주적
인 양육태도는 부정적 학업정서( =.299∼.372,  <.001)와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며 학업성취
( =-.173,  <.001) 및 긍정적인 학업정서( =-.080∼-.173,  <.05∼.001)와는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
타내었다. 학업성취는 긍정적 학업정서와는 정적인 상관관계
(=.407∼.488  <.001)를, 부정적 학
업정서와는 부적인 상관관계
( =-.127∼-.381,  <.001)를 나타내었다.
이상에서 지각된 모의 양육태도가 민주적일수록 학업성취 및 긍정적 학업정서(즐거움, 자부
심)가 높고, 지각된 모의 양육태도가 비민주적일수록 학업성취가 낮고 부정적 학업정서
(불안,
화, 수치심, 절망감)가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1> 상관관계 및 평균과 표준편차
측정변인

1

모의

1

1.000

양육태도

2

-.264***

3

**

학업성취

4
5
학업정서

6
7
8

.102

***

.241

***

-.198

***

-.258

***

-.191

***

-.246

***

3

4

5

6

7

8

9

1.000
-.173***
*

-.080

***

.299

***

.322

***

.327

***

.372

***

1.000
.407***

1.000

***

.041*

-.127

***

***

-.263

-.245

***

-.218

.026

***

***

-.381

-.191

***

***

1.000
.737***

1.000

***

.684***

***

***

.795***

1.000

***

.807
.771

.810

1.000

.249

-.173

.488

.769

-.013

-.229

-.045

-.279***

1.000

M

20.095

12.775

7.319

30.667

27.684

20.414

25.407

24.410

20.032

SD

4.282

5.175

3.099

6.916

7.652

7.552

8.402

8.857

4.501

4.즐거움

5.불안

6.화

9

*

2

N=851

***

p<.05,
p<.001
주. 1.민주적 태도

2.비민주적 태도

3.학업성취

7.수치심

8.절망감

9.자부심

자기조절학습 유형 분류를 위한 군집분석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모의 양육태도의 하위영역인 민주적 태도와 비민주적 태도의 조합에
따라 모의 양육태도 유형을 분류하기 위해 K-Means 방식을 활용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군집(K)의 수는 Susman, Schemmlk, Pinirakis와 Gariepy(2001)이 제안한 다양한 K값을 차
례대로 넣어가면서 변량분석에서 제곱합이 최소화 되면서 군집간의 차이가 가장 분명해 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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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의 군집을 선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 또한 군집 간 차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추가적으
로 Scheffé 방식으로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군집분석 및 사후검증 결과는 표2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2> 모의 양육태도 유형분류를 위한 군집분석 및 사후검증 결과
구분
사례수(%)
군집

군집1

군집2

군집3

군집4

전체

124(14.57) 191(22.44) 275(32.31) 261(30.66) 851(100.00)

F

사후검증

-

***

4>1>3>2

***

1>2>3>4

민주적 태도 23.15(2.20) 14.32(2.65) 18.97(1.98) 24.06(1.52) 20.10(4.28) 938.344

중심 비민주적 태도 20.38(3.46) 16.64(2.55) 11.28(2.31) 7.91(2.62) 12.78(5.17) 796.581
군집1: 양가적 유형,
*** p<.001

군집2: 비민주적 유형

군집3: 보통 유형

군집4: 민주적 유형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의 양육태도의 유형분류를 위한 군집분석에서 군집
1은 민주적
태도와 비민주적 태도를 모두 높게 보이는 유형(양가적 유형)으로 전체의 14.57%(124명)를 차지
하였다. 군집2는 비민주적 태도점수는 높은 반면 민주적 태도 점수는 낮은 특성을 보이는 유형
(비민주적 유형)으로 전체의 22.44%(191명)를 차지하였다. 군집3은 민주적 태도와 비민주적태도
가 모두 평균수준을 보이는 유형(보통 유형)으로 전체의 32.31%(275명)를 차지하였다. 군집4는
민주적 태도는 높은 반면 비민주적 태도는 낮은 특성을 보이는 유형
(민주적 유형)으로 전체의
30.66%(261명)를 차지하였다. 각 군집의 민주적 태도와 비민주적 태도 특성을 중심으로 유형별
프로파일을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모의 양육태도유형 프로파일

모의 양육태도 유형에 따른 학업성취의 차이
민주적 태도와 비민주적 태도의 조합에 따른 모의 양육태도 유형 간에 학업성취의 차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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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보기 위하여 Scheffé방식의 사후검증을 포함한 일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 결과는 표 3에 제
시된 바와 같다.
<표 3> 모의 양육태도 유형에 따른 학업성취 차이
변인

군집1
(n=124)

군집2
(n=191)

군집3
(n=275)

군집4
(n=261)

전체
(N=851)

학업성취

6.67(3.45)

6.55(3.01)

7.51(2.98)

7.98(2.94)

7.31(3.10)

군집1: 양가적 유형,
*** p<.001

군집2: 비민주적 유형

군집3: 보통 유형

F

사후검증

10.54*** 4>3>1,2

군집4: 민주적 유형

표 3에서 모의 양육태도 유형에 따른 학업성취의 차이를 분석해 본 결과 군집4(민주적 유형),
군집3(보통 유형), 군집1(양가적 유형)과 군집2(비민주적 유형)의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학업성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군집1과 2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
이지 않았다. 즉, 지각된 모의 양육태도가 민주적인 집단이 비민주적이거나 양가적인 집단보다
더 높은 학업성취를 보이며, 군집1(양가적 유형)과 군집2(비민주적 유형)는 학업성취에서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모의 양육태도 유형에 따른 학업정서의 차이
다음으로 모의 양육태도 유형에 따른 학업정서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Scheffé방식의 사
후검증을 포함한 다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4> 모의 양육태도 유형에 따른 학업정서 차이
변인
즐거움
불안
화

군집1
(n=124)

군집2
(n=191)

군집3
(n=275)

군집4
(n=261)

전체
(N=851)

F

사후검증

31.19(7.85) 28.62(6.17) 29.84(6.36) 32.78(6.95) 30.67(6.92) 16.06***
***

29.68(9.22) 30.70(6.99) 27.39(6.91) 24.84(6.96) 27.68(7.65) 27.12

22.35(8.41) 23.85(7.20) 20.44(6.62) 16.94(6.80) 20.41(7.55) 38.99***

1,2>3>4

***

1,2>3>4

***

4>1>2

28.34(9.50) 28.61(8.34) 25.02(7.38) 22.09(7.55) 25.41(8.40) 31.01

절망감

27.79(9.60) 28.83(8.68) 23.69(7.91) 20.33(7.41) 24.41(8.86) 47.77

자부심

19.96(4.83) 18.54(3.82) 19.60(4.09) 21.62(4.75) 20.03(4.50) 19.96
군집2: 비민주적 유형

군집3: 보통 유형

2>3>4

***

수치심

군집1: 양가적 유형,
***p<.001

4>3>2
1,2>3>4

군집4: 민주적 유형

표 4에서 모의 양육태도 유형에 따른 학업정서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즐거움은 군집4(민주적
유형), 군집3(보통유형), 군집2(비민주적유형)의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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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있었다. 그러나 군집1의 경우 군집3 및 군집4와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불안, 수치심, 절망감의 정서는 군집 1(양가적 유형)과 군집2(비민주적 유형), 군집3(보통 유
형), 군집4(민주적 유형)의 순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순을 보였다. 화의 경우 군집2(비민주적 유
형), 군집3(보통 유형), 군집4(민주적 유형)의 순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군집1(양가적
유형)은 군집2(비민주적 유형) 및 군집3(보통 유형)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 그리고 자부심의 경우 군집4(민주적 유형), 군집1(양가적 유형), 군집2(비민주적 유형)의 순
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군집3(보통 유형)은 군집2(비민주적 유형) 및 군집1(양가적 유형)과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에서 민주적 유형은 즐거움과 자부심의 긍정적 학업정서를 다른 유형에 비해 높
게 가지고, 비민주적 유형과 양가적 유형은 불안, 화, 수치심, 절망감의 부정적 학업정서를 민주
적 유형 및 보통 유형에 비해 더 높게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비민주적 유형과 양가적 유
형은 불안, 수치심, 절망감의 부정적 학업정서에서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는 청소년이 지각한 모의 양육태도가 민주적 태도와 비민주적 태도의 조합에 따라
어떠한 유형으로 분류되는지 알아보고, 각 유형별로 학업성취와 학업정서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연구를 위하여 서울, 경기, 대구, 경북, 부산, 경남 등의
중학교 재학생 851명을 대상으로 모의 양육태도, 학업성취, 학업정서를 측정한 후 상관분석,
K-Means군집분석, Scheffé 방식의 사후검증을 포함한 다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 연구의 주요한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주적 태도와 비민주적 태도의 조합에 따른 모의 양육태도 유형은 민주적 태도와 비
민주적 태도가 모두 높은 양가적 유형(군집1, 14.57%), 비민주적 태도는 높고 민주적 태도는 낮
은 비민주적 유형(군집2, 22.4%), 민주적 태도와 비민주적 태도가 모두 보통 정도를 보이는 보
통 유형(군집3, 32.31%), 민주적 태도는 높고 비민주적 태도는 낮은 민주적 유형
(군집4, 30.66%)
의 네 가지 군집으로 분류되었다. 군집 4유형인 민주적 양육태도는 자녀에 대한 통제와 성숙요
구 수준이 높고 자녀와의 의사소통 정도와 온정성이 높다(Baumrind, 1971). 부모의 양육태도가
수용적이고 민주적일 때 자녀는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하며
, 높은 자기효능감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곽수란, 2006; 김민정, 2004) 민주적 유형의 자녀들은 네 가지 군집유형 중에서 학교생활
적응이나 전반적인 만족도가 가장 높을 것으로 보인다
. 군집 2유형인 비민주적 양육태도는 민
주적 양육태도처럼 통제와 성숙요구 수준이 높지만 자녀들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고 부모 자신
의 기준에 따르기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Hinde, Meller와 Templin(1983)은 비민주적 부모의
자녀는 또래관계에 적대적이며 사회적 기술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함에 따라 비민주적 유형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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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들은 학교생활 부적응과 관련성이 높을 것이다.
군집 1유형인 양가적 태도는 민주적 태도와 비민주적 태도를 혼합하여 나타내는 양육태도로
비일관적인 양육태도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비일관적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높은 스트레
스와 관련 있으며 정신건강에 부적절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신현균, 2002), 양가적 유형의 청소
년 자녀는 모의 비일관적인 양육태도로 어떤 기준에 따라 행동해야 할지에 대해 혼란감을 느끼
게 되고 스트레스를 경험할 가능성이 클 것이다
. 특히 본 연구에서 양가적 유형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모와의 상호작용에서 혼란을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의 비율이 클 수 있음을 의미
한다. 네 가지 군집유형 중에서 양가적 유형과 비민주적 유형은 부정적인 모양육태도 유형으로
볼 수 있으며, 양육태도가 청소년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을 포함한 다양한 영역과 밀접한 관련
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긍정적인 양육태도에 대한 부모교육 및 프로그램을 통하여 모
자신의 양육태도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모의 양육태도 유형에 따른 학업성취 차이를 분석해 본 결과 민주적 유형(군집4), 보통
유형(군집3), 양가적 유형(군집1)과 비민주적 유형(군집2)의 순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순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각된 모의 양육태도가 민주적인 경우 비민주적일 때보다 학습활동 적
응에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한 연구결과와
(김지근, 이기학, 2008)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부모가 애정과 신뢰를 보여주고, 자녀의 의견을 존중한다면 아동의 학업성취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한 연구결과(황혜자, 최윤화, 2003)를 볼 때, 민주적 양육태도가 학업성취에 있어
서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모가 자녀에게 자율성을 부여하고 부모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노력이 클수록 학업성취도가 높아 질 수 있다
고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수용적, 자율적으로 지각할수록 전반
적인 학업효능감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
(박영옥, 2008)와 모가 아동의 자율성을 지지하고 관심
을 갖고 온정적으로 대하며 일관적인 양육태도를 보이는 것이 자녀의 자기결정성 학습동기와의
정적상관을 보고한 연구결과
(서지혜, 이종숙, 2014)를 지지한다. 반대로 비민주적 유형에서 가장
낮은 학업성취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비민주적인 양육방식이 자녀의 학업성취와 부적상관을
나타낸다고 보고한 연구결과(임선아, 2014)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모의 양육태도 유형에 따른 학업정서 차이를 분석해 본 결과, 긍정정서인 즐거움과 자
부심의 경우 민주적 유형(군집4)이 비민주적 유형(군집2)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나 부정정서인
불안, 수치심, 절망감의 경우 양가적 유형(군집1)과 비민주적 유형(군집2)이 보통 유형(군집3)과
민주적 유형(군집4)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 때 양가적 유형(군집1)과 비민주적 유
형(군집2)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부정정서인 화의 경우 비민주적
유형(군집2), 보통 유형(군집3), 민주적 유형(군집4)의 순으로 나타나 양가적 유형(군집1)이 비민
주적 유형(군집2)이나 보통 유형(군집3)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긍정적 양육태
도유형와 긍정적인 성취정서와의 정적상관을 보고한 이수진
(2014)의 연구결과와 부합한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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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는 집중하고 사고할 수 있게끔 준비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Pekrun et al., 2002),
학업을 성취하는 것에 있어서 정서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이처럼 학습하는
것을 즐겁게 느끼고 긍정적인 정서를 지각하는 것이 긍정적인 학업수행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모는 민주적 양육태도로 자녀를 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 반면에 부정정서인 불안, 수치심, 절망
감의 경우 양가적 유형과 비민주적 유형에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남에 따라 부정적 양육태도
가 청소년의 부정적인 정서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낮
은 자존감, 공격성, 대인관계 부적응을 초래하여 불안정한 정서를 유발한다는 연구결과를 볼 때
(류동훈, 2000) 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부정적정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본 연구 결과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는 자신의 자녀양육 태도에 대한 명확한 인
식과 바람직한 부모양육태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본 연구 결과 모는 자신의 양육태도
를 민주적 양육태도, 비민주적 양육태도 등으로 구분하여 지각하고 있으나 실제로 대다수의 모
는 양가적 태도를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녀양육에 있어서 모는 자녀의 발달단계
및 상황에 따른 양육태도를 가져야 한다. 즉 모의 상태에 따른 비일관적인 양육태도가 아닌 자
녀의 특성에 맞는 일관된 양육태도가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도움이 됨을 시사한다
.
둘째, 양가적인 양육태도와 비민주적 양육태도로 지각한 자녀의 경우 부정적 학업정서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학업정서는 향후 학업에 대한 몰입도와 현재 학업 동기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이러한 부정적 정서는 대인관계에서의 문제
, 모-자녀간의 갈등의 원인
이 되기도 한다. 과도한 과제 수행과 학업성취에 대한 부담이 큰 우리 교육환경은 부모의 비민
주적인 양육태도를 조장할 우려가 있으며
, 자칫 상벌을 통한 학업효과를 기대하는 경우 모의
양가적인 태도가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와 같이 모의 이러한
태도는 자녀의 학업에 대한 동기 및 안정감을 저해함을 다시 한 번 확인 할 수 있었다
. 즉 청
소년기에 정서적 혼란감을 증폭시키지 않고 발달적 과업인 학업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민주
적이고 일관성 있는 모 양육태도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
셋째, 자녀의 눈높이에 맞춘 민주적 양육태도는 높은 학업성취와 긍정적 학업정서의 가능성
을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 결과와 같이 민주적인 양육태도는 자녀의 학업성취와 학
업정서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이는 가족 안에서 모가 지속적으로 자신의 양육태도
를 점검하고 일방적인 훈육이나 모자신의 스트레스나 감정상태가 자녀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
지 않도록 주의한다면 자녀의 보다 건강한 성장과 모-자녀간의 긍정적 관계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더불어 몇 가지 제언을 덧붙이고자 한다
. 첫째, 본 연구는
서울, 경기, 대구, 경북, 부산, 경남지역의 중학생 851명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의 일반화를 위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더 다양한 지역과 많은 수의 대상을 포함한
연구를 통해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하기 있다
. 둘째, 본 연구는 청소년이 지각
한 모의 양육태도를 민주적 태도 및 비민주적 태도의 조합에 따라 유형화 하였다. 그러나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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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의 경우 발달적으로 성역할에 대한 인식이 더욱 뚜렷해지고 동성 및 이성 부모와의 상호작용
의 질 또한 많은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임을 감안할 때
, 본 연구의 유형이 남성 및 여성에게 동
일하게 적용되는지 후속연구를 통하여 밝혀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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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Emotion according to the Patterns of Middle
school student‘s Perceived Maternal Rearing Attit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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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ed to classify patterns of maternal rearing attitude depending on combination of
maternal democratic rearing attitude and undemocratic rearing attitude. In addition,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difference of academic achievement and academic emotion according to
patterns of maternal rearing attitude. For this study, the participants in this research were 851
middle school students who completed questionnaire survey of maternal rearing attitude, academic
achievement and academic emotion. These data were analyzed by SPSS program version 21.0 and
K-means cluster analysis and MANOVA were applied.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Cluster analysis identified four distinct patterns of self-regulated learning named by their
characters(ambivalent group: cluster1, undemocratic group: cluster2, average group: cluster3,
democratic group: cluster4). Second,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academic achievement in
four groups(they showed higher score in order of cluster4, 3, and 1, 2). Third, in the case of
academic emotion, cluster4 showed higher positive emotions(e,g, pleasure, pride) than other groups.
cluster1 and 2 showed higher negative emotions(e,g, anxiety, anger, shame, despair). Based on these
results, implications and some suggestions were discussed.
Key word: maternal rearing attitude, academic achievement, academic emotion. K-Means cluster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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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부모화 및 과보호 경험이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 정서조절양식의 매개효과*
오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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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부모화와 과보호된 자녀들의 문제가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정서조절양식이 이러한 영향력의 관계에 매개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
및 경기도에 소재한 5개의 중학교 2~3학년, 고등학교 1~2학년 남녀학생 504명의 설문결
과를 바탕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 첫째, 중다회귀분석
을 통해 부모화와 과보호, 회피-분산적 정서조절양식이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회피-분산적 정서조절양식의 영향력이 가장 컸으며 과보호, 부모화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부모화와 대인관계 문제의 관계에서 회
피-분산적 정서조절양식이 부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과보호와 대인관계 문
제의 관계에서 회피-분산적 정서조절양식이 부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
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대인관계 문제를 감소시키기 위한 상담적 개입방법을부모화와
과보호, 정서조절양식의 측면에서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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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개인은 혼자서 성장할 수 없으며 존재함의 시작부터 끊임없이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이때
가장 일차적으로 마주하는 환경은 부모이며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타인과 세상 그리고 궁
극적으로는 자기 자신과 관계 맺는 법을 배워간다
.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양육태도는 한 개인
의 자아형성에 근원적인 뿌리가 되며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씨앗이 된다. 이처럼 형성된 대인관
계는 삶의 질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서 대인관계가 만족스러울 경우 정서적 안정감과 행복감
을 경험하지만 대인관계가 불만족스러울 경우 전반적인 삶의 만족감은 낮아진다
(권석만, 2008;
김여흠, 이윤주, 2013). 더 나아가 부정적인 대인관계 경험은 개인의 적응에 심각한 영향을 주어
우울증, 사회적 불안, 성격장애 등 다양한 유형의 정신병리에 영향을 미친다(이운기, 2006;
Pinkus & Wiggins, 1990). 그렇기 때문에 대인관계는 개인의 심리적 건강의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청소년기의 대인관계 경험은 이후의 대인관계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 청소년이 상담장면에서 호소하는 가장 큰 핵심 내용이 대인관
계문제라는 점을 고려할 때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해볼 필요가 있다
. 실
제로 여성가족부(2012)가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를 통해 청소년들이 호소하는 어려움을 분석해
본 결과 대인관계문제가 전체 호소문제의 31%로 가장 많았고, 2015년 1월부터 11월 말까지 진
행된 천안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발표한 전체 상담건수2만 2천 219건 가운데 29.2%인 6천
505건이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용이었다. 청소년의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가족문제, 개인적인 심리특성, 외부 환경요인으로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부모와의 관계에서 경험한 애착(attachment)의 질은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부정적인 자
기상과 역기능적인 대인관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이 핵심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기백, 2014; Mikulincer & Shaver, 2007).
한국사회는 서구의 개인중심적 인간관에 기초한 부모
-자녀관계와는 달리 부모-자녀간에 밀착
된, 즉 일심동체적인 의식이 깊게 뿌리내리고 있다(최상진, 2003). 그렇기 때문에 부모-자녀관계
는 동일체적 관계로 부모의 기쁨이나 슬픔이 자녀의 기쁨과 슬픔이 되고, 자녀의 성공은 곧 부
모 자신의 성공으로 받아들여진다(이운기, 2006). 김효창, 손영이, 박정열과 최상진(2000)은 서구
의 경우 부모-자녀관계가 개인주의에 기초하여 독립적이고 개별화
(individuated)에 초점을 둔
반면 한국의 부모-자녀관계는 심정적 교류가 얼마나 강하고 빈번하게 일어나는지가 중요하다고
하였다(이운기, 2006). 이와 같이 우리사회는 부모-자녀관계가 정서적으로 융합되어 있는 것에
대해 크게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양육태도가 부모화와 과
보호이다. 부모화란 Boszormenyi-Nagy와 Spark(1973)가 언급한 개념으로 부모의 돌봄을 받아야
할 성장기 자녀들이 발달적, 정서적으로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의 역할이나 책임
감을 떠맡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부모나 가족을 보살피는 아이를 ‘어른스러운 아이’, ‘철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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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보는 현상은 한국사회에서 긍정적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유교적 가치관과 일치하는 방식
으로 이해됨으로써 일찍부터 아동의 성인화를 강조하였다(조은영, 정태연, 2004). 또한, 부모화
된 행동을 통해 성인기에 해야 할 긍정적인 역할을 미리 배울 수 있으며
, 적절한 정도의 부모
화는 자녀와 부모 모두에게 유익하고 필요하다는 주장과
(Hooper, 2007), 역경에 대한 탄력성이
증가되어 긍정적인 대처기술과 건강한 분화를 가져올 수 있다(DiCaccavo, 2006; Tompkins,
2007)는 긍정적인 의견들도 있다. 부모를 배려하여 보살피고 그들의 기분을 맞추는 행동은 이타
적인 행동이자 매우 적응적이고 바람직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며 적정 수준의 배려는 그 자체로
적응적이라고 여겨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자신의 내적 욕구를 억압하는 강박적 배려심은 단
기적으로는 가족관계에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가족 안정성을 유지하
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심각한 정신건강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Davies,

2002).

일찍이 Bowlby(1973)는 ‘역전된

부모-자녀

관계(inverted

child-parent

relationship)'의 심각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러한 부모화는 도구적 부모화, 정서적 부모화, 불
공정성의 3영역으로 구분되는데(Jurkovic & Thirkield, 1999) 도구적 부모화는 가족관계가 유지
되기 위해서 자녀가 떠맡는 책무들을 의미하며 설거지, 청소, 세탁, 심부름, 아픈 부모 및 동생
돌보기, 요리하기 등의 가사업무를 자신의 책무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 정서적 부모화는 가
족들을 보호하고, 절친한 친구, 동료, 동반자 같은 역할을 하거나, 가족의 갈등중재, 지지와 양
육자 역할, 위로하기 등으로 아동이 가족의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에 대한 책임을 떠맡
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불공정은 가족 구성원으로서 실존적 맥락 안에서 각자의 능력과
자원, 책임 및 의무를 상호 호혜적으로 주고받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하며 이때 자녀가
부모 자녀로서 주고받음이 공평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을 말한다
(Hoffman & Weiss, 1987).
한편 과보호는 부모가 자녀에 대해 평균 이상으로 갖는 염려와 불안
, 공포심으로 하여금 자
녀의 일상생활, 건강, 교우관계, 진로 등을 넘어서 간섭하고 부담감을 주는 형태를 말한다
(Symonds, 1939). 서양에서는 과보호를 정신 병리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과보호에 대한 심각
성을 인식하여 심층적인 연구를 해오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과보호를 자녀에 대한 부
모의 헌신으로 보고 이를 덕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어 과보호를 문제로 인식하지 않았다
. 그렇
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거론되는 과보호는 단순히 ‘익애’나 ‘간섭’이라는 한 가지 용어
로서 대체할 수 없는 복합적인 의미로 사용된다(정은영, 2008). 특히, 한국에서는 자녀의 사회적
성취에 따라 부모가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는다고 여겨 자녀 교육을 통해 부모 자신의 삶의 의
미를 찾으려는 경향이 높다. 이로 인해 자녀의 성공이 곧 자신의 성공이라고 믿으며 이러한 성
공을 위하여 자녀의 학업에 대해서만 지나친 관심을 가지고
, 공부 이외에는 어떤 어려움도 겪
지 않도록 하려는 부모의 노력은 증가되는 경향이 있다. 결과적으로 자녀의 잘못에 대해서도
관대하게 대하는 경향이 높아졌고, 이러한 부모들이 늘어나면서 한국 사회 내에서의 과보호적
양육태도는 더욱 보편화되어 가고 있다(김지연, 오경자, 2011; 정은영,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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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부모화는 부모-자녀의 역할 전이 현상으로 자녀가 부모 및 가족을 돌보는 현상이며
, 과보
호는 부모가 자녀에게 행하는 지나친 익애적, 통제적인 보호이다. 이 두 현상은 문화적 이유와
자아분화의 문제에서 발현되었기 때문에 자녀가 드러내는 심리적 특징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정
수인, 오인수, 2014). Bowen(1976)에 따르면 자아분화수준이 높은 사람은 타인과 건강한 관계를
맺지만 자아분화가 안된 사람은 자아 융합의 정도가 심해 주위사람들의 감정에 의존적이며 대
인관계에 문제를 갖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부모화된 자녀들과 과보호된 자녀들은 모두 대인관
계문제에서 취약성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 부모화된 자녀들의 경우 관계 속에서 배려하는 사
람은 계속해서 배려행위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계가 지속될 때 불공평감을 느끼게
된다(조은영, 2004). 상호 호혜적이지 않은 관계 속에서 불공평한 느낌을 경험하기 때문에 쉽게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는 경향이 있고, 끊임없이 타인을 통제하려 하며, 경쟁적이고, 완벽
주의적 성향을 나타낸다(Robinson, 2000). 또한 과보호를 경험한 자녀들은 타인에 대한 배려나
협동하려는 태도보다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타인과의 관계에서 많은 좌절과 어려
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박아청, 1998). Doh와 Falbo(1999)는 아동이 과보호를 받을수록 사교적
이지 못하고 제멋대로 행동하여 또래들 사이에서 인기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박주희(2001)의 연
구에서도 어머니가 자녀를 과보호할수록 또래들 사이에서 주도적이지 않다고 하였다. 이렇듯 부
모화와 과보호를 경험한 청소년들은 공통적으로 대인관계에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자녀들이 인식하는 부모화와 과보호 경험의 정도와 대인관계 문제와의 관계
성을 살펴보는 것에서 나아가 부모화와 과보호 경험이 대인관계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서 여러 매개변인들이 관여될 수 있음을 가정하고, 그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많은 학자들
이 정서를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 개인의 적응과 심리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주목
하였으며(Aldao, Nolen-Hoeksema, & Schweizer, 2010; Cohn, Jakupcak, Seibert, Hildebrandt,
& Zeichner, 2010; McLaughlin, Hatzenbuehler, Mennin, & Nolen-Hoeksema, 2011) 더 나아가
정서조절에 어려움을 겪을 시 우울장애, 불안장애, 물질관련 장애, 섭식장애, 신체화 장애 등의
심각한 정신병리를 초래한다고 밝혔다(Buckholdt, Parra, & Jobe-Shields, 2010; Green, Cahill, &
Malhi, 2007; Kobak & Ferenz-Gilles, 1995; Mennin, Heimberg, Turk, & Fresco, 2005; Taylor,
Bagby, & Parker, 2000). 국내의 연구들에서도 정서조절은 대인관계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치
는 변인으로 알려져 있다(박경옥, 박기환 2007; 이경희, 김봉환, 2010; 이민선, 채규만 2012; 이시
은, 2009). 정서조절이 높은 아동들이 긍정적인 또래관계기술을 보인다는 연구결과
(김은경, 송영
혜 2008; 한유진, 2007)가 있으며 긍정적인 정서조절을 사용할수록 대인관계 문제를 덜 경험한
다고 밝혀졌다. 즉 적응적인 정서조절은 대인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하도록 돕는 반면
, 부적응
적 정서조절은 이를 방해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정서조절은 부모의 양육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이승은, 남은영, 2011)를 살펴볼 때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배려할
줄 아는 부모 아래에서 성장한 아동들의 경우 그렇지 못한 아동들보다 자신의 감정을 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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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스스로를 진정시킬 수 있으며, 또래들에게도 인기가 많음을 예상할 수 있다.
Calkins와 Hill(2007)에 따르면 유아와 아동은 양육자와 상호작용하면서 자신의 정서를 의존
적으로 조절하지만, 청소년기엔 스스로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을 내재화하면서 발달시켜나간다.
이때 습득되는 정서조절은 성인기까지 이어져 대인관계의 질, 문제해결과정 등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이지영, 2016; Diamond & Aspinwall, 2003). 실제로 청소년기에는 내
재화와 외현화 문제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때 겪는 문제들은 정서조절과 연관성이 높다는 점이
밝혀지고 있다(최성환, 최해연, 2014; McLaughlin, Hatzenbuehler, Mennin, & Nolen-Hoeksema,
2011). 그러나 정서조절이 개인의 적응과 대인관계에서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음에도 정서조
절에 대한 연구는 최근에 와서야 연구되고 있는 실정이며 부모화와 과보호
, 정서조절을 다룬
선행연구는 주로 아동들을 대상으로만 연구되었다
. 정서조절양식은 크게 능동적 양식, 회피-분
산적 양식, 지지 추구적 양식, 세 가지의 하위 차원으로 설명되는데(윤석빈, 1999), 이러한 양식
들은 다양한 개인차 변인들과 상이한 관련을 맺고 있어 독립적인 양식으로 사용된다
. 능동적
양식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인 문제 행동을 취하는 방식이
며, 회피-분산적 양식은 기분을 나쁘게 한 상황이나 문제들로부터 회피하거나 관계없는 다른 일
을 떠올리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지지추구적 양식은 타인으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구하기
위해 사람들을 만나거나 자신의 느낌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조언을 구함으로써 자신의 부정적
정서를 조절하는 양식을 말한다. 현재까지 이러한 정서조절양식과 관련된 변인으로 우울, 불안,
부모와의 애착, 심리적 안녕감, 학교적응, 삶의 만족도, 효능감 등에 관한 연구들(김아름, 조한
익, 2015; 박경옥, 박기환, 2007; 박송이, 채규만, 2012; 이정은, 이은진, 2014; 장미애, 양난미,
2015)이 진행되어왔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정서조절양식은 적응적인 정서조절양
식과 부적응적인 정서조절양식으로 나눌 수 있으며, 능동적양식과 지지추구적 양식은 적응적인
정서조절양식으로, 회피-분산적 양식은 부적응적인 양식으로 분류된다.
특히, 부모화된 자녀는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기보다 억압함으로써 타인의 요구를 맞추는데
익숙해있어 자신의 정서조절을 발달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연구가 더욱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과보호를 경험한 자녀들은 부모의 과도한 통제와 밀착으로 인해 자신의 감정변화
에 맞는 정서를 조절하는 방법들을 익히지 못해 정서조절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정서적으로
부모와 지나치게 융합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핵심감정을 발달시키지 못한 채 미분화
상태로 남아 있다. 그러한 결과 자신의 감정을 명확하게 인식하거나 주의를 기울이는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는다(Miler, 1981).
그렇기 때문에 정서조절의 한 범주인 정서조절양식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
진다.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정서조절의 관련성을 다룬 연구들은 주로 아동들을 대상으로 이
루어져있으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 현재 과보호를 경험한 청소년들
의 정서조절과 관련된 연구는 미비한 상태이며, 기존의 연구들은 부모화와 과보호가 대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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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것과 정서가 대인관계에서 중요한 변인임을 밝혔지만 부모화 과보호
, 대
인관계 문제와의 관계에서 정서조절양식의 역할을 확인하거나 매개적 관계를 살펴본 본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 문제를 초래하는 양육태도 중 부모화와 과
보호와 정서조절양식, 대인관계 문제간의 관련성을 살펴볼 것이며, 부모화와 과보호가 대인관계
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정서조절양식의 역할을 밝힘으로써 청소년들의 주요 호소문제인 대인
관계 문제에 대한 예방 및 상담을 위한 정서조절 접근에 대한 기반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의 부모화와 과보호가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대인
관계 문제에 정서조절양식이 매개역할을 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부모화와 과보호 및 정서조절양식이 대인관계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가?
2. 부모화가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의 관계에서 정서조절양식이 매개하는가?
3. 과보호가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의 관계에서 정서조절양식이 매개하는가?

연구 방법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수도권에 소재한 5개의 중학교 2~3학년, 고등학교 1~2학년 남녀학생 550명을 대상으
로 이루어졌다. 배부된 설문지 550부 중 530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으며, 그 중 불성실하게 응답하
거나 정보를 누락한 설문지 부를 제외한 504부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응답자의 성별은
남학생이 253명(50.2%)이고, 여학생이 251명(49.8%)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은 15세가 81명(16.1%), 16
세가 122명(24.2%), 17세가153명(30.4%), 18세가 148명(29.4%)으로 고등학생이 다소 많았다.

측정 도구
부모화 척도 FRS-Y(Filial Responsibility Scale-Youth)
부모화 정도의 측정은 Jurkovic과 Thirkield(1999)가 부모화 척도(PQ: Parentification
Questionnaire, Sessions & Jurkovic, 1986)를 토대로 다차원적 분석을 위해 개발한FRS-Y(Filial
Responsibility Scale-Youth)를 이정숙, 김은경(2007)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FRS-Y는 청소년
을 위한 34문항의 자기보고식 검사로 도구적 돌봄과 정서적 돌봄
, 불공정성이라는 세 개의 하
위척도로 구분되어 있다. 4점 척도로 측정되며 본 연구에서 부모화 척도에 대한 신뢰도
Cronbach’α는 도구적 돌봄 .727, 정서적 돌봄 .572, 불공정성이 .796 이었으며 부모화 전체에 대
한 신뢰도 Cronbach’α 는 .835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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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보호 척도
이 연구에서는 부모의 과호보를 측정하기 위해 정은영(2008)이 개발하고 타당화한 ‘자녀가 지
각하는 부모의 과보호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5문항으로 구성된 자기보고식 측정도
구이며, 각각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요인으로 과잉기대
, 과잉간섭, 투사적 과보호, 밀
착통제, 자녀 분리불안이 있다. 5점 척도로 측정되며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가 낮은 자녀 분리불
안을 제외한 20문항으로 과보호를 측정하였으며 전체 신뢰도 Cronbach’α .903로 나타났으며 하
위변인 과잉기대는 Cronbach’α .807, 과잉간섭은 Cronbach’α .728, 밀착통제는 Cronbach’α. 771,
투사적 과보호는 Cronbach’α .799로 나타났다.
대인관계문제 척도 단축형(Short form of the Korean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Circumplex Scale: KIIP-CS)
본 연구에서는 Horowitz, Rosenberg, Baer, Ureno와 Villasenor(1988)가 개발한 대인관계 문
제검사(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 IIP)를 Alden, Wiggins와 Pincus(1990)가 64문항으
로 재구성하였고, 김영환 등(2002)이 한국판으로 표준화한 단축형 한국형 대인관계 문제검사
(Korea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 KIIP)를 사용하였다. 척도 구성은 각각 5문항으로
통제지배, 자기중심성, 냉담, 사회적 억제, 비주장성, 과순응성, 자기희생, 과관여의 8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 형식은 1점에서 5점까지의 자기보고형 Likert형 척도로 본 연구
에서 대인관계 문제 척도에 대한 신뢰도 Cronbach‘α 는 .956으로 나타났다.
정서조절양식척도
이 척도는 윤석빈(1999)이 개별 정서 경험에 따른 정서조절양식의 선택과 효과성을 살피기
위해 개발한 정서조절양식 체크리스트를 임전옥, 장성숙(2003)이 수정한 것이다. 총 25문항으로
5점 척도로 구성되어있으며 3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정서조절양식을 요인분석한 결과,
능동적 정서조절양식, 화피-분산적 정서조절양식, 지지추구적 정서조절양식 3가지 요인으로 구
분이 되며, 이러한 양식들은 다양한 개인차 변인들과 상이한 관련을 맺고 있어 독립적인 양식
으로 사용된다. 본 연구의 내적합치도는 Cronbach’α .875의 신뢰도를 보이고 있으며, 능동적 정
서조절양식은 Cronbach’α .830, 회피-분산적 정서조절양식은 Cronbach’α .812, 지지추구적 정서
조절양식은 Cronbach’α. 877의 신뢰도를 보였다.

자료분석
각 자료의 분석은 SPSS 22.0을 이용하였으며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및 응답특성을 알
아보기 위해 빈도분석과 평균, 표준편차를 이용한 기술통계량을 측정하였다. 부모화와 과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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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관계 문제, 정서조절양식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부
모화와 과보호, 정서조절양식이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과 각 변인의 하위변인이 대인관
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선형 회귀분석
(Multiple Linear Regression)을 실
시하였다. 또한 부모화와 과보호, 대인관계 문제와의 관계에서 정서조절양식이 가지는 매개효과
를 알아보기 위해 Baron과 Kenny의 4단계 매개분석(mediation analysis)을 바탕으로 위계적 회
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주요변인들의 기술통계와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인들 간의 평균, 표준편차와 상관을 분석하여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에 제시된 바와 같이 대인관계 문제는 부모화( =.303,  <.01)와 과보호와 정적상관을 가진 것
( =.340,  <.01)으로 나타났으며 정서조절양식을 구성하는 세 개의 하위 변인 중에서 회피
-분산
적 정서조절양식( =.339,  <.01)에서만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부모
화(  =.136,  <0.01)와 과보호(  =.183,  <0.01)도 정서조절양식 중 회피-분산적 정서조절양식에서
만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
<표 1> 각 주요변인의 상관관계 및 기술통계
1
1. 대인관계 문제
2. 부모화

2

***

.303

***

.340

4-1 능동적 정서조절

-.061

4-3. 지지추구적 정서조절

4-1

4-2

4-3

1

3. 과보호

4-2. 회피-분산적 정서조절

3

***

.339

-.047

1
***

.428

.164

.080

***

.136

.032

1

***

.183

.006

1
***

.184

***

.544

1
***

.227

1

M

SD

1.86

.33

1.65

.50

2.11

.69

3.21

.74

3.07

.76

3.14

.74

*** p< .001

부모화와 과보호, 정서조절양식이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
부모화와 과보호, 정서조절양식 중 회피-분산적 정서조절양식이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1에서 정서조절양식 중에서 회피-분산적 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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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 양식만 대인관계와 유의미한 영향을 보였기 때문에 부모화와 과보호, 정서조절양식 중에
서는 회피-분산적 정서조절양식을 모형에 투입한 결과 모든 독립변인이 대인관계 문제에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변인의 표준화 계수를 비교한 결과 회피-분산적 양식
( =.275,  <.001), 부모화(  =.175,  <.001), 과보호( =.211,  <.001)의 순서로 대인관계 문제에 영
향을 미쳤으며 세 변인은 대인관계 문제를 약 21.3% 설명하였다.
<표 2> 부모화와 과보호, 정서조절양식이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대인관계 문제

β

t

1. 부모화

.175

3.928***

2. 과보호

.211

4.697***

3. 회피-분산적 정서조절

.275

6.696***

∆F

R²

Adj R²

44.848***

.218

.213

*** p< .001

부모화와 대인관계 문제의 관계에서 정서조절양식의 매개효과
청소년의 부모화 경험과 대인관계 문제와의 관계에서 회피-분산적 정서조절양식의 매개효과
를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 그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었다. 1단계로
독립변인인 부모화가 매개변인인 정서조절양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부모화는 정서조
절양식 중 회피 분산적 양식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6,  <.01).
즉, 부모화를 많이 경험한다고 인식할수록 회피-분산적 양식을 사용함을 예측할 수 있다. 2단계
에서는 독립변인인 부모화가 종속변인인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부모화는 대인관계 문제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3,  <.001). 3단계에서
는 독립변인인 부모화에 매개변인인 회피-분산적 양식을 투입하여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
향을 살펴본 결과, 부모화( =262,  <.001)와 회피-분산적양식( =.302,  <.001) 모두 대인관계 문
제를 유의미하게 예측했다. 2단계에서 부모화가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303이었으나
3단계에서 회피 분산적 양식이 통제되었을 때 부모화가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력은.262
로 감소하였다. 즉, 회피-분산적 양식은 부모화와 대인관계 문제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함을 알
수 있었다.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지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Sobel test 결과, 회피-분산
적 양식은 부모화와 대인관계 문제와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Z=2.710,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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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부모화와 대인관계 문제에서 회피-분산적 양식의 매개효과
종속변인

단계

독립변인

회피-분산적

1

부모화

(매개변인)
대인관계문제

(예측변인)
2

(준거변인)

부모화
(예측변인)
부모화

대인관계문제
(준거변인)

3

(예측변인)
회피-분산적
(매개변인)

β

t 값

F

R²

Adj R²

.136

3.030**

9.180**

.018

.016

.303

7.933***

62.932***

.092

.090

.262

7.287***
53.894***.

.182

.179

.302

6.311***

** p< .01, *** p< .001

과보호와 대인관계 문제와의 관계에서 정서조절양식의 매개효과
청소년의 과보호 경험과 대인관계 문제와의 관계에서 회피-분산적 정서조절양식의 매개효과
를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 그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었다. 1단계로
독립변인인 과보호와 매개변인인 회피-분산적 정서조절양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과보
호가 정서조절양식 중 회피-분산적 양식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172,  <.001). 즉, 과보호된 양육방식을 경험할수록 회피 분산적 정서조절양식을 사용함을 예
측할 수 있다. 2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인 과보호와 종속변인인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과보호는 대인관계 문제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39,
 <.001). 3단계에서는 독립변인 과보호가 매개변인인 회피-분산적 양식을 투입하여 대인관계 문

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과보호( =.279,  <.001)와 회피-분산적양식( =.288,  <.001)
모두 대인관계 문제를 유의미하게 예측했다. 마지막으로 2단계에서 확인된 과보호가 3단계에서
매개변인인 회피-분산적 양식이 통제되었을 때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감소하였는지
확인하였다. 2단계에서 과보호가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339였으나 3단계에서 회피분산적양식이 통제되었을 때 과보호가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279로 감소하였다.
즉, 회피-분산적양식은 과보호와 대인관계 문제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함을 알 수 있었다. 매개효
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지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Sobel test 결과, 회피-분산적 양식은 과보호
와 대인관계 문제와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Z=3.315,  <.001).

- 268 -

청소년의 부모화 및 과보호 경험이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 정서조절양식의 매개효과

<표 4> 과보호와 대인관계 문제에서 회피-분산적 양식의 매개효과
종속변인

단계

회피-분산적

1

(매개변인)
대인관계문제

독립변인
과보호
(예측변인)

2

(준거변인)

과보호
(예측변인)
과보호

대인관계문제

3

(준거변인)

(예측변인)
회피-분산적
(매개변인)

β

t 값

F

R²

Adj R²

.172

3.820***

14.594***

.030

.028

.339

7.933***

62.925***

.115

.113

.279

6.643***
55.368***

.190

.186

.288

6.852***

*** p< .001

논 의
이 연구는 부모화와 과보호를 경험한 청소년들의 대인관계 문제와의 관계에서 정서조절양식
하위영역들과의 관계를 주목하고 분석하였다.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연구 결과가 청소년의 상담
에 시사하는 점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에서 청소년들이 경험한 부모화와 과보호적 양육태도
, 정서조절양식이 대인관
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회피-분산적 정서조절양식과 부모화, 과보호
순으로 대인관계 문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회피-분산적 정서조절양식이 대인
관계 문제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박송이, 채규만(2012)의 연구 결과에 의해 뒷받침된다. 또
한 부모화가 높은 자녀들일수록 대인관계에 있어 문제를 겪는다는 박현정, 천성문, 주동범(2011)
의 연구를 뒷받침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신의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할 때
좌절감을 겪지 않기 위해 다른 생각을 하거나 상황을 피하는 행동들을 선택하는 것이 대인관계
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고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부모화 경험이 대인관계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상호
호혜적이지 않은 관계 속에서 불공평한 느낌을 경험하는 부모화된 자녀들은 다른 사람들과 어
울리지 못하는 등 대인관계에 있어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한 Chase(1999)의 선행연구를 뒷받침
한다. 과보호를 경험한 자녀들의 경우 대인관계 문제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은 부모의 강한
불안감이 자녀의 활동을 제한하여 적절한 심리적 독립을 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으로 보이며
,
과보호를 경험한 자녀들은 대인관계에 필요한 자율성들을 습득하지 못해 대인관계에도 부정적
인 영향을 미쳤으리라 예측할 수 있다. 결국, 과보호적 양육태도는 한 개인의 건강한 인격발달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있어 성숙하지 못 한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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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청소년의 부모화 경험이 정서조절양식을 매개로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본 결과, 회피-분산적 정서조절양식이 부분 매개 함을 알 수 있었다. 즉, 부모화는 그 자체로 대
인관계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동시에, 회피-분산적 정서조절 양식을 많이 사용할수록 자신
의 부정적인 정서들을 파악하지 못하여 갈등을 처리하지 못하고, 회피함으로써 대인관계에 문
제가 더욱더 심화됨을 알 수 있다. 이는 부모화 수준이 높을수록 대인관계 문제를 경험한다는
연구들(문비, 2006; 박현정 외, 2011; 전소연, 이정윤, 2012)과 일치하며 부모화 수준이 높을수록
정서조절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연구(최윤미, 2015) 그리고 정서조절의 어려움을 겪을수록 대인
관계 문제를 경험한다는 연구들(이민선, 채규만, 2012)에 의해 뒷받침 된다.
부모화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적정한 수준으로 타인에게 도구적·정서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건강한 대인관계를 맺는데 긍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으나 오히려 대인관계에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은 자신의 애씀에 대해서 적절하게 보상받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주기만하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느꼈을 때 즉, 불공정을 경험할 때 더욱 문제가 된다. 또한 이러한 불공정의 경험은 대인
관계 문제의 전 영역에 걸쳐 더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불공정을 느끼는 청소년들
은 겉으로 보기에는 타인을 배려하는 어른스러움을 보이기 때문에 철든 아이로 여겨져 위험성
이 드러나지 않지만 경험하는 정서들을 표현하는 대신 바람직하게 여겨질 만한 정서들만 표현
하고, 부정적으로 여겨질 정서들은 다른 생각들로 돌려버리며 회피하기 때문에 자신의 욕구는
억압한 채로 관계를 맺어 친밀한 대인관계를 맺기 어렵다는 것을 추론 할 수 있다. 부모화 된
자녀들은 타인으로부터 거부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크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욕구를 억압하면서까지 배려하는 태도를 보인다(조은영, 2004). 그렇기 때문에 정서표현을 억제
하는 경향이 있으며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청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 문제
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부정하는 회피전략을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
그렇기 때문에 부모화된 청소년을 상담할 경우 부모화되어지는 것이 진정한 효는 아니며 자
신의 발달과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것이 자녀로서의 마땅한 도리임을 인식시키는 접근이 필요
할 것이다. 또한, 부모화된 청소년이 부모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
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인식하나 이는 건강한 자아발달과정에 나타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것임
을 받아들이며 부모의 입장과 자녀의 입장의 차이를 인식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는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더 나아가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줄이기 위해 정서를 회피하는 방법
이 오히려 문제를 심화시킴을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며 부모 역시도 자녀의 과도한 어른스러움
이 오히려 정서적, 대인관계적 문제를 유발한 다는 것을 부모 교육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청소년의 과보호 경험이 정서조절양식을 매개로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본 결과, 회피-분산적 정서조절 양식이 부분 매개함을 알 수 있었다. 과보호 역시 그 자체로 대
인관계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회피-분산적 정서조절 양식을 많이 사용할수록 대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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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문제를 야기한다. 이는 과보호 수준이 높을수록 대인관계 문제를 경험한다는 연구들(문혁준,
2000; 이지희, 문혁준, 2008)과 일치하며 과보호 수준이 높을수록 부적응적인 정서조절을 사용한
다는 연구(김성희, 정옥분, 2011) 그리고 정서조절의 어려움을 겪을수록 대인관계 문제를 경험
한다는 연구(이민선, 채규만, 2012)에 의해 뒷받침 된다.
과보호를 받은 자녀들의 경우 통제와 애정의 경계선에 있어 이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특히 한국의 사회문화적 환경은 부모가 자녀를 위해 일방적으로 희생해야 한다는
인식들이 많고 이를 당연시 여기기 때문에 자녀들 또한 부모의 간섭과 통제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들을 표현하기 어렵다. 과보호적인 부모에게서 양육된 자녀들은 부모가 자녀의 요구를 과
도하게 들어주기 때문에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는데 익숙하지 않고 의존적이며 공감능력이 결여
되는 특성을 지닌다(정은, 2012). 또한 부모가 자녀를 과도하게 통제할 경우 자녀는 자신이 경
험하는 정서를 부정적으로 지각하게 되어 부적응적인 정서조절을 할 수 있다
. 특히, 청소년기는
성장하면서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여러 감정들을 경험하고 이를 회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감
정 배우며 성장하는 시기이다. 그러나 과보호하는 부모는 자녀가 부정적인 경험을 느끼기 전에
미리 통제하기 때문에 자녀가 스스로 부정적인 감정을 재해석하여 적응적으로 유지하고 강화할
기회를 잃게 만든다. 이는 Adler가 부모가 자녀 주의를 맴돌면서 자녀 스스로 해야 할 과제를
빼앗아 자녀의 정서 발달상의 과제를 해결할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성장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맞닥뜨리게 될 ‘난관’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발달시키지 못하게 만든다는 논리와도 일맥상통
한다(Nelson & Erwin, 2000). 또한 자녀의 일시적인 욕구를 즉시 충족시켜 주거나 자율적인 의
지를 통제할 경우 자녀를 신경질적이며 불안하게 만듦으로써 자신의 정서를 효율적으로 조절할
수 없게 만든다. 결국, 부모의 과보호적 태도는 자녀가 정서를 능동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회
를 잃게 만들며 불편한 감정을 회피하는 등 미숙한 정서처리양식을 야기 시켜 자녀의 올바른
대인관계를 방해하는 원인이 된다.
부모의 과보호적인 태도에 의해 양육된 청소년은 수동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향이 강하며 자
신의 바람을 선택하고 책임지는 것을 회피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지속적인 부모의 통제하에 놓
이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과보호적인 양육태도에서 성장한 청소년의 상담에 있어서 자기통제
력을 갖도록 돕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무엇보다 자신의 바람을 탐색하고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가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의견을 존중받으며 실행하고자 하는 의사결정의 기
회를 선택하며 실행 후에 결과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또한,
부모의 과보호적 양육태도가 부적응적인 정서조절과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
을 파악할 때 부모의 과도한 통제가 자녀들로 하여금 부적응적인 정서조절양식을 사용하게 하
고 이로 인해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김을 알리는 부모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 더 나아가 과보호
된 자녀들이 정서적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상담을 통해 이를 재해석하고 능동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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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상반된 개념의 두 양육태도인 부모화와 과보호가 대인관계 문제
, 정서조절양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입증하였으며 또한 부모화와 과보호의 대인관계 문제에서 정서조절양식
의 매개효과를 입증하였다. 이 연구의 시사점은 부모의 양육 방식 중 부모화와 과보호 두 요인
을 탐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이들의 관계를 정서조절을 매개로 대인관계 문제를 비교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지니며 이에 기초하여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매개변인으로 가정한 정서조절양식의 경우 회피
-분산적
양식만 부분 매개변인으로 확인되었고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쳤다. 반면 능동적 양식과 지지추
구적 양식은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긍정적인 조절양식을 많
이 사용하는 것이 긍정적인 대인관계 형성에 미치는 영향보다 부정적인 조절양식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긍정적인 대인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는
정서조절의 하위 요인이 개념적으로 구분될 뿐만 아니라 서로 독립적으로 기능한다는 점을 확
인한 점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왜 긍정적인 조절양식의 영향력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적은지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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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Effect of Parentification and
Overprotectiveness on Interpersonal Problem: A Focus
on the Mediation Effect of Emotional Regulation Style
Haein Jeong

Insoo Oh

Ewha Womans University
This study explored the influence of adolescent’s perceived parentification and overprotectivenss
on their interpersonal problems. In particular, adolescent’s emotional regulation style was assumed
to mediate the influence of the parentification and overprotectivenss on their interpersonal
problems. A survey was conducted for 504 students in the five middle and high schools. A series
of multiple regression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effects of parentification, overprotectiveness,
emotional regulation style on interpersonal problem. The results of the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avoidant-distractive

emotional

regulation

style,

overprotectiveness, and parentification had significant influences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in
the listed order. Second, avoidant-distractive emotional regulation style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 between parentification and interpersonal problem. Finally, in terms of the relations
between overprotective and interpersonal problem, avoidant-distractive emotional regulation style
had mediating effects. Based on the findings above, the study suggests that counseling intervention
should be required for adolescents in terms of regulating their emotions and dealing with problems.
Key word: interpersonal problems, parentification, overprotectivenss, emotional regulation 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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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졸자의 첫 취업 과정에서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의 자기회귀 교차지연 효과*
방지원

유성경†

이화여자대학교

본 연구는 대학 졸업 후 첫 취업 과정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이 어떻게
변화하고 상호작용 하는지 살펴보았다
. 이를 위해‘한국 여대생들의 일가족 다중역할에
대한 계획 변화의 종단연구’자료 중 1차 설문시기에 대학 4학년, 2차 설문시기에 대졸자,
3차 설문 시기에 취직 혹은 대학원 진학한 137명을 추려 사용하였다. 진로결정 자기효능
감 척도와 진로정체감 척도를 사용하고, 자기회귀 교차지연모델(ARCLM)을 사용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졸업 후 1년 내 진로 결정 과정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 모두 시간의 경과에 따라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둘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과 진로정체감의 교차지연 효과가 모든 시점에서 유의하게 나왔다. 셋째, 2차 년도의 진
로결정 자기효능감이 3차 년도의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나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이 졸업 후 실제 직업 선택 시기에 진로정체감에 선행적 인과성을 갖는
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3년에 걸친 종단 자료를 이용하여 기존 횡단연구에서 진로
정체감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정체감에 영
향을 준다는 결과를 확인하고 더 나아가 시간의 흐름에도 두 변인이 상호작용 함을 확인
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 주요어: 대학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정체감, 첫 취업, 종단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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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대학생 시기는 학교에서 일자리로의 이행(school to work)을 준비하는 시점으로서(김봉환,
김계현, 1997) 이 시기의 청년들은 자신의 능력과 욕구를 파악하고 직업에서 요구하는 조건과
조율하여 진로를 결정해야 한다(Ginzberg, 1988). 특히 대학 졸업 후 첫 취업은 청년들의 경
제적, 심리적 독립과 함께 결혼과 같은 새로운 발달과업의 시발점이 되기에(Erikson, 1968;
Super, 1980; Warr, 1987) 대학생의 합리적인 진로의사결정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나 최근 한국에서는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20대를 표현한 88만원 세대, 대학 졸업 후
취직이 어려워 졸업을 유예하는 NG족 등 여러 가지 신조어가 생겨날 만큼 청년들의 취업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통계청(2016)에 따르면 2016년 5월 청년 실업률이 9.7%로 사상 최고 수
준을 기록했고, 그 중 대학 졸업자들의 실업률은 2005년 6.2%에서 2015년 9.6 %로 증가했다
고 한다. 매해 증가하는 실업률에 반해 청년 고용률은2004년 45.2%에서 2016년 42.7%(통계
청, 2016)로 꾸준히 줄고 있어 불안정한 고용시장에서 대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가 커지고 있
다(이상희, 서유란, 2012). 한국고용정보원의‘2011년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결과’를 보면,
대학 졸업 후 첫 취업을 하기 까지 약 11개월이 걸리며, 이처럼 취업이 어려운 사회 경제적
인 상황은 대학생들에게 많은 압박을 주고 그들의 혼란을 가중시켜
(류진혜, 김은정, 2000) 상
당수 대학생들이 직업적인 준비 측면에서 성숙하지 못 하고
, 진로에 대한 의식 또한 명확하
게 갖지 못하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정철영, 2011). 이는 대학생들이 취업이나 진로문제에 대
한 고민과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는 대학 상담센터나 학생생활 연구소의 보고에서도 들어
나는 바로 대학생들의 주 고민은 자신의 진로방향 혹은 직업 선택의 방향이 적절한지
, 자신
의 능력이 충분한지, 취업 준비 방법에 대한 막연함으로 인해 심리적인 어려움과 이로 인한
취업준비 행동 방해로 나타나고 있다(박미경, 이현림, 2008).
진로 및 직업 선택 방향의 혼란은 획일화된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한 자신과 진로에 대한
성찰과 고민의 부재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중고등학교 시기에 이루어야 하는 발달 과업
으로 제시된 진로정체감 확립(Erikson, 1968)이 우리나라 학생들의 경우에는 대학 이후로 유
보 되었기에(김기정, 이연희, 1999) 현재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진로를 탐색만 하고 결정하지
못하는 진로정체감 유예 단계에 많이 머무르고 있다(강갑원, 김민자, 전나영, 2014; 서유란, 이
상희, 2012). 더 나아가 상당수의 대학생들이 고등학교의 성적이나 수능 성적에 맞추어 대학
과 전공을 선택하여 대학교 시기의 학업을 포기하거나 졸업을 유예하는 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교육부, 2014) 대학생 시기로 유보된 진로정체감의 확립(Waterman, 1985)이 원활하
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자신이 대학 졸업 후 어떤 직업을 가질지, 이를 위해 어
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취직 후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성숙한 그림을 그리는
경험이 없어 진로에 대한 명확한 정체감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정철영,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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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신의 직업 선택에 대한 부족한 확신은 취업에 대한 불안과 심리적 장벽으로 이어져
(이기학, 1997) 결국 자신이 진로에 관한 선택을 잘 할 수 있다는 효능감 부족이 진로문제 스
트레스를 야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진로결정 효능감은 진로 스트레스와 연관된 중
요한 변인으로서(배주윤, 2009; 송주현, 2008; 윤훈상, 2005), 긍정적으로 발달하지 못한 진로결
정 자기효능감은 적극적인 진로준비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는 취업준비 대학생들을
더욱 좌절하도록 만드는 악순환을 겪게 한다(박미경, 이현림, 2008).
요약하면 대학생 시기에는 자기개념과 일치하고 현실적으로 가능성 있는 진로의사결정을
해야 하나(김태환, 2013) 현재 한국 대학생들은 개인 외, 내적인 요소들로 인해 진로의사결정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졸업 후 첫 취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면 상처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에(Ellwood, 1982), 한국 대학생들이 처해있는 사회 문화적
인 현실에 대한 고찰뿐만 아니라 개인의 진로발달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인기로 진입하기 이전 본격적으로 진로결정이 요구되는 대학 졸업
생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진로의사결정 과정을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
진로의사결정이란 다양한 정보들을 통해 잠정적인 직업적 대안을 도출하고
, 자신의 가치관
과 그 실현 가능성에 따라 잠정적인 선택을 한 후 이를 구체화 시켜 최종 진로를 선택하는
것으로서(Gotffredson, 1981; Harren, 1979), 이 과정에서 대학생들은 단순한 정보수집 및 탐색
행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심리적인 과정을 거친다(Harren, 1979). 이 때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심리적 요인들 중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진로정체감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주목하
였다.
Super(1963)는 진로정체감이 명확하게 형성된 사람일수록 높은 동기수준을 갖고, 높은 정체
감이 뚜렷한 목표로 작용하여 힘든 구직 상황에서도 더 긍정적인 진로발달을 기대할 수 있다
고 하였다. 명확한 진로정체감을 가질수록 그 상황에 맞는 진로 선택을 더 잘하고 자신과 일
의 세계를 더 잘 연결하기에(Holland, Daiger, & Power, 1980), 진로정체감과 진로결정수준
및 성숙도가 상관이 있다는 것(김봉환, 김계현, 1997; 장지선, 2005; 홍혜경, 1998; Holland, &
Holland, 1977)이 밝혀졌고, 진로정체감이 진로 성숙의 핵심적인 요소라는 결과 또한 연구되
었다(Fuqua, Blum, & Hartman, 1988).
진로정체감과 더불어 진로결정 과정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진로결정 자기효능
감이 많이 연구되어 왔다. 자기효능감이란 자기주도적 신념으로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자
신이 진로 선택과 진로 관련 행동을 하는데 있어서 잘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정의된다
.
Bandura(1977)는 자기효능감의 기대와 수행 간에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이는 진로발달
과 진로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홍혜영, 안혜선, 2009). 진로 영역의
자기효능감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진로결정과 관련된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느끼는 개인 능력에 대한 신념으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은 개인은 진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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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 자신감 있고 적극적으로 행동한다
(Hackett & Betz, 1981). 동기는
개인이 자신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더 강하게 발달되고 유지되는데
(Ford & Smith,
2007), 높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자신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하여 더 강한 동기로
이어지고, 그 결과 진로 발달과 관련된 변인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 이전 연구에서 높
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 준비 행동, 진로 결정 수준 및 진로태도 성숙 예측, 진로 선
택, 진로 성숙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김미란, 2007; 김선중, 2004; 김수지, 이정자,
2013; 이희영, 2003; 임은미, 이명숙, 2003; 한주옥, 2004; Betz, & Hackett, 1983; Luzzo, 1993;
Robbins, 1985)는 것이 밝혀졌고, 진로발달과 관련하여 중요하고 결정적인 요인으로 꼽혔다
(양난미, 2006). 조명실과 최경숙(2007)의 연구에 따르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구직행동을
29%를 설명함으로서 가장 많은 설명력을 가진 변인임을 결과로 내었고
, 양진희와 김봉환
(2008)에 따르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하위영역 중 직업정보 효능감, 미래계획 효능감, 문
제해결 효능감이 구직행동을 유의미하게 설명한다고 하였다
. 즉,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실제
수행과 연관되어 있는 중요한 진로요인으로서 준비행동이나 결정행동 등에 영향을 미치기에
,
한국 사회가 처해있는 힘든 취업난과 구직과정 속에서 대학생들이 스트레스 및 장애를 지각
하더라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은 개인은 진로준비행동을 비교적 잘 수행할 수 있어 진
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요약하면, 동기구성요소 중 목표로서의 정체감은 개인의 행동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 자기주
도적 신념인 효능감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평가적 정보를 제공하며 서로 상호작용하여 동기
를 구성하고 조직화하여 개인의 행동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Ford, 1992). 이를 진로영역에서
살펴보면 진로 목표로 정의될 수 있는 진로정체감과 진로 선택을 잘 할 수 있다고 믿는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이 평가적 정보로서 서로 상호 작용하여 진로와 관련된 행동을 이끈다고 할
수 있다. 이전에 실시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
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 사이의 상관이 있었고(Fuqua, Newman, & Seaworth,
1988; Gushue, Clarke, Pantzer, & Scanlan, 2006; Robbins, 1985), 대학생들과 고등학생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간의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어(이정규, 2006; 이정애, 최
웅용, 2008; 이경선, 2009) 두 변인이 진로발달에 있어 연관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두
변인 사이의 인과적 관계를 분석한 선행 연구결과들은 다소 비일관된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
는데 예를 들면, 회귀 모형을 이용하여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친다
는 것을 확인하기도 하였으나(권경남, 최은희, 2010; 이경선, 2009; 정점숙, 정미조, 유일영,
2014), 반대로 진로정체감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 또한 있었
다(Fuqua, Blum, & Hartman, 1988). 이러한 일관되지는 연구 결과들은 기존 연구들의 연구
방법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기존 연구들은 두 변인사이의 상호인과성만을 초점을 두고 분석
하기 보다는, 다양한 진로관련 변인들(진로결정 수준, 진로의사결정 유형, 진로준비행동, 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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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등)과 함께 포함시켜 진행되었기에 진로정체감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상호방향에 대한
직접적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선행 연구들은 대부분 횡적 자료를 이용하여
인과관계를 분석하여 이들의 직접적인 상호 인과 관계를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다
. 또 한 가
지 고려해야 할 요소는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주로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정
애, 최웅용, 2008) 실제 직업 세계로의 진입을 앞두고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성인 진입
기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졸업을 앞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
사이에 어떤 종단적 관계를 갖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구체적으로 진로정체감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시간, 환경 및 경험에 따라 변한다는 것을 기초로 하여
(Rueda & Dembo, 1995;
Tiedeman & O'Hara, 1963) 대학 4학년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첫 취업을 하는3년 동안의 과
정에서 진로정체감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각각 어떻게 유지되거나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
해 살펴보고, 또 두 변인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대학 졸업 후 첫 취업이라는 진
로선택과정은 한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발달 과정
이므로(강선영, 1996) 종단연구를 통해 졸업을 앞둔 이들의 진로결정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이
론적으로, 실제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연구 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이화여대 여성 진로 연구팀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서울 및 경기도를 포
함한 주요 도시의 남,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한국 여대생들의 일가족다중역할에 대한
계획 변화의 종단연구’의 1,2,3차 자료의 일부를 사용하였다.
대학 졸업 후 첫 취업까지 걸리는 기간이 약 11개월이라는 한국고용정보원의‘2011년 대졸
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 졸업 후 1년 내에 진로선택을 마친 사람들을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즉, 1차년도 설문 참여 시 대학 4학년, 2차년도 설문 참여시 대학졸업
후 미취업 혹은 미진학 상태, 3차년도 설문 참여시에는 취업 혹은 대학원에 진학한137명(3차
년도 기준으로 남 37명, 여 100명)을 선택해 분석 하였다. 종단 자료의 특성상 시간의 흐름에
따라 1차와 2차 사이에, 2차와 3차 사이에 표본의 유실이 발생하여 결측치 발생 및 각 시점
의 응답자 수가 다르게 되었다. 특히, 2차 시점에 유실을 만회하기 위해 추가한 15명으로 인
해 상대적으로 3차년도의 응답자 수가 가장 많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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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도구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척도
본 연구에서는 Taylor와 Betz(1983)가 개발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척도(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Scale; CDMSES)를 Betz, Klein과 Taylor(1996)가 단축한 CDMSES-S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Short From)를 Likert식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변환, 수정하여 타당화한 이은경(2001)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
는 직업정보, 목표선택, 미래계획, 문제해결, 자기평가 총 5개의 하위척도에 각 5문항씩 구성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 대학생을 대
상으로 한 이기학과 이학주(2000)의 연구에서 전체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92였고, 하위 척도
별 합치도는 자기평가 .76 직업정보 .68, 목표선택 .75, 미래계획 .79, 문제해결 .70, 으로 나타
났다. 본 연구의 전체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1차 .91, 2차 .94, 3차 .92 이었으며 하위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1차 년도에 .69-.79, 2차 년도에는 .75-.82, 3차 년도에는 .68-.80 이었다.
진로정체감 검사
본 연구에서는 Holland, Diager와 Power(1980)가 개발한 MVS(My Vocational Situation)의
VIS(vocational identity scale)를 김봉환(1997)이 번안한 한국형 VIS(Vocational Identity Scale)
를 사용하여 진로정체감을 측정하였다. 원 검사에서는 높은 점수가 낮은 진로정체감을 나타
냈으나 본 연구에서는 역채점을 사용하여 높은 점수가 높은 진로정체감을 나타내도록 하였
다. 이 척도는 총 18문항으로 본인의 진로에 대한 명확하고 안정된 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
해 측정하며 Likert식 4점 척도로 구성되어있다. 김봉환(1997)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89
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내적 합치도는 1차 .92 2차 .91 3차 .91 이다.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자기회귀 교차지연모델(ARCLM)을 사용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의 안정성 및 인과적 관계를 알아보았다
. 자기회귀 교차지연모델은
종단자료를 이용하여 변인간의 인과관계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Curran & Bollen, 2001),
두 변인 간의 관계를 다면적으로 검증함으로써 뚜렷한 인과관계를 도출해 낼 수 있다는 강점
이 있다(홍세희, 박민선, 김원정, 2007). 자기회귀 교차지연모델(ARCLM) 중 자기회귀 모형
(autoregressive model)의 핵심은 [t]시점의 값은 [t-1]시점의 값으로부터 설명된다는 것이며,
교차지연 효과(cross-lagged effect)의 핵심은 두 변인간의 시간의 지연에 걸친 상호작용에 대
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홍세희, 2000). 본 연구의 ARCLM을 설명하는 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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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정체감        
진로정체감   
    진로정체감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t]는 [t]시점에서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측정값을 나타내고,   
는 [t]시점의 절편을,  은 [t-1]시점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t]시점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에 미치는 자기회귀계수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t-1]은 [t-1]시점에 대한 진로결정 자기효능
감 측정값을,  는 [t-1]시점의 진로정체감이 [t]시점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교차지
연계수를, 진로정체감 [t-1]은 [t-1]시점의 진로정체감 측정값을, r  [t]는 [t]시점의 오차를 뜻한
다. 마찬가지로 진로정체감 [t]는 [t]시점에서의 진로정체감의 측정값을 나타내고,  는 [t]시
점의 절편을, 은 [t-1]시점의 진로정체감이 [t]시점의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자기회귀계수를,
진로정체감 [t-1]은 [t-1]시점의 진로정체감 측정값을, 는 [t-1]시점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t]시점의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교차지연계수를 진로정체감 [t-1]은 [t-1]시점의 진로정체감 측
정값을, e [t]는 [t]시점의 오차를 뜻한다.
자세한 모형은 그림1로 제시하였다. 그림1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1, 2, 3과 진로정체감1,
2, 3의 숫자는 각 측정시점을 의미하며, 경로계수에 표시된 알파벳은 동일화제약(equality
constraints)를 위해 사용되었다. a1, a2, a3, a4는 측정변수에 대한 요인계수의 동일화 제약을
,
A와B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의 자기회귀계수에 대한 동일화제약을, C와D는 진
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 사이의 교차지연계수에 대한 동일화 제약을, E는 오차 공분
산에 대한 동일화 제약을 뜻한다.
ARCLM 검증은 연구모형을 설정한 뒤 내재된(nested) 경쟁모형과의 비교를 통해 간명하면
서도 설명력이 있는 최적의 모형을 선택하여 그 모형의 자기회귀계수와 교차지연계수를 통해
두 변인간의 인과적 관계를 검증하는 것이다. 모형비교를 위해 차이 검증과 적합도 지수를
고려해야하나, 차이 검증은 표본 크기에 민감하므로(홍세희, 유숙경, 2004), 본 연구에서는 표
본의 크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CFI(Comparative Fit Index)와 표본의 크기에 영향을 많이 받
지 않고 모형의 적합도와 간명성을 같이 고려할 수 있는 TLI(Tucker Lewis Index)와
RMSEA(Root Mean-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적합도 지수로 이용하였다.
Hu와 Bentler(1999)에 따르면 TLI와 CFI는 .95 이상일 때 좋은 적합도로 해석하나, Browne
과 Cudeck(1993)과 홍세희(2000)는 TLI와 CFI는 상대적인 지수로 .90 이상이면 좋은 적합도
로, RMSEA는 절대적합도로 .05 이하이면 좋은 적합도, .08 이하이면 적절한 적합도, .10 이상
이면 부적절한 적합도를 나타낸다고 하여 이 수치를 따라 해석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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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의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

종단 자료의 특성상 결측치가 발생하였고
, 결측치 처리 시 완전정보 최대우도법(FIML)을 사
용하였다. FIML은 결측치를 삭제하거나(Listwise Deletion), 대체하지 않고(Mean Imputation)
각 사례의 우도함수를 추정하여 분석하는 방식이다(Kline, 2011). FIML은 한 변수의 결측치가
무선적으로 발생하였거나, 한 변수의 결측 여부가 다른 변수 값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보다
정확하게 미지수를 추정할 수 있고(Arbuckle, 1996), 종단자료에서 발생한 결측치도 모두 분
석에 포함 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김양희, 2008).
또한 종단연구에서 잠재변수를 반복변수로 설정 할 때 변수의 개념이 시간의 흐름에도 불
구하고 동일한 구인을 측정한다는 종단적 구인 동일성을 확보하여야하는데
(Taris, 2002), 구조
모형 검증에서는 요인계수의 동일성 혹은 측정동일성을 뜻하는 약한 구인 동일성을 충족하면
된다(Hair, Black, Babin, Anderson, & Tatham, 2006). 이는 응답자들이 시간의 흐름에도 불구
하고 측정 변수에 대한 내용을 동일하게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홍세희 외, 2007). 본
연구에서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잠재변수로서 5개의 지표변수로 구성하였고, 진로정체감
은 단일 지표변수로서 측정변수로 설정하여 진행하였다.
또한 오차항 간의 공변량을 허용하였는데, 이는 반복측정 설계로 인해 측정오차 간의 유의
한 상관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Pitts, West, & Tein, 1996). 그 이유로는 한 측정
변인(예: 1차 년도의 자기평가)의 측정 오차 중 일부는 단순 무선오차이나, 나머지 일부는 동
일 잠재변인(예: 1차 년도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측정지표로 구성된 다른 측정 변인들(예:
1차 년도의 직업정보)과 공유되지 않는 체계적인 변량을 갖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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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reskog, 2002). 이런 공변량 관계를 모형에 반영하지 않으면 안정성 계수의 크기가 증가하
고, 모형의 적합도 지수가 감소 할 수 있다(최희철, 황매향, 2010; Pitts, West, & Tein, 1996).
본 연구에서는 기초 자료 분석을 위해SPSS 18.0을 사용하였고, 연구 모형을 분석하기 위
해 AMOS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연구 결과
연구변인들의 기술통계 분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의 기술통계치를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의 평균 및 표준편차
1차년도(N=125)

2차년도(N=112)

3차년도(N=137)

M

SD

M

SD

M

SD

3.72

.51

3.76

.57

3.62

.54

자기평가

3.85

.61

3.86

.62

3.68

.64

직업정보

3.7

.60

3.71

.67

3.61

.64

목표선택

3.86

.63

3.85

.64

3.6

.66

미래계획

3.71

.64

3.72

.68

3.61

.64

문제해결

3.48

.71

3.64

.7

3.62

.67

2.84

.76

2.64

.52

2.56

.52

변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정체감

구조모형의 검증과 자료 분석
대학교 4학년 학생들이 지각하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 두 변인 간에 종단적 인과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
해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을 분석하였다.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 분석에서는 측정 동일성,
경로 동일성, 오차공분산 동일성이 성립해야하므로(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다음 8단계
의 모형을 순차적으로 검증하여 최적의 모형을 찾고
, 그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모형1: 그림 1에서 오차 사이의 공분산을 제외한 기본 모형이다.
모형2: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 간에 상관이 존재할 수 있다는 가정으로 동일시
점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의 상관을 설정한 모형이다. 모형1에 d1, d2과 d3, d4
사이에 공분산을 추가하였다.

- 287 -

방지원․유성경

모형3: 모형2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측정변수 요인계수에 동일화 제약을 추가한 모형이다
.
그림1에서 세 시점의 a1, a2, a3, a4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한 요인계수를 세 시점에서
동일하게 제약했고, 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한 측정이 동일하게
이루어졌음을 뜻한다.
모형4: 모형3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자기회귀계수에 동일화 제약을 추가한 모형이다
. 시
간의 흐름에 따른 측정 동일성이 성립된 경우 그림
1의 A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자기회귀
계수에 대한 동일화 제약을 뜻하며, 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자기회
귀 효과가 동일한지 평가하는 것이다.
모형5: 모형4에 진로정체감의 자기회귀계수에 동일화 제약을 추가한 모형이다
. 그림1의 B
는 진로정체감의 자기회귀계수에 대한 동일화 제약을 뜻하며, 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로
정체감의 자기회귀 효과가 동일한지 평가하는 것이다.
모형6: 모형5에 진로정체감에 대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교차지연계수에 동일화 제약을
추가한 모형이다. 그림 1에서 C는 진로정체감에 대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교차지연효과의
동일화 제약을 의미하며, 이는 이전 시점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이후 시점의 진로정체감
에 영향을 주는 교차지연 효과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동일한 지를 평가한다
.
모형7: 모형6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한 진로정체감의 교차지연계수에 동일화 제약을
추가한 모형이다. 그림 1에서 D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한 진로정체감의 교차지연효과의
동일화 제약을 의미하며, 이는 이전 시점의 진로정체감이 이후 시점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에 영향을 주는 교차지연효과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동일한 지를 평가한다
.
모형8: 모형7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의 오차 간 공분산에 동일화 제약을 추
가한 모형이다. 그림1에서 E는 오차 간 공분산에 대한 동일화 제약을 의미한다
.
각 모형은 서로 내재된 관계이므로 차이검증을 적용할 수 있지만
, 이는 표본의 크기에 민
감하므로 모형적합도 지수인 TLI, CFI, RMSEA를 함께 고려하였다. 동일화 제약을 가했을 때
TLI, CFI, RMSEA가 나빠지지 않으면 동일성이 성립된 것으로 해석하였다(홍세희 외, 2007).
8개의 모형 검증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기본 모형1과 오차 사이의 공분산을 추가한 모형2의 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간명성을 나
타내는 자유도(df)값은 줄어들지만 동시에 설명력을 나타내는 차이 검증치가 유의도.01수준
에서 유의미 하게 감소하여 설명력을 획득하고, 모형적합도 비교 시에도 모형2의 적합도들이
모두 모형1에 비해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단계로 모형2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측정변수 요인계수에 동일화 제약을 한 모형
3의 차이검증 결과가 .05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았
고 CFI는 근소하게 줄었지만 TLI는 근소하게 증가하여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시간에 따른
측정 동일성이 충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3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자기회귀계수에
대한 동일화 제약을 한 모형4의 차이검증 결과가 .05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았고 모형의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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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모형 비교 결과(N=137)
RMSEA

모형



df

TLI

CFI

1

229.465

119

.889

.923

.082(.066-.098)

2

171.885

117

.944

.962

.058(.038-.076)

3

183.051

125

.945

.960

.058(.039-.075)

4

184.746

126

.944

.959

.058(.039-.075)

5

186.390

127

.944

.959

.058(.039-.075)

6

187.548

128

.945

.959

.058(.039-.075)

7

189.962

129

.944

.958

.058(.040-.075)

8

190.697

130

.944

.958

.058(.039-.075)

(90%신뢰구간)

도도 나빠지지 않았으므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시간에 따른 자기회귀 계수에 대한 경로
동일성도 충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4와 진로정체감의 자기회귀계수에 대한 동일화 제
약을 한 모형5의 차이검증 결과가 .05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았고 모형의 적합도도 나빠지지
않았으므로 진로정체감의 시간에 따른 자기회귀 계수에 대한 경로 동일성도 충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5와 진로정체감에 대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교차지연계수에 동일화 제약을
추가한 모형6의 차이검증 결과가 .05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모형의 적합도
도 나빠지지 않았으므로 시간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교차회귀계수에 대한 경로 동일
성이 충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6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한 진로정체감의 교차지
연계수에 동일화 제약을 추가한 모형7의 차이검증 결과가 .05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모형의 적합도도 나빠지지 않아 시간에 따른 진로정체감의 교차회귀계수에 대한 경
로 동일성이 충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7과 오차 공변량을 제약한 모형8의 차이검증 결
과가 .05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모형의 적합도도 나빠지지 않았으므로 시
간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의 오차들 간의 공분산의 시간에 따른 동일성이
충족되는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모형8을 최종 모형으로 결정하였다.
최종모형인 모형8의 구조계수 결과를 살펴보면 표 3과 같으며, 이를 그림 2로 표시하였다.
이전 시점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은 모두 그 다음 시점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과 진로정체감에 각각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이전 시점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그 다음 시점의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교차지연효과도 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는
데, 이는 이전 시점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이후 시점의 진로정체감도 높아진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전 시점의 진로정체감도 그 다음 시점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
는 교차지연효과가 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도 마찬가지로 이전 시점의 진로정체감이
높을수록 이후 시점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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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최종 모형의 구조계수 결과
표준화된

경로

추정치

표준오차

비표준화된
추정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1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2

.491



.083

.52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2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3

.511   

.083

.521   

진로정체감1 → 진로정체감2

.345   

.067

.239   

진로정체감2 → 진로정체감3

.245   

.067

.239   

진로결정 자기효능감1 → 진로정체감2

.261 

.085

.269 

진로결정 자기효능감2 → 진로정체감3

.284 

.085

.269 

진로정체감1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2

.265 

.065

.189 

진로정체감2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3

.180 

.065

.189 



p<.05,



p<.001

[그림 2] 최종 추정 결과

결론 및 논의
대학 졸업 후 첫 직업 선택 과정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이 어떻게 변화 또
는 유지되는지, 그리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의 상호작용의 방향성이 어떻게 되
는지 종단적으로 확인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교 4학년에서부터 졸업 후 1년 내 진로 선택 과정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 모두 자기회귀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이 두 변인 모두 시간의 흐름
속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된다고 볼 수 있었다. 즉, 이전 시점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을수
록 이후 시점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도 높으며, 진로정체감 또한 이전 시점이 높을수록 이후
시점의 진로정체감 수준이 높다는 것이다. 이는 요약하면 대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취직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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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진학을 하는 과정 속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의 자기회귀 효과를 비교해보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자기회귀 효과가 진로정체감에 비해 비교적 강하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자기회귀 효과의 안정
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이정애와 최웅용(2008)의 연구에서 진로가치 명료화 프로그
램이 대학생의 진로정체감은 유의하게 증진시켰으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하위영역 중 자
기평가 부분만 유의하게 증진시키고 나머지 부분은 증진시키지 못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 즉,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비해 진로정체감이 진로 상담으로 인하여 변화할 수 있는 정도가 더
클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자아정체감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계속 수정되고 변화
하며(박아청, 1993; Tiedeman, & O' Hara, 1963), 진로정체감 또한 진로 발달에서 자신의 흥
미와 가치에 따라 선호하는 직업을 위한 계획을 인식하고
, 직업 목적을 형성하는 지적 과정
단계의 과업을 구체화 하는 과정이기에(Super, 1963) 연구 대상자들이 대학 졸업 후 취업이나
대학원 진학으로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환경과 상호작용 하여
진로정체감 또한 수정되고 변화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된다
. 물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도 다양한 경험을 통해 변화할 수는 있지만
, 자기효능감의 증가란 자신의 신념이 재확신 되
고 정교화 되는 과정으로서 이전에 경험한 자기효능감이 이후의 자기효능감의 기초 자원이
되므로(Rueda & Dembo, 1995) 이전에 높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가지고 있던 개인일수록
그 후의 다양한 경험 속에서도 높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더 잘 유지하고 있었으리라 생각
된다. 그러나 다른 연구(김사라형선, 2013; 이순옥, 2014) 에서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
정체감의 변화 정도가 비슷하게 나와 확인이 더 필요한 부분이다
.
둘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 사이의 인과 관계 및 상호작용을 알아보기 위해
교차지연 계수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정체감 모두 시간의 흐름
에 따라 서로의 변인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즉, 동일 시점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의 상관을 통제한 후에도 이전 시점의 진로결정 자기효능
감은 이 후 시점의 진로정체감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었고, 동시에 이전 시점의 진로정체감
도 이 후 시점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다
. 이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주고, 반대로 진로정체감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
을 준다는 기존의 횡단 연구 결과들과 같은 맥락이며(권경남, 최은희, 2010; 이경선, 2009; 정
점숙 외, 2014; 조명실, 최경숙, 2007; 최송화, 2011), 더 나아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두 변인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진로 상담이나 진로 지도를 통해 진로정체감 확립 혹은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을 향상 시켜준다면 이 후 시점의 다른 변인 또한 성숙시켜 궁극적으로는 진
로성숙의 발달과 같은 긍정적인 결과(조명실, 최경숙, 2007; Fuqua et al., 1988)를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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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선행적 인과성을 발견하기 위해 시점에 따른 두 변인간의 교차지연 효과의 크기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 간의 교차지연효과는 양방향
모두에서 유의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두 변인이 함께 상호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 1차
년도에서 2차 년도 사이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 사이의 교차지연 회귀계수 크
기(0.261, 0.265)는 양 방향이 비슷하여 서로 간에 미치는 영향력이 비슷하고 두 변인 중 어떤
변인이 선행한다고 보기는 힘들다
. 이러한 교차지연 효과의 차이는 시기별 경험에 따른 차이
라 유추 할 수 있는데, 1차 년도의 대학생 상태에서 2차 년도에 졸업이라는 생애 사건을 겪
는 과정에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뚜렷한 직업 선택을 이룬 것이 아니라 진로 탐색을 준비하
는 과정이기 때문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이 비슷한 수준으로 상호작용을 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2차 년도와 3차 년도 사이의 교차지연 회귀계수를 살펴보면
2차 년도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3차 년도의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0.284)이 2차 년도
의 진로정체감이 3차 년도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0.18)보다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졸업 후 실제 직업을 선택하는 행동 과정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정체감에 선
행적 인과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 대상자들은 2차 년도의 졸업 이후 3차 년도에
취업 혹은 대학원에 진학하는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진로선택의 경험을 했기에
, 진로 의사결
정 및 진로 결정행동의 중요한 요인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배성숙, 노희진, 문소정, 2014; 이
은경, 이혜성, 2002; 정미숙, 2015)이 다음 시점의 진로정체감에 더 큰 영향력을 나타내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은 경우, 직업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Brooks, 1990), 직업탐색 행동을 더 적극적으로 수행한다(Blustein, 1989;
Luzzo, 1993)는 것과 연결 지어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박소연(2008)의 연구에서 청년층 직업
진로 프로그램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은 연령대에 따른 차이가 없었으나 진로자기효능
감은 15-19세보다 20-24세에서, 20-24세보다 24-29세의 연령대에서 더 높은 긍정적인 효과를
얻었고, 이는 진로를 결정하고 실천 단계에 들어선 연령대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향상이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결과도 2차 년도와 3차 년도 사이에 직업을 선택하는 실천 단계
를 거친 본 연구 결과와 일맥상통하다 할 수 있다. 또한 진로정체감을 형성하는 데에는 미래
에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개인의 흥미, 능력, 재능의 발견뿐만 아니라 목표를 설정하고
진로와 관련한 결정들을 내릴 수 있는 능력 또한 포함되기에(Gushue et al., 2006; Holland et
al., 1980), 제한된 진로 탐색 기회를 가졌던 1차 년도 보다 졸업 후 더욱 적극적이고 체험적
으로 취업을 준비하고, 실제적으로 취업 성공경험을 가진2차 년도에서 경험한 진로결정 자
기효능감이 더욱 강하게 다음 시점의 진로정체감 형성에 영향을 주었으리라 예상된다
.
위의 결과들을 바탕으로 진로 상담 및 개입에 대한 시사점을 논하고자 한다
. 첫째, 진로결
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 모두 시간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성인
진입기 이전 시점부터 높은 수준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을 형성하는 개입의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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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성을 시사한다. 이전의 연구들에서 진로 상담프로그램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높이고
(서
미아, 2003; 홍향표, 2003; Luzzo, Funk, & Strang, 1996; Luzzo, Hasper, Albert, Bibby, &
Martinelli, 1999; McWhirter, Rasheed, & Crothers, 2000), 대학생들의 진로정체감을 향상시키
고(김헌수, 장기명, 이난, 2004; 박완성, 2005; 조지영, 천성문, 1999; Schmidt & Callan, 1992),
진로태도 성숙에 효과적이라는(배은경, 2003; Luzzo et al., 1996; Luzzo et al., 1999) 결과가
확인 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정체감을 높이는 진로상담 및 개
입의 중요성 및 효과성을 시사한다(김민순, 2001; McWhirter et al., 2000). 덧붙여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향상은 개인 상담보다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더 잘 이뤄질 수 있기에
(김은희, 김봉환, 2009) 본 연구에서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집단 상담 프로그
램을 제안한다.
둘째, 교차지연 효과로 확인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선행성은 대학생 진로 교육 시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 중 어떤 것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두어야 할지에 대한 시사점
을 제공한다. 두 변인의 교차지연 효과는 1차에서 2차 시기에는 거의 차이가 없었으나 2차
시기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3차 시기의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강해, 진로정체
감에 대하여 선행적 인과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졸업 이전 시점에서부터 진로결
정 자기효능감 증진에 우선적 초점을 두는 진로 상담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 한주원
(2013)은 진로정체감과 진로준비 행동 사이에 긍정적 상관은 있었지만, 진로정체감이 독립적
으로는 진로준비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으며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진로준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는 조명실, 최경숙(2007) 연구와도 일
맥상통한다. 또한 배성숙 등(2014)의 연구 결과에서도 진로정체감은 취업준비행동과 유의한
상관관계는 있었으나, 상관계수가 비교적 낮았으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실제적인 취업 행
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졸업 전 대학생 시기에 진로 개입으로 진로결
정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킨다면 실제 구직 상황이 되었을 때에는 높은 진로정체감이 형성되어
성숙된 진로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 특히 졸업으로 학교를 떠나 어딘가에 소속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첫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은 대학생들에게 이전의 학생 신분일 때와
비교 하면 더 높은 취업 장애 및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하는데
, 졸업 시기에 높은 취업 장애
를 지각하게 되면, 낮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갖게 되고(McWhirter, & Paa, 1999), 이는 이
후의 낮은 진로정체감과 낮은 진로 준비행동(김경미, 백사인, 2011; 김선중, 2004; Luzzo,
1997)으로 이어지기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집중 된 개입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
셋째, 현재 한국 상황에 맞는 진로 교육 개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
다. 표1을 살펴보면, 2차시기의 진로정체감 평균은 1차에 비해 유의미한 수준에서 하락했고,
3차시기는 2차에 비해 유의미하지 않은 수준에서 하락했으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평균은 2
차시기는 1차에 비해 유의미하게 상승 하였지만 3차시기에는 다시 유의미하게 하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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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대학생들이 졸업 후 진로를 준비하고, 실제 직업을 택하여 과정에서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혀 전반적인 진로정체감의 점수 하락을 가져 온 것으로 유추 할 수 있다
. 한국의 고등학
교 졸업생 70% 이상이 대학에 진학하고 있지만 (통계청, 2014) 대학에 입학 할 때부터 자신
의 적성을 고려하여 전공을 선택 한다기보다 자신의 성적에 맞추어 대학 및 전공학과에 진입
하고 있으며(김신정, 문희경, 2005), 대학 진학 후에도 학과 공부에 흥미를 느끼지 못해 낮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다(이용길, 강경희, 2011). 이는 더 높은 취업 스
트레스를 가져와(김명옥, 박영숙, 2012) 결국 조급한 마음으로 진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때
에도 본인의 흥미나 적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안정된 직장 혹은 일반인들이 선호하는
직장에 취업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다(김지연, 2016). 이렇게 어렵게 취업에 성공을
하더라도 새로운 직무와 조직에 잘 적응하지 못해 1년 이내 조기 퇴사하는 비율이 약 30%에
달한다고 하며(이종찬, 홍아정, 2013), 이러한 현상이 본 연구에서 2차 년도와 3차 년도 사이
에 취업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전제척인 진로정체감 혹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감소하고
있는 결과와 비슷한 맥락이라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전의 연구들에서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정
체감이 주로 독립변인으로 사용되어 진로준비행동
, 진로 성숙과 같은 변인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혹은 진로 관련된 변인들 간에서 매개변인으로서 연구되어왔다
. 그러나 본 연구는
성인진입기의 대학생들의 졸업 후 첫 취업 과정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의 직
접적인 관계에 대해 알아보았다는 것에 의미를 갖는다
.
둘째, 본 연구는 3년에 걸친 종단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연구로서 기존의 진로결정 자
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에 대한 연구들이 횡단적으로 이루어 졌던 것에서 한층 더 폭넓은 시
각의 연구로 진행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시간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이 안정적으로 유지됨을 확인하여 진로상담 및 교육의 개입이 이른 시기에 이루어
질수록 더욱 효과적인 결과를 낼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입시 위주의 고등학교 교육이 끝
나고 대학교로 진학한 성인 진입기들에게 저학년 때부터 체계적인 진로교육을 한다면 더 높
은 수준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을 통한 성숙한 진로발달을 기대 할 수 있을 것
이다. Solberg, Good, Fischer, Brown과 Nord(1995)에 따르면 개인적 특성을 변화시키는 것
보다 진로 효능감 기대를 증진시키는 진로상담이 진로 결정 혹은 변화를 시도하는 사람들에
게 더 효과적이라고 하였기에(이상인, 2001) 이른 시기에 향상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
정체감은 진로 관련 발달 변인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성인진입기의 성숙한 진로 발달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기존 횡단 연구결과인 진로정체
감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준다는 것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정체감에 영향
을 준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시간의 흐름 속에서 두 변인이 서로 영향
을 주어 상호간에 관계가 있다는 것이 밝혔다. 또한 대학 졸업 시기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 294 -

대졸자의 첫 취업 과정에서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의 자기회귀 교차지연 효과

이 이후 시점의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주는 선행적 인과성을 밝혀 다양한 후속 연구의 가능성
을 연 것으로 의미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남녀 대학생을 대상
으로 진행되었지만 종단 연구의 특성상 남성의 탈락비율이 높아 성비가 동등하게 유지 되지
않아, 충분하지 않은 남학생의 수로 인해 두 변인의 종단적 관계에 대한 남녀 차이 유무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성별에 따라 진로결정 과정이 차이를 보였
기 때문에 후속 연구를 진행하여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의 종단적 관계에서 남녀
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둘째, 대상자 선정 시 3차 년도를 기준으로 역선정하는 과정을 거쳤기에 일부 학생들의2
차 년도 상태가 완벽하게 동일하지 못하다는 한계점이 있다
. 2차 년도 시점에서 졸업자 중
38명의 학생들은 취업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들 중 39.4%는 응답 시 여전히 구직활동
중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취직한 이들 중 65.8%의 학생이 약사, 간호사, 상담사, 교사 등 특수
한 직업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 어떤 종류의 직업군 및 특수 학과의 학생들이 더 빠른 취업이
가능했는지 혹은 그 대상들만의 특징이 있는지, 그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자아정체감
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확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
셋째, 본 연구에서 진로정체감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MVS(My Vocational Situation)는
진로정체감을 단일 구성으로 측정하고 있는데, 직업정체감과 진로정체감은 다소 다른 개념으
로 MVS(My Vocational Situation)가 복잡한 다차원의 진로정체감을 잘 설명하지 못한다는 비
판을 받고 있다(Vondracek, 1992). 따라서 이 후 연구에서는 Marcia(1980)의 진로정체감 모델
에 근거해 진로정체감을 4단계로 나누어 측정하고, 조금 더 다각적인 측면에서 파악한 진로
정체감과 진로결정 효능감 사이의 연구가 진행된다면 조금 더 풍부한 시각을 제공 할 수 있
으리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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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ing the Autoregressive Cross-lagged Effects
Between Career Decision Making Self Efficacy and
Career Identity of Emerging Adulthood from
University Graduation to First Vocational Choice
Jiwon Bang

Sungkyung Yoo

Ewha Womans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reciprocal relationship betwee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identity of university students from graduation to first vocational choice. This study used 125
students who were seniors at 1st data collection, 112 who graduated at 2nd data collection period,
and 137 who got employed or went to a graduate school at 3rd data collection.
This study used CDMSES-SF(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Short From) and
VIS(Vocational Identity Scale) for measuring their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vocational identity. For data analysis, ARCLM(Autoregeressive cross-lagged modeling) was
performed to test longitudinal reciprocal relationship. The results were as below: 1)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identity were significantly stable over time. 2) Career
decision making self efficacy predicted subsequent career identity and career identity predicted
subsequent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too. Thus, we can see the reciprocal relationship
between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identity. As the cross-lagged effects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career identity from T2 to T3 was the highest compared to
other times, to focus on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 efficacy around university graduation
period for the career intervention could be more effective.
Key words: University students,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areer identity, First vocational choice,
Longitudinal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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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사용조절 또래상담 프로그램 개발*
김미정

김래선

홍예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본 연구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조절을 위해 또래상담을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범운영을 통해 효과성을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 분석 및 또래
상담교사와 또래상담자를 대상으로 한 FGI 분석 결과를 토대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개
발된 프로그램은 전국 32개교의 360명의 또래상담자와 378명의 내담청소년을 대상으로 시
범운영 되었다. 효과성 분석을 위해 또래상담자와 내담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인식
변화와 내담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 수준의 변화를 측정, 비교하였다. 우선, 또래상담자들의
스마트폰 사용 인식 변화를 비교한 결과, 과다사용 심각성, 시간조절 필요성, 사용조절 방
법, 사용조절 필요성, 대안활동 동기, 조절 노력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담청소년 역시 스마트폰 사용 인식과 청소년 스마트폰중독 진단 척도에서의 사
전-사후 점수 비교 결과에서 모두 유의미한 긍정적 변화가 나타났다. 프로그램 유용성 및
활용성에 대한 또래상담 지도교사의 서술형 평가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편
이었으며, 내용 구성과 현장 활용도가 높아 의미있고 유용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본 연구의 의의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청소년 스마트폰 사용습관 조절을 위해 또래상담을
활용한 개입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는 데 있으며, 사용원인에 따른 유형에 초점을 둔 맞춤형
프로그램 구성을 통해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한 욕구와 정서에 적합한 접근이 용이
하도록 하였다는 점에 있다. 본 프로그램을 기점으로 또래상담자가 개입할 수 있는 청소년
상담영역의 확장과 더불어 효과적인 스마트폰 과다사용에 대한 개입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 주요어: 스마트폰과다사용, 스마트폰 사용 유형, 또래상담, 사용조절 프로그램

* 본 연구는 여성가족부 지원에 의해 수행된 '또래상담자를 활용한 스마트폰 사용조절 프로그램 개발'의
일부를 발췌, 수정한 것임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홍예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4805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79, Tel: (051)662-3193, E-mail: yejin100223@kyc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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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스마트폰은 어디에서나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고,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다는 점뿐만 아니라
개인의 욕구에 맞는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통해 개인화된 환경 설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전 연
령대에 걸쳐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15)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청
소년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2011년(중학생 12.3%, 고등학생 20.3%) 이후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5년에는 중학생 86.6%, 고등학생 90.2%의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전연령대(77.6%) 보유율을 크게 앞서는데, 이는 청
소년이 스마트폰과 같은 신규 매체와 다양한 콘텐츠에 대한 적응이 빠를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을 청소년기의 다양한 욕구를 해소하는 매체로써 적극 활용한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청소년은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컨텐츠들을 활용하여 자극추구 욕구와 스트레스 해
소 욕구를 해소하며, 자신의 게시물에 대한 피드백을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의
기능을 통해 표현의 욕구를 충족시킨다. 또한 스마트폰은 또래 관계에 대한 관심이 높은 청소
년에게 단순한 연락의 수단을 넘어 또래집단과의 소통, 새로운 문화 형성의 장으로 확장되었다.
실제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이용률 조사 결과 게임, 메신저, 웹툰, 음악 등의 앱을 가장 많
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5). 이처럼 스마트폰은 청소년기의 다양
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매체라는 점과 또래문화 형성 및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매체
라는 점에서 긍정적 기능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스마트폰 사용조절이 어렵게 되는 경우 부모와의 갈등, 학업적 어려움 등을 야기하여
오히려 스트레스와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한국정보화진흥원(2015)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모든 연령층 중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위험군 비율(31.6%)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는 조사결과(미래창조과학부, 한국정보화진흥원,
2014; 2015)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조절을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

로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다사용은 거북증후군, 손목터널증후군과 같은 신체적 손상(김봉환, 정
경아, 2014; 이영선, 김래선, 조은희, 이현숙, 2013)과 함께 수면장애(Thomée, Härenstam, &
Hagberg, 2011), 인지기능 저하(Spitzer, 2014), 불안 및 우울(금창민, 2013; 신호경, 이민석, 김흥

국, 2011)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기의 중독적 사용습관은 성인기
까지 이어져 스마트폰 과다사용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용조절
을 위한 구체적인 개입방법 마련의 필요성이 높다.
매체 중독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스마트폰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언급된 요인들을 살
펴보면,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인 자기 통제력이 매우 중요한 변인으로 다루어져 왔다(강
희양, 박창호, 2012; 정문경, 2014). 선행연구자들은 스마트폰 의존 수준과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이 상호 영향을 미치며(허균, 2013), 자기통제수준을 높이는 것이 스마트폰 사용조절에서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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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장인순, 박승미, 2015; 조현옥, 2012). 또다른 매체 중독과 긴밀한 관
계가 있는 요인으로 외로움과 소외감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다(여지영, 강석영, 김동
현, 2014). 이는 사회적 관계의 결핍, 손상 등으로 인한 외로움,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방책으로 매체에 몰입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성윤지, 2013; 오주, 2014, 임애라, 2008). 이에 선행
연구자들은 청소년의 지나친 스마트폰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변사람들과의 지지적 관계
를 중요하게 다룰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김헌수, 이난, 2006; 박미숙, 구자경, 2012; 최나야,
한유진, 2006). 청소년의 발달적 특성상 또래와 같은 가족 밖의 대인관계의 영향이 중요하게 작
용하는 점에 주목하여 또래 관계가 휴대전화 의존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에서 또래 관
계에서 소외감을 덜 느끼는 경우 휴대전화에 덜 의존적인 것으로 나타나 원만한 또래 관계가
스마트폰 과다사용에 대한 보호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임양미, 2014). 청소년의 소외
감이 중독적 스마트폰사용에 미치는 영향을 또래애착이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성윤지,
2013), 또래집단의 중재가 직접적으로 청소년의 미디어 사용 감소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임소

혜, 조현아, 2011)는 선행연구결과는 청소년 스마트폰중독 개입 프로그램 마련에 있어 또래관계
를 포함한 개입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자들은 청소년의 건전한 스마트폰 사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개
인의 자기통제력뿐만 아니라 또래관계를 개선하는 등 사회적 관계를 포함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또래상담은 학교폭력 등 청소년 문제에 있어 또래집단의 긍정적인 개입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다. 학교라는 같은 환경에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또래 친구를 돕는 또래상담은,
학교폭력이나 우울, 불안 등 다양한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매우 효과적이다(양미진
외, 2014). 또래상담이 가지는 또 다른 강점으로는 교사나 부모의 개입과 달리 또래상담의 경우
개입에 대한 내담청소년의 저항이 적을 수 있고, 같은 눈높이와 관점에서 공감과 도움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또래상담에 참여한 따돌림 피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학
교적응력, 타인에 대한 신뢰감과 존중감이 높아졌다(정미혜, 김종훈, 2008). 이는 또래상담자가
청소년이 경험하고 있는 또래문화 속에서 직접적인 지지원이 되어줌으로써 청소년 문제를 해결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또래상담자는 청소년이 경험하고 있는 또래
문화에 함께 속해 있으므로 그에 적합한 스마트폰 사용 조절 방법을 창의적으로 발견할 수 있
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스마트폰 사용 조절 도모에 더욱 긍정적 효과를 가질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정리하면, 오늘날 스마트폰이 일상생활에서 가지는 중요도와 유용성을 고려할 때 사용 자체
를 막기보다는 사용 정도와 용도를 스스로 관리하고 조절할 필요성이 우선 강조된다는 점에서
사용 조절에 초점을 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이러한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자기통제감,
또래관계와 같은 사회적 관계의 강화 등을 다룰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을 발견하고 접근하는 것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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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여러 어려움에 대한 공감대 형성, 사회적지지 제공, 실제적 도움을 주는 개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현재 전국에 걸쳐 운영되고 있는 또래상담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그러나 스
마트폰 과다사용이 중독수준이거나, ADHD, 우울과 같은 공존질환을 가진 청소년의 경우 또래
상담자의 영향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며, 이런 경우 교사 및 전문가에게 의뢰
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
이 때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조절 프로그램의 내용 구성에 있어 몇 가지 고려되어야 할 점
이 있다. 우선, 개인의 사용 패턴에 최적화 되도록 설정이 가능한 스마트폰의 특징과 부모의 통
제에서 벗어나는 청소년기의 특성을 고려할 때 성공적인 스마트폰 사용 조절을 위해서는 반드
시 청소년 스스로가 스마트폰 조절에 대한 동기를 가지고 결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스마
트폰 과다 사용이 개인의 심리적 특성뿐만 아니라 관계적, 스마트폰의 기기적 특성 등 다양한
점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스마트폰 사용의 기저에 있는 욕구를 파악하여 그 유형에 맞는 프로그
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유형에 기반을 둔 접근과 동시에 문제 행동을 변화시키고
예방적 행동을 증가시키는 것에도 프로그램 개발의 초점을 두어 관련 내용을 구성할 필요가 있
다.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스마트폰 사용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이 자율
적으로 스마트폰 조절을 위한 행동변화를 도모하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구
성을 위한 접근이론으로 자기결정성 이론, 정보-동기-행동기술 모델을 기반으로 하였다. 또한
또래상담 지도교사와 또래상담자 대상의 FGI를 통해 프로그램 구성에서 고려해야 할 점을 파
악하여 학교 현장에서 실제적인 적용과 활용 가능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이론적 배경
자기결정성 이론
Deci와 Ryan(1985)은 자기결정성 이론에서 개인을 통합된 자기개념을 발달시키는 선천적인

경향성이 있는 존재로 보고, 행동에 있어 동기를 중요한 요소로 강조하였다. 동기란 행동을 시
작하고 방향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행동의 지속성을 가지게 하는 힘으로 활력소의 기능과 조절
자의 기능을 갖는다. 동기는 크게 동기유발의 원천이 개인의 내부에 있는지, 외부에 있는지에
따라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 두 가지로 나뉜다. 내재적 동기란 행동의 동기 원천이 개인
내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그 행동을 통해 스스로 느끼는 즐거움과 흥미가 행동의 원천이 되는
동기를 의미하며, 외재적 동기란 외부에서 오는 보상과 처벌과 같은 자극이 행동의 원천이 되
는 동기를 말한다. Ryan과 Deci(2000)는 내적 동기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한 바 있다. 선행연구자
들은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과 같은 심리적 욕구가 만족되는 정도에 따라 행동에 대한 내재적

- 308 -

스마트폰 사용조절 또래상담 프로그램 개발

동기가 촉진되거나 저해될 수 있으며, 이 세 가지 심리적 욕구가 만족되는 경험의 기회가 삶의
만족, 심리적 안정감에 필요하다고 보았다.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의 세 가지 심리욕구를 충족
시키는 것이 스스로 행동을 조절하고자 하는 내적 동기를 증진할 수 있으므로, 스마트폰 사용
조절을 위해서도 세 가지 심리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청소년
기에는 또래관계 내에서의 관계성과 유능성이 발달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래관계가 스
마트폰 사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고려할 때, 또래 관계 속에서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한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의 마련이 스마트폰 사용조절
에 대한 청소년의 내적 동기와 행동 조절 능력을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자기결정성 이론의 세 가지 심리욕구의 충족이 행동에 대한 내적
동기 증진을 가져온다는 점을 스마트폰 사용조절에 적용하여, 또래 관계 속에서 자율성, 유능
성, 관계성 세 가지의 심리적 욕구 충족을 통한 스마트폰 사용 조절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을 개
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정보-동기-행동기술 모델
에이즈와 관련된 위험행동 변화를 위해 처음 소개된 정보-동기-행동기술 모델은 흡연, 약물사
용 등의 위험 행동 변화를 위하여 사용되어 왔다(Bian et al., 2015; Cooperman, Richter,
Bernstein, Steinberg, & Williams, 2015). 이 모델에서는 위험 행동 변화를 위한 3가지 핵심 요

소로 정보, 동기, 행동기술을 제시하고 있다. 정보란 행동과 관련된 지식으로써 위험 행동에 대
한 양상 또는 예방행동에 대한 지식 등 행동 변화에 필요한 지식을 일컫는다. 두 번째 요소인
동기는 행동을 유도하는 것으로써 행동변화의 방향과 강도를 정하고 얼마나 지속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요소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행동기술은 행동변화가 일어나기 위한 실제적인 수행
능력과 새로운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주관적 신념인 자기효능감을 포함하며, 문제 행동을 대신
할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가의 여부와 함께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믿는가와 관련 있다. 즉, 정보
-동기-행동기술 모델에서는 개인이 행동 변화를 위하여 문제 행동에 대한 이해와 예방행동에

대한 지식이 있고 행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인식과 동기가 있으며, 이를 위한 실제적 행동기
술이 가능하다고 스스로 믿는 것이 위험행동을 변화시키고 이를 유지시키는 데 핵심적인 요소
로 작용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사용 습관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고, 사용 유형의 특징,
장점과 단점 등 다양한 문제행동과 예방행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자기결정성
이론의 세 가지 심리욕구의 충족을 통하여 행동변화에 대한 내적 동기를 증진시키고, 대안적으
로 할 수 있는 행동 기술에 대해 생각하고 실제 수행해보는 프로그램 구성을 통하여 행동 기술
을 습득하고 이에 대한 효능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정보, 동기, 행동기술

- 309 -

김미정․김래선․홍예진

증진을 위한 내용을 모두 포함시켜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 조절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위 이론적 모델에 근거하여 스마트폰 사용 조절을 위하여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을 충족시
키는 내용과 함께 문제 행동과 관련된 정보, 행동 기술 등과 관련한 내용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이 때 스마트폰 사용조절을 위하여 또래의 치료적 개입을 활용한다면 프로그램 활용과 관련한
청소년의 저항을 줄이고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을 충족시키기 위한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래상담은 또래 관계가 가지는 특성과 상담이 가지는 치료적 특성 모
두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본 프로그램의 목표와 부합한다. 이에 본 프로그램에서는 구성을
위한 모델로 또래상담의 틀을 기반으로 상담활동을 구성하고자 한다.

프로그램 개발
본 연구에서 개발하는 프로그램이 학교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되기 위한 방안을 탐색하고
자 또래상담자로 활동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그들의 활동경험에 대하여 FGI를 실시하였다.
FGI를 통해 스마트폰 과다사용 청소년의 특성, 또래상담자들의 스마트폰과다사용과 사용조절에

대한 필요성 인식, 스마트폰 사용 조절을 위한 또래상담자의 역할과 한계점, 그리고 또래상담자
에게 필요한 교육 등에 대한 구성요소 추출과 실행방안에 대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하였다.
또래상담자 대상 FGI
FGI 대상자 선정기준은 1) 연구시점을 기준으로 또래상담자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2) 현재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이고, 3) 또래상담자 활동 중 스마트폰 과다사용 관련 상담경험이 있는 또
래상담자로 또래상담교사의 추천을 받은 또래상담자 22명을 대상으로 5집단을 구성하여 진행되
었다. 참여자 중 남학생은 8명, 여학생은 14명이었으며, 평균연령은 17.2세(14세~19세), 거주 지
역은 서울시 16명, 경기도 6명이었다. 참여자의 평균 또래상담경력은 2.86년(2개월~5년)이었다.
FGI 대상은 스마트폰 사용에 있어 남학생과 여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 10명을 섭외하고자

하였으나 대상자 섭외과정에서 또래상담자의 자발적 동의와 학교의 협조에 따라 22명을 인터뷰
대상자로 선정하게 되었다.
인터뷰 질문지는 본 연구의 연구진들은 김성재, 김후자, 이경자, 이선옥(2000)의 연구에서 제
안한 절차에 따라 협의하여 개발하였으며, 2015년 4월 1일에서 3일 사이에 진행되었다. 인터뷰
소요시간은 각 집단마다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평균 90분 내외로 진행되었다. 주 진행자 1명과
보조 진행자 1명이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인터뷰 실시 전 참여자들의 동의를 구한 뒤 모든
인터뷰 내용을 녹음하였으며, 녹음된 내용을 전사하여 연구에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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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분석은 영역별로 개념과 범주를 유목화함으로써 유의미한 주제를 발견하는 주제분석
(Patton, 1990) 방법을 활용하여 주제를 도출하였다. 인터뷰를 수행한 연구자와 본 연구에 참여

하는 5명의 연구자가 수집된 자료를 검토하고 전체 인터뷰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녹취파일을
다시 듣는 등 전후 맥락을 충분히 이해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후 면접자료를 연구 질문에 따라
영역별로 개념과 범주로 유목화하였으며, 연구주제에 초점을 두고 의미 있는 내용을 발췌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후 연구진 간의 합의 과정을 통해 42개의 하위주제어와 15개의 주제어를
분류하였다. 자료분석 결과 분석 결과 스마트폰을 ‘계속 들고 사용하고’, ‘주위사람과 관계하는’,
‘즐거움을 추구하는’ 스마트폰 과다사용 청소년의 특성을 도출하였다. 또한 스마트폰 과다사용

청소년에게 ‘마음을 전달하고’, ‘함께하고’, ‘동기를 부여하며’ ‘정보를 제공’한 또래상담자의 경
험을 파악하였다. 나아가 ‘활동영역에서의 제한’과 ‘접근이 불가능’하기도 하며 ‘경계가 애매모호
하고’ ‘주위의 도움이 필요’하기도 한 또래상담자의 개입의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
으로 또래상담자들의 스마트폰과다사용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교육’, ‘대안활동 교육’, ‘상담
기술’, ‘전문지식’ 등에 대한 또래상담자 교육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스마트폰 과다사용 청소년의 사용특성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계속 들고 사용하는’, ‘주위
사람과 관계하는’, ‘즐거움을 추구하는’ 등의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나타난 바와 같이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 유형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때 우선, 스
마트폰 사용으로 그냥 시간이 흘러가거나 멈추지 못하고 계속 사용하고, 별다른 인식 없이 사
용하거나 별다른 제재 없이 언제든지 사용하는 특성을 발견하였으며 프로그램에서 이 유형을
‘무궁무진형’으로 명명하였다. 또한 또래관계 속에 소속되고 싶은 마음에 스마트폰을 계속 사용

하거나 친구들과 놀고 소통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용 유형도 발견할 수 있었는데,
프로그램 내에서 ‘완소친구형’으로 명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동영상을 보거
나 게임을 즐기는 등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하여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유형은 ‘유쾌상쾌형’으로
구분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스마트폰 과다사용 청소년을 상담한 또래상담자의 경험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마음을 전달
하기’, ‘함께하기’, ‘동기부여하기’, ‘정보제공하기’ 등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다가
가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또래상담자의 마음을 전달한 경험이 있었으며, 청소년이 혼자 있는
시간을 줄이거나 친구들과 규칙을 정하여 스마트폰 사용 조절을 돕고, 같이 대안활동을 하거나
반 전체가 함께 스마트폰 사용 조절을 하는 등 스마트폰 사용조절을 위하여 함께하는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사용 조절에 어려움이 있는 또래에게 의지가 생길 수 있도록
하고, 사용 조절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도우며 이에 대해 격려하는 등 동기부여를
한 경험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모델링을 해 주는 등
정보 제공자로서의 역할도 나타났다.
스마트폰 과다사용 청소년을 상담한 또래상담자로서 경험한 개입의 한계를 살펴본 결과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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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역에 제한되는’, ‘접근조차 불가능’, ‘경계가 애매모호한’, 주위의 도움이 필요한‘ 등의 한계
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교 내에서만 활동하여 학교 밖에서의 스마
트폰 사용에는 개입할 수 없다는 활동영역에서의 제한점이 있었으며, 경우에 따라 개입이 필요
한 또래 친구가 개입을 거부하거나 또래상담자 자신이 과다사용하여 다른 또래 개입이 어려운
경우, 또래상담자가 먼저 나서서 접근하기 어려운 등의 스마트폰 사용 조절을 위하여 청소년에
게 접근이 어려운 경험도 있었다. 또한 스마트폰이 생활수단이기 때문에 제한이 어렵고 또래로
서 개입하는 것에 모호함이 있는 등 개입의 경계가 애매모호하다는 어려움이 있었다. 마지막으
로 믿을 수 있는 어른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환경적인 개입이 필요한 경우, 학교 환경 차원에서
개입의 필요하거나 사용조절에 실패하였을 때 경험할 수 있는 좌절감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등
주위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 개입의 한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과다사용 청소년을 상담한 또래상담자가 보고한 또래상담자에게 필요한 교육은 ‘인
식전환을 위한 교육’, ‘대안활동 교육’, ‘상담기술’, ‘전문지식’ 등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또래상담
자 스스로 스마트폰 사용조절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스마트폰에 대한 인식의
명확성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 등 인식전환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스
트레스 해소방안으로서 스마트폰 이외의 대안활동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초기 또래와의 관계 형성 방법, 조언을 위한 기술, 동기부여 방법, 격려와 지지의 방법 등 구체
적인 상담기술 교육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폰 과다사용에 대한 심도있는 이
해와 스마트폰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전문지식 교육이 필요함을 보고하였다.
또래상담교사 대상 FGI
본 프로그램의 현장 활용성을 위해 또래상담교사 2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전
문가는 4명을 추천받았으나 2명의 또래상담교사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되었다. 2명 모두 여자
교사였으며, 서울에서 거주하였다. 평균연령은 43세(35세, 49세)였으며 거주지역은 두 명 모두
서울이었다. 참여자의 또래상담지도경력은 각각 17년과 4년이었다. 인터뷰 질문지는 본 연구의
연구진들은 김성재, 김후자, 이경자, 이선옥(2000)의 연구에서 제안한 절차에 따라 협의하여 개
발하였으며, 인터뷰기간은 2015년 4월 2일에서부터 4월 3일 사이에 진행되었고, 1회당 2시간 내
외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참여자에게 인터뷰 내용의 녹취에 대해 사전에 동의를 구한 후 자료
를 정리하였으며, 녹음된 파일은 전사하여 연구에 활용하였다.
자료분석은 전사된 면접자료를 중심으로 1차 분석이 이루어졌으며, 연구진회의를 통해 1차
분석된 자료를 바탕으로 재검토 하였다. 그 결과 19개의 하위주제어와 7개의 주제어를 분류하
였다. 분석 결과 또래상담 담당교사의 의견은 크게 ‘스마트폰 과다사용 청소년의 특성’과 ‘또래
상담자의 역할’에 대해 분석하였다. 스마트폰 과다사용 청소년의 특성으로는 ‘원하는 것을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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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마음대로 조정되지 않고’, ‘시간이 나면 그냥 하는’ 모습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래상
담자의 역할에 대해서는 스마트폰 사용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과 ‘함께 해주고’, ‘자연스럽
게 접근해주고’, ‘요청할 때 해주고’, ‘훈련이 되어야 하는’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
러한 담당교사의 의견은 사용조절 개입에 있어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특성을 고려하고, 또래
상담자들이 자연스럽게 청소년들의 문제에 접근하여 적절한 개입을 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와
훈련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선행 연구 및 FGI 분석 결과와 토대가 되는 이론적 접근을 바탕으로 표1과 같은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프로그램은 회기당 50분 내외로 진행되며, 교육을 받은 또래상담자가
내담청소년과 짝을 이루어 또래상담으로 진행되었다. 1회기는 스마트폰 사용정도, 스마트폰 사
용습관에 대한 점검과 이해를 통해 개인별 스마트폰 과다사용 유형을 점검함으로써 자신의 스
마트폰 사용패턴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킨다. 2회기는 스마트폰 사용 유형별로 조절력 증진을
위한 전략과 대안활동을 시도하고 실천을 계획하여 조절력 증진방안을 탐색한다. 마지막 3회기

<표 1> 전체 프로그램 구성
단계 및 목표

상담 및 활동내용
‣ 스마트폰 건전사용척도 활용하여 스마트폰 사용정도 파악

스마트폰 사용정도 점검

1회기

스마트폰
사용습관에 대한 이해

‣ 일상생활에서의 스마트폰 사용습관 점검하기
‣ 지금까지 스마트폰 사용 조절을 위하여 기울인 노력을 파악
‣ 스마트폰 사용습관이 생활에 미치는 영향 파악

‣ 스마트폰 사용 유형을 파악
스마트폰 사용 유형 점검 ‣ 유형별 중독 원인을 살펴보기
‣ 스마트폰을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한 방법 살펴보기
‣ 유쾌상쾌형의 특성, 스마트폰 사용원인 및 패턴 탐색
유쾌상쾌형 ‣ 스마트폰 자주 사용하는 패턴 점검 및 이해
‣ 스마트폰 Stop 전략 및 대안활동 계획 세우기

2회기

유형별
스마트폰

‣ 완소친구형의 특성, 스마트폰 사용원인 및 패턴 탐색
완소친구형 ‣ 올바른 친구관계에 대한 학습
‣ 당당하게 거절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학습

조절력증진
방안탐색
무궁무진형

3회기

스마트폰 사용 조절
계획 다듬기

‣ 무궁무진형의 특성, 스마트폰 사용원인 및 패턴 탐색
‣ 자신의 흥미와 장점을 발견 및 미래를 상상하여 현재의 시간과
연결짓기
‣ 시간의 가치 확인 및 대안활동 선택 및 실천계획 세우기
‣ 다짐한 약속 실천 확인하기
‣ 스마트폰 사용 조절 행동을 칭찬하고 격려하기
‣ 스마트폰 사용 조절 계획 다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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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스마트폰 사용 조절에 대한 계획을 확고히 하는 과정으로 조절계획을 다시 점검하여, 청소
년 스스로가 스마트폰을 사용조절 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내담청소년의 스마트폰 과다사용
어려움이 중독 수준인 경우에는 또래상담자의 역할 범위에서 넘어서는 바, 보다 전문적인 조치
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범운영 및 효과성 분석
연구모형
또래상담자를 통하여 청소년의 스마트폰사용조절의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모형을 수
립하였다. 본 연구가 전국의 또래상담자를 통한 프로그램으로 연구참여자의 수가 300명 이상으
로 현실적으로 통제집단을 두는데 한계가 있어 선실험디자인 중 단일집단 사전사후실험설계에
따라 연구모형을 수립하였다.
단일집단

→

사전검사
O1

→

개입
X

→

사후검사
O2

[그림 1]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 설계 모형

시범운영 대상 및 절차
본 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를 위해 전국 또래상담 운영학교를 대상으로 공문, 이메일 등으로
프로그램 시범운영을 희망한 34개교를 모집하였다. 시범운영 참가에 동의한 지도교사들은 프로
그램 운영을 위한 교육 이수 후 각 학교에서 또래 상담자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교육(5시간)
을 실시하고, 스마트폰 조절이 필요한 친구들을 대상으로 또래상담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지도교사들은 또래상담자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실시 후 전반적인 프로그램 평가를 반영한
‘프로그램 종합평가지’를 작성하였다. 또래상담자는 프로그램 교육 전-후 자신의 스마트폰 인식

변화에 대한 평가와 함께 프로그램의 내용을 토대로 또래상담자가 상담한 내담청소년의 스마트
폰 인식과 스마트폰 사용 수준의 변화정도를 관찰한 평가지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시범운영
결과 총 32개 학교의 자료가 회수되었으며, 최종 분석에 포함된 32개교 중 중학교는 14개교, 고
등학교는 18개교였다. 총 360명의 또래상담자가 프로그램교육을 이수하였고 이들이 378명을 대
상으로 또래상담을 실시하였다. 이 중 측정 문항에 응답하지 않은 또래상담자 3명, 내담청소년
51명의 자료를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또래상담자 357명, 내담청소년 327명의 데이터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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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내담청소년 참가자들은 남자 121명, 여자 206명으로 여학생이 더
많았다. 학급별로는 중학생이 141명, 고등학생이 186명이었으며, 세부적으로는 중학교 1학년 60
명, 중학교 2학년 40명, 중학교 3학년 41명, 고등학교 1학년 117명, 고등학교 2학년 68명, 고등
학교 3학년 1명으로, 고등학교 1학년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2> 스마트폰 사용 조절 프로그램 시범운영 참가 내담자 특성 (N=327)
구분
성별

학년

빈도(명)

비율(%)

남

121

37.0

여

206

63.0

중1

60

18.3

중2

40

12.2

중3

41

12.5

고1

117

35.8

고2

68

20.8

고3

1

0.3

효과성 평가 도구
스마트폰 과다 사용
내담청소년들의 스마트폰 과다사용의 사전-사후 변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한국정보화진흥원
(2011)에서 개발한 ‘청소년용 스마트폰중독 자가진단 척도’를 또래상담 전 후로 실시하였다. 본

척도는 총 1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점(전혀 그렇지 않다)~4점(매우 그렇다)까지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마트폰 사용 몰입이 심각한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나타난 신뢰도 Cronbach's α는 .889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사용 인식
또래상담자 및 내담자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인식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구진
이 선행연구에서 발췌한 내용을 토대로 구성 후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수정·보완하여 제작하였
다. 이는 과다사용의 심각성, 사용시간 조절의 필요성, 조절방법, 대안활동 탐색 및 실행 의지,
노력여부 등을 포함하는 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질문에 대한 응답을 1점(전혀 아니
다)~5점(매우 그렇다)로 답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나타난 신뢰도 Cronbach's α는 .754로
나타났다.
종합평가지
본 평가지는 지도교사가 평가한 본 프로그램의 스마트폰 사용조절 도움정도, 프로그램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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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등을 알아보기 위해 연구진이 제작한 자기보고형 평가지로, 지도교사의 프로그램에 대한 평
가를 Likert척도와 서술식으로 작성하도록 구성되었다. 종합평가지를 통해 교사는 프로그램의
내용 적절성, 회기별 내용에 대한 평가, 현장 활용성 등에 대한 평가 및 추후 보완사항 등에 대
한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자료분석
또래상담자 역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이므로, 또래상담자의 인식 변화도 중요한 것으
로 파악하여 스마트조절 프로그램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또래상담자
와 내담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인식변화, 내담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 수준의 변화에
대하여 t검정을 실시하였다. 지도교사의 프로그램 구성 및 내용에 대한 평가는 5점 만점의 평정
과 서술식 응답 내용 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

결 과
스마트폰 사용 인식 변화
또래상담자의 스마트폰 사용 인식 변화
또래상담 스마트폰 사용조절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또래상담자들의 스마트폰 사용 인식의
변화를 알아보았다. 사전-사후 검사에 대한 대응표본 t검정 실시 결과, 프로그램 참여 이후 또
래상담자들에게 스마트폰 사용조절 인식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났다( =-20.595,  <.001). 세
부적으로는 과다사용 심각성(  =-14.522,  <.001), 시간조절 필요성(  =-7.283,  <.001), 사용조절
방법( =-18.421,  <.001), 사용조절 필요성( =-20.249,  <.001), 대안활동 동기( =-13.597, p<.001),
조절노력(  =-12.477,  <.001)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상승하였다. 즉 본 프로그램은 또래
상담자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심각성인식, 시간 및 사용조절 필요성, 사용조절, 대안활동 동
기, 조절 노력에 대한 인식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상담자의 스마트
폰 사용 인식 변화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내담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 인식 변화
또래상담 스마트폰 사용조절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참여자들의 스마트폰 사용 인식의 변화
를 알아보았다. 사전-사후 검사에 대한 대응표본 t검정 결과, 프로그램 참여 이후 참여자들에게
스마트폰 사용 인식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났다( =-11.101,  <.001). 이는 참여자들이 프로그
램 참여를 계기로 스마트폰 사용 조절에 대한 심각성과 조절의 구체적인 방법 마련 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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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또래상담자 스마트폰 사용 인식의 대응표본 T검정 (N=357)
구분
전체
과다사용 심각성
시간조절 필요성
사용조절 방법
사용조절 필요성
대안활동 동기
조절노력
***

측정

평균

표준편차

사전

3.28

.702

사후

4.05

.565

사전

3.44

1.028

사후

4.20

.826

사전

3.13

1.101

사후

3.56

1.117

사전

3.34

1.054

사후

4.28

.722

사전

3.27

.915

사후

4.32

.752

사전

3.29

1.094

사후

4.04

.914

사전

3.19

1.116

사후

3.92

1.013

t
-20.595***
-14.522***
-7.283***
-18.421***
-20.249***
-13.597***
-12.477***

p < .001

인식수준이 상승하였음을 의미한다. 또한 스마트폰 사용 조절의 필요성과 조절 행동의 동기가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집단의 특성에 따른 스마트폰 사용인식 변화를 세
부적으로 살펴보면 유쾌상쾌 유형( =-7.231,  <.001), 완소친구 유형( =-5.476,  <.001), 무궁무진
유형( =-6.475,  <.001)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 본 프로그램 참여가 모든 유
형에서 스마트폰 사용 인식 향상에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사용조절 인식에 대
한 분석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 내담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 인식의 대응표본 T검정 (N=327)
구분

측정

평균

표준편차

사전

3.34

0.66

사후

3.87

0.64

유쾌상쾌형
(n=118)

사전

3.36

0.67

사후

3.90

0.58

완소친구형
(n=96)

사전

3.32

0.61

사후

3.79

0.60

무궁무진형
(n=113)

사전

3.32

0.71

사후

3.90

0.72

전체

유형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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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사용 수준 변화
청소년 스마트폰중독 진단 척도를 활용하여 또래상담 스마트폰 사용조절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참여자들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변화를 분석한 결과, 프로그램 참여 이후 참여자들에게
스마트폰 사용 중독 진단 척도 점수가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 =9.141,  <.001). 이는 참여자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스마트폰 사용 조절에 있어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음을 의미한다. 프로그
램에 참여한 집단의 특성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면 유쾌상쾌형( =4.553,  <.001), 완소친구형(
=4.298,  <.001), 무궁무진형( =6.966,  <.001)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 각 유

형 모두에서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중독 진단 척도 사전-사후 점수에 대한 분석결
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 내담청소년 스마트폰중독 수준의 대응표본 T검정 (N=327)
구분

측정

평균

표준편차

사전

2.36

0.53

사후

2.08

0.48

유쾌상쾌형
(n=118)

사전

2.29

0.54

사후

2.05

0.50

완소친구형
(n=96)

사전

2.35

0.52

사후

2.14

0.43

무궁무진형
(n=113)

사전

2.43

0.51

사후

2.06

0.49

전체

유형

t
9.141***
4.553***
4.298***
6.966***

***

p < .001

지도교사 및 또래상담자 프로그램 평가
지도교사 평가
지도교사의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1점으로 나타났다. 만족도 평
가 내용에는 프로그램 목표에 따라 적절한 내용 구성이 이루어졌는지를 측정하는 전체적인 내
용 구성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 각 회기별 내용 구성의 적절성, 그리고 본 프로그램의 현장 활
용도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었다. 표 6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전반적인 내용 구성과 현장 활용
도에 대한 평가는 각 4.0점과 4.1점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각 회기별 평가에서는 1회
기(4.4점)의 평가가 가장 높았으며, 2회기 각 유형별 내용 구성에 대한 평가는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평가는 서술식 응답을 통해 진행되었다. 전반적인 프로그램
에 대해 좋았던 점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이 자신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또한, ‘또래상담자와 또래내담자가 함께 조절을 위해 노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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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지도교사 프로그램 평가 결과 (N=32)
질

문

점수(5점만점)

1. 본 프로그램의 내용은 또래상담자를 활용하여 스마트폰 사용 조절을 돕기에 적절
한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까?
1회기

4.4

2. 본 프로그램의 회기별 내용이 회기별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적절한 내용이었

4.0

2회기

습니까?

유쾌상쾌형

4.1

무궁무진형

4.0

완소친구형

4.2
3.7

3회기
3. 본 프로그램이 현장에서 활용하기에 적합하게 개발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4.1

<표 7> 교사의 회기별 의견 및 종합 의견
항목
1회기

의 견
- 스마트폰 사용 유형을 나누는 것에 아이들이 많은 흥미를 느꼈다.
- 자신의 스마트폰 사용 정도와 유해성을 인식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2회기

- 유형별로 스마트폰 사용의 구체적인 조절 방법을 생각해본 것이 도움 되었다.
- 각 유형별 장단점을 살펴본 후 유형별 사용에 대한 상담방법 안내가 유익하였다.

3회기

- 스마트폰 사용 조절을 위한 대안 활동이 제시된 점이 좋았다.
- 마무리 단계에서 격려와 칭찬, 함께하자는 마무리 전략이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스마트폰 사용 조절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좋았던 점

마련된 점이 좋았다.
- 스마트폰 사용정도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정확한 수치로 확인할 수 있어 자신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다.
- 사용 유형에 따라 접근하는 방식과 각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제공된 활동지가 좋았다.
- 스마트폰 관련 주제는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주제이고 또래상담자와 내담자가 함께
조절을 위해 노력할 수 있어 조절 의지를 장려하는 프로그램이었다.

아쉬웠던 점

- 아이들에게 프로그램을 학습시키고 전달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느낌이었다.
- 또래상담자와 내담자가 다른 유형일 때 스마트폰 사용 유형을 충분히 이해하기를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았다.

수 있어 좋았다’ 등의 의견들은 또래상담자를 활용하여 거부감 없이 스마트폰 사용 조절을 유
도하고자 한 본 프로그램의 목적이 달성되었음을 보여주었다. 회기별 평가에서는 1회기에 스마
트폰 사용에 대한 자가 점검 부분에서 ‘스마트폰 사용 유형을 나누어 2회기에 각 유형별로 다
른 접근 방법과 조절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점이 좋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짧은
교육을 통해 유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불가능하였고 유형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어 또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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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자가 내담청소년을 상담할 때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이에 관한 사항으로
‘유형 이해를 돕기 위한 추가적 설명이나 예시가 제공되었으면 좋겠다’는 평가가 나타났다. 프

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과 회기별 의견은 아래 표 7에 포함되어 있다.
또래상담자 평가
또래상담자들이 언급한 프로그램의 좋았던 점으로는 본인의 스마트폰 사용 패턴을 파악함으
로써 스마트폰 사용 조절에 대한 문제 인식 및 과다 사용에 대한 조절의 필요성을 자각하게 되
었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는 1회기 활동을 통해 참가자들이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일
깨우고자 한 목표를 달성하였음을 보여주었다. 유형에 따라 나뉜 2회기에 대한 의견으로는 ‘유
형에 대한 장·단점을 배워서 유형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다’와 ‘유형에 맞는 해결 방안과 개입방
법이 소개되어 좋았다’ 등 유형에 따른 프로그램 구성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3회기로 구성된 프로그램이 너무 짧아 스마트폰 조절에 대한 변화를 이끌어내기에는 부족했다’

는 의견이 있었고, 상담 이후 또래내담자를 추후에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프로그램에 포함
되어 장기적인 효과를 거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또래상담자가 내담청소년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싶은 경우 도움이 될 수 있는 동영상이나 사진 등의 교육 자료가 추가에 대한 의견
등 이후 프로그램 개발 및 개정에 있어 필요한 평가들이 제시되었다. 또래상담자의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의 개괄적 내용은 표 8에 수록되어 있다.
<표 8> 또래상담자의 회기별 의견 및 종합 의견
항목

의 견
- 내담자가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실제로 확인하니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심각성을 알게

1회기

되어 스마트폰 사용을 줄여야겠다는 생각을 가졌다.
- 내담자와 나의 결과를 비교하면서 다양한 스마트폰 사용법에 대해 알게 되었다.

2회기

- 내담자의 사용유형을 파악하여 그에 맞춰서 더 자세한 상담을 할 수 있었다.
- 내담자의 스마트폰 사용 유형의 장·단점을 알게 된 것이 도움 되었다.
- 내담자를 격려하고 칭찬해주는 시간을 가진 것이 좋았다.

3회기

-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내담자와 나 자신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고 이야기하는 시간이 도움 되었다.
- 스마트폰 사용 패턴을 파악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

좋았던 점

- 친구와 함께 조절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재미있었다.
- 유형을 나눠서 내담자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었다.
- 내담자에게 대안활동을 알려주고 함께 실행해볼 수 있는 점이 좋았다.

아쉬웠던 점

- 동영상이나 사진이 추가되었으면 좋겠다.
- 3회기 이후에도 내담자의 스마트폰 사용을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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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 조절을 위해 또래상담자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
러한 역할 수행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
해 문헌연구, 또래상담자 대상 포커스 그룹 인터뷰 및 또래상담 지도교사 대상 심층면접을 진
행하여 프로그램 구성원리와 요인을 도출하였다. 이후 도출된 구성원리와 구성요인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범운영을 실시한 후 효과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효과성 검증을 위해 또
래상담자는 시범운영 전후로 스마트폰 사용 조절 인식과, 내담청소년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사
용 조절 인식 및 청소년 스마트폰중독 척도로 구성된 설문지를 작성하였으며, 또래상담 지도교
사는 프로그램 교육 후 프로그램 전체평가 및 회기 평가를 실시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프
로그램 효과성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도교사에게 또래상담 스마트폰 사용조절 프로그램 교육을 받은 또래상담자들을 대상
으로 사전-사후 스마트폰 사용 인식변화를 조사한 결과, 과다사용 심각성, 시간조절 필요성, 사
용조절 방법, 사용조절 필요성, 대안활동 동기, 대안활동 동기, 조절노력 인식 항목 모두에서 유
의한 상승을 보였다. 이는 또래상담 프로그램 교육을 통해 또래상담 활동을 실행하는 또래상담
자들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어 스스로의 행동변화에 대한 동기를 불러일으켰음
을 의미한다. 또래상담자에게 스마트폰 조절 또래상담을 받은 내담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전-사후
검사를 측정한 결과, 스마트폰 사용 조절 인식과 청소년 스마트폰중독 진단 척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본 프로그램에서 구분한 세 가지 유형인 ‘유쾌상쾌형’, ‘완소친구형’, ‘무
궁무진형’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본 프로그램이 스마트폰 사용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에게 있어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프로그램을 운영한 또래상담 지도교사의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높은 편
이었으며, 내용구성과 현장 활용도가 모두 높아 학교현장에서 활용이 의미 있고 유용하다는 평
가를 받았다.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질적 평가내용을 종합한 결과,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조
절을 또래 친구와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청소년들의 조절의지를 장려한다는 점을 가
장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스마트폰 사용유형별 척도나 스마트폰 사용 시간 어플리케이션 등
스스로를 진단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들을 활용하여 스스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유형별 활동
내용이 맞춤형으로 제공되는 것이 교육에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하였다. 또래상담자의 경우, 자신
의 스마트폰 사용패턴을 파악할 수 있어 도움이 되었고, 유형별로 이해할 수 있는 점이 유익했
으며, 친구와 함께 스마트폰 사용조절을 위해 노력하며 대안활동을 하는 것이 흥미로웠다고 평
가하였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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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청소년 스마트폰 사용습관 조절을 위해 또래상담자를 활용하는 시도를 처음 도입하였
다는 점이다. 청소년들의 생활 장소가 주로 학교이고, 발달시기상 주변 어른들보다는 또래의 영
향력이 크다는 것을 고려해, 청소년 스마트폰 사용조절문제를 또래상담을 통해 해결하고자 한
것이다. 지금까지 스마트폰 사용조절은 상담자에 의한 상담 및 예방교육, 혹은 교사에 의한 통
제 등의 방법으로 접근해 왔으나, 스마트폰을 청소년으로부터 완전히 격리시킬 수 없고, 스마트
폰 사용조절을 권고하는 것을 권위자의 생활 통제로 여기는 청소년의 자세로 인해 어려움이 많
았던 것이 사실이다.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계된 도구의 조절문제를 다루는 것이니만큼, 생활
의 다양한 영역을 공유하고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또래의 영향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때, 성
공적이고 자율적인 조절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또래상담은 학교폭력과 같은
문제영역 뿐 아니라 청소년들의 건강증진 문제, 음주나 흡연조절 문제(Black, Tobler & Sciacca,
1998; Malchodi et al., 2003)등 자기관리 영역에서의 효과도 제시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 스마

트폰 사용조절 문제를 또래상담을 통해 다룬 결과, 유의미한 변화를 보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스마트폰 사용조절을 위해 최초로 또래상담자를 활용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것으로 시사된다.
둘째, 청소년 스마트폰 사용조절의 효과를 위해서 다음의 몇 가지 요소에 대한 고려가 필요
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우선 스마트폰 사용습관과 그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는 것이다. 스마트
폰 과다사용에 대한 개입에서 청소년 스스로 자신이 처한 중독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
는 기존 연구의 결과(김소현, 정인숙, 2014)를 적용하여,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사용 습관과
과다사용 결과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그 결과 프로그
램에 참여한 또래상담자, 내담청소년 모두에서 스마트폰 과다사용의 심각성, 시간조절의 필요
성, 사용조절의 방법, 대안활동의 동기, 조절을 위한 노력에서 의미있는 인식 변화가 드러났으
며, 이는 자율적인 변화 동기를 증진시키는 효과를 불러왔던 것으로 여겨진다.
더불어, 또래상담자와 함께하는 동료의식을 통해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조절 동기가 강화되었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 또래의 시각에서 같이 살피고, 고민하면서 심각
성을 인식하고 대안을 찾는 과정은 스마트폰 사용조절에 대한 의지가 강화되는 결과로 나타났
다. 더불어, 또래상담자는 경청 등 기본적인 상담 훈련을 통해 또래친구의 문제해결을 도울 수
있는 역량을 키워왔고, 또래 친구들의 어려움을 조력하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이것은 또
래 친구들의 습관과 관련된 민감한 어려움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 이를
통해 스마트폰과 같이 일상생활과 밀착된 도구의 사용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또래 청소년과 같
이 유사한 고민을 할 수 있는 동료의 지지와 협동과 더불어,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준비된 조력
자의 역할이 변화에 대한 동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셋째, 본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의 사용욕구나 특성을 반영한 유형을 구분하고 이에 맞추어 그
이후의 상담을 진행하는 유형별 맞춤형 프로그램이라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스마트
폰 사용을 자극추구적 기질 유형, 우울정서 유형 및 또래관계 취약형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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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모듈식 구성을 하였으며, 이것을 각 유형의 청소년의 정서와 욕구에 맞춘 효과적 접근을 시
도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다소 복잡할 수 있으나, 1회기에 유형을 구분하는 과정과 그 유형에
따른 어려움과 장점을 같이 제시함으로서 또래상담자들이 각 유형의 강점을 중심으로 접근하기
수월하도록 구성하고 동시에 각 유형의 가장 핵심적인 특성에 초점을 두어 짧은 회기임에도 불
구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구성하여,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넷째, 본 연구는 체계적으로 프로그램의 구성요인 및 원리를 추출하였으며, 현장 요구를 적
극 반영한 활용자 중심의 또래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문헌연구를
통해 스마트폰 과다사용 및 중독으로 인한 청소년의 문제, 또래도움의 필요성, 기존 또래상담
프로그램 등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고찰하였으며, 또래상담자 포커스 그룹 인터뷰 및 또래상담
지도교사 심층면접을 통해 또래상담자의 실제적 역할 및 프로그램 방향성에 대해 보다 구체적
인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를 토대로 프로그램 구성요인 및 원리를 추출하였고, 또래상담교사와
또래상담자들의 경험에 기초한 내용으로 구성을 하여 현장성을 높였다.
마지막으로 본 여구의 제한점과 연구를 위한 제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의 동아리 집단으로서 통제집단을 두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또래상담의 환경적 특
성상 프로그램 참여대상에 대한 사전-사후 차이검증으로만 이루어져 있어, 통제집단에 의한 비
교가 없다는 것은 이 연구의 큰 제한점이다. 이와 더불어, 또래내담자의 변화를 측정하는 방법
을 학교에서의 스마트폰 사용을 또래상담자가 모니터링 해서 평가했다는 점이다. 이는 학교에
서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으나, 또래상담자의 편향이 우려 될
수 있겠음.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학교라는 상황을 고려하여 통제집단을 구성하고 또래내담자
의 직접측정 혹은 인터뷰 방식을 통해 결과를 산출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둘째, 아직은 스마트폰중독 및 사용조절 문제에 대한 개념 정리가 명확하게 이루어져 있지
않아. 상당부분 인터넷중독과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로 인해 단순히 스마트폰
사용 시간과 관련된 조절만을 거의 다루고 있는 바, 추후 스마트폰중독의 개념과 영향요인에
대해 분명해지고 난 후,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새로운 요인을 기반으로 개편하는 작업이 필요하
겠다.
셋째, 본 프로그램은 스마트폰 사용조절을 위해 또래 청소년들이 예방적으로 접근하여 돕는
프로그램일 뿐, 개입 프로그램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래상담은 또래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영
향을 줄 수 있으나, 전문가와 같은 지식이나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개입과정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또래상담자가 혹여 받을 수 있는 심리적 어려움 등을 지속적으로
다루어주어야 할 것이다. 비록 또래상담 기본교육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교육하고 있으나 이
는 상담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를 가르치는 것이지, 미디어중독의 위험성이 높은 청소년에게 적
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추후 또래상담과 스마트폰 사용조절과 관련된 지속적인 연
구를 통해, 실제 스마트폰 사용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청소년에 대해 자조집단 역할을 또래상담

- 323 -

김미정․김래선․홍예진

자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간구해 보는 것이 필요할 수 있겠다.
넷째, 또래상담자들의 현장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3회기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으나, 사용 습
관의 변화가 유지되는 것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도울 수 있는 추후 활동에 대한 안내는 이
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한계점을 갖는다. 이것은 학교의 동아리 활동이면서 같은 학생이라는 위
치로 인해 생기는 안정적인 상담 관계의 유지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쉽
게 흐트러질 수 있는 스마트폰 사용조절의 성격을 고려할 때, 학생으로 함께 어울리면서 변화
행동을 유지할 수 있는 추후 활동이 추가적으로 보완될 필요성이 있다.
아무쪼록 본 연구를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미디어 사용을 위한 새로운 시작의 발걸음이 되
기를 바라며, 추후 위의 제한점들을 보완한 프로그램의 후속 개발과 효과성 평가를 통해 진일
보한 프로그램이 개발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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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ge-Regulation Program for Smartphone Over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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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develop the self-regulation program for smartphone overuse in
conjunction with the peer counseling program and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Based
on literature review and Focused Group Interveiw(FGI) with peer counselors and their adviser, the
program had been developed. Workshops educating the program to counseling teachers were held
and the program was conducted in 32 schools (360 peer counselors and 378 client adolescents). The
change of perception in smartphone usage of both the peer counselors and client adolescents were
measured before and after the program. Additionally, smartphone addiction proneness scale scores
of client adolescents were collected. Lastly, the counseling teachers evaluated the effectiveness and
appropriateness of the program.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was evaluated by comparing the
results of the pre-test and post-test of the client adolescents and peer counselors. The perception
of smartphone usage has been significantly increased among peer counselors resulting in a more
awareness of the seriousness of smartphone overuse, sensitivity to it, awareness of how to control
usage, and motivation to self-regulation. Client adolescents also reported an increase in the
perception of smartphone usage and lowering of the level of smartphone addiction proneness score.
Lastly, counseling teachers reported that the contents of the program were appropriately developed
for adolescents and it can be utilized within the school setting without difficulty.
The finding of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the program is properly developed to enhance an
awareness of smartphone overuse and to motivate adolescents to change their behaviors. Moreover,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development of smartphone intervention programs by formulating
customized approaches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different types of smartphone usage.
Key words: Smartphone overuse, Smartphone use type, Peer counseling, Usage-regulation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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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의 진로선택을 위한 역할 모델의 우연 경험 연구

: 청년 기업가의 경력 성공과정을 중심으로
임윤서†
동국대학교
본 연구는 대학생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인 비즈니스에서 직업적으로 성공을
이룬 젊은 역할 모델을 대상으로 경력선택과 이행 과정에서의 우연 경험을 탐색하였다.
이를 위하여 합의적 질적 연구 방법(CQR)을 사용하여 청년 기업가들의 우연 경험에 대
한 심층적이고 깊이 있는 자료를 얻고자 하였다
. 본 연구를 위해 20대에서 40대 초반의
청년 기업가 10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연구결과, 역할 모델들은 새로운 경력을
선택하고 현재의 성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우연 경험을 체험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이
들은 경력 전환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으나 개인 역량과 주도적인 준비와 실
행력으로 이를 극복하였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이들은 경력 전환과 성공을 이루는 과정
을 통해 자신의 주도성을 적극적으로 발휘하고 있으며 자신의 선택에 대한 만족도와 자
부심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자신들이 겪은 우연 기회에 대한 성찰을 통해 대학생
들이 안전한 진로에 만족하거나 사회적 시선에 얽매이지 말고 다양한 일을 경험함으로써
예기치 않은 우연과 조우할 수 있도록 도전정신을 독려하였다.
* 주요어: 역할 모델, 경력전환, 우연이론, 대학생 진로, 스타트업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동국대학교 역량개발센터 강의초빙교수,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 461, Tel: 010-2715-2310, E-mail: shao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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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문제제기
인간의 일생은 단선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무수한 우연과 사건들이 만들어 내는 변수
의 집합체와 같다. 여러 가지 사건의 전환으로 구성되는 인생의 과정들도 동일한 단계에서는
큰 변동 없이 지나갈 수도 있다. 그러나 인간의 발달 과정이 몇 개의 전환적 단계로 구성된다
고 할 때 각 단계에는 그에 적절한 계획과 경험
, 학습 등이 요구된다. 대학생은 생애 발달단계
로 볼 때 후기 청소년기에 속한다. 이 시기 생애 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자아정체감을 확립하고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독립을 이루며 장래의 교육적
, 직업적 진로를 결정하고 이를 위한 구체
적이고 실제적인 준비를 해나가는 것이다
. 구체적으로는 자신의 미래와 진로를 결정하기 위하
여 자신의 역량을 점검하게 되고 자신의 가치관을 정립해야 한다(김창민, 강희양, 김동원, 이난,
이혼정, 정필영, 최혜란, 2011). 또한 현실적 직업선택의 실천단계로 직업선택을 위해 필요한 교
육과 경험을 쌓고, 직업목표를 설명하며 이를 구체화하고 정교한 계획을 세우는 단계
(Ginzberg,
1972; Super, 1953)로서의 탐색도 필요하다. 이중에서도 특히 어떤 직업과 진로를 선택하느냐
하는 문제는 인간관계,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가치관과 태도, 정신 및 신체적 건강, 가족관계
등 생활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끼치는 궁극적으로 한 개인의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이
다. 진로설정이라는 발달과업을 이루기 위해서 대학생 시기 동안 자신의 성격
, 흥미, 적성 그리
고 자신의 현재 환경 등을 분석하고 이해하여 자신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진로를 선택하도록
준비해야 한다(박희인, 구자경, 2011).
Gati, Krausz와 Osipow(1996)는 대학생들의 진로미결정의 주요한 요인으로 동기의 부족을 들
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경우에서도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 우리
나라 대학생들의 진로미결정은 정보의 부족, 진로와 관련된 자기이해의 부족 등과 같은 인지적
요인 뿐 아니라, 정서적 불안정성과 같은 비인지적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
다(이기학, 2003). 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다양하다
(Blustein, Phillips,
Jobin-Davis, Finkelberg, Roarke, 1997; Holland & Holland, 1977). 대부분의 한국 대학생은 진
로 문제로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체계화한 자료나 연구물은 찾아보기
어렵다. 대학생들의 진로문제는 일반적으로 학업문제와 함께 분류되면서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
되지 못하고 있다(장미화, 임현술, 최원상, 2005). 대학생들의 문제 대부분은 '학업 및 진로'가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낸 것으로 보고 하였으나 진로문제를 학업문제와 같은 분류로 생각하여
진로문제만의 독특한 특성을 분석하는 데에는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
. 한편 이제경, 문승규, 김
현진, 염미영(2009)은 대학생이 진로상담에서 도움을 받고자 하는 주제에 대해 연구한 결과
, 대
학생들은 주로 ‘진로 및 직업에 대한 정보(34.8%)’에 대한 도움을 가장 필요로 했고, ‘진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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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나의 이해(34.5%)’와 ‘결정된 진로에 대한 준비행동 및 실천(17.1%)’, ‘진로에 대한 의사
결정(13.4%)’에 대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대학생의 진로결정에서의
어려움은 학업이나 대학생활 적응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이제경 외, 2009) 최근에는 대
학생들이 진로와 관련하여 겪게 되는 스트레스에 관심을 갖고 그들의 대처 방식이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련한 연구들도 수행되고 있으며
(박선희, 박현주, 2009), 진로를 결정한 학생들
의 경우도 대부분이 자신의 개인적 특성과 현실성을 고려하지 못한 채 이상적인 결정을 한 경
우가 많다는 연구 결과들도 보고되고 있다(김영경, 2008; 선혜연, 이제경, 김선경, 2012).
대학생의 진로결정 과정과 개입 요인을 근거이론방법으로 탐색한 임은미
(2011)의 연구에서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진로결정 과정 핵심범주로 ‘성공과 지지를 바탕으로 결정해 나감’을 꼽았
다. 여기서 ‘지지’라는 것은 진로결정 및 준비과정에서 경험하는 관계와 지속적인 환경적 지원
을 의미하는 것으로 진로결정 과정에서 부모와의 진로선택 갈등여부
, 소속전공과 학과에 대한
자부심, 지속적인 환경적 지지, 사회적 역할 모델 등이 주요한 개입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부모와의 애착, 가족의 지지, 사회적 역할 모델 유무 등과 같은 심리사회적 변인들은 많은 대학
생들의 진로와 관련된 고민의 원인인 동시에 진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개입 요인이 될 수 있
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한국사회는 ‘관계’를 중시하고 정서적 친밀성을 강조하는(박수길, 이
영희, 2002; 선혜연, 김계현, 2008) 경향이 많으므로 대학생들이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긍정적
역할 모델에 대한 깊이 있는 내용 제시가 중요할 수 있을 것이다.
Lockwood와 Kunda(1999)는 긍정적인 역할 모델의 성공적인 결과는 특정분야의 성공적인 열
매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미래에 다른 일들에 대한 성공소망을 가지게 되므로성공을 위한 강건
한 정신적 동기를 부여한다고 보았다. 특히 역할 모델이 성공하기 까지 겪게 되는 다양한 인간의
삶은 불확실하고 한치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이 수반된다
. 이 과정에
서 인간들은 예측 불가능한 환경 속에서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학습을 통해 성장한다
. 계획된 우
연이론(Planned Happenstance Theory)은 바로 삶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우연성’에 대해 주목한
다. Krumboltz(2009)는 개인이 사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무엇을 학습했느냐에 따라 진로선택
에 영향을 받는다”는 사회학습이론의 확장으로써 우연이론을 제시하였다(장원섭, 김지영, 2013).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진로 탐색에서 최근 가장 관심은 높으나 다양한 장벽이나 심리적 위
축으로 도전적 시도를 하지 못하는 분야인 창업과 비즈니스 영역에 대한 현실적 제시가 절실하
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관련 분야 실제 역할 모델의 성장과정과 중요한 진로 선택 경험 사례에
대한 연구를 통해 대학생들의 진취적 도전을 돕기 위해 시도되었다.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인 비즈니스에서 직업적으로 성공을 이룬 역할 모델을 대상으로 그들의 직업 선택에서 나
타난 다양한 실천적 경험을 탐색하고자 한다. 기존에 역할 모델을 다룬 연구는 주로 역사적 인
물이나 언론 매체에 등장하는 유명인
, 정치인 등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역할 모델
들은 이상적 측면에서 의미 있는 내용의 전달자일 수는 있으나 실제 대학생들이 진출하고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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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현실 영역과 동떨어진 경우들이 한계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생들에게 보다 구체
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진로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른 연구 문
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역할 모델들은 어떤 다양한 경험을 통해 지금의 성공을 이룰 수 있었
는가? 둘째, 자신의 진로 경로에 영향을 준 우연적 사건이 있었는가? 셋째, 우연적 사건의 내용
은 무엇이며 그로 인하여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였나? 넷째,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어떤 의미와
성찰점을 부여하고 있는가?

2. 이론적 배경
가. 대학생 진로에 있어서 역할 모델
역할 모델에 관한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정리해 보면, 대부분 역할 모델의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국외의 선행 연구에선 대표적으로 사회학습이론에서 역할 모델과 진로와의
관련성이 일찍이 연구되었다. 이 이론은 인간이 타인을 관찰함으로써 습득해야 할 사회적 기술
과 적합한 행동요소들을 배우게 되고 이러한 행동들이 자기화 되면서 사회 속에 잘 적응하거나
활동이 재창조 된다고 하였다(Bandura, 1986). Hackett와 Betz(1981)는 이 연구를 진로발달이론
으로 발전시켰는데 사람들은 관찰을 통하여 진로 결정과 진로 행동을 하게 된다고 하였다
. 이
들은 성공한 역할 모델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예전에 시도해보지 않았던 과제들에 대한 개인
의 자기효능감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하였다(Nauta & Kokaly, 2001). 즉, 역할 모델이 성취해내고
이뤄내는 과정을 보면서 자신 또한 역할 모델처럼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이 증진된다는 것이다
.
실제로 특정 직업분야 내에서 성공한 역할 모델을 관찰한 학생들은 자신 또한 이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과 해당 분야의 진로에 대한 선호수준이 증가하였다(Scherer, Brodzinsk,
& Wiebe, 1991). 역할 모델 연구에 있어서 최근 사회인지 진로이론이 제시되었는데 이는 개인
·
심리적 요인들 외에 진로장벽, 지지집단과의 관련성 등과 같은 맥락적 요인에 대한 고려가 개
인의 흥미, 자기효능감, 결과 성취에 영향을 줌으로써 진로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하였
다(Lent, Brown, & Hackett, 1994; Quimby & DeSantis, 2006). 이 외에도 역할 모델은 개인의
가치관과 규범적 측면에서도 영향을 끼치며
(Nauta & Kokaly, 2001) 다중역할의 성공적인 수행
여부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Nauta, Epperson, & Kahn, 1998). Gibson(2004)에 따
르면 역할 모델은 개인에게 사회적 비교 모델을 제공하며, 개인은 자신의 상황과 경험을 역할
모델과 비교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미래에 성취할 이미지를 정립한다
. 또한 역할 모델들은 직업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은 대학생들의 자기 효능감을 높여줄 수 있는 것
(Nauta, Epperson, &
Kahn, 1998)으로 보고되었다.
역할 모델은 특정직업 분야 중에서 성공한 인물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삶을 관찰하는 것은
대학생들에게 자신의 미래 직업에 대한 선호도 및 결정을 촉진할 수 있다
(Scherer, Brodzins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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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ebe, 1991; Lent, Brown, & Hackett, 1994; Radu & Redien-Collot, 2008). 또한 역할 모델
은 대부분 성공한 인물들이 많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으로 정의
되는 데 선행 연구들을 보면 역할 모델을 특정한 방식으로 다른 사람의 삶·행동에 영향을 미치
는 사람(Basow & Howe, 1979), 또한 살아가는 과정에서 모방하고 싶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
람(Pleiss & Feldhusen, 1995)으로 정의하였다. Nauta와 Kokaly(2001)은 다양한 영역에서 존경을
받거나 특정한 상황과 현장에서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영향을 줌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
을 행사하는 사람을 역할 모델로 정의했으며 이들은 사람들의 기대치에 가까운 인물들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역할 모델들은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를 고민할 때 직·간접적인 도움을 주기도 하
지만 중요한 것은 고비가 있거나 커다란 실패의 시기에도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위에 언급한 연구들이 기본적으로 가정하고 있는 역할모델의 특징은 바로‘동질성’이다. 동일
시 이론의 기본적인 원리는 사람은 대개 개인적인 성격
, 특성, 배경환경, 인종, 성별 등에서 자
신과 유사하다고 지각되는 사람을 모델로 삼는다는 것이다(Erkut & Mokros, 1984). 즉 자신과
유사하다고 생각되는 역할모델이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경력을 쌓아가는 모습
을 통해 나 또한 이러한 장벽과 갈등을 이겨낼 수 있다고 더 잘 받아들이게 된다
. 때문에 자신
과 유사한 점이 많은 역할 모델의 성공은 진로선택 시 더 큰 힘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실제 역
할모델에 대한 연구들 가운데 이런 동질성의 원리를 기반으로 한 연구들이 많이 있다
. 많은 연
구에서 사람들은 성, 인종 등이 자신과 유사하여 동일시하기가 용이한 역할모델을 찾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Bandura, 1986; Hackett & Byars, 1996; Karunanayake & Naut, 2004).
국외의 선행 연구가 다양한 반면, 국내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김재원(2002)은 역할 모델이
있는 대학생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방송 매체와 교과서인데 실제 역할 모델이 있더라
도 자신의 진로와 관계없이 인생 계획을 설정하는 성향이 있다고 보았다
. 안나영(2004)은 대학
생이 성공한 직업인을 역할 모델링하는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성공한 직업인이 가진 개
인·사회적, 경제력, 전문성의 세 요인을 대학생들의 직업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추출하였
다. 김병숙(2006)은 역할 모델을 진로대리학습이 가능한 대상으로 규정하고 역사 속 인물들을
여러 분야로 나누어 분석하여 이들을 통해 청소년들이 심리적인 불안과 자기 개념의 불확실성
을 극복하고 진로 효능감 및 자신의 꿈을 키워나가게 한다고 보았다. 안진아(2008)는 여대생들
을 대상으로 역할 모델 및 다중 역할 계획에 대한 태도와 진로 포부의 관계 분석을 시도하였는
데 여대생들이 역할 모델로부터 진로와 관련한 지지를 얻고 모델링을 할 대상이 있을 때 진로
포부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을 분석하였다. 도승이(2009)는 사회인지 진로이론을 활용하여 여성
공학도인 공과대학 여학생들이 남성 중심의 환경 속에서 역할 모델을 찾는 경험이 학업 동기를
. 정명희(2010)는 기독교 대학을
매개로 그들의 진로관련 동기에 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밝혔다
다니는 대학생들이 역할 모델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 연구한 결과
, 일반 대학에 다니는 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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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기독교 대학을 다니는 대학생이 역할 모델이 더 많이 존재했고 다양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밝혔다.
최근에는 대학생의 창업과 역할 모델의 관계성을 분석한 연구가 제출되고 있다. 이수지(2012)
는 청년 대학생의 창업 참여도가 자기 효능감과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역할 모델의 조절
효과를 검증하였고 이를 통해 역할 모델은 조절 변수로 작용하였음을 확인하였다
. 서동철(2014)
도 역할 모델이 대학생에게 자신감과 자기 효능감을 매개로 창업의도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역할 모델과의 직접적 교류 및 경험이 많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아지고 창업의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실증 분석하였다
. 진주형과 박병진(2014)은 대학생들에게
가족과 지인의 역할 모델이 노출 되었을 경우 창업의도와 어떤 인과관계를 갖게 되는지를 분석
하였다. 그러나 역할 모델이 진로발달과 직업 선택에 중요하다는 인식에도 불구하고
(Lent et al.,
1994), 역할 모델이 가진 성공 요인들에 대한 정의, 역할 모델이 진로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주
는지는 분명치 않다(Pleiss & Feldhusen, 1995; Nauta & Kokaly, 2001). 역할 모델의 영향력을
보다 구체화한 정의나 역할 모델의 직업 영역에 대한 고찰도 필요하다
. 즉, 위에서 언급한 역할
모델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은 다소 추상적인 측면이 많다
. 현실의 급격한 산업 변화와 대학생
들이 진출할 직업 세계의 변동, 신생직업의 출현 등을 감안한다면 다양한 직업군을 세분화하여
그 영역에서 성공한 역할 모델에 대한 연구를 보다 확대해야 할 것이다.
나. 경력성공 과정에서의 우연과 기회요소
1990년대를 전후하여 직업 상담 분야에서는 개인들의 삶에서 주관성이 가진 의미들의 중요
성을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Williams, Soeprapto, Like, Touradji, Hess와 Hill(1998)의 연구에 따
르면 상담영역에서 자기 전문성을 구축했던 여성 상담 심리학자들이 우연적 사건을 통해 자신
의 직업 경로가 변화하고, 새로운 기회를 맞을 수 있었다고 보았다. 이는 Budescu와
Bruderman(1995)가 성공한 사람은 우연과 직관을 과소평가하며 자신의 능력과 기술의 영향을
과대평가한다는 기존의 연구와 상반되는 것이다. 즉, 인간의 삶은 예기치 않던 사건이나 기회
등의 우연성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모든 종류의 사건들은 ‘기회’와 ‘학습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계획된 우연이론의 개념적 틀은 계획되지 않은 사건들을 학습의 기회로 전환하
는 것을 포함한다(Mitchell, Levin, & krumboltz., 1999). 이러한 경험적이고 실증적인 연구를 바
탕으로 Krumboltz(2009)는 사회학습이론을 기반으로 한 ‘우연’을 이론적으로 정립하고자 시도하
였고 그 결과 ‘계획된 우연’이라는 개념과 ‘우연학습이론’으로 제안하였다.
Krumboltz(1996)는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개인이 만족스런 삶을 창조할 수 있는 학습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는 선택하는 것보다는 자기 자신과 환경에 대한 학습을
강조 하는 것이며 선택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학습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Sharf, 2006). 그러므로 계획된 우연은 계획되지 않은 사건들을 배움의 기회들로 전환시키고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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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하는 과정을 포함하기 위한 직업 상담에서 확장된 개념적 틀이다
. 계획된 우연의 강한 구성
요소는 가능한 기회를 발견하고 생산해 내는 개인의 행동을 촉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
고 제시하였다. 진로에는 상황적으로 예측 불가능하거나 비의도적인 사건들이 영향을 미친다
.
관련한 국외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Caplow(1954)는 사람들이 겪는 실제 우연적
사건들은 각 개인이 인정하는 것 이상으로 그들의 진로 결정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보
았다. Hart, Raynor와 Christensen(1971)은 전문직, 기술직, 반 숙련직의 직업입문과정에 관한
연구에서, 숙련직의 소수만이 계획을 통해 직업에 입문할 뿐,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연적 사건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Baumgardner(1977)는 대학을 이제 막 졸업한 학생들의 진로 결
정을 연구한 결과 72%의 졸업생들이 부분적 혹은 전적으로 예상치 못한 사건의 영향에 대해
언급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Miller(1983)는 직업선택과정에서 합리적이고 이성적 진로계획이 언
제나 가능하거나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직업선택과정에서 발생하는 우연
한 일들을 제대로 바라보는 시각이 좋은 결과를 얻게 할 것이라고 제기하였다
. Bandura(1986)
는 우연적 사건의 영향은 사건 자체 보다 사건과 인간 간의 상호작용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루었다. Willams 등(1998)의 연구에서도 우연적 사건은 여성들의 진로 경로가 변화하는데 있
어 중요한 진로 선택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들의 자기 개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
Bright, Pryor와 Harpham(2005)의 연구에서도 고교생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 결정에 영향
을 준 요인을 연구한 결과 70% 가까이 우연히 발생하는 사건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진행된 우연적 사건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송병국
(1998)은 성인 노동자 270명을
대상으로 직업선택과정에서 우연성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는데 이들 중에 철저히 준
비하고 계획했던 직업에 취업한 경우는 고작 18%에 지나지 않았고 59% 이상이 우연적 요인들
에 의해 직업을 선택해 왔음을 밝혀내었다. 손은령(2009)은 개인이 진로와 관련된 모든 변인들
을 통제할 수 없다는 인식이 보다 적극적으로 실천행동들을 준비하는 동기가 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한국의 상담현장에서 우연에 대한 대안적 관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박현영(2011)은
275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를 결정할 때 우연적 사건의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분
석하고 69.8%가 진로 결정시 우연의 영향을 받았음을 분석하였다. 황현덕(2011)은 고등학생 370
명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진로포부, 진로준비행동, 진로관련 계획된 우연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
는데 연구 결과 세 변인간의 관계 모두가 계획된 우연과 관련성이 높았음을 분석하였다
. 손은
령(2012)과 안윤정과 오현주(2012)의 연구는 직업 상담사라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직업
성취과정에서 우연의 내용 및 영향과 우연의 의미, 그 과정에서 나타난 낙관성, 유연성, 호기심
등의 우연 요소를 실증적으로 탐색하였다.
이동혁, 황윤미와 정지희(2012)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우연학습이론에서 제시한 계획된 우연을
만드는 기술에 대한 연구 중 낙관성,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가 높을수록 진로성숙도가 높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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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한 환경에서도 긍정성을 가지는 자세의 중요성을 제언하였다
. 또한 이상희, 신상수(2012)는
개념도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대학생들이 진로선택에서의 우연요인으로 예상치 못한 상황발생에
의한 다양한 진로 선택 경로들을 도출하였다. 신순옥, 박서연과 이상희(2015)는 전환적인 삶의
국면을 가진 코칭 및 상담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진로 경험에서 개인의 우연 경험과
의미를 탐색하고 진로 선택 과정 속에 우연 상황이나 사건을 기회로 만드는 내적 특성이 존재
함을 확인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국내 연구들은 대체로 상담분야나 고교생
, 대학생 등의 진로 적응성, 포부
등과 연관된 것이 많아 우연 이론에 근거한 연구의 대상과 범주가 다양하고 충분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많다. 진로와 경력 성취 과정에서 우연의 영향력을 보다 깊이 있게 확인하
기 위해서는 대상과 직업군에 대한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최근 연구 중 장원섭 외
(2013)는 이런 연구의 한계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명장’으로 선정된 전문적 장인들이 어떻게 그
지위까지 성장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우연히 어떻게 필연으로 작용하였는지를 직업 입문과정에
서부터 명장의 위치에 오른 성취 시점까지를 다루었다. 이 연구는 기술 분야의 명장들을 대상
으로 그들의 성장 과정 속에 우연의 역할을 살펴보았지만 앞으로 이 분야의 연구들은 더욱 다
양한 직업인들의 경력 경로에서 발견되는 우연의 역할을 관찰 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이에
본 연구는 대학생들이 가장 알고 싶어 하는 직업군 중에 하나인 창업과 비즈니스영역에 있는
기업가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사업적 성장 과정과 경력 성취과정에서 우연성의 다양한 영향력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방 법
1.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역할 모델로 선정된 청년 기업가들의 경력 성공 경험을 파악하기 위해 질적
연구방법인 CQR(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을 사용하였다. 깊이 있는 연구문제를 탐구하
기 위해서는 선정된 역할 모델의 경험과 삶의 경로를 조사하고 분석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하므로 질적 연구방법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CQR은 질적 연구의 주관적 탐구와 양적 연구
의 객관성과 타당성의 문제를 고려한 절충적인 방법론이다
(Hill, Thompson, & Williams, 1997).
절충적인 방법인 만큼 분석의 깊이와 해석의 풍부함을 전제로 연구대상자의 인터뷰 내용을 보
다 명료하고 맥락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Hill, Thompson, Hess, Know, Williams
& Ladany, 2005). 본 연구에서는 CQR에서 제안된 지침에 따라 대략 다음과 같은 연구 절차로
진행되었다. 이 연구에는 역할 모델을 선정하고 직업인 인터뷰를 진행한10명으로 구성된 대학
생들과 연구자 외에 2명의 전문 감수자가 참여하였다. 1명의 감수자는 직업상담 분야 박사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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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자이며 우연이론을 연구한 경험이 있다. 또한 연구자와 함께 CQR을 활용한 연구 2편을 진
행하였다. 또 1명의 감수자는 교육심리학 박사과정 중에 있는 대학원생으로 본 연구 실시를 위
해 연구자가 지원을 요청하여 대학생 관리와 인터뷰 지원을 담당해 주었다
.
연구자와 2명의 감수자는 각자의 관점에서 인터뷰 주제를 분류하고 코딩하는 과정을 거쳤다
.
상호 내용교환과 토론을 진행함으로써 방법론적 삼각측정
(methodological triangulation)을 시도
하여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대학생 인터뷰 팀은 자신들이 평소에 주목하고 있
던 분야의 기업가들을 선정하고 노력 끝에 역할 모델과의 인터뷰에 성공한 학생들이다. 대학생
들은 CQR에서 제안 된 대로 먼저 각자 면접 자료를 읽고 분석한 후 연구자와 함께 모여 토론
하고 모두가 합의 할 수 있는 질문지를 구성하는 과정을 거쳤다. 질문지 구성을 위해 선행연구
(Hill et al., 1997; 손은령, 2012; 진주형, 박병진, 2014; 신순옥 외, 2015)에서 제시된 다양한 질
문지의 형식과 내용을 조사하고 본 연구에 반영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정리하여 새롭게 구성하였
다. 조사 한 자료 분석을 실시할 때 사례에 대해서 면 대 면 만남을 통해 합의 과정을 거치고
,
이후의 사례들에 대해서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하여 추가 합의를 도출하였으며
, 필요 시 추가로
면 대 면 만남을 가졌다. 이후 영역 부호화와 요약 반응 구성
, 교차분석의 자료 분석 전 과정에
서 면 대 면 만남을 우선으로 하고 온라인으로 의견 교환을 보충하였다. 또한 분석이 완료된
<표 1> 역할 모델에 대한 질문지
주제

질문목록
① 그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경력선택과정

② 그 일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계기와 이유는
?
③ 그 일을 하게 된 아이디어는 어떻게 얻었나?
④ 그 일을 하기 전에 경험했던 일에 대한 평가는?
⑤ 어릴 적 겪을 일 중 지금 경력에 영향을 끼친 것은?

경력선택과정에서

⑥ 경력선택 과정에서 우연한 일들은 어떤 것들인가?

우연적 요인

⑦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
⑧ 경력경로에서 가장 영향을 받은 인물이나 관계는
?
⑨ 우연한 경험들은 어떻게 영향을 끼쳤나?

경력선택과정에서

⑩ 그 과정에서 계획되지 않은 경력전환 결심 이유는
?

우연의 영향

⑪ 이 일과 연관되어 도움이 된 중요 경험은 무엇인가?
⑫ 경력전환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일들은 무엇인가
?
⑬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지속적인 동기부여는 어떻게 하나?
⑭ 위기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했으며 이때 필요역량은?

경력역량

⑮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필요한 역량은?
⑯ 개인적 슬럼프가 왔거나 힘든 일이 계속될 때 극복방법은?
⑰ 목표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성공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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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반드시 감수자들의 검토 과정을 거쳤으며 감수자들의 논평을 반영하여 분석 내용을 수정
,
보완하여 최종적으로 분석 내용을 확정하였다.

2. 연구대상과 인터뷰 프로토콜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은 대학생들과 함께 기업영역(스타트업, 사회적 기업)에서 활동하는 10인
을 선정하였다. 질적 연구에서는 해당연구의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심층적인 자료를 얻을 수 있
는 연구대상을 의도적으로 선정한다(Glesne, 1999). 기업영역(스타트업, 사회적 기업)에서 활동하
는 역할 모델을 연구하기로 판단한 이유는 대학생들이 최근에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이면
서도 구체적인 활동 내용이 확보되지 않아 시도되었다
. 청년 기업가라는 대상 선정은 대학생들
과 가장 근접한 연령대라야 경험과 고민의 유사성이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청년이라는 연령적
개념에서 40대 미만까지를 포함한 것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한국 사회의 초고령화 상
황과 사업의 성공과 경력의 이행과정에 나름의 독특한 경험을 가질 시간이 필요 했기에 적절히
포함하였다. 실제 미국의 Forbes나 Fortune 등의 경제지는 40대 미만의 젊은 기업인을 매년 소
개하고 있기도 하다. 10인의 역할 모델에 대한 인터뷰는 10인의 대학생들이 연구자와 함께 구
성한 반 구조 질문지를 통해 2 : 1로 진행하였고 총 2회씩 FGI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 선정과
질문지 작성, 인터뷰 실시까지 2015년 7월-2016년 2월까지 진행되었다.
인터뷰 실시에 앞서 전문가 2인에게 질문의 적절성을 검토하도록 의뢰하였다. 연구 참여자들
에게 동의서를 받은 이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일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하여 과거를 반추하는
과정으로 질문이 진행되었다. 면접은 연구 참여자들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맞추어 실시하였
으며 1-2시간 내외로 이루어졌다. 면접 후 면접내용을 녹취하여 축어록을 작성하고 각 사례에
사례 번호를 부여하였다. 연구사례 축어록을 가지고 연구자는 축어록과 사례조사지를 비교하며
반복적으로 읽은 후, 모든 사례의 의미 있는 문장에 밑줄로 표시하였다. 그 후 감수자들을 통해
내용의 일치와 불일치를 확인하고 이에 대해 논의하여 의미 있는 문장을 합의하였다
.
감수자들과 연구자는 연구를 위해 참고한 질적연구의 영역 코딩
, 중심개념 코딩, 교차분석
결과를 개별적으로 평정한 후 수차례에 걸쳐 피드백을 주었다. 코딩 과정에 불필요하게 끼칠
수 있는 영향과 연구자 및 감수자들의 편견을 배제하기 위해 원자료 읽기와 상호 적극적 논의
를 수차례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그 내용을 토대로 결과를 수정 보완하였다. 범주 코딩은 모든
사례에 대한 의미 있는 문장 추출을 통해 유사한 문장을 묶어 분류하였다
. 모든 사례를 범주와
하위 범주로 구성한 후 감수를 받았다. 감수자들은 연구자에게 범주와 하위범주가 원자료에 근
거하여 도출된 것인지를 검토하였고, 감수자들의 피드백에 의해 다시 수정 보완하였다. 각 사례
를 범주와 하위범주로 구성한 후 사례들 사이에 유사성이 있는지 결정하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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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역할 모델 인터뷰 대상자
사례

업종

연령대

성별

학력

경력기간

1

유통업

40대

남

대학원

6년

2

사회적 기업

30대

남

대졸

6년

3

애플리케이션

40대

남

대졸

3년

4

인터넷 서점

30대

남

대졸

7년

5

사회적 기업

30대

남

대졸

4년

6

플랫폼

30대

남

대학원

3년

7

요식업

30대

남

고졸

4년

8

교육

30대

남

대졸

5년

9

사회적 기업

30대

남

대졸

4년

10

식품가공

20대

남

대재

5년

본 연구에서는 Hill 등(2005)의 제안에 따라 모든 사례 (9∼10개)에서 나타난 범주는 일반적
(General)으로, 50% 이상(5∼8개)의 사례에서 나타나는 것은 전형적(Typical)으로, 50% 미만(2∼
4개)에서 나타나는 것은 변동적(Variant)으로 명명하였고 1개 사례에만 나타나는 경우는 기타
사례로 보고 제외하였다. 교차분석 후 감수자들은 각 영역의 범주가 적절한지
, 범주명이 중심개
념의 본질을 포괄하고 있는지 등을 검토하고 피드백을 제공하였으며, 연구자는 피드백에 대한
합의를 거쳐 분석결과를 수정 보완하였다.

결 과
CQR을 적용한 자료 분석 결과 인터뷰 질문지 구성과 동일하게 총4개의 범주와 18개의 하
위범주들이 나타났다. 4개의 범주별로 빈도를 표로 제시한 후 대표적인 사례의 원 자료의 번호
순으로 내용을 추출하여 함축된 의미를 분석하여 인용 제시하였다. 합의된 범주 4가지는 첫째,
경력 선택에 영향을 끼친 우연적 요소로 하위범주에서 일반적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사업
의 아이디어 획득부터 자신의 개인적 동기까지5개의 하위 범주를 도출해내었다. 둘째, 경력 이
행과정에서 우연을 기회로 만든 개인역량은 실제 동일한 현실 상황에서도 결과는 달라질 수 있
는데 그 주요 변동원인을 개인으로 보고 분석한 결과이다
. 하위범주는 호기심, 낙관성, 위험감
수, 인내심으로 파악되었다. 셋째, 경력 이행과정에서 위기와 극복인데 이 범주에서는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 전 과정에서 대처해야 할 위기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왔는지를 탐색해 본 것이
다. 하위범주는 5가지로 나뉘어 개인의 노력과 함께 위기를 극복한 협력자까지 포괄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경력 성공 이후 성찰인데 성공이후 어떻게 스스로 평가하고 있는지를 총4가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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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범주로 나누어 우연을 기회로 만든 요소라는 관점 하에 분석해 보았다
.
<표 3> 계획된 우연과 기회전략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범주

하위범주

빈도

우연한 아이디어의 획득

일반적(9/10)

영향을 끼친 사람

전형적(7/10)

경력전환에 영향을 준 우연적 상황

일반적(9/10)

직전 경력을 통해 얻은 경험

전형적(6/10)

우연히 확인한 내적 동기

전형적(6/10)

호기심

전형적(6/10)

2. 경력이행과정에서 우연을

낙관성

변동적(2/10)

기회로 만든 개인 역량

위험감수

일반적(9/10)

인내심

전형적(7/10)

개인적 슬럼프 상황에서 노력

전형적
(6/10)

실패를 극복한 경험

일반적(9/10)

사회적 편견과 극복

변동적(4/10)

위기상황에서의 문제해결

전형적
(7/10)

함께 극복한 사람들에 대한 태도

변동적(4/10)

경력 성공 결과에 대한 평가

변동적(4/10)

우연 기회에 대한 성찰

변동적(4/10)

새로운 경력전환에 대한 태도

전형적(5/10)

우연을 기회로 만드는 전략 제시

전형적(7/10)

1. 경력선택에 영향을 끼친
우연적 요소

3. 경력이행과정에서 위기와
극복

4. 경력 성공 이후 성찰

1. 경력선택에 영향을 끼친 우연적 요소
이 범주의 하위 범주는 5가지로 분류되어 도출되었다. 사례자인 역할 모델들의 내용 중 일반
적 빈도로 도출된 것은 두 가지였는데 ‘우연한 아이디어의 획득’과 ‘경력 전환에 영향을 준 우
연한 상황’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다음은 전형적 빈도였는데 ‘영향을 끼친 사람’, ‘직전 경력을
통해 얻은 경험’, ‘우연히 확인한 내적 동기’로 확인되었다.
가. 우연한 아이디어의 획득
‘우연한 아이디어의 획득’은 일반적 범주로서 대학생들이 역할모델들에게 가장 궁금해 한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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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었다. 실제 현재의 사업이 존재할 수 있게 만든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차별화된 아이디어
의 확보이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역할 모델들의 답변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 그
들은 일상생활이나 취미활동을 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에서 아이디어가 우연히 나타났거나
, 미디
어에 나온 이슈나 영상을 보면서 갑자기 떠오르기도 했고
, 쉬고 있는 상태이거나 잠자는 무의
식 영역에서조차 아이디어를 얻었다는 경험을 서술하고 있다
. 서술 자체만을 보면 아이디어를
우연히 접하게 된 것처럼 해석되지만 사실 아이디어를 찾기 위한 이들의 숨은 노력과 몰입의
과정이 전제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의식하는 건 아니고 그냥 제가 원래 평소 길거리를 다니면서 간판이나 다른 것들을 유심히

보는 편이에요. 가만히 보고 있으면 꽤 재밌어요. 어떻게 저렇게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도 하고, 그러다가 갑자기..”(사례 1)
“창업한 회사를 매각한 뒤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기획 할 때... 사무실에 대학생 인턴 몇 명

있었어요. 요즘 무슨 고민하며 사느냐고 물었더니 이구동성으로 월세 부담을 말하더라구요....충
분히 건드릴만한 주제란 생각이 들었고...”(사례 2)
“영화 보는 걸 엄청 좋아하는데요. **** 라는 영화를 보다가 그 영화 포스터에 나오는 이미지

로 사업을 하고 공간을 꾸미고 싶었어요.”(사례 7)
“영화를 보고 나니 문득 제가 부끄러워졌어요. 마크 주커버그는 저와 동갑인데 자기실현을

하고 왜 저는 그러지 못하나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그 영화를 세 번 보고 바로 그 다음날
부터 사업을 구상하기 시작했어요.”(사례 8)
. 그때 누
“군대 시절 우연히 원산지를 속여 판 사람들이 경찰에 적발됐다는 뉴스를 접했어요

구나 믿을 수 있는 제품을 팔아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제대할 때까지 1년 동안 시간 날 때
마다 공부하고 조사했어요.”(사례 10)

나. 경력전환에 영향을 준 우연적 상황
‘경력전환에 영향을 준 우연적 상황’은 일반적 범주로서 역할 모델들에게 다양하게 확인되었
다. 이들은 아이디어의 우연한 획득 과정처럼 자신의 인생에서 경력 전환에 대한 내외부적 열
망과 우연한 상황이 만나 새로운 모색을 하게 된다. 기존에 하고 있던 일에서 만족하지 못하거
나, 하고 있는 일 외에 다른 일을 병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인생을 찾기 위한 여행길에서, 어
렸을 적 겪었던 큰 사건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었다.
“저는 돈 버는 데 꽤 재능이 있었어요. 카페도 열고 술집도 열고 통장에 잔고가 쌓이고 당시

저는 고졸...근데 사업도 단순히 돈을 버는 것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대학
에 가서 친구만나고 가슴이 불타오르는 일을 만났어요”(사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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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을 하면서 온전히 내 판단으로 선택하고 그 결과는 내가 책임져야했습니다. 인생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여행을 다니며 자기 스스로 무언가 이루면서 보내는 시간은 인생을 알게 하더군
요.”(사례 5)
“한 번도 창업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필요를 느끼는 서비스를 만들기로 했는데 혼자

할 수는 없고 같이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함께 작업하는 개발자와 디자이너들이 저처럼
. 그래서 회사가 필요하겠다고 느
직장을 다니면서 이 일을 병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꼈죠.”(사례 8)
“직장 생활에 염증을 느꼈어요. 광고회사 였는데 정말 진이 빠졌어요. 그러다가 사회적 기업

강연을 듣게 되었어요. 어,.. 이런 일도 있구나. 싶었죠..”(사례 9)
“어렸을 때 집에 불이 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구호물품도 받고 도움도 많이 받았죠. 그러고

선 저 역시도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사례 10)

다. 영향을 끼친 사람
역할 모델들이 자신의 경력성취 과정에서 ‘영향을 끼친 사람’으로 언급한 이들은 심리적
지지 집단이거나 사업과 연관된 영향을 준 인물들이 대부분이었다
. 동년배와 사업을 시작했
다하더라도 경험이 많은 시니어들의 중요성을 자각했고 사업이 안정화 되지 않았던 시기에
큰 재정적 지원을 해준 조력자 등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많았다. 심리적 지지 집단으로는 부
모와 친구, 배우자에 대한 언급이 존재했다.
“동년배 몇 명이 모여 창업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업을 키워가려면 경험이란 게 중요합니

다. 이건 당장 쌓을 수 없어요. 누군가에게 배워야죠. 시니어급 선배의 경험과 지혜, 시행착오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해요”(사례 2)
“엔젤 투자자분이 아이디어도 확실히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저 하나만을 보고 선뜻 투자

를 해주셨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랐죠. 그 당시에 정말 막막했었는데... 사실 그 도움이 아니
면 지금의 저는 없을 겁니다.”(사례 3)
“주위에서 반대가 엄청 심했죠. 유학도 포기하고... 근데 막상 부모님이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라. 대신 다시 학교로 돌아갈 생각은 말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맘을 굳게 먹게 됐죠.”(사
례 6)

라. 직전 경력을 통해 얻은 경험
‘직전 경력을 통해 얻은 경험’은 전형적 빈도였는데 역할 모델들이 지금의 사업을 시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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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경험했던 다양한 직장경력과 직무에 관한 서술이다. 이 경험을 통해 역할 모델들은 지금의
사업에 유형·무형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에겐 직전 회사의 경험으로 얻게 된 역
량들이 많았는데 특히 다양하고 새로운 기술력과 실무능력
, 글로벌 경험이 준 트렌드 분석력,
여러 분야의 창업 경험이 준 자신감 등이 추출되었다.
“**전자회사에서 하드웨어 엔지니어로 일했어요. 몇 년 있다 마케팅 회사로 옮겨 새로운 분

야를 배우고 그걸 바탕으로 창업을 했어요. 창업하고 정말 힘들었어요. 내가 좋아하는 일이 아
닌 것 같았죠.”(사례 3)
. 실리콘밸리도 자주 갔었구
“**전자 벤처 투자팀에서 일했는데 미국 출장을 많이 다녔습니다

요. 제가 유달리 촉이 좋다기 보다 거기에 1주일 이상 있으면 다음 판이 보이는 거죠.”(사례 4)
.. 술 마시며 앞집에 수영장 달린 집
“미국에 둘이 같이 살던 자취방엔 쥐와 바퀴가 들끓었죠

을 보며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늘 푸념했죠. 그러다 군대 가고 제대하고 스타트업 시작
했어요. 그때 경험 해 본 건 20대가 할 수 없는 일을 한 거였죠. 정말 자산이죠.”(사례 6)

마. 우연히 확인한 내적 동기
‘우연히 확인한 내적 동기’ 요소도 전형적 빈도로 분류되었다. 역할 모델들은 진로 선택이나
직전 경력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깊은 갈등요소와 알 수없는 불확실한 욕구의 증가
,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열망,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하고 싶은 동기, 타인이 알려준 자신의
선호도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금의 일을 하게 된 동기를 갖게 되었다고 서술하였다
.
“**전자의 틀 안에서 차근차근 실력을 쌓아왔어요
.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큰 그림을 그리

고 싶은 욕구에 시달렸죠. 대기업에 근무하는 뿌듯함도 있었지만 나만의 것을 만들고 싶다는
욕구가 있었고요. 고심 끝에 사표를 썼죠.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보고 싶었어요. 사회에 도움
이 될 수 있는 그런 일. 그러다 2년 전 가을에 크라우스 소싱 ***에 대해 알게 됐고 이 컨셉을
듣자마자 느낌이 왔어요.”(사례 3)
. 여러 스타트업에 참여했고
“저희 둘은 이 회사 만들기 전부터 이쪽 업계에선 꽤 유명했어요

결국 ‘남의 것 말고 우리만의 일을 만들어 보자’ 뭐 이렇게 욕구가 막 생기더라구요.”(사례 6)
. 시골에서 막 올라와서 아
“그 동네 살 때 주변 누나들이랑 형들 그리고 친구들이 굉장해요

무 것도 모르던 제게 ‘취향’ 이라는 걸 알려줬어요. 정말 아무 것도 몰랐는데 저를 키워준 거
죠.”(사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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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연을 기회로 만든 개인역량
Mitchell 등(1999)과 Krumboltz(2009)는 계획된 우연에 의해 만들어진 결과와 기회를 인식하
고 활용하며 적응하는 능력으로‘우연준비 지수’(luck readiness index)를 제시하였다. 이 지수는
유연성, 낙관성, 위험감수, 호기심, 인내심 등의 5가지 변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기술은 다양
한 상황에 대처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동원되는 것이라는 점
에서 직업선택 과정이나 생애진로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안윤정, 오현주, 2012). 그러나 역
할 모델들의 서술을 통해 분석해 본 요소들 중‘유연성’은 1명만 언급하여 기타 요소로 분류되
어 포함되지 못했다.
가. 위험감수
위험감수는 일반적 빈도인데 이는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불안을 극복하고 적극
실행 하는 것이다. 역할 모델들의 개인역량 요소에서 가장 빈도 높게 나타난 것이‘위험감수’이
다. 이들이 위험감수를 중요시하는 이유는 직전 경력에서 비주류였기 때문에 겪었던 설움을 극
복하기 위해서 이거나, 아직 너무 젊기 때문에 얼마든지 새로운 시도가 가능하다는 자신감
, 미
래를 위해 다소 무모하더라도 도전하는 것이 더 큰 이익을 가져 오기 때문에
, 정말 재미있기
때문에, 큰 열매는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므로 감내할 수 있다는 등의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다
.
“이전 회사에서도 SKY 졸업생 사이에 학연이나 파벌에서 소외되어서 회사 다니는 내내 그

냥 ‘나는 비주류’구나 생각했죠. 근데 오히려 그래서 주류도 아닌데 과감히 창업할 수 있지 않
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사례 1)
“그냥 정말 아직은 제가 젊으니까 지금은 실패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과감하게 도전했어

요.”(사례 2)
“작은 것과 큰 것 중에 큰 것을, 안전한 것과 무모한 것 중에는 무모한 것을 선택했어요. 미

래에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선택한 셈이죠.”(사례 5)
. 근데
“안정된 직장을 버리겠다는 결정에 대해 주변에서는 의아해했고 집안의 반대도 심했죠

두 가지 일을 같이 할 수가 없었어요. 직장 생활을 하며 이걸 운영하면 죄 짓는 일 같았어요.
직장생활이 소홀해 질 수 밖에 없었어요. 결국 하나를 선택해야 했죠. 거긴 저보다 잘하는 사람
.”(사례 8)
이 많지만 이 건 제가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 이러다간 그 누구도 위험을
“요즘 취업하는 친구들을 보면 너무 자신을 규격화하는 것 같아요

무릅쓰려하지 않겠죠. 자신만의 이야기도 사라질 거구요. 큰 열매 맺으려면 많은 위험을 무릅쓰는
.”(사례 10)
게 중요해요. 저도 그때 저지르지 않았으면 두려움 때문에 지금도 아무 일 못할 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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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내심
‘인내심’은 전형적 빈도인데 좌절에도 노력을 지속하는 것을 말한다
. 호기심을 보완하는 기능
을 하기도 하며 주어진 과제나 문제 상황을 포기하지 않고 해내는 요소이다
. 역할 모델들은 지
금의 성공이 결코 순식간에 얻게 된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치열한 시장경쟁과 사
회적 인식 부족 등으로 절박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거나 여건이 정비되지 않아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을 경험해 왔다. 언급된 내용을 보면 ‘꾸준히 매달리고, 반복해서 될 때까지 시도하고, 죽는
다는 각오로, 잠자는 시간 없이, 프로는 정말 오랫동안 고생한 사람들’ 등으로 서술하고 있다.
“사람들은 하루 만에 뭐가 툭 떠오르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 몇 백일 매

달려서 꾸준히 그것만 생각해서 반복하다가 만들어요.”(사례 1)
“하루에 잠자는 시간을 빼고는 일만 했어요. 하루에 열 두 번씩 회의하고 포기할 수 가 없었
.”(사례 2)
죠. 같이 고민하던 사람들이 이탈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해보리라 결심했거든요
“투자자에게 바로 달려갔습니다. 머릿속에 성공 아니면 죽는다는 각오였죠.. 2시간 동안 설득했

고 생각하지도 못한 투자금을 받게 됐어요. 실리콘밸리에나 있을 영화 같은 장면이었죠.”(사례 3)
“요즘 그 분야 인기니까 갑자기 그거 한번 해볼까?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구요. 그래선 안돼

요. 그 분야에 일하는 사람들은 정말 오랫동안 고생한 사람들이라는 걸 알아야 해요
.”(사례 7)

다. 호기심
‘호기심’도 전형적 빈도이다. 새로운 학습기회나 진로를 탐색하고 우연적 사건으로 생겨난 선택
사항을 추구하는데 사용하는 기회 전략이다. 역할 모델들은 호기심을 자신의 창의성과 연관시키
기도 했고, 세상의 변화에 대한 탐색과 민감성 등을 언급하고 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새롭고 의미 있는 일들을 탐색하는 것 자체를 즐기고 이를 유형의 사
업으로 전환
시키고자 하는 의욕을 지속적으로 표출한다는 점에서‘창조’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가진 크리에이티브한 성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계속 다니

는 것 같아요. 직장생활도 그래서 그만 둘 수 있었고요.”(사례1)
. 중요한 것은 그것
“어쨌든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아직도 모릅니다

을 빨리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 거기에 모두 다 같이 집중하는 것, 그래서 빨리 새로운 생태계
가 구축되어 꽃을 피우는 겁니다.”(사례 4)
“여기 오신 분들이 어떤 취향을 가졌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렇다고 아무

하고나 소통하는 건 아니구요. 그냥 매력적인 사람에게 호기심이 생기고 뭐든 같이 일하면 즐
거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사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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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낙관성
‘낙관성’은 새로운 기회가 올 때나 개인이 뜻하지 않은 일을 겪을 때 그것을 기회로 받아들
이고 스스로에게 도움이 되는 긍정적 관점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기회요소이다
. 역할 모델들
의 언급을 보면 어려운 상황이나 급격한 전환을 긍정적이고 행운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발견되
고 있다.
“대부분 2~3년 다니다 다른 곳으로 옮겼는데 회사를 옮기는 게 제게는 큰 일이 아니에요
. 어

차피 겪을 거 즐기자는 생각도 있구요.”(사례 1)
“저는 정말 운이 좋았어요. 당시 정부와 공공기관이 우리 같은 소셜 벤처를 키우기 위한 흐

름이 조성된 시기라서 올라 탄 거죠.”(사례 2)

3. 경력이행과정에서의 위기와 극복
비즈니스 영역에서의 활동은 매우 힘든 과정이자 선택이다
. 역할 모델들에게 경력 이행과정
에서 경험했던 위기가 무엇이었으며 이를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확인해 보았다
. 그 결과, 대부분
의 역할 모델들이 실패를 경험했고 이후 지금의 사업 성취가 있기까지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는
지, 이 과정에서 스스로 겪었던 슬럼프의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는지
, 그들이 겪은 사회적 편견은
무엇인지, 이 모든 상황을 겪는 과정에서 자신을 도왔던 이들은 누구였는지를 서술해 주었다
.
가. 실패를 극복한 경험
‘실패를 극복한 경험’은 일반적 빈도로 역할 모델들이 가장 많이 강조한 서술 중 하나이다
.
현재의 사업 성공을 위해 겪었던 실패는 그들에게 다양한 의미로 규정되었다. 공통점은 실패
전후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연구에 몰두하거나, 실패 자체를 값진 경험으로 받아들이거나, 실패
자체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즉각적 실행을 독려하는 등의 서술이 대부분이었다
. 이러한 점
은 이들이 타인에 비해 회복 탄력성이 좀 더 높을 수 있다는 판단이 들게 한다
.
“대학교 3학년 때 처음 창업에 도전했다가 6개월 만에 실패했어요. 첫 경험에서 실패하고 나

서 친구들하고 사회적 기업을 연구하는 모임을 만들었어요.”(사례 2)
“주변에서 저를 무시할 때 끊임없이 넘어졌어요.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죠. 중학교때 퇴학 당

하고 그 뒤로 쭈욱 실패 연속이었죠. 하지만 주저하지 않고 새로운 다른 일을 바로 시작했어요.
해보고 싶다면 망설이지 않고 그냥해요
. 그게 더 좋은 거 같아요. 결과가 나빠도 경험은 남으니
까요.”(사례 7)
“실패에 대한 질문이 많은데요. 지금 당장 해봤으면 좋겠어요. 블로그라도 만들어서 부딪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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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머리로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걸 알게 되니까.. 큰 돈 들이지 말고 작은 돈으로도 얼마
든지 멋진 사업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사례 9)

나. 위기상황에서의 문제해결
‘위기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관한 서술은 전형적 빈도로 나타나 비교적 높은 답변
사례를 보여준다. 위기상황이란 사업하는 사람들에게는 일상처럼 다가오는 것이지만 이를 어떻
게 극복할 것인가는 개인과 조직의 역량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역할 모델들은 위기상황을
맞으면 자신만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영역을 따지지 않는 왕성한 독서를 통해 지혜를
얻는 방법, 합리적 문제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집중하는 방법
, 극한의 인내를 가지고 버텨내는
방법 등으로 나름의 상황 타개를 위해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보였다
.
“저는 일단 책을 닥치는 대로 읽어요. 인문학부터 철학, 디자인, 경영...안 가려요. 뭔가 인생

에 방향이나 영감을 얻기 위해서죠. 어느 순간 머릿속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생각이 떠올라서
그걸 바로 적용해 봐야해요.”(사례 1)
“얼토당토 않는 이유를 들어 고소를 당하기도 했고 근거없는 루머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어

떤 사업을 하더라도 모두 겪는 것들이라 생각합니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어떻게 최
.”(사례 2)
소화할지에 주안점을 두고 이겨내고자 노력하는 편이기도 하구요
“컨설팅부터 디자인까지 돈 되는 건 다했던 시절이었어요. 어느 순간 회사가 창의적인 생각

이 없다고 느꼈죠. 클라이언트 입맛만 맞추는데 급급했었으니까요. 이후 회사 재정 넘어가고 직
원들 다 나가고 사무실도 없고... 근데 이 일을 접으면 저도 죽을 것 같아서 버텼죠.”(사례 6)

다. 개인적 슬럼프 상황에서 노력
‘개인적 슬럼프 상황에서의 노력’은 전형적 빈도로 나타났다. 이는 위에서 살펴본 사업전체가
겪는 위기상황과는 달리 개인이 겪는 심리적 위축과 지친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는지에 관한 질
문에 대한 답변 사례들이다. 역할 모델들 대부분이 개인적인 방황과 곤경을 극복한 경험들이
존재했다. 이들은 새로운 교육의 기회를 왕성하게 활용하거나, 대인관계를 확대하여 다양한 의
견을 경청할 기회를 만들거나, 통찰력을 기를 수 있는 독서나 미디어 조사를 통해 새로운 정보
를 획득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해외에 나가는 기회를 적극 활용하서 교육을 확장하거나 정보를
새롭게 수집하면서 자신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노력은 단순히 개인적
위기를 극복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들의 사업과 연관된 전략적 행동이라고 판단된다
.
“갑자기 심각한 슬럼프에 빠진 적이 있었어요. 후배들이 일을 훨씬 잘하는 것 같고...스스로

가성비가 떨어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대학원에 갔어요”(사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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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하고 장단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따지려는 습관이 있고 사람을 많이 만나고 경청하려는

편이죠. 경제신문 보는 게 굉장히 재밌네요.”(사례 2)
“어릴 때부터 독서량이 아주 많았어요. 수많은 소설과 영화를 보면서 문학적 통찰을 쌓았죠.

그 힘 때문에 제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사례 7)

라. 사회적 편견과 극복
역할 모델들이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는 ‘사회적 편견이 주는 벽’이었다. 빈도는 변동적으로
집계되었으나 경험 내용은 만만치 않았다. 이들이 겪었던 사회적 편견들은 학벌, 나의 길을 개
척하는 사람들에 대한 질시의 시선, 인맥이 없는 이들이 겪어야하는 선입견, 근거 없는 타인의
비난에 대처하는 일 등으로 도출되었다. 이러한 경험들은 새로운 사업을 실행하는 이들에게 주
어지는 또 다른 위기로 판단된다. 기존의 시장에 자신들의 사업을 알리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
지 않던 잠재적 고객들에게 꾸준한 설명과 설득을 반복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필연적 과정은 인
력과 재원이 부족한 이들에겐 큰 도전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
“저는 가방끈보다는 사회에서 정해준 길 보다 항상 내가 하고 싶은 것
, 잘할 수 있는 것을

생각했어요.”(사례 1)
“관련업체를 방문하면 거간꾼으로 오해받기도 했습니다. 뭐, 한국 사람들은 일단 익숙하지

않으면 거부감을 보이잖아요? 처음 접하는 일에 대해선 마음을 잘 열지 않죠. 인맥도 없고 참
힘들긴 했어요.”(사례 4)
“사람들이 욕하는 거요. 나름 정직하고 착하게 살고 있는데 왜 욕을 들어야 하는지 늘 억울

했어요. ..... 이제는 그 욕하던 사람들이 칭찬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욕해도 안 무너지니까 무
서운건지 그만두던데요.”(사례 7)

마. 함께 극복한 사람들에 대한 태도
역할 모델들은 기본적으로 타인과의 관계를 맺고 확장하는 것에 대해 개방적이며 적극적인
편이었다. 이들은 위기 상황에서도 ‘자신을 믿어 주는 지지 집단’의 존재를 중시했고 이들의 조
언을 통해 적극적으로 실천한 것으로 보인다. 부모, 배우자, 자녀 등 친밀한 주변인의 지지를
얻은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겪게 되는 심리적 부담과 실패에 대한 불안을 덜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직원들의 역할에 대한 의견제시가 많았는데 직원들을 통해 자신이 성장한다는 것
,
직원들과의 관계를 제대로 맺고 그들을 인재로 키워주는 역할의 중요성 등을 언급하였다
.
“저를 도와주는 부모님과 많이 믿어주는 마누라
..스타트업을 하겠다는 건 저도 좀 고민이 많

이 되었죠. 근데 마누라가 하면서 배워보라는 거예요.”(사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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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집단의 수장이 되고 보니 그 수장을 발전시키는 건 결국 뜻대로 안되는 직원뿐 이더라

구요. 모두가 잘하면 리더는 바보가 되죠. 사람이 맘대로 안되니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성장하
는 거죠.”(사례 7)
“사업할 때 가장 힘들게 했던 것도 사람이지만 직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했고 또

웃을 수 있었습니다.”(사례 10)

4. 경력성공 이후 성찰
역할 모델들의 어려움 속에서 성공을 이룬 경험에 대한 성찰에서4가지의 하위 범주가 도출
되었다. 가장 높은 빈도의 항목은 ‘우연을 기회로 만드는 전략 제시’(전형적, 7사례)였고 순차적
으로 보면 ‘새로운 경력전환에 대한 태도’(전형적, 5사례), ‘우연 기회에 대한 성찰’(변동적, 4사
례)과 ‘경력 성공 결과에 대한 평가’(변동적, 4사례)는 같은 횟수로 파악되었다. 이들의 성찰을
살펴보면 지금의 경력 성공은 다양한 우연과의 만남을 통해 이루어진 것은 맞지만 치밀한 계획
과 준비, 남다른 전략, 뚜렷한 자기관점, 즐겁고 재미있는 일의 추구 등이 없었다면 성공할 수
없었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
가. 우연을 기회로 만드는 전략제시
‘우연을 기회로 만드는 전략’은 역할 모델들이 자신의 사업적 성공을 반추하는 과정에서 드
러난 전략요소들을 정리해 본 것이다. 이들이 주요하게 꼽고 있는 전략은 다양한 경험
, 타인과
다른 독특성,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는 일 처리 능력, 성실성,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 일과 휴
식의 철저한 병행, 탁상공론이 아닌 실행력 중시, 비즈니스 마인드의 구축, 지속적인 학습, 현장
중심의 트렌드 읽기, 즐거움의 추구 등이었다. 위에서 언급한 우연 준비지수가 개인역량이라면
성찰에서 드러난 전략들은 우연을 실질적인 기회로 만드는 비즈니스 마인드와 실행역량으로 볼
수 있겠다.
“저는 뭐 몇 시까지 일한다는 개념이 없어요. 아주 빡세게 일하죠.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야하는 사람들과 좋은 생각이 나면 새벽에라도 연락하고 회의해요
. 그러나 주말엔 완전히 애
들하고만 집에서 지내요.”(사례 1)
“사람들은 경험하지 않고 말로만 하더라구요. 또 비즈니스 마인드가 확실해야만 해요. 요즘

인문학 중시하던데 비즈니스가 먼저예요.”(사례 7)
. 창업을 하면서 정말 알아
“저는 하나에 집중하면 정말 빨리 습득하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야 할 게 많았어요. 특히 경영쪽으로 그래서 무조건 시간 날 때 마다 계획대로 공부했죠.”(사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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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동향을 파악하려고 새벽시장을 매일 나갔어요. 그런데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 행

복해보이시는 거예요. 근데 강남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인상이 없어요. 그래서 웃으면서 일하는
사람, 즐겁게 일하자”(사례 10)

나. 새로운 경력 전환에 대한 태도
역할 모델들은 스스로 자신의 길을 찾아 ‘새로운 진로를 선택하고 경력을 전환’하는 것에 대
해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경력 전환 과정에서 이들은 타인이나 사회적 시선보다는 자신
의 가치관을 중시하였으며 단순히 돈을 좇는 삶이나 해외에서 도입되는 것만을 높이 평가하는
관점을 경계했다. 또한 아무런 준비 없이 무모한 실행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철저한 사전 계획
과 열정, 경계를 넘고자 하는 도전정신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의 대학생들이 다른 세상
을 경험해 보지 못하는 협소함이 있고 사회적 시선에 과도하게 예민한 것에 대해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공통점이 확인되었다.
“젊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당장 돈 버는 거 보다 세상에 대해 스스로 정의내리는 힘을 갖는

것이 중요한 거 같아요. 흔들리지 않게 자기 가치관을 만들면 세상은 내편으로 만들고 아니면
타인의 법칙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사례 1)
“나도 처음에 그랬지만, 무모하게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철저한 계획이나 열정

없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거의 다 실패합니다. 자생력도 길러야 하구요. 해외에서 가져오는
것만 좋아하거나, 돈만 좇는 형태는 위험해요.”(사례 3)
. 사회에서 말하는
“한국 학생들은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기준에 맞춰 살려고 하고 이상과 다른 현실에 좌절하죠
. 자신에게 못난 점이 있으면 솔직히 인
정하면 됩니다. 스스로를 똑바로 보고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말고 하고 싶은 것 표현하고 하
세요.”(사례 5)

다. 경력 성공 결과에 대한 평가
역할 모델들은 ‘경력 성공 결과’에 대해 뚜렷하게 확인되는 공통점이 있었다. 이들은 자신들
의 성공을 ‘즐거움’ 그 자체로 평가했고 타인이 좋다고 하는 안정적인 일보다 스스로가 정말 좋
아하는 일을 재미있게 하게 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있다. 또한 국가나 누군가에게 의존하
지 않고 스스로 기초부터 성공까지 이루게 된 것에 대한‘자부심’이 강하게 나타났다.
“즐거운 경험이었어요. 인생을 설계하고 비즈니스를 하니까 즐거워요”(사례 2)
. 여러 가지 경험 해보
“일단 자기가 좋아할 수 있는 게 뭔지 찾는 게 제일 먼저인 거 같아요

고 거기서 ‘내가 나중에 정말 좋아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죠. 보통 남들이 좋다고 하는 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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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거잖아요. 그런 일은 좀 재미없을 확률이 확실히 높아요. 근데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
은 재밌어요. 즐겁고..그걸 찾는 게 먼저죠.”(사례 8)
. 밑바닥부터 죽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국가 지원 자금을 못 받은 게 성장 기반이 됐어요

살기로 치열하게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일군 거라서 너무 뿌듯하죠. 스스로가 대견하기도 하고
요.”(사례 10)

라. 우연 기회에 대한 성찰
역할 모델들은 ‘우연한 기회’가 뜬금없이 생겨나는 허황된 것이 아니라 현재의 성공 경험과
미래에 대한 적극적 준비를 통해 얻게 된다고 보았다. 이를 통해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새로운 경력 전환도 적극 모색해야 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 이들은 미래를 상
상하고 이것을 현실화시키는 노력이 병행 될 때 우연히 주어지는 기회는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
을 열어 준다고 분석했다.
“저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들, 이루고 싶은 것들, 미래에 대한 상상도 많이 하고 시뮬레이

션도 마구 마구 해보는 것을 즐깁니다. 상상하면 현실이 된다는 것은 광고에나 나오는 이야기
.”(사례 2)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미래를 상상하지 않으면 절대 현실화 될 수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운도 따라줘야 합니다. 그렇지만요. 누구에게나 운이 결과를 만들지는 않죠.

그냥 쓰윽 지나가버리기도 하는 것 같아요. 좋은 운도 준비된 사람만이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사례 4)

논 의
본 연구에서 만난 청년 기업가들은 다양한 과정을 거쳐 지금의 일에 도전하고 성공을 이루
었다. 이들이 그 일을 시작하게 된 주요 동기는 우연한 상황과 다양한 개인적 특성 등이 복합
적으로 작용한 결과물이다. 앞서 살펴본 선행 연구들은 진로와 경력 성공이라는 것은 계획된
과정과 절차 뿐 아니라 우연적 상황과 기회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밝혀왔다
(Osipow,
1990; Salomone & Slaney, 1981). Krumboltz와 Levin(2004)은 우연적 사건이나 상황을 만날 때
마다 그것을 긍정적인 기회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개인적 특성이나 자질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이 만난 역할 모델들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새로운 경력을 선
택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우연적 요인을 기회로 만든 경험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 이를 통해
역할 모델들의 경력과정에서 나타난 공통점과 특이점들을 파악하여 대학생들의 진로 모색에 의
미 있는 함의를 얻고자 하였다. 합의적 질적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전환적 경력 이행의 경험이
있는 10명의 청년 기업가를 대학생들과 직접 인터뷰하고 이들의 정보를 얻었다. 서술된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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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총 4개의 범주와 18개의 하위범주가 세 가지의 빈도로 구분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정
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범주는 ‘경력 선택에서 영향을 끼친 우연적 요소’였고 다섯 가지의 하위 범주로 분
류되었다. 우연한 아이디어의 획득과 경력전환에 영향을 준 우연적 상황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여주었다. 다음으로 경력선택에 영향을 준 사람, 직전 경력의 경험, 우연히 확인한 내적 동기
등의 빈도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언급된 ‘우연한 아이디어의 획득’은 역할 모델들이 현재
의 사업을 시작하게 된 차별화된 아이디어의 확보에 관한 서술이다
. 사업에 성공한 이들은 대
부분 남다른 아이디어를 갖고 이를 현실화 시킨 사람들이다
. 이에 대학생들은 역할 모델들이
자기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게 된 과정, 상황 등에 대해 매우 높은 관심을 보였다. 역할 모
델들의 서술 내용을 보면 이들은 젊은 세대가 가진 새로운 기술과 창조적 콘텐츠에 민감한 공
통점을 갖고 있었다. 이들은 새로운 정보습득과 탐색과정을 거쳐 국내외의 다양한 정보를 우연
히 습득하게 되는 상황에 자연스럽게 노출되어 있었다. 이러한 특징은 Florida(2005)가 언급한
‘창조계급’의 특징인 새롭고 혁신적인 방식의 일을 찾고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과 흡사하
였다. 또한 신생직업 개척자들의 ‘창조’에 이바지하는 경력으로의 입성(한상근, 장주희, 윤수린,
2013) 과정에서 드러난 것과도 유사했다. 본 연구의 역할 모델들이 청년 기업가들인 만큼 이들
은 앞의 연구에서 언급한 창조적 특징과 신생직업 개척자로서의 특징을 보여주었다
. 이들은 대
부분 스타트업이나 사회적 기업을 하는 상황이므로 창조적 아이디어를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직업영역에 종사한다. 실제로 어떤 아이디어인가에 따라 사업의 진퇴가 판단될 수도 있는 비즈
니스 영역인 것이다. 아이디어는 이들에게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기에 업무영역에서 끊임
없는 탐색과 몰입의 과정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업무영역에서 전략적이고 계획적으로 아이디어
탐색과정이 진행되었다면 일과 무관한 일상 생활, 문화생활, 취미활동, 학습과정, 타인과의 대화
등에서 우연히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된 경우들이 더 많았다.
‘경력전환에 영향을 준 우연적 상황’ 또한 일반적 범주로서 역할 모델들에게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이들은 과거와 현재의 다양한 상황을 통해 자신의 인생에서 경력 전환에 대한 새
로운 모색을 하였다. 예를 들어, 기존에 하고 있던 일에서 만족하지 못하여 새로운 뭔가를 시도
하고 싶을 때, 하고 있는 일 외에 다른 일을 병행하는 과정에서 선택과 집중이 절실히 요구될
때, 쉼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는 과정에서 등의 내용이 언급되었다. 이들이 서술한 우연한 상황
은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반적인 경험들이다
. 이는 이전 연구들(신
순옥 외, 2015)과도 일치하는 결과로 연구대상들이 경력전환을 선택했던 상황에서는 다양한 우
연적인 요소가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일반적 우연 경험, 평범한 상황 속에서 결단하지
않고 안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면 역할 모델들은 그 상황 자체를 기회로 판단하여 적극적
인 경력 전환의 주도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역할 모델들은 자신에게 ‘영향을 끼친 사람’으로 가족 관계(부모, 배우자) 등과 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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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된 인물의 두 대상으로 나누어 언급하였다.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한상근 외, 2013; 이상희
외, 2012; 신순옥 외, 2015)에서는 가족관계가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가족들의 동
의로 긍정적 자신감을 얻거나 자신의 경력 전환으로 이들에게 경제적 부담이나 심리적 불안을
줄까봐 우려하는 경향은 본 연구와도 동일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역할 모델들은 가족의 지
지보다는 사업과 연관된 투자자나 전문적 사업 경험이 있는 선배 등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
으로 나타났다. ‘직전 경력을 통해 얻은 경험’에서 역할 모델들은 직전 경력에 적응하지 못하고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의 사업을 하고 있다는 부정적 관점보다는 직전 회사의 경험으로 인해 가
장 필요한 역량과 관계, 인식의 확장, 자신감 등을 얻게 되었다고 밝히며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연히 확인한 내적 동기’를 발견하게 되었고 적극적인 자기 성찰을
통해 자신의 욕구를 탐색하고 숨겨진 열망을 표출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실행이 지금의 사업을
만든 계기라고 평가하였다.
두 번째 범주는 역할 모델들이 현재의 성공이 있게 한 개인 역량을 확인하는 내용이다
. ‘우
연을 기회로 만든 개인 역량’은 계획된 우연이론(Mitchell et al., 1999; Krumboltz, 2009)에서 언
급된 것처럼 우연을 기회로 만드는 개인적 특성이 있고 이러한 특성을 활용함으로써 진취적인
실행과 목표 달성이 현실화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 이처럼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경력선택을 경험한 사람들은 우연적인 상황이나 사건을 기회로 만드는 내적 역량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 이상희 외(2012)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여 우연 요인을 기회로
만든 개인의 경험에 공통적인 주제와 의미를 발견하였으나 연구 결과에서5가지 요소가 뚜렷하
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에서는 ‘위험감수’, ‘인내’, ‘호기심’, ‘낙관성’,
‘유연성’의 빈도로 개인 역량이 확인되었다. 여기서는 앞서 밝혔듯이 유연성은 1명의 사례에서
만 발견되었기에 포함하지 않고 4개의 하위 범주만을 개인역량으로 판단하였다. ‘위험감수’는
가장 높은 일반적 빈도로 도출되었다. 여기서 언급된 위험감수는 경력을 전환할 경우 고난과
역경이 예상되지만 결국 새로운 일을 결심하는 용기 혹은 열정이라고 볼 수 있다
. 역할 모델들
은 실제 직전 경력이 상대적으로 안정되고 전도유망한 직업과 기업에 종사한 경우가 많았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지대를 벗어나 불확실한 도전지대로 경력 전환을 결정하는 것은 이들이
남들에 비해 자기 스스로 개척한 일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자기 주도형이기 때문으로 판단된
다. 또한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정신도 높고 창조적인 일에 대한 흥미와 재미를 즐기는 특징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특성은 창업자들의 역량 요소인 위험감수(Helem & Anderson,
2010; 배귀희, 2011)와 유사성이 매우 높다. 특히 이들은 사회적으로 아웃사이더라는 인식에 익
숙해져있거나 스스로를 그와 같은 상황에 놓아두는 것에 거리낌이 없었으며 위험감수를 통해
더 큰 성공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서술하고 있다.
역할 모델들이 다음으로 언급한 개인 역량은 ‘인내심’이다. 위험감수 역량 다음으로 인내심이
높은 빈도인 것은 상당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역할 모델들은 그들이 이룬 현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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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이 결코 쉽게 얻은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선
택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겪은 불확실함과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일을 포기
하지 않았던 것을 매우 중시하고 있었다. 이들이 언급하는 인내심은 단순한 감내가 아니라 실
패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모호함을 견디는 창업가적 사고이자 행동양식
(Bygrave, 2004)이라
고 판단된다. 역할 모델들의 개인 역량 중 ‘호기심’은 기업가들에게 필요한 기본적 속성 중의
하나이다. Sennet(2009)은 그의 저서『장인(The Craftsman)』에서 호기심을 숙성시켜 제대로 질
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 탁월함을 만든다고 보았다
. 이렇듯 호기심은 새
로운 발견과 발명을 이끄는 힘이 된다. 역할 모델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트렌드와 시장을 분석
하고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며 창조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역량을 요구받는다
. 이를 위해서 호기
심을 갖고 자발적인 학습 기회를 지속적으로 찾으며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
하다. 이들은 새롭고 의미 있는 일들을 탐색하는 것 자체를 즐기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가치를
확고히 정립하는 결과를 얻기도 한다. 또한 호기심을 통해 얻게 된 다양한 정보와 인맥을 통해
혁신적 사업 아이디어를 찾게 되는 우연한 성과를 가지기도 하였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개인
역량인 역할 모델들의 ‘낙관성’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야 하는 것이 필수 요건인 비즈니스 영
역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들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실패와 문제 상황을 경
험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본 연구의 역할 모델들이 언급하는 낙관성은 단순한 자기계발식의
긍정신념이 아니다. 이들은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지만 이 언급의 배경에는 자신에 대한 강한 자신감과 확신
, 시장에 대한 정
확한 분석, 풍부한 실전 경험 등이 존재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세 번째 범주는 역할 모델들의 ‘경력 이행과정에서 경험했던 위기와 극복’을 분석해 본 것이
다. 본 연구의 역할 모델들은 전환적 경력 이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을 경험한 것
으로 보고하고 있었다. 이들에게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일을 하게 되는 결정과정은 쉽지 않
은 선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창업이라는 전환적 진로 선택을 결정한 참여자들에게 경제
적인 책임감과 조직 대표로서의 지위는 이들의 선택에 커다란 부담감을 주었다
. Newman(1995)
은 진로 전환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극심한 불안과 실패에 대한 공포감
, 새로운 일에 대한 적
응 부족으로 인해 부정적 인식이 강화된다고 보았다
. 더욱이 새로운 진로로의 변환은 그들에게
미래에 대한 불확실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한다고 분석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흥미롭게도 역할 모델들 대부분이 어려운 상황과 실패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경력 성
공을 위해 실패를 딛고 즉각적으로 일어서는 강한 회복탄력성의 외적 요인이 두드러졌다
. 이러
한 측면은 선행연구(손은령, 2012)와 다소 차이를 보여주는 부분인데 보편적으로 대부분의 사람
들이 실패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가족과 사회의 유대관계를 중시한다
. 그러나 본 연구의 역할
모델들은 강한 긍정심리를 기반으로 자기 스스로에 대한 믿음과 실패를 학습 경험으로 삼아 새
로운 일을 바로 시작하는 전환적 실행력을 더 우선순위에 놓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놓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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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한국 사회에서 새로운 경력으로의 전환이 마치 실패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문화나 진로결정
에서 변화 가능성을 열어 놓지 않는 것은 매우 편협한 관점일 수 있음을 확인시켜 준 것이다
.
실패했다는 것은 무언가를 시도했다는 것이며, 시도 자체의 의미를 기반으로 결과의 성공을 향
해 나아갈 수 있도록 지지하고 지원하는 시스템과 문화가 대학생들에게도 필요할 것이라는 판
단이다. 개인이 자신에게 맞는 진로선택을 이루기 위해서는 진로를 찾아가는 가정에서 시행착
오를 겪고(신순옥 외, 2015), 완전하지 않더라도 스스로를 믿고 지속적으로 실행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기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관한 서술은 기업가들에게는 일상처럼 다가오는 것이
지만 역할 모델들이 청년세대인 만큼 더욱 다양한 경험들이 많았다. 이들은 사업을 시작하고
시장을 개척하는 일의 고단함과 다른 업체와의 경쟁
, 자본력 부족, 인재 부족, 고객들의 인지도
부재, 공공기관과 관계 설정의 어려움, 법적 무지, 조직 내부 소통 문제, 업무 영역의 경계 불명
확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야 했다. 역할 모델들의 공통점은 위기상황을 맞으면 자
신만의 방법으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것이다
. 이들은 세 가지 측면에서 위기상
황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지식과 정보 습득, 경쟁력 있는 전략 수립, 위기를 헤쳐 나
가는 인내 등이 가장 많이 확인되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는 명제가 실제 이들의 문제해결
과정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이들은 위기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다양한 시장을 개척하고 틈새시
장을 공략하여 수익 모델을 안정화 시키고, 법적 제도적 보완에도 앞장서며 학습과 기술개발에
매진하였다. 또한 온라인을 통한 최신 정보 습득과 인맥 활용, 발 빠른 트렌드 파악, 동종업계
사람들과의 네트워킹 강화 등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러한 위기상황을 수시로 겪다보면
개인적 위축이 오기 마련이다. 이들도 ‘개인적 슬럼프 상황에서의 노력’이 나타났다. 이는 위에
서 살펴본 사업전체가 겪는 위기상황과는 달리 개인이 겪는 심리적 위축과 지친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는지에 관한 사례들이었다. 역할 모델들 대부분이 개인적인 슬럼프가 존재했는데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선택한 극복방안은 위에서 본 조직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과 유사
하였다. 즉, 새로운 교육의 기회(학습)를 왕성하게 활용하거나, 대인관계를 확대하여 다양한 의
견을 경청할 기회를 만들거나, 통찰력을 기를 수 있는 독서나 미디어 조사를 통해 새로운 정보
를 획득하며, 해외로 나가서 인식을 넓힌다는 등의 의견이 많았다. 이러한 해결방법의 유사성은
개인의 삶과 사업이 일체화되어 있는 몰입 관계 때문으로 판단되기도 하며 한국인들 특유의 일
과 개인 생활의 경계 모호라는 직장 문화 때문이기도 한 것 같다
. 요즘 대학생들은 일과 개인
생활의 구분이 명확하고 휴식을 제대로 취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을 원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현
실에서 역할 모델들이 보여주는 현장의 엄혹함과 자기 관리의 어려움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이 과정에서 대학생들이 자신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현명할 것인지를 도출해 보는 것도 의미
가 있을 것이다.
역할 모델들이 겪는 어려움 중에 또 다른 것은 ‘사회적 편견이 주는 벽’이었다. 이들이 겪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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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사회적 편견들은 한국사회의 편견이 그대로 투영되었다. 대표적으로 대기업 중심의 시장과
신생 기업에 대한 차별, SKY 중심의 학벌주의, 사회적 기대에 반하는 자기 주도적 경력 선택에
대한 불신 등이 존재했다. 이런 편견을 겪는 과정에서도 역할 모델들이 가장 우려했던 것은 사
회적 시선과 타인의 평가 때문에 자신의 경력 선택에 위축을 받는 것이었다
. 이들은 자신의 선
택에 당당했으며 독특한 자기만의 삶을 소신 있게 개척해나가는 주도성을 견지하려고 노력하였
다. 확고한 자신만의 가치관이 뚜렷했으며 자신의 일에서 잘못 된 경우는 과감히 바꾸려고 노
력하였다. 새로운 길을 개척해 온 만큼 이들은 사회적 시선에 자유롭고
, 자신의 선택에 대한 만
족감이 높았으며 사업에서 오는 자부심도 컸고 사업의 결실을 사회적 공익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식도 높았다.
그러나 한국의 대학생들은 진로 결정 과정에서 사회적 시선
, 부모 및 주변의 기대 때문에 자
기 주도적 진로 설계에 한계를 보이는 경우가 많고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이 있더라도 이러한 주
변의 기대 때문에 자신의 진로를 포기하거나 숨기는 경우가 많다. 역할 모델들이 여러 차례 강
조한 자기 주도적 진로 설계와 실행의 중요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성찰 해 볼 필요가 있다
.
역할 모델들은 위기상황과 슬럼프를 ‘함께 극복한 사람들’에 대한 인식도 뚜렷이 표현하였다.
앞서 지지 집단보다 사업적 관계를 중시했던 특징처럼 여기서도 가장 많이 언급된 이들은‘직
원’들이었다. 원래 본 연구의 역할 모델들이 타인과의 관계에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편이었지만 인재를 영입하고 이들이 가진 가치에 공감하고 자신과 오랫동안 함께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었다.
네 번째 범주인 ‘경력 성공 이후 성찰’을 살펴보면 위에서 살펴본 우연 기회에 대한 종합적
평가가 서술되어 있다. 역할 모델들은 지금의 경력 성공이 다양한 우연과의 만남을 통해 이루
어진 것은 동의했으나 그들 스스로가 우연을 기회로 만든 남다른 준비와 전략이 있었음을 강조
하고 있다. 이들은 그 누구보다 주도적으로 일을 추진했으며 이 과정에서 큰 만족감을 보여 주
었다. 이러한 만족감은 전환적 진로선택에 의해 결정된 현재의 직업이나 진로에 대하여 높은
만족감을 보여준 선행연구들(이상희 외, 2012; 장원섭 외, 2013)과 동일한 결과였다. 이들의 성
찰을 정리하여 보면 삶이 개인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 두
려워서 시도하지 않는 것보다는 자신의 가치관대로 철저한 계획을 통해 새로운 일을 시도하는
것이 더 즐거운 일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즉, 미래의 가능성을 모두 접고 안전한 길만을 자
신의 진로로 계획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그들의 경험은 안전한 진로만을 모색
하거나 사회적 시선에 얽매여 자기의 꿈을 찾아보지도 못하거나
, 단순히 돈만을 추구하는 대학
생들에게 의미 있는 충고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언급한 모든 우연 기회는 아무런 맥
락 없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경험과 준비를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점 또한 거
듭 강조하고 있었다. 이 과정을 통해 예상하지 않았던 새로운 우연을 만나 또 다른 기회를 만
들 수 있다면 경력 전환은 두려운 일이 아니라 즐겁고 재미있는 것임을 확신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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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역할 모델들은 지금의 일에도 만족하고 있었으나 경력 전환이 필요하
고 이것이 자신과 현재의 조직을 발전시키는 기회가 된다면 앞으로도 언제든지 새로운 변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이들은 대학생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경험이든 다양하게
체험하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이런 실행 과정이 없다면 우연한 기
회는 접할 수 없기 때문에 망설이지 말고 자신의 의미를 찾아 떠날 것을 독려하고 있다
. 이러
한 제안들은 앞으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진로지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급속한 변화가 일상이자 트렌드인 현실에서 모든 사람들의 생애에 예측
할 수 없는 변수들이 많아지고 있다. 대학생들의 진로 설계에 있어서도 더욱 이러한 변화를 많
이 접하게 될 것이며 스스로 계획을 세웠더라도 다른 방향으로 진행될 여지가 많아질 것이다
.
이처럼 다양한 변수들이 진로 선택의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역할 모델
들이 보여 준 특징과 역량들을 대학생들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 보다 많은 경
험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적극적인 실행을 독려하여 진취적인 진로설계의 자세를 갖도록 해
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 의의와 제한점을 가진다. 첫째, 본 연구를 통해 이전의 직업과
는 전혀 다른 새로운 경력을 선택하는 것은 꾸준히 준비하고 계획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기치 않던 우연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역할 모델들이
지금의 기업을 시작하게 된 시점이나 일을 실행해 나간 과정을 살펴보면 다양한 우연적인 사건
이나 상황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역할 모델들의 주도성을 만나 새로운 기회가 되어 갔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둘째, 역할 모델들이 이루어낸 현재의 경력 성공은 우연요인을 기회로 만든 개인
들의 역량 요소가 필요하다는 것이 명확히 확인되었다. 이들은 기업의 리더 위치에 있는 인물
들이니 만큼 기존의 이론에서 모호했던 우연을 기회로 만든 역량들이 보다 확고하게 드러났다
.
따라서 우연을 기회로 만들기 위해 개인이 갖추어야 할 역량요소들을 대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소중한 기초 자료를 확보 할 수 있었다. 셋째, 본 연구에서 역할 모델들이 가장 많이 강조
한 것이 사회적 시선에 얽매이지 말고 자신의 길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 한국의 대학생
들은 주변의 시선이나 가족과 친지의 관심 때문에 자신의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섣불리 실행하지 못한다. 대학생들이 보다 독립적인 관점과 태도로 자신의 삶의 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원 시스템이 적극 활용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 한편 본
연구는 10명의 청년 기업가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모두 남성 기업가이므로 남녀 대학생 모두에
게 유용한 연구 대상 선정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향후 후속 연구 시 적절한 남녀 성비 균형
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선정된 기업가들의 사업 영역이 최근 비즈니스 트렌드에 집중되
어 있다는 점이 연구대상의 대표성에 제한점이 될 수 있다. 또한 질적 연구의 합의 절차과정의
결핍이 있을 수 있다. 추후에는 이러한 제한점들을 보완한 후속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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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Happenstance Experience of a Role Model
for a College Student’s Career Choice: with Focus on
Youth Entrepreneurs’ Career Success Process
Iem Yun Seo
Dongguk University
This study inquired into the happenstance experience in career choice, and in the process of
performance targeting a young role model who achieved a vocational success in business areas,
in which college students have the most interest. To this end, this study tried to get in-depth,
profound data on happenstance experience of young entrepreneurs using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CQR).
For this research , this study selected 10 young entrepreneurs in their 20s to early 40s as research
participant. The research result showed that role models chose new careers and have gotten a wide
variety of experiences up to their present success. Although they have suffered many hardships
in career switch process, the respondents answered that they were able to overcome them with
individual capability and self-initiated preparation as well as execution through this process.
Also, they were found to aggressively display their initiative through the career switch, and
success-making process, and to have very high satisfaction with, and pride in their own choice.
In addition, the respondents encouraged college students’ challenge spirit so that they could
encounter unexpected happenstance by experiencing diverse things instead of settling for a safe
career, or being bound by social eyes through the introspection into the happenstance, which the
respondents themselves experienced.
Key word: Role Model, Career Switch, Happenstance Theory, College Students Career, Star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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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동반자가 지각한 상담과정 알아차림 방해요소 연구*
홍혜숙

왕은자†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위기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심리사회적 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동반자사업은 청소년상담의 한 유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청소년동
반자가 상담과정에서 경험하는 알아차림 방해요소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
대상의 관점에서 연구 주제와 관련된 특정 현상에 대한 인식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개
념도 방법을 사용하였다. 서울·경기 지역의 전일제 및 시간제청소년동반자 30명을 대상
으로 개별 면접을 실시하여 이들이 지각하는상담과정의 알아차림 방해요소를 수집하여
661개의 아이디어 진술문을 만들었다. 이 진술문을 종합, 편집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
로 63개의 청소년동반자가 지각하는 알아차림 방해요소 진술문 목록을 만들었다. 그 다
음으로 연구대상인 청소년동반자는 알아차림 방해요소 진술문 각각 의미나 주제의 유사
성에 따라 분류하였다. 또한 설문지로 제작된 알아차림 방해요소 진술문 각각에 대하여
공감하는 정도와 경험하는 빈도를 평정하였다
. 청소년동반자가 유사성에 따라 분류한 결
과를 원자료로 하여 다차원척도 분석과 위계적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 연구 결과 2개의
차원(상담외적-상담과정과 상담자-내담자 초점)과 7개의 군집(상담자 전문성 부족, 상담자
내적 갈등, 상담자 역전이, 위기청소년 특성, 의뢰인 요인, 상담외적 요인, 상담자 스트레
스)이 도출되었고 이 결과를 가지고 개념도를 그리고 해석하였다
.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
과에 대한 의의와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
* 주요어: 청소년동반자, 알아차림, 알아차림 방해요소, 개념도

* 본 원고는 홍혜숙(2015)의 석사학위논문을 일부 수정한 것임.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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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청소년의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은 건강한 사회로 가는 토대가 된다
. 한 나라의 미래인 청소
년들이 가정문제가 있거나 학업수행 또는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취약한 상태에 놓여 위
기를 맞게 되면, 이들에게 체계적인 심리사회적 지원
(청소년복지지원법, 제 2조 제 4항)을 제공
하는 것이 필요하다. OECD(1995)에서는 학교에서 실패하여 성공적으로 직업이나 독립적인 성
인의 삶으로 이행하지 못할 것 같은 사람, 그 결과 사회에서 긍정적인 기여를 하지 못할 것 같
은 청소년을 위기청소년으로 정의내리고 있으며(지승희, 양미진, 이자영, 김태성, 2006에서 재인
용), 위기청소년은 적절한 보호와 돌봄의 기회를 제공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가출
, 학업이나 훈
련의 중단, 신체장애, 폭력이나 성매매 등의 비행행동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
(김은경, 홍영오,
2006), 다양한 수준의 문제가 존재하고 이러한 문제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 더욱 악화될 수
있는 상태에 노출되어 있다(이창호, 양미진, 이희우, 이은경, 2005). 최근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스트레스를 연속적으로 2주 이상 경험하는 청소년들이 34.9%이며, 가출 충동을 경험한 청소년
들은 37.6%, 실제 1회 이상 가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은 9.8%로 10명 중 1명은 가출을
경험하고 있음이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14). 이러한 위기청소년을 보호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주체가 되어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에 따라 여성가족부에서 위기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상담서비스 사업인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은 외국의 유사 사례인 미국의 다중체계치료
(Multisystemic Therapy;
MST)의 이론적 접근을 토대로 개발되었다. 다중체계치료(MST)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통합적 개
입을 목표로 하는 가족 및 지역 기반 치료
(Henggeler, 1999; 오경자, 이기학, 배주미, 2006에서
재인용)로 청소년 문제를 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 주변 환경을 구성하는 여러 체계가 상호작용
하여 나타난 결과로 간주하며, 심각한 행동문제가 있는 청소년들에게 효과적인 치료로 보고되
고 있고, 그 효과가 장기적일뿐 아니라 비용대비 효과의 차원에서도 매우 효율적이다
(최한나,
손자영, 이은주, 2013).
청소년동반자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청소년내담자가 상담 장소로 내방하지 못하는 경우 상
담자가 청소년내담자의 현장(가정, 학교, 시설 등)으로 직접 찾아가서 상담이 이루어지는 ‘찾아
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자발적 청소년뿐만 아니라 비자발적 청소년까지 포함할 수 있
다는 점이다(오경자, 배주미, 양재원, 2009). 두 번째 특징은 청소년 개인에게 주된 영향을 미치
는 환경에 적극적인 개입을 하여 청소년내담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한 뒤 지역사회 내에
서 활용할 수 있는 연계망을 활용하여 청소년내담자에게 적합한 개별적 맞춤형 통합적 서비스
를 제공한다(박한샘, 고은영, 2009). 여기에서 청소년동반자는 청소년 상담분야에서 자격과 경험
을 갖춘 전문가로서 위기청소년을 위해 지역사회의 청소년 협력자원을 발굴
·연계하고, 그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지원할 수 있는 지지자를 뜻한다(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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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이 시작된 후, 청소년동반자의 위기청소년에 대한 개입의 효과를 검증
하는 연구가 이루어졌다(김송은, 2011; 오경자 외, 2009; 정숙경, 2007). 이들 연구결과에 의하면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은 일반상담에 비해 현장 중심 및 찾아가는 서비스 개입이 잘 이루어지
고 있었으며,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서비스를 받은 청소년들의 적응유연성 신념체계가 향상되
었고(백진영, 2008),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이 위기청소년의 정서적
·심리적·사회적 안녕감을 유
의미하게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송은, 2011).
위기청소년이 건강한 삶을 살도록 조력하는 청소년동반자는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청소년들
과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면서, 그들에게 보호, 활동, 연계 등의 통합적 지원서비스를 제공하
는 역할과 함께 상담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소년동반자들은 찾아가는 서비스와
상담에 대한 딜레마를 경험하고 있으며(박승곤, 김수정, 문성호, 2014), 상담과 복지업무의 역할
을 동시에 요구받으면서 자신의 역할수행에 대한 혼란과 정체성에 대한 갈등을 경험한 후 청소
년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정립하여 전문가로서 자리 매김을 하거나
, 에너지 상실, 사기 저하, 개
입의 한계 등 소진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한샘, 고은영, 2009).
청소년동반자의 많은 수는 대학원에서 전문적인 상담훈련을 한 상담전공자이고
(상담·심리학
전공 46.5%), 청소년동반자가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 중에 상담활동은 1명의 청소년에게 평균
9.1회의 개인상담이 제공되는 비중 있는 활동이기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3) 청소년동
반자에게 상담역량을 기르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 한편, 한국청소년상담복지
개발원(2013)의 운영보고서에 의하면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을 통해 상담을 받은 청소년내담자
들은 인터넷 중독, 학업중단, 가정폭력 피해, 보호관찰, 학교폭력 피해, 학교폭력 가해 등의 문
제유형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대부분 학교, 부모, 보호관찰소 등의 의뢰로 인해 비자발적인
상태로 청소년동반자를 만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의 많은 내
담자들이 가지고 있는 위기청소년의 특수성과 비자발적 내담자
, 열악한 환경에 노출된 내담자
라는 측면은 청소년동반자의 효과적인 상담개입을 위하여 상담과정을 체계적으로 연구할 필요
가 있다.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오경
자 외, 2009; 정숙경, 2007), 청소년동반자의 근무환경, 역할, 직무 스트레스 등의 조직요인, 개인
의 성격, 효능감 등의 개인요인 등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
, 청소년동반자활동의 어려움, 이직 등
(이영순, 김은정, 천성문, 2009; 이화영, 2014; 황재성, 2009)을 주로 다루고 있다. 상담을 통해 위
기청소년의 변화를 촉진하려고 고군분투하고 있는 청소년동반자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상담을
하고 있는지, 상담과정의 어떤 요인들이 상담성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 그 요인들은 무엇
인지 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경험적으로 밝히는 연구가 아직은 부족한 실정이다
.
김계현(1998)은 상담에서 내담자에 대해 정확하게 아는 것은 상담 개입의 기초 조건이며
, 상
담자 자신의 내적 반응 및 대인 반응을 알아차리는 것으로부터 내담자를 진단하고 상담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하면서 상담자의 알아차림에 주목하였다. 또한, 내담자를 보다 깊이 있게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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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면 먼저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보내는 각종 정보의 표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핵심적인
의미, 동기 및 호소내용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아는 것을 비롯하여 상담과정 중에 일어나
는 다양한 현상에 대해 민감하게 지각하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
상담분야에서는 상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는 것으로 예민한 심
리적 심성(psychological mindedness)을 중시해 왔으며(손진희, 김계현, 2001), 상담자 자신의 내
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감정이나 감각 등에 대해서 예민하게 아는 것과
(Rogers, 1961), 상담자
와 내담자 관계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 현상에 대한 알아차림이 강조된다
(김계현, 1998). 알아
차림이란 어떤 순간에 상담자 자신, 내담자,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
을 민감하게 파악하고 알고 있어 이를 명명할 수 있는 상태로서 보다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될
수 있으며 상담의 다측면 현상에 대한 일종의 민감성 능력이다
(손진희, 2001). 게슈탈트이론의
창시자인 Perls(1951)는 알아차림 그 자체가 바로 치료적일 수 있다고 말하며 알아차림의 의미
를 특별히 강조했다(Perls, 1951; 김정규, 1995에서 재인용). 즉, 알아차림은 단순히 문제를 인식
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림 그 자체가 치료의 시작이고 과정이며
, 상담자의 발달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자기 알아차림과 성찰 능력의 향상이 중요하며
(허재경, 김지현, 2009), 이는 내담자를
이해하는데 있어서도 가장 핵심적인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홍영식, 한재희, 2012). 청소년상담
에서는 보다 효과적인 개입을 위하여 비자발적인 내담자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통해 상
담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동기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최성희, 2007). 따라서 청소년동
반자가 상담과정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에 대해 민감하게 알아차림으로써 청소년내담자가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 어떤 상태로 상호작용하고 있는지,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등을 순간순
간 파악하는 것은 더 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상담실제에서는 이러한 알아차림 능력을 효과적으로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여 상담을
비생산적으로 이끄는 방해요인들이 있다
(김계현, 1998). 내담자들이 자신의 욕구를 알아차리는
것에 방해를 경험하듯이 상담자들도 상담 상황에서 내담자를 이해하고 내담자 문제를 다루어
가는 것에서 내담자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방해받는 경험을 할 수 있다
(김정규, 1995). 상담자가
어떤 것, 무엇인가에 걸려 스스로를 제한함으로써 내담자에게 민감하지 못하여 공감하지 못하
거나 상담에 집중을 떨어뜨려 결과적으로 상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있다고 보는 것
이다. 알아차림은 상담자가 효과적으로 상담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선행조건으로서 뿐 아니라
,
치료적 가치를 갖고 있는 기술이다
. 하지만 실제 상담현장에서 상담자들의 알아차림 능력이 얼
마만큼 효과적으로 발휘되고 있는지
, 발휘되지 않는다면 그 방해요소에는 무엇이 있는지 확인
하는 연구는 그리 활발하지 않았다(손진희, 2001). 우리나라 상담자들을 대상으로 한 상담자 알
아차림 방해요소에 대한 논의는 김계현(1998)이 시작하였고, 손진희(2001)가 상담과정에서 상담
자의 알아차림 방해요소에 관한 연구를 경험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손진희(2001)는 일반상담자
를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여 상담과정에서 알아차림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방해요소를 추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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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분류하였다. 그 결과 상담자 역전이, 상담자 선입견 및 부주의, 내담자에 대한 이해부족 및
내담자 특성, 상담진행 및 결과 의식, 상담외적 요인, 상담자 능력 부족, 상담자 미성숙의 7개의
군집과 52개의 알아차림 방해요소들이 추출되었고, 상담자 경력별로 알아차림 방해요소로부터
영향을 받는 양상을 확인하였다.
일반상담자와 달리 청소년동반자는 청소년의 삶의 환경으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어 특수한 환경에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 대부분의 내담자가 의뢰된 비자발적인 내
담자이기 때문에 관계 측면에서도 일반적인 상담관계인 상담자
-내담자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
라 의뢰인과의 관계도 있어 이러한 다양한 요인이 상호작용하여 상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
인다. 또한 전적으로 상담자 역할만 하는 일반상담자와 다르게,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내담자
를 이끌거나(김수진, 2014), 구체적 조언이나 지지, 격려 등의 의도적인 개입이 효과적인 경우가
많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배라영, 최지영, 2012). 따라서 손진희(2001)의 연구에서 추출된 일반
적인 전문상담자가 경험하는 상담과정에서의 알아차림 방해요소가 청소년동반자에게는 다른 양
상으로 드러날 것이라고 가정한다. 본 연구는 일반적인 전문상담자가 아닌 청소년동반자로 연
구대상을 달리하여 손진희(2001)의 연구를 반복하되 개념도 방법을 사용하여 연구방법을 정교
화 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반복연구는 같은 주제를 여러 각도에서 반복함으로써 연구결과의 일
반화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으로 인해 그 가치가 있다
.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개념도 방법
(Concept Mapping)은 청소년동반자들의 인식차원에서의 경험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방법
이다(Trochim, 1989; 민경화, 최윤정, 2007에서 재인용).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동반자가 상담과정에서 어떤 요인들의 관여로 인해 알아차림을
방해받고 있는지 탐색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청소년동반자가 알아차림 능력을 발휘하는
데 어떤 요인들이 관여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이들이 보다 수월하게
상담과정의 방해요소를 자각하여 관리하고 조절할 수 있게 도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이를 위
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청소년동반자가 상담과정에서 알아차림 방해요소를 지각할 때 사용하는 차원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 청소년동반자가 상담과정에서 알아차림 방해요소를 지각할 때 사용하는 군집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3. 상담과정의 알아차림 방해요소에 대한 청소년동반자의 공감 정도는 어떠한가
?
?
연구문제 4. 상담과정의 알아차림 방해요소에 대한 청소년동반자의 경험 빈도는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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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법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개념도 방법은 연구대상 면접에 사용할 초점 질문 개발 단계
, 연구대상
으로부터 상담과정 알아차림 방해요소를 나타내는 진술문을 수집하는 면접 단계
, 진술문을 종
합ㆍ편집하여 축소하는 목록 제작 단계, 진술문 목록의 각 진술문을 자극으로 하여 유사성을
평정하는 단계, 평정 결과를 분석하는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Trochim, 1989; 민경화, 최윤정,
2007에서 재인용). 여기에서는 이 단계를 연구 방법별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

연구 참여자
연구대상
면접은 예비 연구와 본 연구의 두 단계로 진행되었다
. 예비 연구에서 연구대상은 5명의 청소
년동반자였다. 예비 연구에서 초점질문을 기초로 한 청소년동반자와의 면접이 알아차림 방해요
소를 적절하게 수집하는 것을 확인하고 보완할 사항을 점검하는 절차를 거친 후에25명의 청소
년동반자를 추가로 모집하였다. 평정 단계 연구대상은 면접에 참여했던 30명 중에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분류작업에 참여하지 못한2명을 제외한 28명이었다.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동반자의 성별은 여자 22명(73%), 남자 8명(27%)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37.5세였다. 근무 지역은 서울·경기 지역에 소재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였으며, 전일제 11명
(37%), 시간제 19명(63%)이었고 청소년동반자 평균 경력은 30.3개월 이었다. 학력은 교육학 학
사 졸업 1명(3%), 상담관련 전공으로 석사수료 및 졸업28명(94%), 박사수료 1명(3%)이었다.
자료분석 과정에서의 참여자
진술문의 종합, 편집 과정은 3단계로 진행하였다. 1단계에서는 아이디어 진술문 종합과정으
로 상담경력 8년의 상담전공 박사수료생 1명, 상담경력 3년의 상담전공 석사수료생 1명 및 본
연구자가 참여하였다. 2단계에서는 종합 편집된 진술문 목록을 면접에 참여한 청소년동반자2
명에게 제시하여 진술문의 의견 반영정도를 검토하였다
. 3단계에서는 종합, 편집된 진술문에 대
해 모호한 개념을 구분하고 확인하는 작업을 상담 경력15년 이상의 상담학과 교수 1명과 연구
자가 수행하였다.

측정도구
측정도구는 본 연구에서 개발된 청소년동반자가 지각한 상담과정의 알아차림 방해요소를 나
타내는 63개의 진술문 목록이다. 이 진술문 목록을 제작하기 위하여 참여자 면접에 사용할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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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질문 개발 단계, 참여자로부터 상담과정의 알아차림 방해요소를 나타내는 진술문을 수집하
는 면접 단계, 진술문을 종합ㆍ편집하여 축소하는 목록 제작 단계를 밟았다. 자세한 단계는 아
래의 연구절차에 제시하였다.

연구절차 및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동반자가 상담과정에서 자주 경험하는 알아차림 방해요소를 탐색하기
위해 Kane과 Trochim(2006)의 개념도 연구방법에 의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개념도 방법의 절차
상 가장 큰 특징은 연구대상을 적극적으로 연구에 참여시킨다는 점이어서 연구자 시각의 개입
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양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통찰을 제공할 수 있다
. 또 다른 특징으로 특
정 현상을 경험하고 있는 연구대상의 입장에서 질적인 접근을 함으로써 사전 참조 자료나 확립
된 이론 체계가 부족한 분야의 탐색단계 연구에 적합하다
(정찬석, 2005).
첫 번째 단계는 개념도를 위한 준비단계로서 초점 질문을 도출하고 자료 수집을 위한 연구
대상을 선정하는 단계이다. 개념도 연구에서는 무엇을 개념화할지 영역을 좁혀야 하기 때문에
적절한 초점 질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민경화, 최윤정, 2007). 본 연구에서는 손진희(2001)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 반구조화 면접질문지를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초점질문은 청소년동반자
들이 ‘현재 경험하고 있는 알아차림 방해요소’, ‘지금은 아니지만 과거에 경험하였던 알아차림
방해요소’, ‘그 외에 경험할 것으로 생각되는 알아차림 방해요소
’에 대한 것이었다. 초점질문은
개념도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상담학과 교수1인에게 적절성에 대한 검토를 받
았으며 예비연구로 청소년동반자 5명에게 초점질문을 가지고 면접을 실시하여 상담과정의 알아
차림 방해요소에 대한 진술문을 수집하기에 적절함을 확인하였다
.
두 번째 단계인 아이디어 산출단계는 브레인스토밍 방식으로 아이디어를 산출하는 단계로
현재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동반자 30명을 대상으로 개별 면접을 실시하였다. 개념도 연구에서
는 면접에서 아이디어 진술문을 충분히 추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 이를 위해 면접 전 참여자들
에게 연구의 취지와 목적, 인터뷰 방식과 내용, 소요시간 등에 대해서 설명하고 가능한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시간, 장소 등을 안배하였다. 면접은 2015년 3월부터 4월까지 진행
되었으며 최소 20분에서 최대 60분가량으로 평균 35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참여자들은 적게는
12개에서 36개까지의 방해요소를 언급하였다(M=21.2, SD=4.92).
세 번째 단계는 진술문 종합 및 편집 단계로 개별 면접의 녹음 내용을 전부 전사하여 알아
차림 방해요소를 진술문의 형태(OOO–때,/-서/-느라)로 엑셀에 코딩을 하였다. 총 661개의 아
이디어 진술문이 수집되었으며 이를 연구자가 내용분석을 하여 중복되거나 유사한 아이디어를
1차로 그룹화 하였다. 165개로 그룹화된 아이디어를 종합, 편집하는 과정에는 이 단계의 연구
참여자 3명이 수행하였는데 이때 자료를 종합하는 준거는 평정자2명 이상이 일치한 내용(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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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 60% 이상)으로 하였고, 3명 모두 일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토론을 통해 합의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모두 2차례의 자료 요약 절차가 있었다. 종합, 편집, 축약의 과정을 거쳐 63개로 이루
어진 청소년동반자가 상담과정에서 경험하는 알아차림 방해요소 진술문 목록이 개발되었다
.
네 번째 단계인 진술문 구조화 단계는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서 축약된 진술문 목록을 청
소년동반자가 유사성에 따라 분류하고 평정하는 과정으로 면접에 참여한 동일한 연구대상28명
이 하였다. 추출된 방해요소 목록의 유사성 분류를 위해 카드를 만들어 제시하고
, 각각의 카드
를 연구대상이 유사하다고 판단하는 것끼리 분류하도록 하고
, 분류된 집단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문장을 제시하도록 하였으며, 목록을 5점 리커트 척도의 설문지로 만들어서 각각의 알
아차림 방해요소 진술문에 대하여 공감하는 정도와 경험하는 빈도를 평정하도록 하였다
.
마지막 단계는 개념도 분석 및 해석 단계이다
. 분석 단계에서 활용되는 원자료는 최종 진술
문들을 각각의 연구 참여자가 분류하고 평정한 결과가 된다. 유사성 분류 자료를 가지고 유사
성 행렬표를 만들었다. 같은 그룹으로 묶인 진술문들은0, 다른 그룹으로 묶인 진술문들은1로
코딩하여 총 28개의 개인 유사성 행렬표(63×63)를 만든 후, 전체 28명의 파일을 합산한 집단 유
사성 행렬(Group similarity matrix: GSM)을 만들었다. 행렬표를 바탕으로 SPSS 21.0 통계 프로
그램을 활용하여 다차원척도 분석(ALSCAL)을 실시하고 적절한 차원의 수와 의미를 분석하였
다. 다차원척도 분석에서 차원의 수는 합치도
(stress), 해석가능성, 효율성의 세 가지 기준을 고
려하여 결정하였다. 다차원척도 분석을 통해 산출된 2차원 상의 x, y좌표 값을 가지고 위계적
군집분석(Ward 방법)을 실시하였다. 위계적 군집분석은 지도 위에 있는 점들을 내적으로 일관
된 군집으로 분할하기 위해 사용한다(최윤정, 김계현, 2007). 이처럼 개념도 분석을 위한 위계적
군집 분석을 할 경우에는Ward 방법이 특히 적합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이 방법이 거리
를 기반으로 하는 자료를 의미 있게 만드는데 유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지연, 한
나리, 이동귀, 2009). 마지막으로 다차원척도 분석과 군집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개념도를 그리고
차원과 군집에 대해 해석하였다.

결 과
청소년동반자가 지각한 상담과정 알아차림 방해요소 내용
본 연구는 청소년동반자가 상담과정에서 알아차림을 발휘하는데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인가
를 경험적으로 탐색하기 위해 청소년동반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여 방해요소를 진술문 형
태로 수집하였다. 그 결과 총 661개의 아이디어 진술문이 수집되었고
, 수집된 아이디어 진술문
들은 통합, 축약, 편집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63개로 이루어진 상담과정 알아차림 방해요소
진술문 목록이 개발되었다. 최종 진술문은 표 1과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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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진술문 중에서‘외부의 오픈된 공간에서 상담할 때’는 38개가 중복되어 나타났으며
최종적으로 하나의 진술문으로 축약되었다
. 이 진술문은 청소년동반자의 독특한 상담환경으로
인해 연구대상이 상담과정의 알아차림 방해요소로 가장 많이 언급한 것이었다.
청소년동반자의 상담과정 알아차림 방해요소 인식에 대한 차원과 군집
청소년동반자가 63개의 알아차림 방해요소 진술문을 의미나 주제의 유사성에 따라 분류한
자료를 가지고 유사성 행렬표를 만들어 다차원척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 결과로 나타난 차원의
수에 따른 합치도와 설명량을 살펴보면
, 2차원까지 추출하였을 때 합치도(stress)는 0.33(R²=0.51)
이었다. 3차원까지 추출하였을 경우 합치도는 0.22(R²=0.70), 4차원까지 추출하였을 경우
0.16(R²=0.82), 5차원까지 추출하였을 경우는 0.13(R²=0.87)으로 나타났다. 합치도를 이용하여 적
절한 차원의 수를 결정하고자 차원 수의 증가에 따라 줄어드는 합치도 값을 대비하여 스트레스
플롯(stress plot)을 그려보았다. Kruskal(1964)은 스트레스 플롯이 처음 크게 꺽이는 지점(elbow)
의 차원의 수를 선택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 그 이유는 그 이상 차원의 수가 증가하여도 스트레
스의 감소, 즉 합치도의 증가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박광배, 2000에서 재인용). 스트레스 플롯을
그려보았을 때 2차원 수에서 합치도 값이 줄어들었고 3차원 이상의 수에서는 합치도가 완만한
경사를 이루면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적절한 차원의 수를 2개로 결정하였다. Kane과
Trochim(2006)은 개념도 절차를 사용한 여러 연구를 분석하여 다차원척도 분석을 사용할 때 합
치도(stress)가 0.2에서 0.3정도이면 안정되게 분류된 자료로 볼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 본 연구
의 합치도는 적절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
다차원분석을 통해 얻어진 X, Y 좌표 값으로 각 차원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X,
Y 축의 양극단에 위치해 있는 진술문들을 확인하였다
. X축을 기준으로 양극단에 위치한 진술문
들을 살펴보면, 정적(+) 방향으로는 ‘9.상담 중에 상담자의 미해결과제가 올라와서’, ‘11.상담자가
다루기 어렵거나 회피하고 싶은 이슈가 나올 때’, ‘16.상담 중에 불안해지거나 긴장이 될 때’,
‘23.상담 중에 무의식적으로 떠오르는 생각들 때문에
’가 위치하고 있었고, 부적(-) 방향으로는
‘32.외부의 오픈된 공간에서 상담할 때’, ‘38.가정의 오픈된 공간에서 상담할 때’, ‘43.학교의 상담
실이 아닌 곳에서 상담할 때’, ‘6.이동 후 시간적 여유 없이 바로 상담을 시작할 때’ 등이 위치
하였다. 정적 방향은 주로 상담과정에서 일어나는 상담자의 심리내적 갈등을 의미하였고
, 부적
방향은 상담외적 요인을 의미하여 상담외적-상담과정 차원으로 명명하였다.
Y축을 기준으로 양극단의 진술문들을 살펴보면
, 정적(+) 방향으로는 ‘7. 상담자가 심리 정서
적으로 여유가 없을 때’, ‘14. 상담자가 소진되었을 때’, ‘31. 상담자의 상담 의욕이 저하될 때’,
‘36. 수퍼비전을 앞두고 상담할 때’ 등이 분포되어 있다. 부적(-) 방향에는 ‘5. 내담자가 침묵으로
일관할 때’, ‘19. 비자발적 내담자가 협조적이지 않을 때’, ‘13. 내담자의 호소문제와 부모의 호소
문제가 달라 혼란스러울 때’, ‘26. 산만한 내담자를 통제하면서 상담할 때’등이 위치하여 상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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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담자 초점 차원으로 명명하였다.
다음으로 다차원척도 분석 결과로 나타난 각 진술문의2차원 좌표값을 가지고 위계적 군집
분석(Ward 방법)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로 나온 덴드로그램을 통해 군집의 수를 결정하였다
. 위
계적 군집분석 결과, 적절한 군집의 수는 5에서 7개로 나타났다. 군집분석을 통해 나온 같은 군
집으로 묶인 진술문들의 유사성과 군집들 간의 진술문의 차이를 검토하여
7개의 군집으로 결정
하였다. 군집에 대한 명명은 지도상의 진술문들 사이의 상대적 거리
, 군집 내 문항들의 유사성
검토, 연구대상이 명명한 군집명을 참조하였으며, 다른 군집과의 관계 등 전체구조를 살펴서 각
군집에 이름을 붙였다. 표 1과 같이 연구자가 1차 명명작업을 한 후, 2차로 진술문 종합 및 축
약 과정의 연구 참여자와 검토하여 수정하고 상담교수에게 감수를 요청하여 군집명을 붙이는
과정을 거쳤다. 청소년동반자가 지각한 상담과정에서의 알아차림 방해요소에 대한 개념도는 총
7개의 군집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군집은 군집 1 ‘상담자 전문성 부족’, 군집 2 ‘상담자 내적
갈등’, 군집 3 ‘상담자 역전이’, 군집 4 ‘위기청소년 특성’, 군집 5 ‘의뢰인 요인’, 군집 6 ‘상담외
적 요인’, 군집 7 ‘상담자 스트레스’였다.
<표 1> 청소년동반자가 지각한 상담과정 알아차림 방해요소 진술문 목록과 군집
군집

각 군집에 포함된 진술문
3. 상담이론이나 기법을 적용시키려고 의식할 때
10. 상담자가 나름의 확고한 가설을 가지고 상담할 때
35. 상담자가 해야 할 다음 반응을 생각하느라
52. 상담자의 의도나 계획에 지나치게 매일 때
24. 상담을 잘 하고 싶은 마음이 클 때

군집 1
상담자 전문성
부족

29. 언제 개입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을 때
4. 상담자가 적시에 알아차림이 안될 때
47. 내담자의 핵심문제에 대한 초점을 잘 못 맞출 때
15. 내담자의 말을 들으면서 내담자 의도를 분석하느라
25.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부족해서
58. 상담자 자신이 적절한 반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들 때
59. 상담자의 민감성이 부족해서
18. 상담 중에 상담자 자신의 자질이나 역량에 대한 의문이 있을 때
16. 상담 중에 불안해지거나 긴장이 될 때

군집 2
상담자 내적
갈등

41. 내담자의 문제가 복잡하고 다루기 어렵다고 느껴질 때
23. 상담 중에 무의식적으로 떠오르는 생각들 때문에
11. 상담자가 다루기 어렵거나 회피하고 싶은 이슈가 나올 때
9. 상담 중에 상담자의 미해결과제가 올라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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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집

각 군집에 포함된 진술문
8. 내담자편이 되었을 때
22. 내담자가 지나치게 안쓰러울 때
34. 내담자의 문제나 경험이 상담자의 것과 유사하다고 느껴질 때
2. 내담자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은 마음이 앞설 때
1. 내담자 입장에서만 문제를 볼 때
46. 내담자에게 상처 주지 않게 말을 하려고 애쓰느라
40. 내담자 부모에게 마음이 기울어서

군집 3

45. 내담자 부모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왔을 때

상담자 역전이 28. 상담자가 수용하기 힘든 내담자의 행동을 볼 때
37. 내담자와 가치관 차이가 클 때
42. 내담자의 감정이나 행동이 이해가 잘 안될 때
57. 내담자 문제를 가볍게 다루거나 회피하고 싶을 때
51. 내담자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올 때
48. 내담자와 내적 경험이 달라서 이해가 안 될 때
53. 내담자와 공감이 잘 안될 때
54. 내담자와 관계 형성이 잘 안되어 있을 때
26. 산만한 내담자를 통제하면서 상담할 때
60. 내담자가 단답형의 대답으로 지속적으로 반응할 때
군집 4
위기청소년
특성

63. 무동기의 내담자가 상담에 의미를 두지 않을 때
13. 내담자의 호소문제와 부모의 호소문제가 달라 혼란스러울 때
19. 비자발적 내담자가 협조적이지 않을 때
12. 내담자가 너무 어려 언어 상담이 안될 때
5. 내담자가 침묵으로 일관할 때

군집 5
의뢰인 요인

20. 의뢰인을 먼저 면담하여 내담자에 대한 선입견이 생겼을 때
33. 내담자 부모의 상담자에 대한 판단과 평가가 부담스러울 때
27. 내담자 부모가 상담에 과도하게 관여할 때
6. 이동 후 시간적 여유 없이 바로 상담을 시작할 때
38. 가정의 오픈된 공간에서 상담할 때
43. 학교에서 상담실이 아닌 곳에서 상담할 때
32. 외부의 오픈된 공간에서 상담할 때

군집 6
상담외적 요인

49. 가정에서 상담하는 경우 환경이 열악해서 불편함이 자극될 때
55. 가정에서 상담 시에 다양한 돌발 상황이 생길 때(각종 소음, 엿듣기, 방문열기 등)
39. 학교교사의 정보나 요구가 신경 쓰일 때
50. 단기상담의 회기 제한으로 인해 깊이 있는 상담으로 못갈 때
61. 상담자가 안전에 대한 위협감을 느낄 때
56. 행정업무 등 상담 외의 다른 일을 하다가 바로 상담에 들어갔을 때
44. 상담 실적을 의식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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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집

각 군집에 포함된 진술문
21. 상담자한테 상담 외에 개인적인 일이 있을 때(집안 경조사, 건강문제, 투잡 등)
62. 상담자가 신체적으로 피곤할 때

군집 7
상담자
스트레스

17. 내담자의 말을 메모하면서 상담할 때
36. 수퍼비전을 앞두고 상담할 때
14. 상담자가 소진되었을 때
31. 상담자의 상담의욕이 저하될 때
7. 상담자가 심리 정서적으로 여유가 없을 때
30. 상담효과를 염두에 두고 있을 때

청소년동반자가 지각한 상담과정 알아차림 방해요소에 대한 개념도
청소년동반자가 유사성에 따라 분류한 63개의 진술문을 다차원척도 분석을 하여2차원상에
위치시키고, 위계적 군집분석의 결과에 따라 군집을 표시하여 그림1과 같은 개념도를 그렸다.
개념도는 연구주제와 관련한 연구대상의 인식의 내용과 구조를 개념도라는 최종 결과물로 나타
내준다. 각 진술문들을 나타내는 점들의 위치가 비슷하게 위치할수록 보다 많이 동일한 범주로
분류되었음을 나타내다. 이는 개념도 위에서 가까이 위치한 점들은 먼 거리에 점들보다 개념적
으로 유사하게 인식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개념도 위에 그려진 점들의 상대적 위치와 거리
,
7개의 군집, 2개 차원을 근거로 청소년동반자가 지각하는 알아차림 방해요소의 특성을 해석하
였다.
상담과정에서 청소년동반자의 알아차림을 방해하는 요소에 대한 개념도는2차원 상에서 7개
의 군집이 타원형으로 분포하고 있다
. 알아차림 방해요소에 대한 청소년동반자의 내면의 분류
기준은 상담외적-상담과정의 차원과 상담자-내담자 초점 차원에 따라 ‘상담자 전문성 부족’, ‘상
담자 내적 갈등’, ‘상담자 역전이’, ‘위기청소년 특성’, ‘의뢰인 요인’, ‘상담외적 요인’, ‘상담자 스
트레스’ 7개의 군집으로 구분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그림 1의 개념도를 살펴보면 군집들 대부분이 군집 내 밀도가 높아 청소년동반자가 상담과
정의 알아차림 방해요소 각 군집에 대하여 명료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X축 상담과정 차원과 Y축 상담자 초점 차원에 해당하는 1사분면에는
군집 1 상담자 전문성 부족과 군집 2 상담자 내적 갈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들의 거리가 가까
운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두 군집 간 유사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 상담 중
에 상담자 자신의 자질이나 역량에 대한 의문이 들거나
, 자신이 적절한 반응을 하고 있는지, 내
담자의 핵심문제에 초점을 잘못 맞추거나, 내담자의 얘기를 들으면서 언제 개입을 해야 하는지
등을 갈등하면서 내담자의 문제가 복잡하고 다루기 어렵다고 느끼면서 상담 중에 불안해지거나
긴장이 되는 것과 같은 실제 상담과정에서 상담자가 갈등하고 있는 진술문들이 포함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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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청소년동반자가 지각한 상담과정 알아차림 방해요소 개념도

X축 상담과정 차원과 Y축 내담자 초점 차원에 해당하는 4사분면에는 군집 3 상담자 역전이가
위치하고 있다. 내담자가 지나치게 안쓰러워 상처주지 않게 말을 하려고 애쓰거나, 내담자와의
관계형성이 잘 안되거나, 내담자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거나, 내담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은 마음이 앞서는 등 내담자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경험하는 역전이 관련 진술문들이 위
치하고 있다.
X축 상담외적 차원과 Y축 상담자 초점 차원에 해당하는 2사분면에는 군집 6 상담외적 요인
과 군집 7 상담자 스트레스의 진술문들이 위치하고 있다
. 이는 청소년동반자들의 독특한 상담
환경과 직무환경이 상담자의 스트레스와 연결되는 것을 개념도로 보여주고 있다
. 외부의 오픈
된 공간에서 상담을 하게 되는 경우, 가정에서 상담하지만 방이 없어서 오픈된 공간에서 부모
가 지켜보는 가운데서 하는 경우, 학교에서 상담할 때도 방음이 되지 않고 오가는 사람이 많아
상담에 몰입하기 어렵거나, 여자 청소년동반자의 경우 간혹 신변에 대한 불안을 경험하는 진술
문들이 위치하고 있다. X축 상담외적 차원과 Y축 내담자 초점에 해당하는 3사분면에는 군집 4
위기청소년 특성과 군집 5 의뢰인 요인이 위치하고 있으면서 청소년동반자의 내담자와 관련된
독특한 요인들을 보여주는 진술문들이 자리하고 있다
. 청소년동반자 사업은 위기청소년을 대상
으로 하고, 대부분 의뢰인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청소년동반자를 만나는 경우가 많아
, 상담에 전
혀 동기가 없는 내담자, 어린 내담자의 경우 부모의 의사에 따라 상담을 하지만 상담의 진행이
어렵거나, 내담자가 단답형이나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의뢰인의 상담에 대한 관여, 평가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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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문이 위치하고 있다.
알아차림 방해요소에 대한 청소년동반자의 공감 정도와 경험 빈도
청소년동반자가 인식하는 상담과정 알아차림 방해요소의 군집별로 공감하는 정도와 경험하
는 빈도를 5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였을 때 값이 높은 순으로7개의 범주를 살펴보면 표 2와
같았다. 공감의 정도는 상담자 스트레스
(M=3.77), 위기청소년 특성(M=3.70), 상담자 전문성 부
족(M=3.55), 상담자 역전이(M=3.54), 상담자 내적 갈등(M=3.53), 상담외적 요인(M=3.52), 의뢰인
요인(M=3.50) 순으로 나타났다. 공감의 정도에 대한 전체 평균은3.59으로 모든 범주가 5점 리
커트 척도에서 약간 공감함 이상의 공감 정도를 보이고 있었다
.
<표 2> 알아차림 방해요소 군집별 공감의 정도와 경험 빈도의 우선순위
알아차림 방해요소 군집별
공감의 정도

알아차림 방해요소 군집별
경험 빈도

M(SD)

M(SD)

군집 7 상담자 스트레스

3.77(0.52)

군집 4 위기청소년 특성

3.13(0.28)

군집 4 위기청소년 특성

3.70(0.29)

군집 7 상담자 스트레스

3.07(0.39)

군집 1 상담자 전문성 부족

3.55(0.20)

군집 1 상담자 전문성 부족

2.89(0.13)

군집 3 상담자 역전이

3.54(0.30)

군집 2 상담자 내적 갈등

2.84(0.29)

군집 2 상담자 내적 갈등

3.53(0.34)

군집 6 상담외적 요인

2.78(0.29)

군집 6 상담외적 요인

3.52(0.38)

군집 3 상담자 역전이

2.77(0.26)

군집 5 의뢰인 요인

3.50(0.13)

군집 5 의뢰인 요인

2.70(0.11)

알아차림 방해요소 군집별 경험 빈도를 평정한 결과를 보면, 위기청소년 특성(M=3.13), 상담
자 스트레스(M=3.07), 상담자 전문성 부족(M=2.89), 상담자 내적 갈등(M=2.84), 상담외적 요인
(M=2.78), 상담자 역전이(M=2.77), 의뢰인 요인(M=2.70) 순으로 나타났다. 경험 빈도의 평균은
2.89로 공감 정도에 비하여 낮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추출한 63개의 알아차림 방해요소 진술문 각각에 대하여 연구참여
자가 평정한 공감의 정도를 보면, 가장 높게 평정한 알아차림 방해요소 진술문은 7.상담자가 심
리 정서적으로 여유가 없을 때(M=4.32), 62.상담자가 신체적으로 피곤할 때(M=4.32), 14.상담자
가 소진되었을 때(M=4.25)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상담과정에서 알아차림 방해요소의 각
진술문을 경험하는 빈도에서 가장 많이 경험하는 알아차림 방해요소 진술문들은14.상담자가
소진되었을 때(M=3.57), 19.비자발적 내담자가 협조적이지 않을 때(M=3.50), 62.상담자가 신체적
으로 피곤할 때(M=3.46)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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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본 연구는 청소년동반자가 찾아가는 서비스의 일환으로 상담을 할 때
, 상담과정에서 경험하
는 알아차림 방해요소가 무엇인지를 경험적으로 탐색하였다. 개념도 방법을 사용하여 청소년동
반자가 지각하는 상담과정에서의 알아차림 방해요소를 개별 면접을 실시하여 진술문 형태로 정
리하고 종합, 편집하는 과정을 거쳐 63개의 진술문 목록이 만들어졌다. 이 목록을 가지고 청소
년동반자에게 각 진술문의 유사성에 따라 분류하도록 한 후 다차원척도 분석과 군집분석을 실
시하였다.
연구 결과, 청소년동반자가 지각하는 상담과정에서의 알아차림 방해요소는 ‘상담자 전문성
부족’, ‘상담자 내적 갈등’, ‘상담자 역전이’, ‘위기청소년 특성’, ‘의뢰인 요인’, ‘상담 외적 요인’,
‘상담자 스트레스’로 7개의 군집으로 분류되었으며, 청소년동반자는 알아차림 방해요소를 인식
할 때 상담 외적-상담과정, 상담자-내담자 초점의 2 차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선행연구와 관련시켜 함의를 도출하고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
첫째, 본 연구는 청소년동반자가 지각하는 상담과정의 알아차림 방해요소를 개념도 방법을
사용하여 경험적으로 탐색하였다. 본 연구는 일반 상담자가 아닌 청소년동반자로 연구대상을
달리하여 손진희(2001)의 연구를 반복하되 개념도 방법을 사용하여 연구방법을 정교화 하고자
하였다. 손진희(2001)의 연구에서는 알아차림 방해요소로 상담자 역전이, 상담자 선입견 및 부
주의, 내담자에 대한 이해부족 및 내담자 특성, 상담진행 및 결과 의식, 상담 외적 요인, 상담자
능력 부족, 상담자 미성숙 등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에서 청소년동반자를 대상으로 하여 개념도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알아차림 방해요소를 조사하였을 때 상담자 전문성 부족
, 상담자 내적 갈
등, 상담자 역전이, 위기청소년 특성, 의뢰인 요인, 상담 외적 요인, 상담자 스트레스 등이 도출
되어 상담자가 알아차림 능력을 발휘하는데 공통적으로 방해하는 요소들도 있지만 상담환경
,
상황, 맥락에 따라 다른 방해요소들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상담자 역전이는 공통적으로 나타난
알아차림 방해요소로 일찍부터 상담 및 심리 치료이론에서는 상담자 역전이를 상담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핵심 요인으로 여기고, 이를 효율적으로 다루는데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을 해오고 있
다(손진희, 2001; 임고운, 김지현, 2008). 상담자가 역전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자신의 자기분석에 대한 노력과 함께 교육분석이나 수퍼비전에 꾸준히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알려져 왔다(Corey, 1996). 상담자 역전이와 관련하여 이를 치료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동반자에게도 교육분석이나 수퍼비전 등이 적극 권장될 필요가 있으며 제도적인 차원에
서도 청소년동반자의 전문적 성장을 위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 손진희(2001)
의 연구에서 나타난 상담자 능력 부족, 상담진행 및 결과 의식, 상담자 선입견 및 부주의의 일
부 내용들은 본 연구에서는 상담자 전문성 부족 군집으로 묶인 반면에 손진희
(2001)에서 나타
난 상담외적 요인이 본 연구에서는 상담외적 요인과 상담자 스트레스로 군집으로 분리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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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문을 보면 군집에 포함된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었다
.
위기청소년 특성과 의뢰인 요인은 청소년동반자에게서만 나타나는 알아차림 방해요소로 이
러한 요소가 상담과정에도 청소년동반자의 알아차림을 방해하고 있으며 이러한 작용은 상담의
효과를 떨어뜨리게 된다. 청소년동반자 사업은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이들은 대부분 부
모나 교사 등 의뢰인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청소년동반자를 만나는 경우가 많은데
, 상담에 전혀
동기가 없거나 상담에서 단답형이나 침묵으로 일관하는 태도를 보인다
. 청소년동반자가 실제로
경험하는 알아차림 방해요소의 경험 빈도에서도 위기청소년 특성이1순위로 나타났다. 의뢰인
요인을 살펴보면 부모나 교사와 같은 의뢰인은 상담에 과도하게 관여하거나 평가하는 등의 행
동을 한다. 위기청소년 특성과 의뢰인 요인 군집은 위기청소년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인 청소
년동반자 사업이 상담의 접근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는 반면 상담의 전문적 경계를 유지하는 어
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청소년동반자의 상담개입이 시작되기 전
에 상담이 위기청소년을 위한 효과적인 개입인지를 진단하고 다른 개입의 실효성을 검토하는
등의 상담 전 진단평가 단계를 도입한다면
, 상담의 동기가 없거나 상담준비도가 매우 낮아 상
담에 반응하지 않을 위기청소년을 미리 발견하고
, 의뢰인의 상담에 대한 이해도 및 장애요소를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위기청소년 특성과 의뢰인 요인과 관련해서는 청
소년동반자 상담활동이 효과적이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며
이는 가족 및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치료
(Henggeler, 1999; 오경자 외, 2006에서 재인용)로 접근
하는 다중체계치료(MST)를 토대로 하는 청소년동반자 사업의 취지에도 더욱 부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청소년동반자는 찾아가는 서비스라는 상담 활동으로 인해 상담외적 요인과 관련되어
상담과정에서 알아차림 능력을 발휘하는데 방해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청소년동반자는 주
로 외부 시설이나 가정에서 상담을 하고 있으며, 다음 상담을 진행하기 위한 이동이 잦고, 찾아
가서도 시간적 여유 없이 또는 마음의 준비 없이 바로 상담을 시작하거나 심지어는 상담자가
안전에 위협감을 느끼고 있었다. 상담자가 알아차림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마
음의 평정과 수용성이 요구되는데 그럴만한 시간적, 심리적 여유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
소년동반자가 겪는 어려움 가운데 찾아가는 서비스가 상담관계에서 필요한 구조화된 진행을 어
렵게 하고 있다는 연구(박승곤 외, 2014)와 맥을 같이한다. 본 연구에서도 상담외적 요인은 상
담과정에서 알아차림을 방해하는 요소로 청소년동반자가 가장 많이 언급한 내용이었다
. 알아차
림 방해요소에는 상담자 내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상담외적 요소에서 비롯되는 것이 있음에도
상담회기 중에 상담자에게 일어나는 내적인 인지과정에 초점을 둔 연구만 있었을 뿐 상담외적
요소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손진희, 2001) 본 연구에서는 상담외적 요인이
청소년동반자의 알아차림을 방해하는 비중있는 요소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동반자들이 찾
아가는 서비스를 한다 하더라도 기관차원에서 청소년동반자 상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상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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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요인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도움이 될 수 있다
. 예컨대, 상담초기에는 비자발적 내담자들을
위해 찾아가는 상담을 하더라도, 일정 회기 이후에는 기관에서 내방상담을 할 수 있도록 지원
하거나, 청소년내담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내방상담이 어려운 경우에는 내담자 집 주변의 공공
기관이나 단체시설의 유휴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연계해주는 등의 노력을 의미한다
. 물론
청소년동반자 스스로도 방해를 덜 받을 수 있는 상담환경이 무엇이고
, 어떻게 조성할 수 있을
까를 고민하여 상담외적 요인을 통제하도록 노력하는 작업이 상담 활동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청소년동반자는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가운데 상담을
하고 있다. 이러한 독특한 상담 활동은 신체적인 피곤이나 스트레스
, 심리적 소진으로 이어지면
서 상담의욕도 저하되는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동반자는 알아차림을 방해받고 있었다
.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을 겪게 되는 상담자는 지속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기본적 자질인
‘돌봄’
의 능력이 저하되는 현상을 겪으면서 무력감이나 부정적 자아개념을 만들어 상담자 개인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심리적 소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상담과정에서 내담자에
대해 알아차리기 보다는, 내담자가 표현한 정서에 휘말리기도 한다(윤아랑, 정남운, 2011). 청소
년동반자 관련 선행연구를 보면 청소년동반자의 스트레스
, 심리적 소진 및 이직, 직무만족이 가
장 많이 연구되는 주제였다는(이영순 외, 2009; 이화영, 2014; 황재성, 2009 등) 것은 이 주제가
해결해야 할 쟁점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청소년동반자의 스트레스와 소진은 상담자 개인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만 알아차림을 방해함으로써 상담의 질적인 저하를 가져오게 하는 요인이
된다. 내담자의 복지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상담자로서의 전문적 발달을 조력하기 위해서도 상
담자의 자기 돌봄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다
.
넷째, 청소년동반자의 대부분이 3년 미만의 경력이 80% 이상인데 반해, 사례의 대부분이 중·
고위험군인 내담자들이다보니(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3), 상담 장면에서 전문성부족이나
내적 갈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상담자의 수준에 비례해서 사례가 감당하기 힘들
어 자신감이 떨어지면서 상담과정에서 알아차리는 능력을 발휘하는데 방해받고 있는 것으로 보
여 진다. 청소년동반자가 내담자의 문제를 안정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불안해하거나 내담자의
문제가 어렵다고 느껴져 내담자로부터 거리를 두거나, 탐색을 하지 않고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온다면 알아차림 능력이 발휘되지 않을 것이며, 이는 비자발적인 청소년내담자의 상담에
대한 동기를 높이지 못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동반자가 알아차림 능력을 발휘하는데 어떤 방해하는 요인들이 관여하
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이들이 보다 수월하게 상담과정의 알아차림 방해요소를
자각하고 스스로 관리하고 조절할 수 있게 도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반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도 있다. 첫째, 본 연구는 탐색적 연구로 출발하였기 때문에 추출된 알아차
림 방해요소들이 실제로 상담 장면에서 얼마나,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확인하지는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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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또한 추출된 알아차림 방해요소들이 연구대상자인 청소년동반자에게도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하였다
. 둘째, 서울 경기 지역의 30명 청소년
동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기에 일반화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 보다 많은 청소년동반자를 대
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면 다른 방해요소들이 추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이는 청소년동
반자가 찾아가는 상담을 하는 지역에 따라, 또는 시간제인지 전일제인지를 구분하여 연구를 수
행했다면 다른 양상의 방해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함이다
. 또한 인터뷰 대
상자가 객관적인 표집절차에 의해 선정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표집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
그러므로 이후 연구에서는 지역을 구분하거나
, 청소년동반자의 근무형태에 따라 같은 연구를
실행하여 상담환경이나, 상황, 맥락에 따라 상담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알아차림 방해요소들
을 더 심층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셋째, 상담과정 알아차림 방해요소에 대하여 연구대상에
게 공감의 정도와 경험하는 빈도를 평정하게 하였을 때 알아차림 방해요소 군집에 대하여 공감
의 정도 평균이 경험의 빈도보다 높은 편이었다
. 공감의 정도와 경험 빈도에 대한 평정에 차이
가 있었으나 어떠한 이유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타당하게 밝혀내지 못하였다. 후속 연구에서
는 청소년동반자의 알아차림 방해요소가 상담과정 및 상담성과에 실제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기제가 밝혀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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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Obstructive Factors to Awareness
Youth Companion Counselors Perceive in Counselling
Hong, Hye suk

Wang, Eun Ja

Korea Counseling Graduate University

Youth Companion program becomes a type of youth counseling services, which provides
adolescents at risk with a home visit counseling service for the systematic psycho-social support.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obstructive factors to awareness in counseling which Youth
Companion counselors empirically perceive. The method of Concept Mapping was used to visualize
the perception for a phenomenon through the sorting and grouping process by the participants.
The obstructive factors to awareness have been drawn through the interviews with 30 full-time and
part-time Youth Companion counselors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Initially 661 ideas were
extracted and they were condensed, edited and integrated into sixty-three(63) obstructive factors
finally. Thereafter participants in the interview were asked (1) to sort them into groups according
to the similarity of meaning and give a name to each group, and (2) to evaluate the level of their
agreement to each obstructive factor and its frequency in counselling. The results of grouping and
evaluation processes became the basic data for the statistical analysis. Through the multi-scale
dimensional analysis(ALSCAL) and the hierarchical cluster analysis(Ward method) a concept
mapping with 2 dimensions(external factors in counseling - internal factors in counseling; counselor
- client) and 7 clusters(lack of professionalism of counselors; inner conflicts of counselors';
counselors' countertransference; characteristics of adolescences at risk; referring factors; external
factors to counseling; counselors' stress) was drawn.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ways
of improving the awareness during the counseling of Youth Companion counselors were discussed.
Key word: Youth Companion, awareness, obstructive factors to counselor awareness, concept ma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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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자기계발 프로그램 운영모형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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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재능 및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는자기계발 프로
그램 운영모형을 개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관련문헌과 국내외 프로그램 운영사
례를 분석하였고, 전국 17개 시도의 학교 밖 청소년 294명, 실무자 298명을 대상으로 자
기계발 프로그램 요구도를 조사하였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및 실무자 각 10명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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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최종적으로 논리모델에 근거한 현장 중심의자기계발 프로그램 운영모형을 제시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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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지난 해 우리나라에서 학교를 떠난 청소년은 한해 약 6만명 수준으로 전체 초·중·고등학
교 재학생의 0.8%를 차지한다. 반가운 사실은 최근 3년 사이 학업중단율이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국내 거주 학교 밖 청소년 수는 무려 35만 여명에 달한다. 이들의 학
교중단 이후 생활형태를 보면, 배회하거나(21.0%) 소일하거나(13.2%) 은둔생활(12.7%)을 하
는 니트형(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NEET)이 46.9%, 검정고시 준비나
대안교육시설 등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습형이 41.5%, 지속적으로 아르바이트만 하는 취업/
알바형이 11.7%로 조사된 바 있다(윤철경, 류방란, 김선아, 2010). 즉 학교 밖 청소년은 공교
육 제도권 밖에서 일부가 학업이나 근로활동을 하기도 하지만
, 다수는 뚜렷한 목표의식 없이
무위도식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 더욱이 학업중단 후 55.5%가 가출을 경험하거나(유서구, 김
응수, 김윤나, 서보람, 강현우, 2012) 비행에 연루되어 재학생보다 7.2배 높은 범죄율(조규필,
2014)을 보이는 등 일부 학교 밖 청소년은 가정과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
하지만 학업중단 초기에 주변에서 누군가의 관심과 도움이 있었다면 좀 더 많은 학교 밖
청소년이 비행에 빠지지 않고 진로준비에 대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지도 모른다
. 실제
로 윤철경, 유성렬, 김신영과 임지연(2013)의 연구에서 학교를 그만 둘 당시 가장 필요했던
도움은 진로상담(48.3%)과 학업중단 이후 생활정보제공
(36.7%)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학교를
떠나는 대다수 학교 밖 청소년들은 진로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사회에 발을 내딛게 된
다. 이후 선택하는 진로는 주로 검정고시 준비나 대안학교 진학 등 학력을 취득하기 위해
학업을 지속하는 것이다. 또는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직업훈련을 통해 직업을 준비하기도 한
다. 나머지는 특별히 하는 일 없이 무위도식하는 니트형으로 지내게 된다
. 지금까지 현장 전
문기관들의 전통적인 접근도 이와 마찬가지로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이나 취업의 두 가지
경로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 주를 이루었다
. 2014년까지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
던 학교 밖 청소년 통합지원 프로그램 역시 사회진입을 지원하는 ‘두드림’ 프로그램과 학업
복귀를 지원하는 ‘해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지금 당장 공부
나 취업에는 관심이 없지만 뭔가 하고 싶은 일을 배우거나 의미 있는 경험을 하고 싶어 하
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 직업과 학업이라는 두 가지 지원 외에 또 다른 개입 프로그램
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이러한 요구들 가운데는 그동안 별다른 지원이 부족했던 니
트족에 대한 고민도 함께 포함된다. 학교 밖 청소년 가운데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니트족은
그대로 방치할 경우 게임중독, 은둔, 비행, 청년실업 등 사회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고
,
미래의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음을 여러 연구에서 경고하고 있다
(김광석, 2015;
김미숙, 2009).
그러므로 지금까지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개입이 사회진입 및 학업복귀의2가지 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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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랙을 중심으로 개발·운영되어 왔다면 앞으로는 자기계발 프로그램이 제 3의 트랙으로 준
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서 자기계발의 의미는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스스로 자신의 재능이나 잠재력을 발견하여 발전시키는 자기능력 계발과정
”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서비스를 이용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대다수는 십대로서 발달단계상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향해 도전하고 성취하려는 노력을 통해 자신감과 삶의 의욕을 증진함으로써
장차 사회인으로서 직업을 갖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추는 것이 필요한 시기이
기 때문에 자기계발 프로그램이 갖는 의미는 크다고 하겠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기계발 프로그램은 주로 일반 청소년을 대상
으로 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은 대안학교를 제외하고 거의 찾아보기 힘
들다. 물론 일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문화·예술이나 스포츠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주로 단기성 체험 프로그램에 그치고 있어 자기계발 목표를 성취하기에는 한계가 있
다. 더욱이 정보의 부족, 경제적인 부담, 실패에 대한 두려움, 적합한 프로그램의 부재 등 여
러 현실적인 제약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선뜻 자기계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가 많다. 윤철경 등(2010)의 연구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들이 가장 필요한 도움으로 경제적
도움(40.0%), 내 앞길을 준비하는데 있어서의 도움(17.4%)으로 나타나 구체적·현실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자기발전을 돕기 위해서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자기계발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은 일정한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해 일정한 내용이나 절차가 사전에 체계적으로 계획되고 치밀하게 조직된 활동이
나 서비스를 말하는데(김창대, 2002; 변창진, 1994), 자기계발 프로그램의 경우 학교 밖 청소
년의 관심분야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특정 영역에 한정된 프로그램 개발로서는 현장 활용
도가 낮아질 수 있다. 또한 현장에서는 이미 학업복귀나 직업준비를 위한 여러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체적으로 자기계발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기획하여 운영하고
있어 추가로 자기계발 프로그램이 보급될 경우 이를 새롭게 적용하는 데 대한 부담을 느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다양한 욕구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자기계발 프
로그램 운영모형을 개발하여 현장의 효용성을 높이고자 한다
. 즉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
의 잠재된 끼와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기존의 직업 및 학업 진로 외에 제3의 트랙으로서
학교 밖 청소년의 자기계발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특정영역의 프로그램 개발이 아닌 다양한
자기계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한 프로그램 운영모형을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 아울러 기존
에 현장에서 자체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던 자기계발 관련 프로그램들과 별개의 다른 운영
모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 기반의 표준화된 운영모형을 구성하되 지역 센터들이 자
율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필요한 부분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모형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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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프로그램 운영모형 개발과정은 대표적인 교수설계 모형인 ADDIE모형을 응용
하여 진행되었다. 일반적으로 ADDIE모형은 교수-학습의 과정에서 학습 성과를 달성하고자
최적의 수업과정을 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는데
, 본 연구의 자기계발 프로그램 역시
학교 밖 청소년이 일정한 목표를 달성하도록 적절한 개입과정을 전개해 나간다는 점에서 유
사한 면이 있어 이를 개발과정에 적용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조사, 자기계발 관련 프로그램
수집, 학교 밖 청소년과 실무자 대상 요구도 조사 및 심층면접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
하였다. 이를 토대로 자기계발 영역, 프로그램의 목표, 세부 준비 및 실행모형을 구성한 후
시범운영을 거쳐 프로그램 운영과정을 표준화함으로써 자기계발 프로그램 운영모형을 제시
하고자 한다. 향후 자기계발 프로그램 운영모형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보급되어 지역 특
성에 맞게 활발히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론적 배경
1. 학교 밖 청소년의 실태
2014년 제정되어 2015년 시행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이란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3개월 이
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
에서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을 일컫는다.
학교 밖 청소년의 수는 공식적으로 정확하게 파악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청소년에 해당하
는 인구와 학교에 소속된 학생 수를 근거로 추정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 2015년도에 실
시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최인재, 이경상, 김정숙, 장근영, 2015) 결과에 따르면, 9~18
세 주민등록인구수+등록 외국인 수를 파악한 후, 여기서 학교 밖 청소년의 개념에 해당되지
않는 대학교 학생 수, 초·중·고 및 동일 과정 학교 학생수, 외국인학교 및 국제학교 초·중·고
과정 학생수를 빼는 방법으로 학교 밖 청소년 수를 파악하였다. 즉 다음의 표 1을 보면
T=(A+B)-(C+D+E)와 같은 계산식으로 정리할 수 있으며, 규모 추정 결과, 2014년 12월 31
일 기준 학교 밖 청소년은 377,15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국내에 거주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N)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는 출국 청소년의 수
(F)를 빼는 방
법으로 파악하여 총 354,938명인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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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2014년(12.31 기준) 학교 밖 청소년(9~18세) 규모추정 결과 (단위: 명)
구분

인구수

비고

주민등록인구수

A

5,705,882

등록외국인수

B

23,386

대학교학생수

C

7,416

초중고 및 동일과정학교 학생수

D

5,333,858

(추정)

E

10,837

(추정)

T = (A+B)-(C+D+E)

377,157

(추정)

외국인학교 및 국제학교
초중고과정 학생수
학교 밖 청소년 수

(추정)

순출국 청소년수

F

22,219

(추정)

국내거주 학교 밖 청소년 수

N = T - F

354,938

(추정)

* 출처 : 최인재·이경상·김정숙·장근영(2015).

2. 학교 밖 청소년의 자기계발 단계
해마다 학교를 떠나는 청소년들이 많아지면서 사회적으로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관심
이 높아지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를 나오면서 방종, 자각, 변화시도, 재정립, 도약·안
주의 5단계를 거치면서 심리사회적인 적응을 하기도 한다
(김영희, 최보영, 2015). 또한 의미
상실, 탈학교, 사회적 실험과 경험, 새로운 의미부여의 4단계를 거치기도 하고, 특정 단계에
머물러 있거나 중퇴와 복학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며 악순환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
(박현선,
2003).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학교를 나온 청소년들은 혼란스러워하는 시기를 맞이하게 되
고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무엇인가를 해보려는 갈망이 일어나며 종국에는 자신의 재능이나
잠재력을 조금씩 발견해가는 과정을 겪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단계를 혼란기→모색
기→도약기의 3단계로 정립하였으며 각 단계별 상황에 따라 요구되는 프로그램이 상이하다
고 판단하였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복학이나 검정고시 등을 지원하는 학업복귀 프
로그램과 진로 및 직업을 찾아가는 사회진입 프로그램이 주로 지원되어 왔으나
, 학교 밖 청
소년의 흥미나 관심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 이러
한 의견을 수용하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자기계발 관련 프로그램이 등장하게 되었다
. 기존
의 ‘자기계발’이라는 개념은 주로 기업, 조직 등에서 구성원들의 역량강화 측면에서 제시되
어 왔으며, 개인의 성장과 발전에 초점을 두고 자신의 능력과 역량을 개발
·발전시키는 행위
이며(신수경, 2013), 주도적으로 자신의 능력과 가능성을 찾아 스스로 계발하고 향상시켜 삶
의 질과 만족도를 높이는 제반과정(이정원, 2015)으로 정의되었다. 청소년의 자기계발은 대표
적으로 국가제도인 ‘수련활동인증제’에서의 자기계발 영역을 들 수 있다. 여기서 자기계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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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 최익용(2010)의 주장을 수용하여 ‘자기능력계발’로서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발견하고 잠
재력을 실현하기 위한 자발적인 활동으로서 개개인의 지식
, 기능, 바람직한 태도 등을 배양
하고 축적하는 과정에 필요한 일련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임영식, 문성호, 정경은, 2011).
한편 자기계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림 1과 같이 ‘자기계발 사이클’에 의해
태도의 형성, 지식 습득, 반복적인 연습, 기술(습관화)의 4가지 과정이 순환되어야 한다(최염
순, 2005).

* 출처. 최염순(2005). p. 30 재구성

[그림 1] 자기계발 사이클

선행연구를 종합해볼 때 ‘자기계발’은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스스로 자신의 재능이나
잠재력을 발견하여 발전시키는 자기능력 계발과정이며, ‘자기계발 프로그램’은 주도적으로 자
신의 능력과 가능성을 찾기 위해 스스로를 계발하고 향상시키며
,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발견
하기 위해 개인의 지식, 기능, 바람직한 태도 등을 배양하고 습관화하는 과정에 필요한 일련
의 프로그램으로 정의할 수 있다.

3. 국내외 자기계발 프로그램 운영현황
국내외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기계발 관련 프로그램들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2와 같다. 국
내사례를 보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대안학교, 청소년수
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에서 다양한 형태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 프로그램 운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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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분석한 결과, 신체단련 프로그램이 가장 많았으며, 총 운영시간은 4~72시간으로 평균 22
시간 내외로 운영되고 있었다. 소요예산은 30만원~800원으로 평균 24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참석인원은 5~60명으로 평균 20명이 참여하였다.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이 이에 해당된다
. 이 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을 모집하여 수요에 따라 전문기관을 공모
·선발하여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가
장 많이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음악분야인데 프로그램 시간은 보통 30~114시간 사이로 평균
68.4시간이 소요되었다. 예산은 프로그램당 1,300만원이며, 참석인원은 5~63명 사이로 폭넓
은 편이었으며 평균 21명이 참여하였다. 국내 프로그램을 종합해보면, 자체운영 프로그램의
경우 참여 청소년과 라포가 잘 형성되어 운영이 원활하게 진행이 된 반면
, 예산상의 제약으
로 교육분야나 프로그램 기간을 선택하는데 제약이 많았다. 위탁운영 프로그램의 경우 전문
적인 프로그램이 장기간 운영되었으나 청소년 관리에 어려움이 있거나 외부강사와 내부직원
간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면이 있었다. 요컨대, 국내 프로그램은 단기간, 단회성 체험성격
의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어 지식, 기능, 태도 등을 배양하고 습관화하여 자기능력을 계발하
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표 2> 자기계발 프로그램 운영현황
구분

자
체
운
영
국
내
위
탁
운
영

국
외

지역

프로그램명

연령

인원

기간

횟수

소요
시간

총
시간

방법

강사

예산
(천원)

홍성

우쿨렐레 교실

9-24

10

3개월

주1회

2

24

강습

외부

600

광주

목공작업장

9-24

10

3개월

주1회

3

30

강습

외부

6,500

계룡

healing
스키캠프

9-24

40

2일

-

-

48

강습

외부

6,000

제주

올레야! 가자!

15-24

10

12개월

월1회

6

72

탐방

내부

2,000

용인

제2의 탄생
소리로 날다

16-20

12

9개월

주1회

2

60

강습

전문

13,000

도봉

Do Dream!
난타!

12-20

63

7개월

주1회

2~3

80

강습

전문

13,000

양산

나의 뮤직스토리 14-21

10

9개월

주1회

2

60

활동

전문

13,000

천안

코끼리와 1/18

15-19

10

12개월

주1회

3

114

강습

전문

13,000

영국

Bridge
Academy

11-18

-

상시

주1회

-

-

강습

전문

-

캐나다

힙합댄스

11-16

-

3개월

주1회

-

-

강습

전문

-

미국

Holyday in
Museum

10대

-

4일

1회

30

30

탐방

대안
교사

-

NYSP

10~18

86

5주

매일

-

-

강습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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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사례를 보면, 영국의 경우 금융기업인 USB가 지원하여 대표적 빈민지역인 헤크니
(Hackney) 거주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학, 음악을 중심으로 하는 통합교과적 예술교육 프로
그램을 개발·운영하는 브릿지 아카데미(Bridge Academy)를 진행하고 있다. 브릿지 아카데
미는 11~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음악, 드라마, 연극, 디자인, 역사, 경제 등의 자율교과
(Flexible Friday Curriculum)를 매주 금요일 운영한다(임영식, 정경은, 진은설, 2014). 캐나
다는 오타와(Ottawa) 지역에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고 적극적인 신체활동을 하는 경향이
적거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11~16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비영리기구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아 주 1회, 3개월 간 힙합댄스를 지도한다. 이 프로그램은 구조화된 개입 매뉴얼에 따라
실시되는데, 참여 청소년은 힙합댄스 기술 습득과 더불어 친구, 강사, 센터직원과 우호적 관
계를 형성하며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다
(Beaulac, 2008). 미국에서는 10
대 위기청소년 중 과학적 탐구에 동기와 흥미가 있는 청소년을 선별하여 방학 중에4일 간
박물관에서 과학교과 대안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교육협회, 교육기관, 자연
역사박물관의 협조로 이루어지는데, 교과수행 향상을 목표로 30시간 이상 참여를 하면 학점
을 취득할 수 있다(Tam, Kai Yung (Brian), Rousseau, Marilyn K. Nassivera, John W.
Vreeland, Peter, 2001). 또한 매년 여름에는 전미대학체육협회
(National Collegiate Athletic
Association, NCAA)가 후원하여 경제적으로 열악한 75,000명의 청소년들에게 스포츠 활동
을 제공하고 있다. 강의 선택, 승인, 세부사항 등에 대한 전반적인 프로그램 방향을 전미대
학체육협회가 주관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이 스포츠 기술
, 건강 지식을 습득하고 체력을 증진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150개 대학에서 진행되며 전미대학체육협회
의 주기적 방문과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John Eddie Maxwell,
1980). 국외 운영 프로그램을 살펴본 결과, 미국, 유럽 등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이나 취약
청소년을 대상으로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었으며
, 기업 및 지역사회 공동체에서 네
트워크를 형성하여 협력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국내에서도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십을 통해
질적으로 우수한 자기계발 프로그램을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제공하여 그들의 도약을 도울 필
요가 있다. 또한 캐나다, 미국 등에서 구체적인 운영 매뉴얼에 따라 실무자의 개입이 이루어
지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표준화된 운영모형 개발을 통해 현장에 상세한 운영
매뉴얼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상의 국내외 프로그램 운영 사례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
과 같다. 첫째, 국내외에서 음악, 스포츠, 댄스 등 예체능 계열의 프로그램을 주로 진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자기계발 프로그램은 정적인 학습보다는 체험과 실습 중심의 다양한 예체능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흥미와 동기를 유발할 필요가 있다
. 둘째, 청소년이
자기능력을 충분히 계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단기간의 단회성 운영보다는 충분한 숙
련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프로그램 시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 셋째, 실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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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자기계발 프로그
램 운영모형에 프로그램의 목표와 절차, 대상인원, 기간, 예산 등의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제
시하여 수월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4. 자기계발 프로그램 운영모형 개발 이론
본 연구의 프로그램 운영모형 개발과정은 ADDIE 교수설계모형을 응용하여 진행되었다.
또한 자기계발 프로그램 운영모형은 논리모델(logic model)을 적용하였다. 전반적인 개발과
정에 적용된 ADDIE 교수설계모형은 분석(Analysis), 설계(Design), 개발(Development), 실
행(Implementation), 평가(Evaluation)의 단계를 따르며, 이 단계들은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
되어 있다(류은수, 2014). ADDIE모형에 따른 본 연구의 개발과정은 그림2와 같다. 분석 단
계에서는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통한 요구분석을 실시하였고
, 설계단계에서 운영모형의 구
조화를 거쳐 개발단계에서 운영모형의 기초 안을 완성하였다
. 실행단계에서 시범운영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평가단계에서 시범운영 결과를 반영한 최종 운영모형을 개발하였다
.
단계

분석

→

설계

→

개발

→

실행

ADDIE
모형

∙요구분석
∙수행목표명세화
∙사용 및 설치
∙학습자 분석
∙평가도구 설계
∙교수자료 개발
∙유지 및 관리
∙환경 분석
↔ ∙구조화
↔ ∙파일럿테스트 ↔
∙프로토타입
∙직무 및 과제
∙교수전략 및
∙제작
테스트
분석
매체선정

본 연구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통
한 요구분석

∙내용 구성(구조화)
∙운영모형 초안
개발

∙운영모형(기
초안) 개발

∙시범운영 실시

→

평가

↔

∙교육 훈련
성과 평가

∙평가 및
최종운영
모형 개발

[그림 2] ADDIE 모형에 근거한 운영모형 개발 과정

논리모델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주요 요소들 간의 관계를 중심으
로 운영과정을 도식화한 것이다. 즉 프로그램의 의도가 활동을 통해 성과로 이어지는 논리적
인 연결 관계를 도식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 프로그램의 과정과 성과를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어서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활용되고 있다(이봉주, 김예성, 임정임, 2009). 이 모델은 상황,
투입, 활동, 산출, 성과의 5개의 요소로 구성된다(김영종, 권순애, 2003; 이석민, 2011). 논리
모델에 따른 본 운영모형에는 프로그램 전·후 과정에서의 기획, 준비, 진행, 모니터링, 결과
분석, 관리 등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모든 제반활동 및 절차가 제시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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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이석민(2011), 황순길 등(2013) 참고

[그림 3] 논리모델

연구 방법
1. 프로그램 운영모형 개발 절차
본 연구에서 프로그램 운영모형의 개발절차는 전술한 바와 같이ADDIE의 교수설계모형
의 순서에 따라 진행되었다. 분석(Analysis)단계에서 자기계발 관련 선행연구들을 검토하고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자기계발 프로그램 국내외 운영사례를 분석하였다. 또한 학교 밖 청소
년들과 실무자를 대상으로 자기계발 프로그램에 대한 경험
, 선호도, 운영방법 등에 대해 설
문조사, 심층면접, 초점집단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설계(Design)단계에서는 프로그램의 준
비단계, 실행단계, 사후단계별 목표를 설정하고 단계별 세부내용을 구조화하였으며
, 만족도
및 효과성 등 평가도구를 선정하고 프로그램 운영에 적합한 방법을 설계 후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운영모형 초안을 도출하였다. 개발(Development)단계에서는 운영기간, 운영주체의
요소를 중심으로 ①단기센터형, ②장기센터형, ③단기위탁형, ④장기위탁형의 4종 모형을 개
발하였다. 실행(Implementation)단계에서는 2개 지역센터에 시범운영을 요청하여 5주 간 프
로토 타입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마지막 평가(Evaluation)의 단계에서는 운영모형에 따라 시
범운영 실시 2개 집단에 대해 효과성 검증을 실시하고 추가적인 수정 및 보완을 거쳐 최종
적인 운영모형을 개발하였다.

2. 자료수집 및 분석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다각도의 자료수집과 분석과정을 진행하였다
. 관련 국내외 문헌
자료 및 전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수집된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내용분석을 수행하였
다. 전국 16개 시도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166개소를 이용하는 학교 밖 청소년 294명과
센터의 실무자 298명을 대상으로 자기계발 프로그램 구성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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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 연구

∙선행 연구 및 기존 프로그램 검토

⇩
분석
요구 분석

∙다면적 요구 및 상황분석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설문지 및 인터뷰
 실무자 대상 설문지 및 포커스그룹 인터뷰

⇩
∙프로그램운영 구성 원리의 도출
내용 구성
설계

∙프로그램운영 요소 조직 및 활동 내용 구성
∙프로그램운영 초안 개발

⇩
예비 조사

∙현장 전문가에 의한 내용 타당도 평가

⇩
개발

운영모형 개발

∙프로그램 운영모형 개발 및 구성 요소의 도식화

⇩
실행

시범 운영

∙프로그램 시범 운영

⇩
∙프로그램 효과성 분석
평가

평가 및 수정보완

∙프로그램운영 내용 감수
∙프로그램운영에 대한 수정 및 보완

[그림 4] 학교 밖 청소년 자기계발 프로그램 운영모형 개발절차

분석, t-test, 교차분석 등의 분석을 진행하였다
. 또한 학교 밖 청소년 10명 대상의 개별심층
면접, 현장 실무자 10명 대상의 초점집단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면접내용을 녹취 후 질적 분
석을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모형의 초안을 개발하여 전문가 자문을 통해 타당도를 평가하였
다. 또한 현장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2개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선정하여 프로그램 참여
를 원하는 무업형, 학업형, 직업형의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한 후 양적
평가와 질적 평가를 하였다. 양적평가는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의 사전/사후 변화를 비모수
검증인 윌콕슨 부호 순위 검증(Wilcoxon Matched-Paris Singles-Rank Test) 방법으로 분석
하였다. 프로그램 참여 만족도는 임영식 등(2011)이 개발한 프로그램 참여 만족도 문항 중
본 연구에 부합하지 않은 2개 문항을 제거하여 프로그램 내용, 시설 및 장비, 음식, 지도자
등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된 16문항 5점 Likert 척도로 평가하였다. 질적 평가는 프로그램 점
검일지, 현장방문 관찰, 사후 실무자 평가회의 등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실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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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자료수집 및 분석 방법
자료
수집
방법

자료
수집
·
분석
시기

문헌
분석

∙학교 밖 청소년 자기계발 관 ∙학교 밖 청소년의 개념 및 실 ∙문헌 분석
련 국내외 문헌 자료
태
2015. ∙전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자기계발, 자기계발 프로그램
3~5 운영 프로그램, 전문기관 운 의 개념
∙국내외 운영 프로그램
영 프로그램 등
∙프로그램 개발 이론

설문
조사

자료수집 대상

자료수집 내용

분석 방법

∙학교 밖 청소년 294명
 성별 : 남 144, 여 150
 연령 : 18.3세
 학업중단기간 : 19.7개월
2015. ∙실무자 298명
5~6  성별 : 남 60, 여 238
 연령 : 34.7세
 실무경력 : 37.7개월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지 ∙자기계발 프로그램 요구
역, 성별 등)
조사를 위한 자체 설문
∙참여 또는 운영 희망 자기계 문항 개발
∙빈도분석, ttest, 교차분석
발 프로그램
∙참여 또는 운영 경험 자기계 등(SPSS 18.0 사용)
발 프로그램
∙자기계발 실천 또는 장애요소
∙프로그램 참여 결정요인
※ 참여기관 : 16개 시도의 학교밖 ∙희망 기간, 횟수, 시간
청소년지원센터 166개소
∙기타 의견

∙개별심층면접
∙자기계발의 의미, 경험 등에 ∙면접내용 녹취 및 축어록
 대상 : 학교 밖 청소년 10명 대한 의견
코딩 분석
 성별 : 남 5, 여 5
∙자기계발 프로그램 참여 또는
심층
운영에 대한 의견
2015.  연령 : 16~20세(M: 18.5)
면접 및
∙적당한 기간, 횟수, 시간
4~6 ∙초점집단면접(FGI)
FGI
 지원센터 실무자 10명
∙기타 의견
 성별 : 남 4, 여 6
 연령 : 32~51세(M: 36.9)
∙현장 전문가 4명
전문가 2015.
∙교수진 2명
자문
7

시범
운영

∙프로그램 운영절차(준비, 실 ∙연구자에 의한 진행, 자
행, 사후단계)
문 내용 질적 분석
∙운영모형 전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 조사 ∙단일집단 사전사후 설계
이용 청소년 12명
자료
(윌콕슨 부호 순위 검증
(학업형 9명, 직업형 2명, 무 ∙참여청소년별 사정기록지
분석) : 자기효능감, 진로
∙매회기별
프로그램
점검일지
업형
1명)
성숙도 척도 사용
2015.
∙프로그램 참여 만족도
8~9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시범운영 현장점검 기록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질적분석 : 점검일지, 관
이용 청소년 16명
찰, 평가회
(학업형 5명, 직업형 5명, 무 ∙최종평가회의 기록
업형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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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
1. 프로그램 운영모형의 요구도출 및 반영

운영모형을 개발하고자 학교 밖 청소년과 실무자, 전문가 등 프로그램 운영 관련 이해관
계자의 요구들을 수렴하였으며, 추출된 요구들은 운영모형의 방향, 자기계발 분야, 운영방법
등을 구성하는데 반영하였다. 조사방법별 추출된 요구와 반영결과는 다음의 표4에서 표 10
에 제시하였다. 반영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계발 분야는 문화·예술, 신체단련, 봉사활동, 과학정보, 환경보존활동으로 범주화
되었다. 둘째, 운영과정은 프로그램 기획, 수요조사, 대상자 모집 및 사정, 프로그램 소개 등
이 이루어지는 준비단계, 자기계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실행단계, 프로그램 종료 후 동아리
운영, 인턴십 연결 등의 사후단계로 진행된다. 셋째, 프로그램 대상은 학교 밖 청소년의 특
성별 혼란기, 모색기, 도약기로 구분하여 혼란기는 자기계발 프로그램 참여 이전 사회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및 단회성 체험 프로그램 참여가 우선시되고
, 모색기는 단기형, 도약기는 장
기형 자기계발 프로그램 대상으로 적합하다. 넷째, 운영형태는 운영기간에 따라 단기형, 장기
형으로 나뉘고, 운영주체에 따라 지원센터 중심의 센터형, 위탁기관 중심의 위탁형으로 구분
하여, 이를 조합하면 단기센터형, 단기위탁형, 장기센터형, 장기위탁형의 4가지 모형으로 구
성된다. 다섯째, 운영관리 측면에서는 강사면담, 멘토링 지원, 모니터링 및 출결관리, 청소년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간담회 등이 필요하다. 여섯째, 프로그램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참가비 무료, 이론보다 체험실습 중심의 흥미로운 진행방법
, 또래간의 친밀한 멤버십 형성
등이 필요하다. 일곱째, 프로그램 수료시 관련분야의 자격증 취득이나 수료증 수여, 표창 등
의 적절한 보상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 여덟째, 단기형 운영시간은 매주 1회, 2시간씩, 15회가
적당하며, 문헌조사 결과 고려시 장기형은 60시간 이상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 학교 밖 청소년 및 실무자 설문조사 결과
자기계발 프로그램 관련 주요 설문조사의 빈도분석 결과는 학교 밖 청소년과 실무자의 응
답을 비교하면 다음의 표 4와 같다. 첫째, 참여를 희망하는 자기계발 분야는 청소년 응답결
과에서 문화·예술, 신체단련, 봉사활동, 과학정보, 환경보존 영역에서 고르게 나타났으나, 실
무자가 인식하는 분야는 봉사활동, 환경보존 영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둘째, 자
기계발 프로그램을 통해 얻고 싶은 점은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자격증 취득, 기술습득, 유
익한 정보, 인턴이나 실습 경험, 현장체험, 전문가 만남의 기회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실
무자도 기술습득을 제외하고 대부분 일치했다. 셋째, 프로그램 구조면에서는 청소년과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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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모두 프로그램 기간은 2~3개월, 프로그램 횟수는 6~10회, 일일 프로그램 시간은 2~3시간
이 적당하다고 응답했다.
<표 4> 자기계발 프로그램 관련 주요 설문조사 빈도분석결과(학교 밖 청소년 vs. 실무자)
참여희망 자기계발 영역
① 문화·예술 영역
보컬훈련
악기배우기
댄스, 무용
그림 그리기
사진 촬영
영상 촬영
영상, 음악 편집
연기
공예
디자인
만화·애니메이션
국악
독서 방법
글쓰기
기타
② 신체단련 영역
해양종목(수영, 스쿠버 등)
구기종목(농구, 축구 등)
무술종목(태권도, 검도 등)
기타
③ 봉사활동 영역
일손 돕기
위문활동
기타
④ 과학정보 영역
우주·천체탐구
컴퓨터, IT
모형, 로봇
기타
⑤ 환경보존 영역
생태·환경탐사
숲, 갯벌 체험
환경·시설보존
기타

학교 밖 청소년(n=279)
빈도 (%)

실무자(n=253)
빈도 (%)

87
92
55
47
50
33
50
45
50
65
47
14
24
40
16

(32.3)
(34.2)
(20.4)
(17.5)
(18.6)
(12.3)
(18.6)
(16.7)
(18.6)
(24.2)
(17.5)
( 5.2)
( 8.9)
(14.9)
( 5.9)

84
133
77
14
42
17
31
20
31
42
34
0
3
4
4

(33.2)
(52.6)
(30.4)
( 5.5)
(16.6)
( 6.7)
(12.3)
( 7.9)
(12.3)
(16.6)
(13.4)
( 0.0)
( 1.2)
( 1.6)
( 1.6)

88
56
70
18

(32.7)
(20.8)
(26.0)
( 6.7)

41
51
30
2

(16.2)
(20.2)
(11.9)
( 0.8)

60 (22.3)
44 (16.4)
14 ( 5.2)

9 ( 3.6)
2 ( 0.8)
0 ( 0.0)

18
68
29
11

( 6.7)
(25.3)
(10.8)
(4.1)

3
52
7
0

27
48
19
9

(19.0)
(17.8)
( 7.1)
( 3.3)

4
5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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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계발 프로그램을 통해
얻고 싶은 점

학교 밖 청소년(n=281)

실무자(n=295)

빈도 (%)

빈도 (%)

자기계발에 유익한 정보

105 (37.4)

105 (35.6)

이론 지식
기술 습득
수료증

43 (15.3)
136 (48.4)
21 ( 7.5)

6 ( 2.0)
0 ( 0.0)
24 ( 8.1)

자격증 취득
현장체험

159 (56.6)
77 (27.4)

210 (71.2)
166 (56.3)

결과성과물(수료 작품 등) 소장

30 (10.7)

34 (11.5)

전시회나 발표회 참여
전문가 만남 기회
동아리 활동 참여

10 ( 3.6)
68 (24.2)
34 (12.1)

17 ( 5.8)
79 (26.8)
47 (15.9)

인턴이나 실습 경험
기타

85 (30.2)
1 ( 0.4)

144 (48.8)
6 ( 2.0)

적당한 프로그램 구조

프로그램 기간

프로그램 횟수

일일 프로그램 시간

학교 밖 청소년(n=292)

실무자(n=284)

빈도 (%)

빈도 (%)

1주
1개월

25 ( 8.6)
59 (20.2)

11 ( 3.9)
41 (14.4)

2개월
3개월
4개월

42 (14.4)
105 (36.0)
16 ( 5.5)

62 (21.8)
137 (48.2)
7 ( 2.5)

5개월

45 (15.4)

26 ( 9.2)

1회

15 ( 5.1)

8 ( 2.8)

2~5회
6~10회
11~15회

92 (31.4)
81 (27.6)
50 (17.1)

71 (24.9)
119 (41.8)
67 (23.5)

16~20회

55 (18.8)

20 ( 7.0)

1시간
2시간

37 (12.7)
133 (45.5)

21 ( 7.4)
216 (76.1)

3시간
4시간

83 (28.4)
23 ( 7.9)

38 (13.4)
9 ( 3.2)

기타 학교 밖 청소년과 실무자 대상 자기계발 프로그램의 참여 목표, 참여 결정요인에 관
한 응답결과와 실무자 대상의 운영절차
, 매뉴얼수록 희망 내용 등에 관한 의견을 종합하여
다음의 표 5와 같은 요구도출 및 요구반영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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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학교 밖 청소년 및 실무자 요구반영
구분

요구 도출

요구 반영

참여희망 분야
문화·예술 : 악기, 보컬, 댄스·무용, 사진,
디자인, 애니메이션, 영상·음악편집 순
자기계발
분야

신체단련 : 농구·축구 등 구기종목, 수영· 자기계발 분야에 문화·예술, 신체
스쿠버 등 해양종목, 태권도·검도 등 투기
단련, 과학정보, 봉사활동, 환경 보
종목 순
존활동 반영
과학정보 : 컴퓨터·IT
봉사활동 : 일손돕기
환경보존 : 숲·갯벌체험
다양한 연령대의 프로그램 참여목표 반영

사전준비

준비단계에서 수요조사, 참가자 면담 및 프로그 준비단계에 수요조사, 참가자 사정
램 소개 필요

참여도
제고

진로

장애요소
제거
구조

준비단계에서 수요조사 및 기획단계
에서 청소년 참여
및 프로그램 안내 포함

직접 경험, 또래관계 형성, 흥미로운 진행 등 흥 체험 및 실습 기회제공, 또래 멤버
미요소 반영
십, 흥미로운 진행
진로와의 연관성

진로에 유용한 성취물(자격증 등)

진로적성에 도움

관심 진로분야의 자격증, 현장체험
기회 제공

현장체험, 인턴, 실습 경험 제공

현장체험 및 실습 포함, 사후단계에
서 인턴십 연결 추진

프로그램 참여 장애요소(비용부담, 정보부족 등) 사전 프로그램 정보제공, 무료참가
완화

비용

적당한 운영시간 : 매주 1~2회, 하루 2~3시간,
운영시간 구성 시 고려
1~3개월 내외, 전체 5~20회 운영

나. 학교 밖 청소년 심층면접 분석결과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심층면접 결과 자기계발 관심분야는 운동
, 그림, 봉사, 직업체험 등
으로 나타났으며, 참가비 부담이 없고,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며, 중도탈락이 되지 않도록 지
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며, 프로그램 흥미, 그리고 잠재력 개발 등의 성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모형에 반영한 결과는 다음의 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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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학교 밖 청소년 심층면접 요구반영
구분

요구 도출

요구 반영

관심분야로 운동, 그림, 봉사, 직업 자기계발 분야에 스포츠, 예술, 봉사활동 포함
관심분야
체험 등을 희망
(단, 직업체험은 두드림 프로그램에서 대체 가능)
참가비

부담 없는 참가비

참가비 무료화

보상체계 적절한 보상체계 필요

자격증, 수료증, 표창 등 인센티브 마련
참여자 애로사항 청취 및 만족도 평가를 위한

참여도제고 참여 독려 등의 지속적 관심
흥미유발
성과

간담회 마련, 출석독려 등의 운영관리 요소 포함

흥미로운 진행방식, 친밀한 또래 이론보다는 체험 실습 중심의 진행
, 친밀한 또래
관계 형성
관계 멤버십 포함
잠재력 개발, 성취감, 삶의 목표,
운영모형의 성과 부분에 반영
자신감을 갖기를 바람

다. 실무자 초점집단면접 결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실무자 대상 초접집단면접(FGI) 결과 자기계발 프로그램의 성과로
성취감과 목표의식을 강조하였으며
, 지역특성에 따라 자율적 운영이 필요하며
, 운영관리 측
면에서 실무자의 관심, 강사의 역량, 멘토의 활용이 중요하며,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사후단
계에서 동아리 활동을 제안하였으며, 참여도 제고를 위한 운영Tip이 제시되기를 기대하였다.
이러한 요구들을 운영모형에 반영한 결과는 다음의 표7과 같다.
<표 7> 실무자 FGI 요구반영
구분
성과
지역특성

운영관리

요구 도출

요구 반영

성취감, 목표의식을 갖도록 구성

운영모형의 성과 부분에 반영

모형을 제시하되 지역상황에 따라 표준 모형을 참고하되 센터별 자율운영 가능
센터별 자율적 운영
한 구성원리 적용
지속적인 실무자 관심 필요

운영관리 측면에 모니터링 및 출결관리 등 포함

강사의 프로그램 진행능력 중요

운영관리 측면에 주기적인 강사 면담을 통한 피
드백 제공 포함

필요시 멘토단 운영

필요시 개별 멘토링 반영

사후단계

사후단계에서 또래지지 모임 필요 사후단계에 동아리활동 지원 포함

운영Tip

청소년 참여유도 노하우 제시

모형 세부안에 운영 Tip 포함

라. 전문가 자문 결과
자기계발 프로그램 운영모형에 관한 전문가의 자문 결과
, 준비단계에서 신청접수시 프로
그램 소개가 필요하며 위탁기관이나 강사 섭외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
는 사전교육이 필요하며, 참여자의 객관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심리검사를 제안하였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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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단계에서는 현장학습시 우천대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 모형은 운영기간에 따라 장기형,
단기형, 운영주체에 따라 센터중심, 위탁기관 중심, 참여자의 발달특성을 고려한 유형을 구분
하고, 자기계발 영역별 운영모형 예시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자문 결과를 운영모형에 반영한
결과는 다음의 표 8과 같다.
<표 8> 전문가 자문 요구반영
구분

요구 도출

요구 반영

준비단계에서 신청접수시 프로그램에
준비단계에 프로그램 소개 포함
대한 구체적 설명 필요
준비단계

기관(강사) 연계시 학교 밖 청소년의 준비단계에 연계기관(강사) 대상 사전교육
특성을 충분히 공유
반영
심리검사 등을 통해 참여자의 객관적
준비단계에 심리검사 반영
성향 파악

실행단계

실행단계에 현장학습시 우천 대비책 마련
포함

야외활동시 우천시 대비책 마련

운영 기간에 따라 장기형, 단기형 구분
단기형, 장기형 모형 구분 적용
필요

모형구분

운영주체에 따라 센터중심, 위탁기관
센터형, 위탁형 구분 적용
중심 구분 필요
학교 밖 청소년의 발달특성 고려

참여자의 특성별 혼란기, 모색기, 도약기로
구분 적용

자기계발 영역별 운영모형 제시

영역별(문화·예술, 신체단련, 봉사활동, 환
경보존) 운영모형 제시

마. 시범운영 결과
2개소 지역센터에서 자기계발 프로그램 운영모형에 따라 실시한 신체단련 프로그램(A센
터), 문화·예술 프로그램(B센터)에 대한 양적평가 결과, 다음의 표 9와 같이 자기효능감은 B
센터에서, 진로성숙도는 A센터에서 각각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프로그램 참여
만족도(5점 만점)는 A센터 4.52점, B센터 4.02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표 9> 시범운영 사전/사후 평가
평가내용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

사전

사후

M(SD)

M(SD)

A (신체단련 영역)

3.02(.68)

3.22(.55)

-1.54

B (문화·예술 영역)

2.81(.61)

2.94(.58)

-2.23*

A (신체단련 영역)

3.66(.32)

3.89(.36)

-2.11*

B (문화·예술 영역)

3.52(.66)

3.42(.69)

-.84

센터 (자기계발 영역)

*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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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운영에 대한 활동점검일지, 현장방문 관찰, 사후 평가회의 등을 통한 질적평가 결과는
다음의 표 10과 같이 기획단계에서 청소년의 참여가 중요하며, 이론보다는 현장체험이나 실
습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 특성별 자율적인 운영, 멘토 활용 등의 운영방식을 제안하여 이를
운영모형에 반영하였다.
<표 10> 시범운영 요구반영
구분
준비단계

운영방식

요구 도출

요구 반영

청소년의 관심과 욕구 반영

기획단계에 청소년 참여

이론보다 실습위주의 구성

현장체험, 실습 포함

프로그램 특성별 효율적 운영

모델을 제시하되 자율적 운영 가능

자원봉사자, 재능기부자 활용

멘토링 개념 반영

2. 프로그램 운영모형 개발
가. 운영모형의 구성원리
이상의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자기계발 프로그램 운영모형의7가지 구성원리
를 제시하였다. 첫째, 자기계발 영역은 문화·예술, 신체단련, 과학정보, 봉사활동, 환경보존으
로서 학교 밖 청소년의 잠재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영역으로 한다
. 둘째, 운영모형은
프로그램 소요시간과 프로그램 주관 기관을 고려하여 단기 센터형, 단기 위탁형, 장기 센터
형, 장기 위탁형의 4가지 모형으로 구분한다. 이때 단기는 30시간 이상 60시간 미만으로 하
며, 장기는 60시간 이상으로 한다. 프로그램 주관 기관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중심일 경우
센터중심형, 외부 위탁기관 중심일 경우 위탁중심으로 구분한다
. 셋째, 운영모형의 구성은 논
리모델에 근거하여 투입, 전환, 산출, 성과의 4가지 요소로 이루어진다. 넷째, 운영모형의 단
계는 준비단계, 실행단계, 사후단계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준비단계에서는 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며, 실행단계에서는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사후단계에서는 프로그램 종
료 후 추가적인 관리가 이루어진다. 다섯째, 운영모형은 다양한 자기계발 영역의 프로그램
운영절차와 방법을 표준화한 것으로서 프로그램 운영시 표준모형을 참고하되 선택한 주제에
맞게 자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여섯째, 자기계발 프로그램의 평가는 가급적 사전·사후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거나 사후 성과를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요소를 지역별 자율적으
로 반영한다. 마지막으로, 운영모형 매뉴얼에는 표준모형에 따라 지역별 자기계발 프로그램
적용 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프로그램 적용 예시를 포함한다
. 또한 운영노하우, 유의사항,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아이디어 등을 담은 Tip을 제공하여 현장에서 초보 실무자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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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운영모형의 단계별 구성요소
단계별 구성요소는 다음의 그림 5와 같이, 자기계발 프로그램에 요구되는 자원이 무엇인
가에 관련된 ‘투입’, 바람직한 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전략에 해당하는‘전환’, 프로그램 실행
을 통해 나타나는 결과물에 해당하는 ‘산출’,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목표에 관련된 ‘성과’로
이루어진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투입요소는 프로그램 운영에 요구되는 인적·물적·환경적 자원으로서 인력, 예산, 장
소, 참여자 수요, 지역자원 등이 있다. 특히 참여자의 목표와 욕구수준에 따라 자기계발 프
로그램의 방향과 내용이 좌우되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 본 모
형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상황과 특성에 따라 이들을 혼란기
, 모색기, 도약기로 구분하였
다. 혼란기는 뚜렷한 목표가 없이 방황하는 시기로서 이 단계의 청소년들은 본격적인 자기계
발 프로그램 참여에 앞서 학교 밖 생활 적응을 도울 수 있는 심리상담 프로그램이나 단회성
체험 프로그램 참여가 필요하다. 모색기는 여러 가지를 경험하고 탐색하는 시기를 거쳐 자신
의 잠재력 계발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시기로 본 모형의 단기형 프로그램
참여 대상으로 적합하다. 도약기는 김영희와 최보영(2015)의 연구에서 발견된 것처럼, 미래에
대한 확실한 기대를 갖고 도전하는 의욕적인 자세를 갖고 자기계발을 위해 한 차원 높은 전
략을 수행하는 시기로 본 모형의 장기형 프로그램 참여 대상으로 적합하다
.
둘째, 전환요소는 프로그램 운영주체, 운영기간, 프로그램 지도원리가 포함된다. 프로그램
운영주체는 센터의 실무자가 프로그램 운영 전체를 담당하는‘센터형’과 해당 자기계발 영역
에 대해 전문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기관에 운영을 위탁하는‘위탁형’으로 구분된다. 센터형
은 센터 실무자가 사전준비부터 사후단계까지 담당하며, 프로그램 회기진행에 있어서는 실무
자 본인이 할 수도 있으며, 외부 전문 강사를 섭외하여 운영할 수 있다. 반면 위탁형은 센터
에서 해당 영역의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을 섭외하여 그 기관에 프로
그램 운영전반에 필요한 총 예산을 지급하거나, 섭외된 기관에서 해당 기관의 예산으로 프로
그램을 운영하는 2가지의 형태가 가능하다. 운영기간은 청소년 및 실무자 대상 요구조사와
선행 프로그램 수집분석에 기초하여 ‘단기’와 ‘장기’로 구분하였다. 단기 프로그램은 30시간
이상 60시간 미만, 장기 프로그램은 60시간 이상이다. 가령 30시간의 단기 프로그램인 경우,
주 1회, 2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3∼4개월 동안 총 15회를 진행하는 방식이 선호된다. 본 운
영모형에 제시한 자기계발 지도원리는 최염순(2005)의 자기계발 사이클을 적용하였다. 자기
계발의 지도원리는 자기계발의 필요성을 느끼고 변화를 원하는 태도 형성 단계
, 기본적인 개
념 및 원리와 원칙을 습득하는 지식 습득 단계, 습득된 지식에 대해 연습하고 활용하는 반
복적인 연습 단계, 지속적인 연습을 통한 성공경험으로 새로운 기술을 획득하게 되는 기술
(습관화) 단계의 4가지 사이클로 순환하며 진행된다.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자기계
발 프로그램은 이러한 자기계발 사이클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기획하여 참여자들이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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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계발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
셋째, 산출요소는 수료증, 자격증 취득, 관련 기술습득, 현장체험, 인턴 및 실습경험, 수료
분야의 정보획득이 해당된다. 이 중 자격증 취득은 프로그램 수료 시점이 아닌 일정기간 후
에 시험일정과 준비과정을 거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 따라서 기획단계에서부터 이러한 산
출 결과물을 제시하여 청소년들의 프로그램 참여 동기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
넷째, 성과요소는 자기계발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자들에게 궁극적으로 나타나는 변화로서
성취감, 자기효능감(김미란, 2012), 삶의 만족도(김혜영, 이동귀, 2009), 진로성숙도가 해당된
다. 이러한 요소들은 본 연구의 실증조사와 선행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제시하였다
. 조사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들은 자기계발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자기 적성을 파악하고 진로를
준비하는데 도움을 얻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으며 이를 통해 자신감과 성취감을 얻고자 하였
다. 따라서 자기계발 프로그램 기획시 성과 목표를 고려하여 프로그램 내용이 설계될 필요가
있으며 타당화된 척도를 통해 프로그램 참가 전후의 변화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

[그림 5] 학교 밖 청소년 자기계발 프로그램 운영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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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기계발 프로그램 운영절차
운영절차는 다음의 표 11과 같이 준비단계, 실행단계, 사후단계로 구성하였다. 준비단계는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 단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에서부터 프로그램 실행 직전 사전
교육까지 해당된다. 이 단계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계획에서 시작
하기 때문에 참여자들의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이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그에 따라 강사를 누
구로 할 것인지, 예산을 얼마나 사용할 것인지, 참가자를 어떻게 모집할 것인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준비하게 된다. 준비단계에서는 실행을 위한 준비이므로 본 단계에서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서 점검하지 않으면 실행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체크리스트 등을
통해서 세부적으로 점검할 수 있어야 하겠다. 또한 참여 청소년에 대한 사전 정보를 파악함
은 물론 사전교육 시 강사에게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을 전달하여 추후 이루어질 실행과정
에서 청소년과 강사 간에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실행단계는 프로그램을 실제로 운영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개강식에서부터 시작하
여 여러 회기를 반복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그 가운데 특강 및 현장학습 등의 특별 프로
그램을 제공하며, 최종발표회 및 수료식으로 마치게 된다. 프로그램의 실행단계에서는 참여
자들이 흥미를 갖고 계속적으로 참여(출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프로그램의 내용이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하며, 강사 역시 청소년들과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실무자는 참여 청소년들이 강의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어려움은 없는지, 출석은 잘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수시로 점검해야 하며
, 필요시
전화 및 대면을 통해서 참여 청소년에 대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또한 회
기의 종료 시점에 그동안의 내용을 종합하여 발표하거나 전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 참여
청소년들 외에 외부에서 가족 및 친구들이 함께 할 수 있으므로 기본적인 회기 준비 외에
추가적인 준비가 필요함을 미리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
사후단계는 프로그램의 모든 회기를 마치고 참여 청소년의 선택에 따라서 참여하게 되는
사후활동이다. 이 단계는 실행단계와는 달리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추후 모임에 대해 희망
하거나 프로그램 연장선상에서의 추가적인 교육
, 정보, 자격시험 등으로의 요구에 따라 진행
되는 것이므로 센터 및 참여 청소년의 상황에 따라 실행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 보통 프로그
램이 성공적으로 종료될 경우, 참여 청소년들이 사후활동을 요구하게 되며, 이를 동아리활동
으로 연계하여 활동을 지속할 수 있고, 해당 프로그램의 후속과정으로서 프로그램으로 운영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상황에 맞게 사후단계를 진행하고, 프로그램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청
소년의 요구에 따라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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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자기계발 프로그램 운영구조
단계

준비
단계

과정

세부내용

준비사항

시간

1

기본계획 수립

기초정보수집(인터넷, 홍보물 등)
예산 검토 및 기본계획서 작성

2

수요조사

참여대상 수요조사
수요조사 설문지
(앙케이트, SNS 등)
분석결과물
수요조사 결과분석 및 컨텐츠 결정

7주전

3

기관(강사) 연계
결정

연계가능기관(강사) 정보수집
연계 협의 및 문서교환

연계기관 리스트
제안서, 공문

6주전

4

세부 프로그램
구성

세부안 협의(목표, 내용, 방법 등)
※ 청소년 의견 반영 필수

프로그램 계획서
(일정표, 예산)
연계기관 소개자료

5주전

5

참가자 모집

참가자 모집 안내 및 신청접수

안내문 및 신청서

4주전

6

참가자 확정

신청자 면접, 확정 통보
OT 참석 안내

면접지, OT안내문

2주전

7

참가자 사정

심리검사
프로그램 관련 사항 파악

사정기록지,
심리검사지

8

최종점검/
사전교육

강사, 센터 담당자 사전교육
센터, 강사 간 역할분담
최종 준비상태 점검

사전교육자료,
참가자 리포트,
역할분담표,
점검목록

1주전

개강식
(OT)

강사 및 참여자 소개
프로그램 소개
워밍업활동, 계약서 작성
효과성 평가(사전)

소개자료, 계약서,
효과성 평가지(사전)

120분

도입

출석체크, 라포형성 놀이
유의사항, 안전교육
지난회기 복습, 이번회기 소개

출석부, 교육자료

이론
교육

기초지식 전달
도구 사용법

이론교재,
시청각 교구

실기
교육

수준별(초, 중, 고급) 실습

실습도구(악기 등)

마무리

모범 참여자 시상
소감 나누기

강화물(간식, 상품)

3

특강

외부 전문가 초청 특강

외부 전문가 섭외

120분

특
별 4
회
기
5

현장
학습

공연(경기) 관람, 출사 등
전문가 현장 인터뷰
현장 스텝 체험

현장답사,
안전보험,
전문가 섭외

120분

중간
점검

자체 중간 발표회

중간 발표물

120분

초기

1

반
복
2
회
기

실행
단계
중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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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주전

1.5주전

120분
× 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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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과정

말기

운영
관리

사후
단계

세부내용

준비사항

시간

6

발표회
리허설

현장 리허설
(공연, 전시, 대회 등)

리허설 장소 섭외

7

수료식
(평가)

수료증 수여, 우수자 시상
만족도, 효과성 평가(사후)
수료 뒷풀이 다과회

수료증, 만족도,
효과성 평가지(사후),
120분
개별 목표달성 체크
리스트 등

8

최종
발표회

최종발표회
(전시회, 음악회, 공연 등)

9

참여자
간담회

10

11

120분

최종발표물, 보상물
(상장, 상품 등),
시설 대관

120분

주기적 현장 피드백 청취
참여 지속 동기부여

피드백 내용

필요시

강사
면담

주기적 강사 피드백
개선 논의

피드백 내용

필요시

출결
관리

참가물 점검
결석자 모니터링(면담, SNS 등)
※ 필요시 개별 멘토링

매회

1

동아리 활동

자체 동아리 활동 연결
주기적인 동아리 지도
지역 재능기부 참여

동아리 지도자 섭외,
장소 제공, 재능기부
활동 섭외

2

자격시험

자격시험 정보제공
필기 및 실기 준비 지원
시험당일 현장 동행

자격시험 정보,
응시료

3

도제교육

직업준비 과정 희망시 개별 숙련교 도제교육
육 연결
가) 섭외

4

정보제공

관련 분야 지속 정보 제공

5

프로그램 결과
공유

프로그램 운영 사례집 발간
(활동사진, 자격취득 성과)
언론보도, 자체 행사 발표

정보 자료
대외 홍보,
보도자료,
발표자료

기관(전문

매월

필요시

필요시
수시
연말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의 자기계발 프로그램 운영모형을 개발하여 학교밖청소년지원센
터에 표준화된 운영모형을 제시하되 현장상황에 맞게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용
하여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제안하고자 실시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운영모형의 구성요소는 투입, 전환, 산출, 성과로 이루어진다. 투입요소는 프로그램 운영에
요구되는 인적·물적·환경적 자원으로서 인력, 예산, 장소, 참여자 수요, 지역자원 등이 있다.

- 410 -

학교 밖 청소년 자기계발 프로그램 운영모형 개발

특히 참여자인 학교 밖 청소년은 상황과 특성에 따라 혼란기
, 모색기, 도약기로 구분되는데
혼란기는 자기계발 프로그램 참여 이전에 사회적응을 도울 수 있는 심리상담이나 단기 체험
프로그램 참여가 우선시되며, 모색기는 단기형, 도약기는 장기형 프로그램 참여 대상에 각각
적합하다. 전환요소는 운영주체, 운영기간, 프로그램 지도원리가 해당된다. 운영주체는 센터
중심의 센터형, 외부 위탁기관 중심의 위탁형으로 나눠지며, 운영기간은 30~60시간 사이의
단기형, 60시간 이상의 장기형으로 구분된다. 지도원리는 태도형성, 지식습득, 연습, 기술연
마의 4가지 사이클로 순환된다. 이 과정에서 제공되는 자기계발 프로그램 분야는 문화
·예술,
신체단련, 과학정보, 봉사활동, 환경보존 분야가 해당된다. 산출요소는 수료증, 자격증 취득,
관련 기술습득, 현장체험, 인턴 및 실습경험, 정보획득이 포함된다. 성과요소는 성취감, 자기
효능감, 삶의 만족도, 진로성숙도가 해당된다. 둘째, 운영절차는 준비단계, 실행단계, 사후단
계로 이루어진다. 준비단계는 기본계획 수립, 수요조사, 기관(강사) 연계 결정, 세부 프로그램
구성, 참가자 모집 및 확정, 사정, 최종점검 및 사전교육의 순으로 진행된다. 실행단계는 초
기의 오리엔테이션, 중기의 도입, 이론 및 실습, 특강, 현장학습, 중간점검, 말기의 발표회 리
허설, 수료식, 최종 발표회로 진행되며, 운영관리를 위해 참여자 간담회, 강사면담, 출결 관
리가 이루어진다. 사후단계는 동아리 활동, 자격시험, 도제교육, 정보제공, 프로그램 결과 공
유가 선택적으로 이루어진다.
본 연구의 실천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과 직업 진로 외에 제
3의 진로트랙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계발을 지원하고자 프로그램 운영모형을 새롭게 제시하
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업이나 직업을 준비하는
일 외에도 일상에서의 관심이나 취미와 관련한 활동을 원하기도 하고
, 자신의 추후 진로 및
방향을 정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여러 경험을 통해 이를 찾고자 하는 욕구가 있지만 기존의
지원 프로그램들은 이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는 데 일정부분 한계가 있었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연구 및 사업영역의 한계를 넘어 자기계발 프로그
램의 운영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의 다양한 관심과 욕구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 둘째, 본
연구는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자기계발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
한 현장성과 유용성을 갖춘 모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본 운영모형은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실무자들에게 자기계발 프로그램 기획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함은 물론 실
제적인 운영방법 등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
, 현장 실무자, 학계
전문가 대상의 양적·질적조사를 실시하였고, 시범운영을 통해 효과성도 확인하였다. 그 결과
자기계발 프로그램 계획 단계에서 청소년의 욕구 반영, 체험·실습위주의 프로그램 강화, 자
기계발 영역에 따른 운영방식의 차별화 등 여러 가지 실천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으며
이를 적극 반영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특히, 2015년 처음 전국에 설치된 학교밖청소년지원센
터의 경우 실무자들이 프로그램 운영 노하우를 충분히 갖추지 못해 자기계발에 대한 인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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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프로그램 운영방법에 대한 의문이 많았기에 본 운영모형과 함께 제시한 자기계발 영역
별 프로그램의 예시, 각종 양식, 유의사항, 예산 정보 등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 논리모델에 근거해 제시한 운영모형은 투입 대비 산출
(효율성),
투입 대비 성과(효과성) 등을 평가하여 프로그램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에 유용하다
.
논리모델은 프로그램의 과정과 성과를 간결하게 표현하고 프로그램 관계자들의 논의를 촉진
해주기 때문에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에 다수 활용되고 있다(Cooksy et al., 2001; Julian et
al., 1995; Savas et al., 1998; Solomon, 2002; 김지혜, 2004에서 재인용). 박명신과 임선희
(2013)는 교육복지 대상 중학생 학습멘토링 프로그램 효과분석 연구에서
, 김지혜, 정경은, 박
지영, 김기남과 조규필(2007)은 일시청소년쉼터 서비스 운영모형 개발에서, 이익섭, 김경미와
윤재영(2007)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시범사업의 성과 평가에서 논리모델을 적용한 사례가 있
다. 따라서 본 모형은 정부예산이 투입되어 전국적으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운영되는
자기계발 프로그램의 성과관리 측정 및 효과성 증진을 위해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
본 연구를 시작으로 이후 학교 밖 청소년 자기계발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해 몇 가지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계발 영역별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모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의 자기계발 프로그램 운영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모형을 표준화한 연구로서 의미가 있지만, 문화·예술, 신체단련 등 매우 다양한 자기계발 영
역의 차별적인 특성을 구체적으로 반영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 따라서 자기계발 영역별 특
성을 충분히 고려한 프로그램 운영모형 개발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 둘째, 자기계발 프로그
램은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정서적·행동적·인지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목표와 내용으로 구
성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목표의 부재 속에서
생활하는 경험을 하지만, 자기계발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서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고, 목표가 생기는 등 변화의 체험을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 따라서 자기계발 프로그
램 기획시 학교 밖 청소년들의 태도·지식·기능의 성장과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활동이 고
려되어야 한다. 셋째, 프로그램 종료 후 사후단계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는 학교 밖 청소년 가운데 상당수가 당분간은 학업과 직업 진로의 준비보다는 자신의 잠재
력을 키우고 개인적 성장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자기계발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가정에
서 출발하였다. 하지만 연구결과, 자기계발 프로그램 참여가 자연스럽게 진로목표 성취동기
를 자극하여 진로개발에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사후단계에서는 자격증
취득, 인턴십 연계 등 실질적인 진로 준비를 지원할 수 있는 후속 프로그램으로 연계할 필
요가 있다. 넷째, 자기계발 프로그램의 운영모형은 지역적(혹은 센터별) 특성에 맞게 구성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운영모형은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표본을 제시하고 있지만
, 현장
조사 결과 지역 센터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므로 적용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기 때문에 향후 지역 특성이 반영된 모형으로 발전될 필요가 있다
. 이를 위해 추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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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각 지역(혹은 센터)에서 실행되는 다양한 프로그램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지역별 특
성화된 운영모형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지속적인 자기계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는 장기형 운영모형 개발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운영모형은 기간 및 프로그램 내
용의 난이도를 조절하여 장·단기형 모두 사용가능하지만 주로 단기형에 맞춰져 있다. 장기형
은 단기형과는 다른 해당 청소년의 특성, 운영시간 및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므로 별도
의 운영모형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특히 도약기 단계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관심분
야의 자기계발에 좀 더 깊이 있게 참여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를 적절히 지원하기 위해서는
장기형 운영모형 개발을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의 자기계발 프로그램 운영모형을 처음으로 표준화하여 제시하
였다는 의의에도 불구하고, 자기계발 관련 프로그램 수집 시 일부 기관들에서 프로그램의 세
부 공개를 꺼려하는 관계로 풍부한 자료를 분석하여 담지 못한 점
, 지역별 매우 다양한 자
기계발 프로그램 운영과정을 표준화된 모형으로 제시함으로서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창의성
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 운영모형의 시범운영 시 현실적 여건상 네 가지 영역을 모두 포함
시키지 못한 점 등은 본 연구의 한계로 남는다. 향후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후속연구가 진
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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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velopment of a Management Model for a
Self-development Programs for Youth out of School
Gyupil Cho

Sujin Kim

Korea Youth Counseling & Welfare Institu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pose a management model for self-development programs
that can help youth out of school develop their potential and talent. First, previous research was
analyzed based on literature review and self-development-related programs, and relevant
implications were found. Second, a survey was conducted with 294 youth out of school and 298
field practitioners in 17 cities across the country. Third, we interviewed 10 youth out of school and
did FGI(focus group interview) with 10 field practitioners in order to identify the needs of youth
out of school and relevant institutions. Fourth, based on the analysis, the principle and components
of the program management model were identified, and then, a management model(draft) for
self-development programs was designed and reviewed for validation by experts. Fifth, the
model(draft) was applied to two Out-of school Youth Support Center and its effect was verified.
Finally, we proposed the practical, field-oriented management model used main concepts of the
logic model.
Key words: youth out of school, self-development, the management models for programs, the development
of the managemen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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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투고 규정

◈ 원고 투고 일반사항
1. 학술지명

본 학술지의 명칭은 「청소년상담연구(The Korean Journal of Youth Counseling)」이다.
2. 발간 회수 및 시기
1) 본 학술지 발간은 연 2회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회의 인준을 얻어 발간 회수를

늘이거나 특별호를 별도로 발간할 수 있다.
2) 발간 시기는 6월 30일(1호), 11월 30일(2호)이다. ③ 논문을 수시로 접수하되, 1호는 3월 31일, 2호

는 8월 31일까지 접수된 논문에 대하여 심사한다.
3. 발간 언어
1) 본 학술지에 발표하는 논문은 한국어를 기본으로 하며, 타 언어 중에는 영어로 기고하는 것을

허용한다.
2) 본문이 한국어인 경우에는 요약문을 영문으로 하도록 하고, 본문이 영문인 경우에는 요약문을

한글로 하도록 한다.
4. 투고 자격
1) 본 학술지에 기고할 수 있는 자격은 청소년상담 관련학과 교수, 청소년상담 관련 전공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청소년상담관련 상담원(연구원)으로 한다.
2) 투고자의 소속이 외국 소재인 경우 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등)를 제출해

야 한다.
5. 투고 원고의 종류

투고 원고의 종류는 청소년상담 관련 분야의 이론적 및 경험적 연구 논문, 정책 연구, 사례 연구,
조사 연구 등에 한한다.
6. 투고 원고의 내용
1) 제출된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하며, 논문의 내용이나 인용에

대한 책임은 저자가 진다.
2) 석․박사학위논문의 경우 타 학술지나 간행물에 발표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본 학술지에

게재할 수 있다. 단 3년 이내의 논문을 원칙으로 한다.
3) 다른 학술지에 게재를 위하여 심사를 의뢰한 논문이나 혹은 다른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과 중복된

논문은 제출할 수 없다.
7. 투고 편수의 제한
1인의 연구자가 한 호에 실을 수 있는 논문은 단독 연구 1편과 공동연구 1편으로 제한한다.

단, 공동연구 2편 투고 시 주저자 자격(제1저자, 교신저자) 논문은 1편으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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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원고 작성 및 제출
1) 원고는 반드시 “원고 작성 지침”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작성된 원본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홈페이지(www.kyci.or.kr)에서 웹 상으로 접수한다.
2) 제출된 원고는 저자에게 반송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9. 저자 구분
1) 2인 이상이 공동 연구인 경우에는 제1저자를 처음 명기하며, 공동 저자는 논문 기여도를 고려하여

가나다 순서로 명기한다.
2) 교신 저자에 대해서는 각 논문의 첫 쪽 하단에 그 내용을 기재한다.
10. 논문의 심사료 및 게재료
1) 논문의 심사료는 투고자 부담을 원칙으로 논문 투고시 본원에 납부해야 한다.
2) 게재료는 본원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필요한 경우 투고자가 일부 부담할 수 있다.
3) 투고자가 별쇄본을 원할 경우에는 본인 부담으로 한다.
11. 본 규정이나 원고 작성 지침에 맞지 않는 원고는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 원고 작성 지침
1. 원고 작성

모든 원고는 한글 2002이상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의미에 혼동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漢字로 표시하거나 괄호(

)속에 원어를 써 넣는다.

2. 논문 투고자의 성명
1) 논문 투고자의 성명은 한글로 표시하고, 외국인의 성명은 원어 그대로 쓴다.
2) 공동저자의 경우 연구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한 제1저자를 가장 먼저 제시하며, 그 역할의

중요도를 따라 차례대로 제시한다.
3. 원고 순서
1) 원고의 순서는 제목, 한글초록, 서론(문제의 제기, 목적, 필요성 등 포함) 또는 이론적 배경, 방법,

결과,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영문초록의 순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2) 이때 원고의 본문과 영문 초록에는 투고자의 신분을 알 수 있는 일체의 표기를 하지 않는다.
4. 원고 작성 분량
1) 원고 작성의 분량은 아래 원고 편집 규격을 맞추어 B5 용지 15페이지 내외로 하며, 최대 20

페이지를 넘지 않는다.
2) 한글 초록과 영문 초록의 분량은 한글의 경우 1000자 내외, 영문의 경우 800 단어 내외로 하며,

하단에 검색을 위한 주요어(key words)를 제시한다.
5. 자료 제시

자료(통계 자료, 행정 자료 포함)는 가장 중요한 부분만을 간결하게 제시하며, 본문에서는 자료
수집의 목적, 방법 및 절차, 자료를 이용할 사람들이 알아야 할 사항들을 적는다.

- 418 -

6. 각주와 후주
1) 후주(endnote)의 사용은 금하고 그 대신 각주(footnote)를 사용한다.
2) 각주는 본문에 표기하기 어려운 보충적인 내용이나 설명에 한하여 사용하고, 단순히 자료의

출처나 참고문헌을 밝히는 각주의 사용은 금한다.
3) 각주를 표기하는 위치는 해당 문장이나 용어 말미의 윗편에 일련번호로 표시한다.
7. 본문 내의 인용 문헌
1) 인용하는 저서나 저자명이 본문에 나타나는 경우에는 괄호 속에 발행연도 또는 발행연도와 해당

면을 표시한다.
예) 이 문제에 관하여 류관순 (1999)은... 류관순 (1999, p. 25)은...
2) 인용하는 저서나 저자명이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 말미에 괄호를 치고 그

속에 저자명과 발행연도를 표시한다. 하나의 사항에 여러 문헌을 이용하는 경우 문헌들 사이를
쌍반점(;)으로 구분한다.
예) 한 연구 (류관순, 1999)에 의하면... 최근의 연구 (류관순, 1999; Benning, 1999)에 의하면...
3) 누구 등 또는 et al.을 쓰려면 먼저 본문 중에 생략된 연구자의 이름이 전원 소개된 다음 두 번째

인용될 때부터 한다.
4) 저자가 여섯 명 이상인 경우, 처음 인용 때부터 저자의 이름을 모두 쓰지 않고 첫 번째 저자까지

나타내고 그 다음은 국문의 경우 ‘외’, 영문의 경우는 ‘et al.’로 나타낸다.
8. 그림과 표 : 그림과 표는 아래와 같은 요령으로 제시한다.
1) 표는 가능한 간결하게 만들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로줄을 긋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그림의 제목은 그림 아래 써 넣고, 표의 제목은 표의 위에 써 넣는다.

예) 그림 1. 실험 I의 자극재료
예) 표 1. 평균화상반응수
3) 본문에서의 그림과 표의 언급은 괄호를 사용하지 않고 언급한다.

예) 그림 1에서... 표 1에서..., 결과는 표 3에서 제시한 바와 같다.
9. 참고문헌 작성
1) 참고문헌에서의 문헌 나열은 먼저 동양어 표기 문헌을 가나다순으로 나열하고 그 다음에 서양어

표기 문헌을 알파벳순으로 나열한다.
2) 참고문헌 작성은 국내와 국외에 따라, 단행본과 학위논문 및 정기간행물 속의 논문에 따라 다음의

원칙과 예를 참고하여 작성한다.
① 단행본의 경우 : 저자, 발행년도, 서명, 발행처 소재지 및 발행처
예) 김준호 (1989). 청소년비행에 관한 연구. 서울 : 범문사.
예) Airasian, P. W. (1991). Classroom assessment. NY: McGraw-Hill.
② 정기간행물의 경우: 저자명, 발행년도, 제목, 잡지명, 권(호)수, 쪽수
예) 설기문, 김기주 (1998). 상담에의 현상학적 접근. 대학상담연구, 7, 20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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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Brookhart, S. M., & Freeman, D. J. (1992). Characteristics of teacher candidates.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62, 37-65.

③ 발행기관이 다른데도 정기간행물의 명칭이 같은 경우나 특정 대학에서 발간하는 경우 : 저자
명, 발행년도, 제목, 잡지명, 쪽수, 발행기관.
예) 김성회 (1995). 주장훈련프로그램. 학생지도연구, 16(1), 1-50. 경북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④ 학위논문의 경우 :
예) 백욱현 (1992). 아동의 선택적 주의전략과 금지기제의 발달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대
학원 박사학위논문.
⑤ 번역서인 경우 : 원저자명, 원서발행년도, 원서제목, (번역자 명. 번역서 명). 발행처.
예) Yalom, I. D. (1985). The theory and practice of group psychotherapy. (최해림, 장성숙 역.
집단치료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하나의학사.
⑥ 인터넷으로 자료를 검색한 경우: 저자명, 발행년도, 제목, 검색주소.
예) 한국인터넷정보센터(2003). 정보화실태조사결과.
http://www.nic.or.kr/www/press_1.html.에서 검색.
Nua, Inc. (2002). How many online? Retrieved from
http://www.nua.ie/surveys.
3) 영문 참고문헌 작성시 유의사항으로 책명은 이탤릭체로 하며, 논문 제목은 첫 단어만 대문자로

표기하고, 나머지는 모두 소문자로 쓰도록 한다. 단, 정기간행물의 책명은 각 단어를 대문자로
표기한다.
10. 글씨체 및 크기 : 본문, 한글초록, 영문초록, 참고문헌의 글씨체 및 크기 등은 아래와 같은 요령으

로 제시한다.
①본문
글자모양 : 휴먼명조체, 장평 95, 자간 -6, 크기 10
문단모양 : 왼쪽 0, 오른쪽 0, 위 0, 아래 0, 들여쓰기 10, 줄간격 170
정렬방식 : 양쪽 정렬
용지설정 : 용지종류 188×257(가로×세로), 용지방향 좁게,
여백주기 : 위쪽 20, 아래쪽 15, 왼쪽 26, 오른쪽 26, 머리말 13, 꼬리말 13, 제본 0
머리말 설정 : 위치 양쪽, 크기 9, 왼쪽 0, 오른쪽 0, 장평 95, 자간 -6, 정렬방식 가운데
첫줄 보통, 줄간격 170, 짝수 쪽-저자명, 홀수 쪽-논문제목
표 안 글자모양 : 휴먼명조체, 장평 95, 자간 -5, 크기 9
② 한글초록
글자모양 : 휴먼명조체장평 95, 자간 -6, 크기 9
문단모양 : 왼쪽 30, 오른쪽 30, 위 0, 아래 0, 보통, 줄간격 170, 편집용지의 줄격자 사용
(*주요어 : 문단모양 : 왼쪽 30 오른쪽 30, 보통 줄간격 170

글자모양 : 중고딕체, 크기 8, 장평 95, 자간 -6, 양쪽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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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연구지원 사항 및 교신저자
연구지원사항은 논문 제목에서, 교신저자는 저자명에서 각주 처리 (각주모양†)
글자모양 : 휴먼명조체, 장평 95, 자간 -5, 크기 9
문단모양 : 왼쪽 0, 오른쪽 0, 위 0, 아래 0, 보통, 줄간격 150, 편집용지의 줄격자 사용
정렬방식 양쪽정렬
필수항목 : 이름, 소속, 우편번호, 주소, 근무지, E-mail
④ 제목의 글씨체와 크기
논문제목 : 스타일 논문제목,
문단모양 : 왼쪽 0, 오른쪽 0, 위 0 , 아래 0, 보통, 줄간격 170, 편집용지의 줄격자
사용, 정렬방식 가운데
글자모양 : 휴먼명조체, 크기 16, 진하게, 장평 95, 자간 -6
저자명 : 스타일 저자명
문단모양 : 왼쪽 0, 오른쪽 0, 위 0, 아래 0, 보통, 줄간격 200, 편집용지의 줄격자 사용,
정렬방식 가운데
글자모양 : 중고딕체, 크기 10, 장평 100, 자간 -7
저자소속 : 크기 10, 휴먼명조체, 정렬방식 가운데
본문 내 제목(예, 방법, 결과) : 크기 11, 진하게, 휴먼명조체, 정렬방식 가운데
본문 내 소제목(예, 연구대상) : 크기 10, HY그래픽체, 정렬방식 양쪽정렬
본문 내 소제목 1(예, 검사, 척도) : 크기 10, 진하게, 휴먼명조체, 정렬방식 양쪽정렬
표 제목 : 크기 9, 중고딕체, 정렬방식 양쪽정렬
그림 제목 : 크기 9, 중고딕체, 정렬방식 가운데
⑤ 참고문헌
제목 : 크기 11, 진하게, 휴먼명조체, 장평 95, 자간 -6, 정렬방식 가운데
내용 : 크기 10, 휴먼명조체, 위 0, 아래 0, 왼쪽 0, 오른쪽 0, 장평 95, 자간 -6, 내어쓰기 25,
줄간격 170, 정렬방식 양쪽정렬
⑥ 영문초록
제목 : 크기 16, 진하게, 휴먼명조체, 정렬방식 가운데
저자명 : 크기 10, 중고딕체, 정렬방식 가운데
저자소속 : 크기 10, 휴먼명조체, 정렬방식 가운데
내용 : 크기 10, 휴먼명조체(단, 주요어는 이탤릭체), 장평 95, 자간 -6,
문단모양 : 왼쪽 0, 오른쪽 0, 위 0, 아래 0 줄간격 180, 보통, 정렬방식 양쪽정렬, 탭위치 40.3
11. 기타
1) 이상의 원고 작성 양식에 명시되지 않은 원고의 체제 및 기술적인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약간 수정 보완될 수 있다.
2)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학술지에 실린 논문이나 미국심리학회가 발행한 APA Publication Manual
(5th edition)을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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