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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위탁형 대안학교 고등학생들의 개인 강점과 가족 경험 및 학교생활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아동가정복지학 전공 신 주 희

지 도 교 수 정 민 자

이 연구는 울산광역시에 위치한 위탁형 대안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통해

개인 강점과 가족 경험 및 학교생활을 분석하였다. 위탁형 대안학교란 학교폭력 피해나

학교 부적응 등으로 학업 중단위기에 처한 청소년의 학업 중단 예방을 위해 운영되는

새로운 교육시스템이다. 이 연구에서는 개인의 강점과 가족 경험 및 학교생활에 관한

연구를 위해 그들의 주관적인 경험에 주목하여, 2020년 7월~8월까지 위탁형 대안학

교 두 곳에 재학 중인 학생 17명(남학생 10명, 여학생 7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

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Giorgi의 현상학적 분석 방법과 컴퓨터 질적 자료 분석 소프트웨

어 Nvivo R1이 이용되었다. 연구참여자 17명의 심층 면담을 통해 수집된 자료 분

석을 통해 3개의 범주인 개인 강점, 가족 경험과 학교생활이 도출되었다.

개인 강점의 구성 요소는 ‘자신의 강점’, 가족 경험의 구성 요소는 ‘가족관계’, ‘주 양

육자의 양육방식’, ‘가족에게 중요한 것’, 학교생활의 구성 요소는 ‘원적 학교생활’,

‘위탁된 사유’, ‘위탁 후 달라진 점.’으로 총 7개가 있다.

이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되었다.

첫째, 자신의 강점과 적성을 찾고 개발할 수 있도록 대안학교 교육과정에서 다양

한 프로그램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두 번의 강점 검사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강

점을 발견함으로써 부정적 정서를 극복하고 자신의 흥미를 찾고 변화하는 모습이

확인되었다. 둘째, 가족관계에서 경험했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건강한 가족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상담과 각 가정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셋째,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긍정적인 학교생활을 위해 지속적인 부모교육과

모니터링을 통한 긍정적인 가족관계 경험이 중요하다. 자녀의 건강한 학교생활에

주 양육자의 양육방식이나 가정환경의 중요성이 확인되었다. 넷째, 위탁된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해서 상담과 긍정적인 또래 관계 유지, 교사의 지지가 필요하다.

이러한 결론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다음을 제안하고자 한다.

위탁된 학생들이 학교 환경에서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부정적

가족 경험을 긍정적으로 순화하기 위해 학생들에 대한 상담프로그램과 동시에 부모

상담과 부모교육프로그램도 함께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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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경제적인 이유로 배우지 못했던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신의 강점을 찾아

서 개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

이 필요하다.

주제어: 위탁형 대안학교 학생, 개인 강점, 가족 경험, 학교생활, 현상학, NVivo-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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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청소년 시기에는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기 때문에 학교는 신체적, 정신적 성장과 발

달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환경이다. 청소년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은 청소년

시기의 중요한 과업이며 청소년기 학교에서의 다양한 경험들은 미래에 사회화 과정에 적

응하는데 큰 경험이자 밑거름이 될 수 있다. 갈수록 더 높은 교육열과 서로 경쟁하는 입시

중심의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은 성적에 의해 평가되고 인성교육이나 정서 교육은 등한시

되고 있다. 학교 부적응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비율이 매년 증가하면서 학교 밖의 환경에

노출되어 학교 시스템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들의 범죄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

로 인식되고 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매년 약 6만여 명의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고 있

는 가운데, 학교 밖 청소년은 약 28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학교를 그만두

는 시기는 고등학교 때가 60.5%로 가장 많았고, 학교를 그만둔 사유에 대해서는 ‘학교에

다니는 게 의미가 없어서’라는 응답이 39.4%로 가장 높게 나왔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웹

진, 2019.2). 2010년부터 2019년까지 학업 중단율을 살펴보면 고등학생의 학업 중단율이 초

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의 학업 중단율의 두 배 이상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교육부,

2020). 또한 자퇴 청소년 49.6%가 학업 문제, 학교 교칙 위반, 대인관계 문제, 기타 부적응

등을 경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통계청, 2017). 학업 중단율의 증가가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되면서 학교 부적응 청소년들과 학교 위기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과 연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특히 학교생활 적응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적응 문제에서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연구가 되고 있다(김광수, 2003; 김미례, 2008).

그 원인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개인적•심리적 요인인 성별, 자아개념, 자아존중감과 같은 요인들이 청소년의 학교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정규석, 2004; 백혜경, 2007). 청소년의 성별에 있어서 여자 청소년은

우울, 불안과 같은 심리적 요인이 학교생활 부적응에 영향을 미쳤고, 남자 청소년의 경우

외현화된 행동 문제가 학교생활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등 성별에 따라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요인이 다르게 나타났다(김신애•이형실•임수경, 2007). 또한 청소년기에는 성장 급

등과 2차 성징으로 신체적∙정신적으로 큰 변화를 겪는 시기인데 이 시기에 긍정적인 자아

개념과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지고 있으면 자신의 태도를 발전시키고 학교에서의 생활을

긍정적이고 원만하게 할 수 있다(임수경•이형실, 2007).

둘째, 가족관계 요인이 학교생활에서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며 청소년의 학교생활에서의

적응에 있어 개인적 요인 중 자아 개념과 자아존중감 등의 요인들을 살펴보면 가족관계에

서의 경험들이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즉, 1차 집단인 가족 환경 속에서 친밀

한 가족관계 경험을 통하여 상호작용하며 자아 개념과 자아존중감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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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나•도현심, 2000). 가족관계에서 발생하는 요인으로는 가족 간의 긍정적∙부정적 상호

작용, 부모의 경제적 능력과 사회적 지위, 부모의 양육방식 등이 있다(현희순, 1998).

2016년 학교 부적응으로 청소년들이 상담 지원을 받은 현황을 살펴보면 상담 사례 중에

서 24.8%가 대인관계에 대한 어려움을 고민하고 있으며 19.7%가 입시 위주의 학업과 미

래의 진로에 대한 어려움을 이유로 상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9.7%는 일탈 및

비행 행동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상담을 받았다(통계청, 2017). 학업 중단 예방을 위하

여 Wee school과 Wee 센터, 꿈 키움 교실을 교육청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공교육에

적응하기 힘들어하는 학생들을 위해 학업 중단 예방과 고등학교 졸업을 위한 지원체계로

위탁형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다(교육부, 2017).

위탁형 대안학교에 위탁된 학생 중 학교 부적응의 경우 개인적 요인, 학교 요인 그리고

가족 요인 등 다양한 요인이 있다. 여러 가지 학교 부적응이 발생하는 요인 중 가족 요인

을 자세히 살펴보면 가정환경이 어렵거나 가족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경우 다른 요인

들보다 대안을 찾기가 쉽지 않고 대부분 가정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주 양육

자인 어머니의 양육 태도는 아이의 성장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교육부, 2017).

최근 연구들에서도 영∙유아 및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문제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에서의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엄연주•김수영, 2016;

오은정•여종일, 2018; 여종일, 2019). 다시 말해 가족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은 학생들

의 학교생활에서의 적응 문제나 학업,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학교 부적응, 학교폭력 문제로 인해 학업 중단 학생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는 상황에 주목하여, 위탁형 대안학교에 위탁된

학생들의 경험을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학교 부적응의 여러 가

지 요인 중 가족생활에서 개인이 느끼는 경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즉 1차 집단인 가

족 내에서 이루어지는 가족관계의 유형과 부모의 양육 태도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학교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부적응적 문제점 그리고 긍정심리학적 관점에서 학생들이 가지

고 있는 자신의 강점을 찾고자 하였다. 위탁형 대안학교 학생들의 원만한 학교생활 적응,

긍정적 가족관계, 건강한 미래 설계를 위해 이 학생들이 느끼는 주관적인 의견을 듣고 이

들을 이해하기 위한 심층적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위탁형 대안학교에 위탁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두 차례 이

상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Nvivo R1과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이용하여 그들의 주관적 경험에 근거하여 분석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 연구를 통해 얻은

연구 결과는 학업 중단 위기를 겪고 있는 청소년들이 학교생활과 사회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방법을 찾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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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위탁형 대안학교 고등학생들의 개인 강점과 가족 경험 및 학교생활은 어

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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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선행연구 고찰

1. 학업 중단과 학교 부적응 청소년

1) 청소년기와 학교생활

(1) 청소년기의 특징

청소년을 정의함에 있어서 호칭이나 연령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법률에 따라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서는 9세부터 24세 미만으로 정의하고 있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서는 청

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으로서 관련법 상 청소년, 소년, 미성년자, 형사미성년자, 연소자, 아

동으로 다양하게 칭하고 있다(법제처, 2020). 에릭슨의 심리 사회적 발달단계에서는 청소년

기를 12세부터 18세까지로 보고 있다(Erikson, E. H., 1968). 본 연구에서는 위탁형 대안학교

에 재학 중인 중∙고등학생들의 연령을 고려하여 에릭슨의 심리 사회적 발달단계에 근거하

여 청소년을 정의하고자 한다.

청소년기는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로서 신체적∙정신적 불균형이 생기고 자아 정체

성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이며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가는 전환기이자 과도기적 단계로

신체적으로 크게 성장(2차 성징)하는 단계이다. 이 시기에는 독립심이 강해지고 정서적

으로 불안정하며 충동적인 경향을 나타낸다. 청소년기의 특징을 표현하는 말로는 ‘과도기’

로 아동기와 성인기의 중간단계이며 ‘질풍노도의 시기’로서 감정변화가 심하고 불안한 시

기이며 ‘주변인의 시기’로서 아이와 어른의 집단 어느 범주에도 소속되지 못하고 주변을

맴도는 아웃사이더와 같은 시기로 이유 없는 반항기이며 어른들의 권위에 반항하고 전통

적 가치를 부정하며 부모의 간섭에서 벗어나 정신적으로 독립하고자 하는 시기이다

(ZOOM 학습백과, 2020). 또한 청소년기의 학교생활은 지식을 습득하고 본인의 적성이나

흥미∙직업관을 찾는데 도움을 받고 학교 안에서 다양한 관계 경험과 환경에 적응하는 과

정을 거치면서 청소년기를 지나 성인기의 사회에 소속되어 살아가면서 터득하는 다양한

경험들의 기본적인 원동력이 되는 시기이다(이윤희, 2013).

(2) 학교생활

학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며 이론적인 개념은 아니다.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은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긍정적∙부정적인 경험을 모두 하고 있다.

Lerner(1980)는 청소년기 발달단계에서 볼 때 이 시기에 가져야 할 가장 본질적인 경험은

학교의 교육과정에서 제공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학교생활에서의 적응은 청소년

기의 발달과 성장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청소년들의 자아 정체감 형성에서도 중요하게



- 5 -

작용한다(이현림∙천미숙, 2003). 학교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관련

요인들로는 학업과 관련된 요인, 교우관계나 교사와 관련된 요인, 학교생활(환경)과 관련된

요인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임광훈 외, 2013). 학업 스트레스는 우리나라 청소

년들이 가장 크게 경험하는 스트레스로(김수주, 2002) 학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유발되는

부정적 심리상태로는 걱정, 긴장, 근심, 공포, 우울, 초조, 분노, 불안 등의 심리를 경험하게

된다(이경오, 2002). 학교생활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는 학업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또래

관계에서도 발생한다. 청소년기에는 신체적∙정신적∙성적인 성숙으로 인해 새로운 욕구와

감정의 변화로 부모로부터의 정서적 독립을 원하는 새로운 욕구가 생기면서 심리적 지지

를 받고자 또래에게 관심을 돌린다(Helsen & Meeus, 2000). 청소년 시기에 또래들과의 관

계에서 발생하는 긍정적∙부정적 요인들은 그들의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심리적

갈등이 발생하는 근원이 되기 때문에 학교생활에서 친구 관계는 적응과 부적응을 결정하

는 사회적 범주 요인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문은식, 2002).

2) 학업 중단 청소년

(1) 개념

‘학교 밖 청소년’은 ‘학업 중단’이라는 용어로 2002년 ‘학업 중단 청소년 종합대책’ 이후부

터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에서는 학업 중단 청소년과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난 모든 청소년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교육부, 2020). 학교 밖 청소년 지

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면 학업 중단 청소년이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

한 자”로 의무교육인 정규교육 과정을 마치기 전에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을 일컫는다. 중

퇴, 중도 탈락, 중도 포기, 학업 포기 등의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고등학생은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제적, 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으

로 정의한다(법제처, 2020).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법률에 따라 2015년에 이어 ‘2018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에 의하면 고등학교 60.5%, 중학교 26.9%, 초등학교 12.4%로 고등학교

때 학업 중단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 2020). 또한 많은 청소년은 구체적

계획이나 대안 없이 학업 중단을 선택하였고 대부분 학업 중단 청소년은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고 있으며 특히 비행집단 71%의 경우 일반집단 48%에 비해 학업 중단 후회 비율

이 더 높게 나타난다(교육부, 2018). 초∙중등교육법 제28조 제6항에 의해 학업 중단 숙려

제는 학교의 장이 학업 중단이 예상되거나 학업 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학업 중단에

대해 깊이 생각할 시간을 주는 것으로 그 숙려기간 동안 출석을 인정할 수 있다(법제처,

2020). 초∙중등교육법 제28조 제7항에 의하면 자퇴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학업 중단

숙려제도에 의하여 학업 중단 위기 학생으로 판단되면 예체능 활동, 직업체험 활동, 상담,

다양한 대안교육 프로그램 등의 숙려제 활동의 기회가 제공된다. 판단 기준, 숙려기간, 출

석 일수 인정 범위, 전문 상담 기관의 범위와 프로그램의 내용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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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 확신형

(Assurance type)
진로 결정 + 자퇴 확신

합리적 의사결정과정 확인

(목표 확인, 대안 탐색, 기준확인, 대

안 평가 및 선택, 계획수립 및 실행)

비행형

(Deliquency type)
비행 및 학교 규칙 부적응 요인별 파악(심리적, 환경적)

학습 부진형

(Academic disorder type)
학교 수업에 한계

학습 흥미, 학습 능력, 선행학습,

학습전략

심리적 문제형

(Psychological problem

type)

우울, 자살, 정서적 불안정,

사고 문제 등
심리 및 정서적 돌봄

대인 관계형

(True friend type)

학교폭력 피해, 따돌림 등

대인관계 어려움
무기력, 의사소통 능력 향상

육감이 정한다(법제처, 2020).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에 의하면 "위기청소년"이란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이나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환경이 제공되지 못해 힘들어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정규 수업을 따라가지 못해

학업에 흥미를 잃고 게임에 몰두하여 밤과 낮이 바뀌고 그로 인해 학업에 어려움을 겪거

나 교우관계 문제로 학교생활 적응에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학생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 또한 진로 탐색의 기회, 검정고시 지원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법제처, 2020).

(2) 학업 중단 위기청소년의 발생 요인

학업 중단 위기에 처해 있는 청소년들은 학업 중단을 고민하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청소년들의 특성을 탐색하여 학업 중단을 선택하려는 이유를 찾아내어 특성별로 분류하였

다.

〈표-1〉학업 중단 위기 학생 특성별 분류

교육부(2017)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설 학업 중단예방•대안교육지원센터

학업 중단이나 학교 부적응 현상이 발생하는 요인들은 다양하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

합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부적응, 진학, 전공 불일치, 빈곤, 개인•교우•가정 문제(양육자),

사회 분위기 등 다양한 학업 중단 원인이 있다. 즉, 개인적 요인뿐만 아니라 가정, 학교,

사회 등 여러 환경요인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⓵ 개인 요인

Rosenberg(1965)는 자아존중감을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평가하며 판단하는 것으로 정의

하고 있으며, 청소년기에 자아존중감은 아동기를 거쳐 청소년기에 자신에 의한 가치판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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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가족, 친구와 상호작용을 하며 형성되는 것으로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청소년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변화를 경

험하는 시기이며 이러한 경험은 학교생활에서 학습과 사회 적응력, 인간관계 형성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친다(한상철, 20004). 개인의 생태적•심리적•인지적 그리고 행동적인 특성

들은 학업 중단 청소년의 학업 중단의 원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학업 중

단 위기 청소년들의 생태적인 특성으로 낮은 지적 수준, 심리 내적인 특성으로 충돌조절

능력 부족, 낮은 자아존중감, 낮은 자아개념, 높은 불안과 우울 수준, 낮은 자아 개념, 권위

에 대한 반사회적 성격, 행동적인 특성으로 충돌조절 능력 부족, 잘못된 생활양식, 높은 공

격성, 자아 통제 및 스트레스 대처에 대한 미숙, 의사소통 기술 부족, 문제해결 능력의 부

족, 나태한 생활 태도, 잦은 무단결석과 지각, 인지적 특성으로 미래에 대한 낮은 기대 수

준, 학교 공부에 대한 동기 부족, 학업에 대한 흥미 상실, 물질만능주의적인 가치관 등이

있다(김범구. 2013).

⓶가정 요인

학업 중단 위기청소년의 가정적 요인으로는 가정의 경제적 요인과 가족관계에서 발생하

는 요인들이 있다. 선행연구들을 보면 부모의 낮은 교육 수준,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가족

의 구조적 결손, 부모의 양육 태도(방임적∙권위적), 자녀에 대한 낮은 성취 기대와 가정 내

의 낮은 친밀도와 화목도, 가족 간의 대화 단절, 부모의 잦은 싸움으로 인한 불화 등이 학

업 중단을 초래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최연수, 2015).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경우 맞벌

이를 하는 경우가 많으며 육체적∙심리적으로 지쳐있는 부모는 자녀를 돌볼 여유를 갖기가

힘들어 자녀를 방치하거나 자녀와의 정서적 교류를 포함한 의사소통에 문제가 발생한다.

⓷학교 요인

학교 요인은 청소년기에 학업 중단 선택 과정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 학업 중단의 학교 요인을 살펴보면 엄격한 교칙과 운영 시스템, 입시 위주의 교육과정,

성적으로 판단하는 학교 분위기, 성적, 불성실한 학교생활(무단결석, 지각, 수업 불참 등),

교사와의 관계, 교사의 훈육방식과 태도, 체벌, 특정 학생에 대한 편견 등이 있다(구자경,

2003). 또한 청소년기에는 또래 관계를 통해 정서적•사회적으로 성장하며 그들의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고 공유하는 관계로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⓸ 사회 요인

청소년기에는 환경적 요인에 민감하며 쉽게 흡수되고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사회적 불평

등으로 인한 계층의 구조화, 학벌 중심의 사회 분위기, 가정의 해체 등과 같은 사회구조적

인 요인과 입시 중심의 획일적이고 관료적인 학교 풍토의 교육제도는 학업 중단의 원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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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 중단 이전 유형 연구자

능동형, 도피형, 불가피형 송광성(1992)

때려친 청소년, 짤린 청소년
김혜영(2002),

성윤숙(2005)

적극형, 소극형, 강제형, 가출 동반형, 수월 추구형 박창남, 도종수(2005)

고독한 개척자형, 시행착오형, 새로운 대안 추구형, 자포자기형, 탈출형 박현선(2004)

적극적 청소년, 소극적 청소년 조병주 외(2004)

유형 프로그램 지역사회지원

진로 확신형
(Assurance type)

체험활동
(제빵, 바리스타, 미용 등)

직업체험관, 체험학교

비행형
(Deliquency type) 활동, 봉사, 진로 등 청소년 꿈 키움 센터, 쉼터

학업 중단 이후 유형 연구자

정착 노력형, 비 정착형 이숙영, 남상인(1997)

순수 진학형, 취업형, 아르바이트형, 진로 미결정 중심형, 기타형 이경상. 조혜영(2005)

돌파구 모색형, 불만족 안주형 주영신(2007)

학습지향형, 취업∙알바형, 무업(NEET)형, 비행형 윤철경 외(2010)

미결정 중심형, 미래 준비형, 진학준비형 깁범구, 조아미(2013)

되고 있다(최연수, 2015).

또한 청소년기에는 자극적이고 유해한 매체들에 쉽게 노출되고 청소년의 대중문화에 대

한 지향성으로 인해 폭력과 비행 행위가 유튜브나 미디어, 페이스북 등의 영상물에 의해

미화되면서 폭력과 비행을 모방하게 되고 인터넷의 발달과 SNS를 통한 빠른 정보화는 학

업 중단의 사회적인 요인이 된다. 또한 정보화 사회에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학습 기회의

확대로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학습이 가능한 학교 이외의 다양한 학습 공간의 등장도 또

다른 학업 중단의 원인이 될 수 있다(김범구, 2013).

(3) 청소년 학업 위기 프로그램 사례

학업 중단 예방을 위해 학업 중단 위기에 처해 있는 청소년들의 전∙후 학업 중단 유형과

유형별 학업 중단 청소년들의 예방 프로그램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2〉학업 중단 이전과 이후의 유형

김범구(2013): 잠재적 계층분석을 이용한 학업 중단 청소년의 유형과 심리사회적 특성연구.15-19(재인용)

학업 중단 청소년의 학업 중단 이전과 이후의 유형에 대해 연구자의 관점에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하지만 선행연구에서 충분한 연구 자료가 제시되지 못했고 이론적인 수준에서

논의되거나 소수의 사례를 기초로 제시된 점이 한계점이라고 볼 수 있다.

〈표-3〉 유형별 학업 중단 예방 프로그램



- 9 -

대안교육기관

전일제 형태

대안교육

특성화 중고등학교

위탁형 대안교육 기관

미인가 대안학교

프로그램 형태

계절학교

방과후학교/주말학교

Home Schooling(가정학교)

학습 부진형
(Academic disorder type)

흥미, 능력, 전략, 선행학습 지역아동센터, 복지관

심리적 문제형
(Psychological problem type) 우울, 불안, 자살 예방 정신건강증진센터

대인 관계형
(True friend type)

학교폭력 피해, 의사소통 상담복지센터, Wee 센터,
해맑음센터

교육부(2017):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설 학업 중단예방• 대안교육지원센터

학업 중단 청소년들의 학업 중단 원인을 분석하고 각자의 유형에 맞는 효과적인 프로그램

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지원을 받아 유형별 학업 중단 예방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2. 위탁형 대안학교와 위탁된 청소년

대안학교는 설립 목적이나 이념, 교육목적과 방법, 교육과정과 대상이 되는 학생들의 특

성에 따라 선택할 수 있으며 교육부의 학력 인정 유∙무에 따라서 인가형 대안학교와 비

인가형 대안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 중학교나 고등학교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들은 위탁형

대안학교와 특성화 학교가 있으며 검정고시에 합격한 후 상위 학교로 진급하는 방식의 비

인가형 대안학교로 도시형, 전원형, 초등, 통합형 대안학교가 있다. 또한〈표-4〉에서 운영

별 대안교육 기관의 유형을 살펴보면 전일제 형태로는 대안교육 특성화 중고등학교, 위탁

형 대안교육 기관, 미인가 대안학교가 있으며 프로그램 형태로는 계절학교, 방과후학교∙주

말학교, Home Schooling(가정학습)이 있다.

〈표-4〉한국 대안교육 기관의 유형 (운영별)

울산교육청, 2020: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역향 강화 직무연수자료

매년 학교 부적응 학생들의 증가로 인해 교육청에서 대안으로 정규 교육과정에 있으면서

대안 교과를 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이러한 이유로 만들어진 위탁형 대안

학교의 특징을 살펴보면 보통 대안학교를 가려면 자퇴를 하고 학력 인정을 위해 검정고시

를 선택해야 하는 것에 비하면 위탁형 대안학교는 정규학교에서 위탁되는 시스템으로 출

결 관리, 학적(졸업장)을 원적 학교에서 받을 수 있다. 위탁형 대안학교는 정규학교의 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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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위탁을 받고 있다. 또한 위탁형 대안학교는 학력 인정과 교육

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어 학업 중단 위기에 처해 있는 저소득층 청소년

의 교육과정에서 소외되는 현상을 감소시키면서 학업 중단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효과적인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박해정, 201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설 학교중단예방• 대안교육

지원센터 자료에 의하면 위탁교육 기관에 오는 학생들의 가정환경은 매우 다양하며 경제

적 수준 또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부모의 직업 또한 전문직에서 무직까지 다양하며

가족 형태는 친부모 가족이 많지만 한 부모 가족도 상당수이며 부모와의 갈등을 경험하거

나 가정폭력과 방임에 노출된 사례도 있다(교육부, 2017). 교육부에서는 학교 부적응이나

학교폭력으로 학업 중단위기에 처해 있는 학생에 대해 범정부적인 실질적 대책 마련을 위

해 ‘학교 중도 탈락자 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2001년부터 위탁형 대안학교 운영을 시•

도교육청 별로 운영하고 있다(이성전, 2013). 위탁형 대안학교는 학교 부적응, 학교 폭력피

해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학업을 중단할 위기에 있는 학생이나

정규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이 맞지 않아서 개인적 특성이나 적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이 원적 학교의 학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정된 위탁교육 기관을 선택

하여 대안 교과과정 등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 대안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으며 학

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제도이다(손미란•정기섭, 2015).

학교 부적응 학생들의 학업 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위탁형 대안학교에 대한 학생과 학부

모의 관심과 수요는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보는 위탁형 대안학교에

대한 선입견과 부정적인 인식으로 학교에서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도 위탁형 대안학교를

적극적으로 선택하지 못하게 되면서 학교 부적응이나 학교폭력으로 힘들어하는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2차 피해로 작용할 수 있다. 위탁학생이 위탁된 후 학교 환경이 많이 다른 위

탁형 대안학교의 초기 환경에 적응함에 있어서 학부모의 협조와 지지는 매우 중요한 요인

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탁 교육기관에서는 학생과 부모에 대한 환경과 정보에 대해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며 부모와 협력하여 위탁된 학생의 원할한 학교생활에서의 적응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과 더불어 지속적인 학부모 상담을 실시하는 것도 중요하다. 학생과

학부모 상담을 통해 가정에서 활용 가능한 자원을 파악하고 전문적인 상담과 교육이 필요

한 경우 유관기관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교육부, 2020).

위탁형 대안학교의 교육제도는 2001년 서울특별시에서 처음 도입되었으며 2004년 이후

중학교의 의무교육이 실행되면서 정학이나 퇴학과 같은 학교에서의 징계 조치가 불가능하

면서 대안학교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더 증가하게 되었다(권기덕, 2016).

2019년 교육부에서 발표한 원적 학교 학력 인정 전국 대안교육 위탁 교육기관은 392기관

이다. 울산광역시에 위치한 대안교육 위탁 교육기관은 시민자유학교(학교폭력 가해, 부적

응), 마이코즈스쿨(학교폭력 피해, 부적응), 울산청소년비전학교(학교폭력 피해, 부적응)등

3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대안학교는 울산두남중고등학교(중·고 통합) 1곳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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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대안(각종)학교
대안교육

특성화 중·고

대안교육

위탁 교육기관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목적

체험 위주 교육,

인성 위주 교육,

개인 소질·적성

개발 위주 교육

등

(중)교육 과정 운영

등 특성화

(고)현장실습등

체험위주 교육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 학생 교육,

정상적 학교생활이 어려운

학생및 학업 중단

학생대상 위탁교육

학교 부적응 문제

해소, 다양한 교육

구현 등 시설마다

다양한 교육목적

추구

관련법령

초·중등교육법

제 60조의 3,

대안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규정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76조, 제

91조

서울특별시교육규칙,

대안교육 대상 학생

위탁교육운영지침

-

학력인정 학력인정 학력인정 원적교 학력인정 학력 미인정
교사 및

교지

설립조건

대안학교 설립에

관한 규정에 따름

고교이하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따름 -

영 제31조 제4항,

제54조

교육환경

평가
평가대상 평가대상

- -

교육과정

학칙으로편성(국어,

사회는 교육과정

수업시수50% 이상)

( 중) 시 도 지 침

에 의거 자율편성

( 고) 필 수 이 수

단 위 72단위

-

목적에 따라 별도

편성

기관수 41교 43교 392기관 185기관(추정)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 (대안학교)

① 학업 중단이나 개인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실습 등

체험이나 인성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을 개발하는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서 제60조 제1항에 해당되는 학교(대안학교)는 제21조 제1항, 제23조

제2항·제3항, 제24조 ,제26조, 제29조 및 제30조의 4 내지 제30조의 7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대안학교는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대안학교의 교육과정·설립기준·수업연한·학력 인정과 설립·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5〉전국 대안교육기관 운영비교

교육부(2019):공립 대안학교 사례 심층 분석 및 서울시 적용방안 연구(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대안학교 설립 및 운영에 대한 근거 법령은 표-6과 같다.

〈표-6〉 대안학교 설립·운영 근거 법령

교육부(2019):공립 대안학교 사례 심층 분석 및 서울시 적용방안 연구(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위탁 교육기관의 위탁 절차는 우선 위탁 결정(재적 학교에서의 상담 및 위탁교육 결정)을

하고 학부모•학생이 함께 상담 장면에 와서 상담 과정에서 기초정보 파악용 상담 카드를

작성, 위탁신청 절차 안내와 준비 적응 교육 안내 등의 위탁 상담(위탁교육 기관에서의 사



- 12 -

위탁 학생들의 원적 학교로의 복교를 지원

자발적 복교

정상적인 학기종료 후 학년 진급을 통해 학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사유의 해소로 원적 학교에 재적응을 원하는 경우

전학, 취업 또는 타 기관으로 이동하는 경우

비자발적 복교

연장이 불가능한 경우로 위탁기관 내 교육 연장을 위한 규정을 충족하

지 못했을 경우, 기관의 프로그램이 학생의 상황에 부적합한 경우, 학

생의 교육 참여 의지가 전혀 없는 경우, 교육을 더이상 지속할 수 없을

경우(장기 결석, 장기 입원, 사고 등)

전 위탁 상담), 준비된 서류를 접수하고 위탁신청을 한다. 그리고 위탁된 학교에서 준비

및 적응 교육을 받은 후 수탁 여부를 심사하고 수탁 통보를 한다. 위탁학생은 재적 학교에

서 학적 관리를 하고 매월 5일까지 재적 교에 출∙결 통지를 하고 매 학기 성적처리 직후

5일 이내 재적 학교에 교과 학습 발달상황(성적)을 통보한다. 위탁교육 기관 학사 일정이

종료될 때 위탁을 종료하며 수탁 종료 공문을 재적 학교로 발송한다. 학기 말 수료식 직후

10일 이내 재적 학교에 학교생활 기록부를 송부해야 한다(대안교육 연수자료, 2020). 또한,

위탁교육 기관은 학생의 복교 여부에 대한 탐색을 진행하고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위탁

학생들의 원적 학교로의 복교를 지원할 수 있다.

〈표-7〉 원적 학교로의 복교지원

교육부(2017):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설 학업 중단예방• 대안교육지원센터

3. 청소년과 성격 강점

성격은 시간과 다양한 환경의 변화를 겪으면서 개인의 사고, 감정 및 행동 방식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으로(McCrae & Costa, 1997) 개인의 다양한 경험에서 나타나는 상호작용을

통해 언어나 행동으로 표출된다. 개인의 행동이 적응적으로 표출될 때 긍정적 관점에서 성

격의 강점이 작용한다고 하였다(권석만, 2010).

또한 성격 강점은 개인의 사고나 정서, 행동에 의해 반영되며 개인의 재능과 강점을 충분

히 발현하는 것은 개인의 삶에 만족도와 연결되어 있다고 하였다(문애경 외, 2017). 긍정심

리학자들은 선천적 유전 50%, 개인의 의지와 노력 40%, 주위 환경요인 10%가 행복을 결

정 짓는다고 하였다(권석만, 2010). 성격 강점은 개인의 사고, 정서, 행동에 반영되는 긍정

적인 특징으로 정의하고 단점이나 문제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강점

이 사회환경 속에서 잘 적응하며 조화롭게 발달하는 상태이다(Park & Peterson, 2005).

성격 강점은 트라우마를 겪는 과정에서 회복, 스트레스의 감소와 부정적인 경험을 예방하

고 성취, 리더십, 긍정적 자아존중감, 친절, 배려, 협동심, 열정, 공감 능력, 끈기력과 정적

인 상관이 있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Park & Peterson, 2009; Park, 2004). 긍정심리학

에서는 좋은 성격과 덕목을 통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Seligman & sikszen

tmihalyi, 2000) 성격 강점의 활용은 자신의 결점 교정과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강조한다(Duckworth, Steen & Seligman, 2005).



- 13 -

또한 Seligman(2002)은 개인의 대표 강점을 확인하고 일상생활에 활용할 때 즐겁고 열정

적이며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였다(Seligman, Steen, Park, & Peterson, 2005).

한편 성격 강점은 부적응행동을 보이는 청소년들의 기질적 취약성을 보완해주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승수, 2015). 쉽게 흥분하며 단조로운 상황을 견디기 힘들어하고

항상 변화를 추구하는 특징은 외현화된 부적응행동과 관련이 있으며 위험한 상황을 회피

하고 위축•긴장하고 미리 걱정하거나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은 위험한 신호에 민감하

게 반응하고 행동을 억제하는 내재화된 부적응행동과 연결 지어서 생각할 수 있다(하승수,

2015). 최근 몇 년간 국내에서도 학생들의 성격 강점에 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고

등학생의 성격 강점, 강점 인식,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에서 성격 강점과 강점 인식이

삶의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박수자, 2018). 초등학생들을 대상

으로 한 성격 강점과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에서도 정적 상관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박

진희, 2014).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성격 강점은 학교생활 적응에 정적 상관을

보였다(하미연, 2015). 위에 몇 가지 연구 사례를 통해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성격 강점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을 입증한 것은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학생의 강점 활

용이 진로 정체감과 학교생활에서 적응에 관해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지원•이기학, 2017).

반면에 청소년은 과도기적 단계로 가족, 학교, 사회에서 부여되는 역할에 대한 갈등과

미래에 대한 불안, 입시 위주의 학교 환경에서 학업 부담 등의 스트레스로 인해 다양한

문제를 일으킨다. 청소년 문제가 사회문제로 인식될 때 해결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발생

하고 성인기에 심리∙사회적 발달과 적응에도 사회부적응으로 영향을 미친다. 건강한 청소

년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청소년기에 느끼는

불안, 우울, 분노와 같은 부정적 정서를 극복하고, 자신이 가진 잠재력을 알아차리고 실천

하며,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좌절하거나 사회부적응 문제를 보이지 않고 건강한 성장을 하

기 위해서는 그들의 성격 강점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선명숙, 2011).

4. 청소년과 가족생활

가족관계를 가족 구성원들이 맺는 관계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부부, 형제자매, 부모와 자녀,

조부모와 손자녀의 관계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가족관계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데 중요한 기초가 되기 때문에 가족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다. 청소년의 일

탈이나 적응과 관련된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가족과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으며

청소년기에 발생하는 문제들은 개인의 문제로 접근하기보다 가족과의 관계 방식과 가정교

육 등 가정 환경적 문제로서 가정 내 구성원들의 구조적 관점과 구성원들 간의 기능적 관

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ZOOM 학습백과, 2020).

1) 청소년기와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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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은 개인의 성장과 발달에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사회에서의 적응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인간은 출생 시점에 부모와 함께 인간 생활의 기초가 되는 사회 집단인 가족으로

부터 인간관계를 형성하게 된다고 하였다(성영혜∙신귀순, 2001). 가족 구성원들은 긍정적

가족관계에서 친밀한 정서적 유대를 맺고 독립적인 인간으로 성장∙발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역기능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면 가족관계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가족 전체

의 삶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조호운∙김영희, 2011). 이런 관점에서 가족 전체 체계나 기능

이 청소년의 적응과 정신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Shek과 Ma(2010)는 기

능적인 가정에서 성장한 청소년들은 발달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모와의 갈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건설적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적절한 응집력과 적

응성을 발달시켜 대인관계에서 적절한 분리와 융합을 할 수 있다(김정운, 2016).

또한, 가족관계에서 부모의 양육 태도와 애착 관계 형성은 일차적이면서 지속적으로 영향

을 준다. 부모와의 상호작용에서 획득한 경험들은 외부환경에서 타인과의 관계 규범과 도

덕 체계 형성에도 필요하다. 생애 초기에 부모와의 상호작용 경험은 이후 학교생활 적응에

도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부모의 양육 태도를 긍정적∙수용적∙애정적∙자율적∙민주적으로 지각할수록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한다(조용주∙최홍길, 2015). 반면에 부모의 양육 태도를 통제나 간섭∙강압적∙적대적

∙방임적인 부정적 양육 태도로 지각하는 청소년들은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한다

(권용준∙김영희, 2011). 청소년기에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충돌하면서 부모-자녀

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부모와 자녀의 관심 분야가 상이할 경우 자녀는 부모와의 대화를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김양희, 2000). 가족이 청소년들의 성장과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환경적 요인임을 고려할 때 건강한 학교생활 적응과 원만한 대인관계를 위

해 가정 내 관계 경험과 역동에 관한 연구가 다양하게 이뤄져야 하겠다(강유진∙문재우,

2005: 이현미, 2014).

2) 가족생활

(1) 가족구조(Family structure)

가족에 대한 가치관과 결혼관이 변화하면서 가족 형태도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다양한

가족 형태를 살펴보면 가족의 구조적 측면에서 한부모가족, 노인가족, 무자녀 가족, 미혼모

가족으로 구분할 수 있고 가족 구성원의 특성 측면에서 입양 가족, 재혼 가족, 다문화가족,

생활 양식 측면에서 부부 취업 가족, 분거가족(주말 부부가족, 기러기 가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탈근대적 측면에서 가족구조를 살펴보면 미혼 독신가족(1인 가족), 동거 가족, 동성

애 가족, 공동체 지향 가족으로 구분할 수 있다(ZOOM 학습백과, 2020).

가족의 구조적 측면에서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살펴볼 수 있다. 학교 부적응이나 학

교 교칙 위반 등으로 학교에서 탈락한 청소년들은 사회경제적 지위와 소득이 낮은 가정에

서 생활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가정의 경제가 어려운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할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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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서 두 배 이상 높다(유성경․이소래, 1998: 김민, 2001).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빈곤계층의 부모들은 상대적으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중산층

부모들에 비해 자녀의 학업에 관한 관심과 지원을 제대로 제공하지 못했고 특히 빈곤가정

은 가족 간 상호작용이나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부적절

한 가족 간 상호작용으로 인해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제공하게 된다고 한다(표갑수,

1995: 박수민, 1997: 이숙영․남상인, 1997: 유성경․이소래, 1998: 조아라, 2000: 강영미,

2000: 김민, 2001).

(2) 가족기능(Family function)-자녀의 사회화

가족기능은 가족 구성원이 사회에 작용하는 기능으로서 사회의 기본이 되는 단위라고 할

수 있다. 가족의 기능적 관점에서 부모의 양육 태도는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태도 및 행동을 의미하며 자녀의 성격과 행동뿐만 아니라 정서와 인지 발달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Becker, 1964). 아기가 태어나서 가장 먼저 경험하는 곳은 가정이

라는 작은 사회이며 처음 관계를 맺는 대상 또한 가정에서 맺는 부모와의 관계이다. 즉 가

정은 기본적인 생활 양식과 행동양식을 습득하고 가족 구성원이 생활을 통하여 인간관계

를 배우고 사회성 및 정서적 감정을 포함한 한 사람의 성격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기초적

인 틀을 형성하는 곳으로서 결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윤미라, 2010).

하지만 부모의 실제적 양육 태도보다 자녀가 경험하고 인식하는 부모의 양육 태도가 자

녀의 자아존중감 형성과 건강한 자녀로의 성장과 발달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Schaefer,

1965). 또한 아동이 인식하는 부모의 양육 태도는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행복감 및 또래 관

계 적응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조용주∙최홍길, 2015). 자아존중감은 자신을 긍정

적이거나 부정적인 평가를 통해 느끼는 주관적 태도이며, 자녀의 긍정적 자아존중감 형성

에 부모의 관심과 격려가 결정적 역할을 하고 소속감, 능력,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는데도

영향을 미친다(Rosenberg, 1965). Satir(1983)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부적절한 의사소통 방

식을 습득한 자녀는 자기 가치를 낮게 평가한다고 하였다. Ginott(2003)는 청소년기의 급변

하는 신체적∙정서적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 오해 등의 문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부

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이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또한, 민주적인 방식의 자녀 훈육

과 효율적인 의사소통 방식은 청소년기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이해하고 갈등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였다(권도연, 2018).

(3) 가정환경(Family environment)

가정 내에서의 사회∙경제적∙심리∙문화적 환경 등을 포함한 종합적 환경을 말한다. 아이

의 양육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개인적 조건(연령, 결혼력, 학력, 생활 경험, 재산이나 수

입의 정도, 직업, 부모로서의 인지나 역할의 이해도, 자식에 대한 태도나 기대 등)이나 부

모의 부부관계(애정∙불만∙불화에 대한 태도, 의견이나 사고방식의 일치도 등), 형제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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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집단의 분위기나 역동적 측면 등의 상황을 가족 환경을 통해 알 수 있다. 광범위한

측면에서 볼 때 가정을 둘러싼 주거지역의 다양한 생활환경으로 정의 할 수도 있다(간호

학대사전, 1996).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원만하게 성장할 수 있는 데에 가정환경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자녀의 성장에 미치는 가족 환경 요소로 부모의 정신건강과 행복감이 있다.

부모의 행복과 특히 엄마의 행복은 자녀에게 그대로 영향을 미쳐서 아이가 행복감을 느끼

는 데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엄마의 행복이 아이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아

이에게는 주 양육자인 엄마와의 관계가 인간관계의 기본으로서 작용하기 때문이다(이소영

외, 2006).

가정에서의 부부 갈등은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긍정적 자아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는 사실은 여러 선행자료에서 많이 논의된 바 있다. 온화하고 배려하는 민주적인 분위기

의 가정에서 성장한 자녀들은 상대방의 행동이나 말에 대해 인지적인 왜곡을 하지 않는다.

반면에 지시적∙강압적이고 배려가 없는 폭력적인 분위기의 가정에서 성장한 자녀들은 상

대방의 행동이나 말에 더 비판적이고 적대적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어릴

수록 가족관계에서의 갈등으로 인한 문제 발현이 공격성과 짜증 내기 등으로 나타내기도

하지만 부부 갈등이 발생할 경우, 부모의 문제가 자신의 탓이라는 죄의식이나 비현실적 책

임감을 느낄 수도 있다(Emery, 1982). 공격적 성향은 초기아동기에 비롯되며 한번 습득하

면 수정하기가 쉽지 않다. 부모의 분노에 자극받은 공격적 충동성이 어린 나이에 출현이

되지 않더라도 이러한 공격 충동성은 점차 성장기를 거치면서 자신에게 힘이 생겼다고 느

낄 때, 자신에 대한 분노로 표현되거나 다른 환경에서 갈등 상황이 발생하면 타인에게 공

격적 성향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발생한다. 부부 사이의 갈등으로 인한 화의 표출은 자녀들

에게 감정적인 고통을 유발시켜 자녀를 부모의 문제 안으로 들어오게 할 수도 있으며 화

나 공격적인 행동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Cummings, E,M, 1989). 자녀가 성장하면서 부부

갈등을 많이 경험할수록 우울과 공격성이 높으며 부모에게 돌봄을 받지 못하고 거부당하

거나 무관심하다고 인식할수록 우울과 공격성은 더 높게 나타났다(우진영, 1998). 일반적으

로 부부 갈등이 자녀와 같은 공간에서 발생할 때, 분노나 폭력적 공격성으로 표출되거나

자녀의 양육이 일관되지 못하고 불일치할 때,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지속될 때 더 심한 부

적응과 공격성을 보인다(Davies & Cummings. 1994).

가정환경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부모의 양육 태도는 자녀의 학교 부적응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학교 부적응으로 위탁형 대안학교에 위탁된 학생

들의 부모의 양육 태도가 자녀의 학교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가 필요

하다. 위탁형 대안학교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른 연구주제에 비해 선행연구가

많지 않으며 위탁형 대안학교에 대한 선행연구들도 프로그램 개선방안, 운영상 나타난 문

제점, 교육 현장에서의 교사의 처우와 전문성, 교과과정의 질적 수준, 대안학교의 유형과

학교의 교육 프로그램 사례 비교, 소개 등 다양한 운영상황이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제시

하고 있다(손미란∙정기섭, 2015). 하지만 위탁형 대안학교에 위탁된 학생들의 부모와 자녀

의 관계, 부모의 양육 태도가 학교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학생들이 인식하는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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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연구는 아직 미비하다.

본 연구에서 학생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통해 청소년의 특징, 학업 중단 위기

청소년의 개념과 발생 요인으로 개인 요인, 가족 요인, 학교 요인, 사회 요인에 대해 알아

보고 위탁형 대안학교의 개념과 구조, 가족기능과 구조, 환경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학생들이 인식하는 부모와의 관계와 가정환경에서의 경험

이 학교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하고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것을

돕는 효과적인 방법을 찾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긍정심리학적 측면에서 청소년기에 긍정적

인 학교생활 적응을 위해 자신의 강점을 찾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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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만)

나

이

학

력

종

교

현재

가족

구성원

부의
직업과
학력

모의
직업과
학력

위탁형
대안학교
선택 이유

주
양육자

와
관계

위탁형
대안학교
재학기간

위탁형
대안학

교
만족도

부모

혼인

상태

가계

경제

상황

1
17

남

고

2

무

교

모

누나

고졸

조경사

고졸

식당

서빙

학교폭력

피해

모

보통

1~2년

미만
보통 이혼 하

2
18

남

고

3

무

교

부모

누나

고졸

직업

모름

고졸

직업

모름

벌점이 많아

징계위기에

졸업을 위해

부모

보통

1~2년

미만

매우

만족
혼인 중하

3
18

여

고

3

무

교

모

큰형

작은형

고졸

중공업

중졸

보험

설계사

사고 쳐서

고등학교

졸업을 위해

모

좋음

1~2년

미만
만족 이혼 하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1) 연구참여자의 선정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는 울산광역시 소재의 위탁형 대안학교 두 곳에 재학 중인 연구 참여에

동의한 17명의 고등학생이다.

2) 연구참여자의 특성

연구참여자들은 원적 학교에서 학교 부적응이나 학교폭력 피해로 인해 학업 중단 위기를

경험한 위탁형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들이다. 그들이 위탁형 대안학교에 위탁되는

과정과 위탁 후 경험에 대한 의미와 본질의 구성 요소들을 학문적인 용어의 형태로 분류

하고 전환하여 일관된 기술의 형태를 제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위탁형 대안학교에 위탁된

고등학생들의 학교생활과 가족관계 경험이 학교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이해

하고자 Nvivo R1과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울산광역시 남구와

동구에 위치한 위탁형 대안학교를 방문하여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업무담당자의 협조를

얻어서 본 연구에 관심이 있거나 참여를 원하는 17명의 학생을 선정하였다. 연구참여자들

을 대상으로 구체적 면담을 하기 전에 학생들의 강점을 찾기 위한 강점 검사를 먼저 실시

하였고 질적연구방법 중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이용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성별은 남학생 10명, 여학생 7명이며 위탁형 대안학교에 위탁된 기간은 2~3

년 미만 3명, 1~2년 미만 8명, 6개월~1년 미만 2명, 6개월 미만 4명으로 구성되었다.

연구참여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표-8〉에서 제시하였다.

〈표-8〉 연구참여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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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8

남

고

3

불

교

부모

여동생

초대졸

용접사

대졸

어린이

집 교사

공교육이

자신과

맞지 않음

부모

좋음

2~3년

미만
만족 혼인 중

5
17

여

고

2

무

교

조부

고모

삼촌

고졸

현장직

중졸

보험설

계사

학교폭력

피해

조부

좋음

2~3년

미만

매우

만족
이혼 중하

6
17

남

고

2

무

교

모,

아저씨

고졸

중공업

고졸

식당

서빙

퇴학 위기

벌점, 결석이

많아서

모

보통

6개월

~1년미만
보통 이혼 하

7
17

여

고

2

카

톨

릭

모 언니
고졸

인테리어

대졸

중공업

사무직

유급 위기

학교 결석이

많아서

모

좋음

6개월

미만

매우

만족.
이혼 중하

8
18

남

고

3

무

교

부모

동생

대졸

공부방운

영

대졸

공부방

운영

퇴학 위기

벌점이

많아서

부모

좋음

1년~2년

미만
보통 혼인 중

9
18

여

고

3

기

독

교

모

오빠

고졸

중공업

대졸

사회복

지사

친구와의

갈등으로

어려움

모

좋음

6개월

미만
만족 이혼 중하

10
17

남

고

2

기

독

교

부모

형

고졸

낚시

가게

고졸

간호조

무사

유급 위기

학교 결석이

많아서

모

아주

좋음

6개월~1년

미만

매우

만족
혼인 중하

11
17

남

고

2

무

교

부모

여동생

고졸

개인

사업

고졸

주부

학교폭력

피해

모

아주

좋음

6개월

미만
보통 혼인 중

12
17

남

고

2

기

독

교

조모

부

누나

고졸

무직

고졸

무직

학교폭력

피해

조모

부

좋음

1~2년

미만

매우

만족
이혼 하

13
18

여

고

3

기

독

교

조부모

부

고졸

개인

사업

고졸

무직

학교폭력

피해

부

좋지

않음

2~3년

미만
보통 이혼 하

14
17

남

고

2

무

교

모 누나

매형

조카

68세에

사망

중졸

무직

학교폭력

피해

모

아주

좋음

1~2년

미만

매우

만족
사별 하

15
17

남

고

2

무

교

부모

형

고졸

포크

레인

기사

중졸

마트

캐셔

학교폭력

피해

모

좋지

않음

1~2년

미만

매우

만족
혼인 중하

16
18

여

고

3

불

교

부모

언니

고졸

버스

기사

고졸

회사

사무직

학교폭력

피해

모

아주

좋음

6개월

미만
만족 혼인 중하

17
18

여

고

3

무

교

부모

언니

고졸

병원

수술방

근무

고졸

유치원

영양사

학교폭력

피해

모

보통

1~2년

미만
만족 혼인 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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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및 절차

1) 현상학적 연구

현상학의 철학적 이념으로는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에 유럽 사회의 ‘역사주의’와 ‘자

연주의’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하여 Husserl의 현상 그 자체를 연구하는 ‘현상학’의 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에서 발달하였으며 현상학은 다양한 관점에서 사물의 징후나 특정 현상에

서 나타나는 의미를 연구하여 지식을 더해가는 것을 의미한다(유기웅 외: 2019). 현상학적

연구는 일종의 현상학으로 연구 대상이 되는 현상에 대한 연구참여자의 경험을 연구자의

선입견에서 최대한 벗어나서 탐구를 가능하게 하는 질적 연구 방법론이다(유기웅 외:

2019). 관심 있는 현상을 ‘반복해서’, ‘체계적으로’, ‘새로운 정보를 찾을 수 있을 때까지’, 관

찰하여 의미가 있는 결과물을 도출해 가는 과정이며(한유리, 2015), 현상학적 연구 방법의

목적은 살아있는 인간의 경험을 탐색, 이해하고 현상의 본질을 해석하는 것이다(Finlay,

2011). 강조점에 따른 분류로 현상학의 종류를 보면 개인이 경험한 현상의 본질적 의미를

탐구하는 선험적 관점, 하나의 현상에서 나타난 것에 관해서 사람들이 구성하는 사회적 의

미를 탐구하는 존재론적 관점, 언어나 대화에서 존재하고 있는 의미를 탐구하고자 하는 해

석적 관점이 있다(유기웅 외: 2019). 현상학적 연구의 개념으로는 현상을 현상이 되게 하는

것으로 현상이 없을 때 근본적으로 현상이 될 수 없는 성질을 탐구하는 것이며, van

Manen(2014)의 현상학은 무 편견과 무 전제의 원리를 바탕으로 인간의 의식 속에서 나타

나는 사물이나 현상 그대로의 경험을 정확하게 끝까지 반성하고 검토하려고 하였다. 연구

자는 선입견과 판단을 멈추고 분류하며 추상화나 이론화를 하지 않는 등의 기존에 갖고

있던 경험을 최대한 배제하도록 노력하였다. 연구참여자가 주관적으로 경험한 현상을 있는

그대로 나타내어 현상의 본질을 탐구하고자 하는 노력과 타당성을 재확인하기 위해 선입

견이나 검증이 되지 않은 가설로 왜곡된 현상의 상태를 잠시 괄호 치려고(bracketing) 노

력하고 ‘환원’의 태도로 ‘본질직관’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유기웅 외, 2019).

2) Giorgi의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경험적인 의미, 특히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을 통해 심리학적인 의미에 초

점을 두고 있는 Giorgi의 기술적 현상학을 이용하고자 한다. Giorgi의 현상학적 분석단계

에 따라 4단계의 현상학적 연구 절차는 다음과 같다(이남인, 2007). 1단계에서 텍스트를 여

러 번 반복해서 읽으면서 전체적인 의미를 파악하고, 2단계에서 질적 연구에 나타난 내용

을 읽으면서 여러 개의 의미 단위로 구분하여, 3단계에서 의미 단위에서 반복되는 내용을

포괄하는 학문적 용어를 사용하여 하위 구성 요소로 전환한 후, 4단계에서 하나의 구조로

중심 의미를 통합하고 기술한다.

또한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QSR이 개발한 컴퓨터 질적 자료 분석 소프트웨어

Nvivo R1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Giorgi는 현상학의 철학적 개념을 연구 방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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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전체를

인식하는 단계

연구참여자의 진술 내용들을 전체적인 맥락적 흐름을 고려하여 자유롭

게 읽는 과정을 거쳐 일반적인 인식을 얻기 위해 반복적으로 읽음으로

써 의미 단위(meaning units)를 분류하는 2단계의 기초가 된다.

2단계
의미 단위로

구분하는 단계

의미 단위를 만드는 과정으로 연구자는 학문적 주제에 합당하고 공통

적으로 연관되는 현상들을 꼼꼼히 읽으면서 의미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부분을 의미 단위로 나누는데 이 과정은 실천적(practical) 과정이다.

3단계

의미 단위를

학문적 용어로

전환하는 단계

연구자는 자신에 대한 반성과 자유롭고 상상적인 변경을 활용하여 나

누어진 의미 단위를 조합하여 주제화한 후 연구참여자가 의미하는 중

심 의미를 파악하여 학문적 표현으로 기술하고 전환하는 과정이다.

4단계

전환된 중심

의미를

구조적으로

통합하는 단계

3단계에서 얻어진 연구에 참여한 연구 대상자가 경험한 본질을 구조화

하는 작업으로 연구자가 변형된 의미 단위들을 경험 구조라 불리는 구

성 요소(constituent)로 묶고, 자료의 일반적인 내용에서 도출된 구성

요소가 연구주제의 본질을 잘 반영하는지 다시 원자료의 구조적 문맥

에서 다시 살펴본다. 전체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을 일반적인 기술로 통

합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만들어진 구조는 양적 연구 방법에서의

평균(mean)과 유사한 ‘경향’을 나타낸다.

로 전개 시켰는데 우선 연구에서 연구참여자의 경험을 기술(description)하고자 할 때 심리

적 환원의 방법으로 ‘괄호치기’를 이용하여 연구자의 의식을 최대한 배제하고 연구참여자

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태도를 관찰함으로써 위탁형 대안학교 고등학생들의 가족 경험과

학교생활에 대해 그들의 생각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였다(서미경, 2009).

기본적인 원리로 4단계의 연구 분석 과정을 이용하여 진행할 수 있다.

〈표-9〉 Giorgi(1985)의 현상학적 연구 방법의 필수적인 4단계 (Wertz, 1985).

4단계의 과정을 적용한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 방법은 연구 대상자의 주관적 경험에서

나타난 언어에 초점을 둔 텍스트를 통한 기술과 분석을 강조하면서 명백하게 과학적인 태

도를 취한다. Giorgi(1985)의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통한 연구 진행 과정은 첫 번째 단계에

서는 연구의 목적과 연구 문제를 선정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연구 목적에 맞는 참여자

를 선정하고, 세 번째 단계를 통해 선정된 참여자들을 인터뷰하고 자료를 수집한다. 마지

막 단계에서는 인터뷰 한 내용과 수집한 자료를 Nvivo R1을 활용하여 분석하고 연구 결과

를 기술한다.

〔그림-1〕 연구 진행 과정
Nvivo R1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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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본 연구는 Giorgi의 현상학적 분석단계에 따라 연구참여자들의 위탁형 대안학교에 위탁되

는 과정과 위탁 후의 경험을 통하여 그들이 인식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과 특히 가족관계

에서의 경험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2020년 7월~8월까지 위탁형 대안학교 두

곳에서 연구참여자 17명을 선정하고 적절성과 충분함의 원리에 따라 면담을 하기 위한 질

문지를 구성하였고 연구참여자와의 면담은 2회 이상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면담이나

설문지를 활용하였다.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 QSR의 Nvivo R1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Nvivo R1은

많은 자료를 저장, 구조화하여 주제의 발견과 검색, 분류, 도식화 등을 하는데 더 자세한

자료 해석과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진 컴퓨터

를 활용한 질적 자료 분석 도구이다(박종원, 2020). Nvivo R1은 도구를 사용하여 상황, 다

양성, 뉘앙스 및 과정을 더 깊게 들여다봄으로써 평가자가 데이터 내의 패턴을 식별하고자

할 때 유용하게 활용되었다. 연구자는 수집된 모든 기초 응답 자료를 전사한 후 전사된 자

료를 Nvivo R1에 저장하여 세부 내용을 분석하고, 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자료들을 읽으며

코딩(coding)을 하였고 중요하거나 의미 있는 단어, 구, 문장들이 하나의 주제를 가지도록

노드(node)를 구성하는 작업을 반복하면서 여러 개의 노드(node)를 구성하였고 유사한 내

용은 하나로 묶어 동일한 노드(node)에 포함시키는 과정을 거치면서 구성 요소와 하위 구

성 요소를 도출해 냈다(박종원, 2020).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연구에 있어서 신뢰도(credibility)를 가지기 위해서 실제 연구

참여자가 경험한 사실을 정확하게 연구 결과를 통해 나타낼 수 있도록 연구참여자의 질적

자료를 신중하고 꼼꼼하게 확인하고 검토하였다.

4. 연구의 엄격성과 윤리성

1) 연구의 엄격성

질적 연구에서 신뢰도와 타당도는 매우 중요하며 엄격성이라는 용어로 사용한다. 질적 연

구 과정 중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연구자가 실천해야 하는 상황으로 질적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가 연구를 통하여 얻어낸 해석과 결과들을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

는지가 엄격성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엄격성의 4가지 원칙인 사실적 가치(truth value),

적용성(applicability), 중립성(neutrality), 일관성(consistency)을 기초로 하여 연구를 진행

하였다(Lincoln & Guba, 1985).

2) 연구의 윤리성

현상학적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에 대해 의미 있고 풍부한 진술들을 얻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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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이때 연구참여자들의 일상생활에서 인식하고 있는 경험을 중심으로

한 삶의 이야기를 도출해 내는 과정에서 사생활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의 사생활과 인터뷰 내용이 노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 우선 본격

적으로 인터뷰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기 전에 연구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연구 진행

과정에서 인터뷰 내용에 대한 녹음, 인터뷰 기간과 인터뷰 횟수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

하고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를 원하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서면으로 동의를 받고 익명으

로 진행하였다. 언제든지 연구에 참여를 원하지 않을 때는 철회가 가능하고 구술 인터뷰는

연구 과정이 끝나면 폐기할 것이며 연구참여자는 언제든지 폐기를 요구할 수 있음을 설명

하였다.

3) 연구자의 준비

연구자는 2014년부터 학교폭력 피해나 학교 부적응으로 학업 중단 위기에 처해 있는 학

생들 중 위탁형 대안학교에 위탁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위탁형 대안학교 부설 심리상담소

선임 연구원으로 7년간 상담을 진행하였고 영어 교사로 수업에서 학생들을 만나면서 학교

부적응 청소년의 다양한 사례들을 접하고 경험하였다.

대다수의 위탁된 학생들은 원적 학교를 다닐 수 없는 여러 가지 사유나 상처로 위탁형 대

안학교에 위탁되었으며 학교 폭력피해나 학교 부적응이 대부분의 위탁 사유로 위탁된 학

생들을 위탁형 대안학교 상담실에서 상담을 통하여 만났다. 학교에서의 적응 문제가 개인

적 측면에서만 접근하기보다 가족적 측면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가족관계에서의 문제

점과 개선 점을 찾아보는 것이 아이들의 빠른 학교로의 복귀나 학교생활 적응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본 연구자는 가정폭력, 성폭력. 인권 강사로도 일하고 있으며 보

호관찰소에서 보호 관찰 위원으로 수강명령을 받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을 하면서 학

생의 학교 부적응이나 학교폭력 피해와 학교폭력 가해의 문제를 가족 요인의 관점에서 연

구할 필요성을 느꼈고 좀 더 전문적인 자질을 갖추기 위해 대학원에 진학 후 아동가정복

지학과에서 가족학을 공부하게 되었다.

또한 본 연구를 위해 질적 연구방법론을 공부하였고 질적연구방법 중 학생들의 학교생활

과 가족관계 경험에 대해 진솔한 그들의 이야기를 그들이 인식하는 경험을 통해 알아보는

데 현상학적 연구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여 현상학적 연구 방법에 관

한 공부를 하면서 연구참여자들의 개별적 경험 속에서 공통된 특성을 찾아가는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이용하였다.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이용한 논문과 연구주제와 관련

된 서적이나 미디어 등을 통해서 자료들을 수집하였고 자료를 여러 번 꼼꼼하게 읽어가며

숙지하였으며 현상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연구하는 연구자와 만나 연구에 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었고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지도교수에게 자문을 구했다. 이 과정을 통하여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고 자료 수집, 인터뷰, 다양한 활용법을 이용하였다. 또한 질적연구방법 중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에 대한 핵심적 이해, 글쓰기 등을 공부하였다.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QSR이 개발한 컴퓨터 질적 자료 분석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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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자료를 저장, 구조화하여 주제의 발견과 검색, 분류, 도식화 등을 하는데 더 자세한

자료 해석과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진 Nvivo

R1을 사용하였다.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Nvivo R1에 관한 세미나에 참석하여 자료 이

용 방법에 관한 공부를 하였고 Nvivo R1에 관한 책을 읽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컴퓨터 활

용에 대한 반복적인 연습을 통하여 활용법을 습득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논문의 질을 높이

고자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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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구성 요소 (N=응답자 수) 구성 요소 범주

-친화력과 친절(N=7)

-열정(N=6)

-긍정적임(N=3)

-배려(N=3)

-창의력(N=2)

-끈기력(N=2)

-성실(N=2)

-공감 능력(N=2)

-리더십(N=1)

자신의 강점(9) 개인 강점

-현재 가족과 관계가 좋음(N=7)

-부부관계는 좋지 않지만 나와는 나쁘지 않음(N=4)

-아버지의 폭력으로 이혼, 가족이 모두 힘듦(N=3)

-마지못해 함께 살고 있는 부부관계(N=1)

-가족 간에 교류나 애착형성이 안됨(N=1)

-매일 싸우시고 가족 간의 관계가 좋지 않음(N=1)

-부부의 와해로 상처 받은 나(N=1)

-종교적인 문제로 이혼, 나와는 관계가 좋음(N=1)

가족관계(8)

가족

경험

-자녀 양육 태도의 비일관성(N=8)

-필요할 때 바로 도움을 받지 못함(N=3)

-허용적인 양육, 자유롭게 학교생활을 함(N=2)

-너무 잘해주니 만만하게 본 것 같음(N=2)

주 양육자의

양육방식(7)

Ⅳ. 연구 결과

본 연구는 학교폭력 피해나 학교 부적응으로 학업 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들의 학업 중단

을 예방하기 위해 울산광역시에 위치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위탁형 대안학교

에 위탁된 학생들이 인식하는 가족관계 경험과 학교생활이 학교폭력과 학교 부적응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해 그들이 인식하고 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하였다. 이번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의 위탁 기간은 6개월 이상에서 3년 미만으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학교폭력

의 피해 경험을 가진 학생들과 학교 부적응을 겪은 학생들로 연구 취지에 맞고 연구에 동

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2번 이상의 면담을 통하여 연구참여자 17명

(남학생 10명, 여학생 7명)의 면담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한 자료를 통해 의미 있다고 판

단되는 52개의 진술 개념들을 도출하였고 연구참여자의 진술과정을 통해 얻어진 52개의

하위구성 요소의 자료 분석을 위하여 다시 7개의 구성 요소와 3개의 범주로 나누었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아래〈표-10〉과 같다.

〈표-10〉위탁형 대안학교 고등학생들의 경험에 관한 구성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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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에 대한 충격, 학교폭력을 불러일으킴(N=1)

-죄송한 맘에 매사에 참으려고 노력함(N=1)

-존경하는 부모님, 효도하고 성공해야겠다고 생각함(N=1)

-소통(N=13)

-경제적 안정(N=9)

-책임감이 포함된 사랑(N=8)

-큰 버팀목(N=7)

-지지를 포함한 존중(N=4)

-공감 능력(N=4)

-화목(N=3)

-배려(N=1)

가족에게 중요한

것(8)

-선생님과는 원만, 친구 문제로 많이 힘듦(N=6)

-교칙 위반으로 많은 벌점(N=4)

-학교폭력의 피해를 겪고 적응에 힘듦(N=3)

-별나고 감정 통제를 못하는 바이러스(N=1)

-자유롭고 활동적이며 튀는 아이(N=1)

-강제 전학을 감(N=1)

-놀기도 하지만 자기 할 일을 하는 아이(N=1)

원적 학교

생활(7)

학교

생활

-마음 편하게 학교를 다니고 싶어서(N=5)

-사고를 쳐서 퇴학 위기에 졸업을 하기 위해(N=3)

-자퇴 고민 중에 대안학교를 추천해 줘서(N=3)

-원적 학교가 재미없고 늦잠으로 결석이 잦아서(N=2)

-유언비어가 퍼져서 학교에 다닐 수 없어서(N=2)

-사죄하는 마음과 공교육에 대한 불신(N=1)

-지속적인 학교폭력 피해를 겪어서(N=1)

위탁된 사유(7)

-친구관계가 원만해짐(N=10)

-쉬운 내신 획득, 원하는 부분에 시간 투자(N=3)

-졸업을 위해 열심히 학교에 다님(N=2)

-공식적 흡연, 벌점을 받을 일 없음(N=1)

-괴롭히는 아이 없지만 여전히 불안함(N=1)

-부지런해지고 밝아짐(N=1)

대안학교에

온 후

달라진 점(6)

1. 개인 강점-자신의 강점

연구참여자 17명은 심층 인터뷰 전에 사전 강점 검사를 하였고 인터뷰를 통해서 다시 그

들의 강점에 대해 알아보았다. 위탁 후 원적 학교에서 겪었던 갈등 상황이 해소되고 이전

보다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면서 자신이 친화력과 친절함이라는 강점을 가진 것을 알

게 되었고 상대적으로 쉽게 좋은 내신을 받을 수 있어 공부에 대한 목표가 생기면서 열정

을 가지고 있다는 응답률도 높게 나타났다. 또한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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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강점 응답자 수 (N=17) 빈도수 (%)

-친화력과 친절 7 41

-열정 6 35

-긍정 3 18

-배려 3 18

-창의력 3 18

-끈기력 2 12

-성실 2 12

-공감 능력 2 12

-리더십 1 6

응답자도 있었으며 타인에게 배려를 잘한다는 응답도 있었다. 또한 도전하는 것을 좋아하

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가지고 있어 자신은 창의적인 사람이라고 했다. 어떤 일을 시

작하면 끝까지 수행하려는 마음가짐에서 끈기력과 성실함을 찾을 수 있었고 상대방에 대

한 공감 능력을 갖고 있으며 앞장서서 일하는 것을 좋아해서 리더십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11〉에 의하면 자신의 강점에 대해 묻는 질문에 친화력과 친절(N=7), 열정(N=6), 긍

정(N=3), 배려(N=3), 창의력(N=3), 끈기력(N=2), 성실(N=2), 공감 능력(N=2), 리더십(N=1)

이 있다고 했다.

〈표-11〉자신의 강점

(1) 친화력과 친절

자신의 강점을 친화력과 친절이라고 하였고 사례는 다음과 같다.(N=7)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고 재미있게 해주며 사교성이 있어서 사람들이 행복해 하

고 주변에 친구들이 많다.

참여자 7: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고 나와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과 자주 접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제가 헤어와 관련된 일에 관심이

있어서 헤어디자이너가 되고 싶어서 관련 자격증을 얻기 위해 학원에 다니고 있어요.

참여자 2: 저는 사교성이 좋아서 아이들과 잘 지내고 주변에 친구들이 많아요.

참여자 3: 저는 아이들과 잘 어울리고 사교성이 있는 편이라 서비스 직종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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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1: 잘 놀고 활발한 성격에 애들을 재미있게 해 줘요.

(2) 열정

자신의 강점을 열정이라고 말했고 사례는 다음과 같다.(N=6)

활동적이고 자신이 원하는 작곡가, 소설 작가가 되기 위해 DJ 공연이나 글쓰기 연습도

열심히 하고 아이들과 잘 어울리고 사교성이 있어 서비스 직종이 잘 어울린다고 했다. 또

한 제과와 제빵 분야에서 성공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다고 했다.

참여자 11: 생각보다 활동적인 것을 좋아해요. EDM, 작곡가가 되고 싶어서 경험을 쌓기

위해서 6개월간 DJ 공연을 한 적도 있어요. 첫 공연이라 허접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해 냈

다는 성취감과 자신감이 생겼어요.

참여자 5: 소설 작가가 되고 싶어서 일주일에 두 번씩 글을 써서 인터넷에 올리면 선생님

이 수정해 주세요. 글쓰기 연습을 많이 하고 있고 관련 인터넷 강의도 듣고 있어요. 작가

가 되려면 다른 사람의 책도 열심히 읽어야 할 것 같아서 독서도 꾸준히 하고 있어요

참여자 3: 아이들과 잘 어울리고 관심 있는 부분이 있으면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사교성

이 있는 편이라 서비스 직종이 잘 어울릴 것 같다.

참여자 4: 제가 어디 몰입하면 엄청 열심히 해요. 나는 제과 제빵으로 성공해서 유명해지

고 싶어요. ㅇㅇ제과 사장처럼 성공해서 나를 무시했던 아이들에게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

는 것을 떳떳하게 보여주고 싶어요. 나중에 성공하면 강연이나 강의도 다닐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학위 공부도 제 일이 안정되면 열심히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3)긍정

자신의 강점을 긍정적이라고 말했고 사례는 다음과 같다.(N=3)

자신을 활기가 있고 긍정적이며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에너지와 행복감을 준다고 했다. 또

한 대학에 대한 목표가 생기면서 자신이 긍정적으로 변했다고 했다.

참여자 7: 친구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것 같아요. 친구들이 나랑 있으면 행복해

하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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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17: 마음이 편해지면서 대학을 가겠다는 결심을 하면서 밝아진 것 같아요. 해야

할 동기가 생기니 긍정적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학과에 가려고 해요. 최근까지

공부를 별로 안 하긴 했는데 여기 아이들이 워낙 공부를 안 해서 내신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은 시험은 공부 좀 열심히 해서 잘 쳐보려고요.

참여자 8: 저는 원래 활기 있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재미있어요. 저는 주변 사람에게 긍

정적인 에너지를 주며 활기차고 재미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4) 배려

자신의 강점을 배려라고 말했고 사례는 다음과 같다.(N=3)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잘 도와주며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참여자 16: 저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요즘은 지역아동센터에서 보드게임 봉사도 하고 마스크 만드는 봉사도 하고

있어요.

참여자 14: 저는 쉽게 화도 잘 안 내고 잘 참고 다른 사람들을 잘 도와줘서 착하고 배려

심이 있는 것 같아요.

참여자 13: 저는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잘 도와주는 편이고 배려를 잘하는

것 같아요.

(5)창의력

자신의 강점을 창의력이라고 했고 사례는 다음과 같다.(N=3)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을 좋아하고 모험을 즐기며 창의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하다.

참여자 10: 새로운 것을 계속 도전하는 모험을 즐기는 것 같아요.

참여자 5: 글을 쓸 때 생각을 많이 하고 새로운 것에 대한 아이디어나 상상력이 풍부한

것 같아요.

참여자 9: 미래에 무엇을 하고 있을지에 대한 상상을 많이 하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

을 좋아해요. 어떤 일을 할 때 창의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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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참여자 사전 강점(검사지) 결과 인터뷰 결과 강점(개방형 질문)

1 감사, 신중, 친절 친절, 친화

2 사랑, 희망, 친절 친절, 친화

3 친절, 창의, 감사 친절, 친화, 열정, 공감 능력

4 신중, 희망, 창의 열정, 끈기, 성실

5 친절, 끈기, 겸손 친절, 친화, 열정, 성실, 창의

6 친절, 사랑, 감사 친절, 친화

7 창의, 친절, 끈기 친절, 친화, 긍정

8 유머, 희망, 감사 긍정

9 희망, 감사, 유머 창의

(6) 다양한 강점들

그 외에 끈기력(N=2), 성실(N=2), 공감 능력(N=2), 리더십(N=1)이 있다고 말했고 사례는

다음과 같다.

어떤 일을 시작하면 끝까지 마무리하려고 하는 끈기력이 있으며 맡은 일이나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는 성실함, 상대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이해하는 공감 능

력이 있고 타인과 함께 일을 할 때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추진하는 리더십이 있

다고 했다.

참여자 15: 저는 무엇을 고민하다가 일단 시작하면 끝까지 마무리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

요.

참여자 4: 나는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몰입해서 엄청 열심히 하는 성격인 것 같아요.

참여자 5: 저는 어떤 일을 하면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스타일인 것 같아요.

참여자 13: 남을 잘 도와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저의 집 강아지가 없어졌을 때

많이 찾아다니고 슬펐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강아지가 주인 없이 돌아다닐 때 무슨 일

생길 수도 있으니까 잃어버린 강아지의 주인을 찾아서 연락했어요.

참여자 10: 저는 리더십이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일에 앞장을 서서 적극적으로 일하는

것 같아요. 계속 도전하고 모험을 즐기고 싶어요.

〈표-12〉강점 검사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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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감사, 리더십, 유머 열정, 리더십, 창의

11 겸손, 친절, 희망 열정

12 감사, 친절, 희망 긍정

13 사랑, 친절, 창의 공감 능력, 배려,

14 감사, 사랑, 친절 배려

15 끈기, 신중, 희망 끈기

16 사랑, 감사, 친절 친절, 친화, 배려

17 신중, 사랑, 유머 열정, 긍정

◆소결- 자신의 강점

대안학교로 온 후 선생님 그리고 친구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친화적이고 타

인에게 친절한 자신의 강점을 찾았고 자신의 강점을 잘 살릴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기

를 원했다. 성적 위주의 공교육 시스템에서 알지 못했던 강점과 교과 외 다양한 프로그

램의 경험을 통하여 자신의 적성이나 관심 분야를 발견하였고 그 과정에서 찾은 적성

이나 관심 분야에서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싶거나 이미 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친구와의 관계가 개선되면서 긍정적인 생각과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며 자신이 재미있

고 함께 있는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준다고 했다. 평소 타인을 돕거나 봉사활

동을 많이 하는 자신을 배려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고 도전하는 것을 좋아하고 상상

력이 풍부해서 자신은 창의성이 있다고 했다. 일을 시작하면 끝까지 자신이 맡은 일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책임감과 끈기력, 매사에 성실하게 임하며 상대의 관점에서 생각하

고 말하고 행동하려는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고 했으며 앞장서서 일을 추진하고 해내는

도전정신과 리더십을 가졌다고 했다.

위탁형 대안학교에 위탁된 학생들은 원적 학교에서 문제아로 찍히거나 부정적 피드백을

많이 경험한 경우와 학교폭력 피해로 부정적 정서가 많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심층 인터

뷰 전에 실시한 40문항의 강점 검사지를 통한 검사 결과에서 나타난 상위 3가지 강점을

보면 17명 중 11명이 강점으로 친절, 8명이 감사, 6명이 사랑, 희망, 창의, 유머, 끈기, 겸

손, 리더십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11명이 응답한 친절은 대인관계에서 나

타나는 긍정적 자세로 친절을 강점으로 가진 연구참여자는 1, 2, 3, 5, 6, 7, 11, 12, 13, 14,

16이었다. 또한 심층 인터뷰 과정에서 개방형으로 강점을 묻는 질문에 응답한 결과를 살펴

보면 17명 중 7명이 친절과 친화력이 있다고 말하였다. 이 강점 또한 대인관계에서 잘 적

용할 수 있는 긍정적인 강점으로서 연구참여자 1, 2, 3, 5, 6, 7, 16가 있었다. 인터뷰 전과

인터뷰 과정에서 모두 친절이나 친화력을 강점으로 가진 연구참여자는 1, 2, 3, 5, 6, 7, 16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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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응답자 수 (N=17) 빈도수 (%)

-현재 가족과 관계가 좋음 7 41

-부부관계는 좋지 않지만 나와는 나쁘지 않음 4 24

-아버지의 폭력으로 이혼, 가족이 모두 힘듦 2 12

원적 학교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하지 못하고 대안학교에 위탁된 학생들은 또 다른 사

회인 위탁된 학교에서 새로운 관계 맺기를 통하여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 원적 학교에

서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나 부적응학생으로 인식된 부정적인 자신이 아닌 목표가 있고

여러 개의 강점을 가진 자신을 발견하면서 표정이 밝아지고 목표가 생기면서 열심히

학교생활을 하는 긍정적인 자신을 찾게 되었다. 또한 학교 성적으로 인한 스트레스나

엄격한 교칙의 규율에서 벗어나 위탁된 학교에서 정규교과목 외의 프로그램 경험을 통

해 자신의 강점을 찾고 교사와 주변의 긍정적 피드백으로 부적응으로 위탁된 초기에

비해 놀라울 만큼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학교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성격

강점의 발견은 자신의 부정적인 측면의 개선과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과정을 통해 학

교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을 알 수 있다. 부적응적 문제로 위탁된 학생들의 건강

한 청소년으로 성장하는 것을 돕기 위해 더 많은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학생

들이 찾은 강점을 대안학교 교육과정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안학교가 단지 학생들을 학교폭력 피

해나 학교 부적응으로 인한 학업 중단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기능을 넘

어서서 위탁된 학생들이 그들의 미래를 설계하고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안학교가 운영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부분에 주목하여 관

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2. 가족 경험

1) 가족관계

위탁형 대안학교에 위탁된 학생들의 가족관계 경험은 다음과 같다. 현재 가족관계가 좋다

고 응답한 학생은 7명이었고 부부관계는 좋지 않지만 나와는 나쁘지 않다고 4명이 응답하

였으며 2명의 학생은 아버지의 심각한 가정폭력으로 이혼했고 아직 그 상처가 남아 있어

힘들다고 했다. 부모님이 자녀들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한집에 살고 있지만 애착이나 교류

가 없거나 매일 싸우시고 좋지 못한 가족관계로 상처를 받았다고 했다. 또한 종교적인 문

제로 부모님은 이혼했지만 나와의 관계는 좋다고 응답한 학생도 있었다.

〈표-13〉에서는 위탁형 대안학교에 위탁된 학생들이 인식하는 가족관계 경험에 대해 알

아보았다.

〈표-13〉가족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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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못해 함께 살고 있는 부부관계 1 6

-가족 간에 교류나 애착 형성이 안 됨 1 6

-매일 싸우시고 가족 간의 관계가 좋지 않음 1 6

-부부의 와해로 상처받은 나 1 6

-종교적인 문제로 이혼, 나와는 관계가 좋음 1 6

(1) 현재 가족과 관계가 좋음

위의 표에 따르면, 현재 가족관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례는 다음과 같다 (N=7).

위탁형 대안학교 학생들은 가족관계 경험이 학교생활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하였다. 가

족관계가 좋다고 응답한 학생 중에 이전에는 아버지가 짜증을 내시고 욕도 하고 야단을

많이 치셨는데 요즘 잘 대해 주신다고 응답한 사례를 보면 이전에 사고를 많이 쳐서 아버

지에게 많이 맞고 혼이 났지만 최근 관심을 가지고 잘 대해 주시고 가족과의 대화시간도

많이 늘어나니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사고를 치지 말고 학교생활을 열심히 해야

겠다고 말했다. 부부관계가 좋지 않아 남남처럼 살거나 이혼을 한 경우 자녀와 친밀하기보

다는 나쁘지 않은 정도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또한 아버지의 가정폭력을 경험한 사례

에서는 부모의 이혼으로 폭력 상황은 해소되었지만, 가정폭력의 직∙간접적 경험은 성장

과정에서 학교 부적응과 낮은 자아존중감, 학력 부진 등 많은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또한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과 적절한 가족 간의 애착 형성이 잘 되지 못했다.

참여자 10: 부모님과 사이가 좋아요. 어머니와는 원래 잘 지냈고 아버지는 내가 사고

많이 쳤을 때는 야단도 치시고 많이 맞았지만, 지금은 잘 지내고 이야기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회사를 그만두시고 낚시 가게를 하시면서 시간적 여유가 있고 마음도

편하신지 더 잘 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참여자 5: 저는 외조부모와 너무 잘 지내요. 대학에 가면 등록금도 내주신다고 하시고 대

화도 많이 하고 정말 너무 사랑을 많이 해 주셔서 두 분이 내 부모님 같아요. 함께 살고

있는 삼촌과 사촌 누나와도 잘 지내요

참여자 16: 부모님은 사이가 엄청 좋으세요. 다른 부모님에 비해 대화도 자주 하시고 서

로 배려해 주시는 것 같아요. 가족 모두 친하고 사이도 좋아요 . 아빠와도 이야기를 많

이 하고 엄마와도 이야기 많이 해요 . 언니와도 잘 지내요 . 부모님이 제 친구 같아요 .

참여자 12: 부모님은 두 살 때쯤 이혼하셨어요. 이유는 너무 어릴 때여서 기억이 안 나

요. 엄마가 아빠한테 큰 실수를 했다고만 알고 있어요. 현재 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누나

랑 살고 있어요. 아버지와 저는 관계가 좋아요. 자주 대화하고 친구처럼 잘 통하는 것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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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요. 아버지와 할머니가 저에게 살갑게 잘 대해 주려고 하시는 것이 느껴져요. 누나와는

가끔 다투기도 하지만 친해요. 

(2) 부부관계는 좋지 않지만 나와는 나쁘지 않음.

부부관계는 좋지 않지만 나와는 나쁘지 않다고 했으며 사례는 다음과 같다.(N=4)

부부가 불화로 이혼을 했거나 한 집에 살고는 있지만 남처럼 사는 경우 가정 내에서 따

뜻한 정서적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공유하는 것이 부족하

다고 했다.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주 양육자가 주로 생계를 위한 경제 활동

도 병행하고 있어서 항상 바쁘고 지쳐있는 모습으로 부모와의 관계에서 좋은 기억이나 추

억이 없거나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모가 각자 다른 가정을 꾸려 사시는 경

우 친부모와의 관계에서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새어머니, 새아버지라는 또 다른 관계와의

문제로 인해 혼란한 감정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 7: 아버지와 어머니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이혼했어요. 우리 때문에 가끔 연락하는

정도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바람피우고 사고 쳐서 감옥에 있는 동안 어머니가 이혼을 했

어요. 하지만 부모님이 싸우는 것은 못 본 것 같아요. 어머니와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평

소에도 친해요. 아버지와는 자주 통화하는데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다 들어주세요. 그리고

할머니는 어릴 때 저희를 키워주셔서 정도 많이 들었고 엄청 친해요.

참여자 15: 부모님 사이는 예전부터 안 좋으셨는데 몇 년 전 크게 싸우시고 그 일 이후로

몇 년 동안 말을 안 하세요. 남남처럼 살면서 안 부딪히시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잠은

예전부터 따로 주무셨어요. 엄마는 일하고 오시면 짜증을 내고 스트레스를 집에서 다

푸시는 편이에요. 히스테리가 좀 있으신 듯해요. 저는 부모님과 친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나쁘지도 않아요.

참여자 3: 지금 아버지는 새어머니와 살고 있고 어머니와 저, 큰형, 작은 형은 같이 살고

있어요. 아주 어릴 때는 어머니가 집을 나가셔서 아버지와 형들과 살다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엄마 집에서 같이 살게 되었어요. 부모님이 같이 있었던 모습은 기억이 나지 않아요.

예전에는 아버지와 통화도 하고 놀러도 갔었는데 재혼한 후에는 눈치가 보여 필요할 때

만 연락해요.

(3) 가족관계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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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 아버지의 폭력으로 이혼, 가족관계가 힘듦(N=2), 마지못해 함께 살고 있는

부부(N=1), 가족 간에 교류나 애착 형성이 안됨(N=1), 매일 싸우시고 가족관계가 좋지

않음(N=1), 부부의 와해로 상처받은 나(N=1), 종교적인 문제로 이혼, 나와는 관계가

좋음(N=1)으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십 년 가까이 심각한 가정폭력 피해를 겪고 생명에 위협을 느껴 가

출하면서 가정이 해체된 경우로 이혼 전 가정에서 가정폭력을 직∙간접적으로 목격하였고

어머니가 폭력을 견디다 못해 집을 나간 후 가족의 돌봄을 받지 못하고 정서∙ 위생∙학습

적인 측면에서 방임 수준의 양육환경을 경험하며 성장하였다. 불행한 환경에서 힘든 시간

을 보내야 했던 자신을 생각하면서 부모에 대한 원망이 쌓이고 대인관계에서도 부정적 감

정과 피해의식이 생겼고 스스로 초라하고 형편없는 사람으로 여기면서 위축되고 우울함을

느끼거나 쌓여 있던 분노가 표출되면서 폭력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등 학교생활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가 여러 번 아버지의 외도를 목격하였으나

미성년자인 자녀를 위해 성년이 될 때까지 참고 함께 살고 있는 경우 부부관계는 남보다

못한 관계이며 이를 지켜보는 자녀들도 사고를 친 아버지를 원망하며 그의 말은 이미 부

모로서 권위를 상실했고 어머니에게는 연민과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아버지는 가

족의 배신자로 원망의 대상이며 한집에서 사는 사람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외도로 남자에 대한 불신이 생겨 결혼은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으며 아버지로

인해 남자에 대한 부정적 자아상이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관계가 좋지 않아

가족 간 애착 관계도 형성되지 않거나 부부의 불화로 자녀는 의지하거나 기댈 곳이 없어

힘들고 상처를 받았다. 어머니가 종교행사에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가족과 가정에 소홀하

게 되고 아버지는 참다못해 어머니와 이혼하셨지만 나는 가족과 잘 지낸다고 했다.

참여자 1: 초등학교 3학년 때쯤 부모님이 이혼하셨어요. 매일 싸웠어요. 아버지는 일하러

가지는 않고 술 마시고 하니까 엄마가 일하고 집에 와서 일자리 좀 찾아보라고 하면 욕을

하고 폭행했어요.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다 보니 말이나 행동이 많이 거칠고 난폭했어

요. 아버지는 술만 마시면 엄마를 죽이겠다고 하고 많이 때려서 견디다 못해 저희를 버리

고 도망을 갔는데 엄마가 나간 후에는 누나를 계속 때리니까 나중에 몰래 누나만 데려가

서 그 후로 나는 아빠랑 둘이 살았어요. 그때 혼자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요.

참여자 6: 제가 초등학교 때 어머니와 아버지는 이혼하셨어요. 사이가 안 좋으셔서 같이

살 때도 많이 싸우셨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폭력이 심해서 엄마가 많이 맞았어요. 욕도

많이 하고요. 가끔 맞대응을 하지만 대부분 맞았고 엄마가 우리한테 이런 폭력적인 상황을

보여주기 싫다고 내가 초등학교 가서 좀 적응할 때쯤 이혼했어요. 아버지가 병적인 집착이

있어서 엄마를 밖에 못 나가게 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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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9: 부모님 사이는 좋지 않았어요. 3년 전에 이혼했는데 구체적인 이유는 잘 모르겠

고 성격 차이인 것 같아요. 아버지는 성격이 밝은 편이었고 가족과 주말에는 함께 있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엄마는 새벽 예배와 주말 예배도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아버지는 무교라서 적당히 다니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기를 바랬어요. 종

교가 가족관계를 방해하고 막았다고 생각하셔서 그것이 이혼하는데 큰 요인이 된 것 같기

도 해요.

참여자 17: 부모님 사이는 좋지도 싫지도 않은 데면데면한 사이인 것 같아요. 그냥 못 헤

어져서 지내고 있어요. 아빠가 바람을 피웠어요. 몇 번이나 많이많이 바람났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졸업도 못 했고 어차피 같이 살아야 하니까 굳이 싸우려고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빠와는 거의 대화가 없고 엄마와는 재미있는 일이 있거나 화나는 일이 있으면 이야기하

는 것 같아요. 완전히 활기차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암울하진 않아요.

참여자 13: 제가 6살 때쯤 이혼하셨어요. 두 분이 많이 싸웠던 기억이 있고 아버지는 어

머니 이야기를 하면 엄청 화를 내셔서 말을 꺼내지도 못해요. 어머니는 가끔 만나서 놀고

이야기도 하는데 아버지랑 사는 게 너무 싫어서 같이 살고 싶다고 하면 미안하다고만 하

세요. 아버지는 말과 행동이 거칠고 강압적이어서 자신의 이야기만 하고 무서워서 거의 이

야기 안 해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화부터 내시니까 나도 감정이 안 좋아서 더 짜증을 내

는 것 같아요.

참여자 5: 부모님은 내가 돌 전에 이혼하셨어요. 어머니는 17살에 나를 낳으셨어요. 두 분

의 나이가 15살 이상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돌 전에 두 분 다 저를 키우기

힘들어서 고아원에 맡겼는데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저를 데려오셔서 그때부터 같이 살고

있어요. 아버지는 희미하게 얼굴만 기억이 나요. 현재 부모님은 각자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어요. 아버지와는 연락이 전혀 안 되고 어머니는 외할아버지 집에 오면 보는데 거의 안

오세요. 다른 이복동생들이 있으니까 제가 보고 싶거나 궁금하지 않나 봐요.

참여자 2: 부모님과의 관계는 그저 그래요. 아버지는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어머

니는 평소 저녁 9시쯤 퇴근하기 때문에 두 분이 별로 이야기할 시간은 없어요. 대화하는

것을 별로 못 봤어요. 아버지는 일 마치면 술을 좋아해서 대부분 술을 마시고 새벽에 들어

오세요. 부모님과 나도 대화는 거의 없어요. 기본적인 대화는 하는 데 그렇게 친하지는 않

아요. 어릴 때 할머니 집에서 살아서 한 달에 몇 번밖에 못 봐서인지 다른 집처럼 부모와

자식 간의 다정한 그런 애착은 없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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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부모의 혼인상태와 현재 가족관계

〔그림-3〕주 양육자와의 관계와 현재 가족관계

그림-2에서 부모님의 혼인상태와 가족관계를 살펴보면 부모가 혼인상태인 경우가 8명이

다. 현재 가족관계가 좋음 4명, 부부관계는 좋지 않지만 나와는 괜찮음 3명, 마지못해 함

께 살고 있는 부부관계 1명으로 4명은 가족관계가 좋으며 4명은 가족관계가 좋지 않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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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양육자의 양육방식 응답자 수(N=17) 빈도수(%)

-양육 태도의 비일관성 8 47

-필요할 때 바로 도움을 받지 못함 3 18

-허용적인 양육으로 너무 자유롭게 학교생활을 함 2 12

-가족에게 받은 사랑처럼 너무 잘해주니 만만하게 본 것 같음 2 12

-거짓말에 대한 충격으로 학교폭력을 불러일으킴 1 6

-유치원 때 사건 후 죄송한 맘에 매사에 참으려고 노력함 1 6

-모범적인 모습을 보면서 빨리 효도하고 성공해야겠다는 생각 1 6

을 알 수 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함께 사는 경우는 현재 가족관계가 좋다고

했으며, 부모가 이혼한 학생 8명의 가족관계를 살펴보면 마지못해 함께 살고 있다는 응답

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례에 고루 분포하였다. 그림-3을 살펴보면 주 양육자와의 관계는 아

주 좋음 4명, 좋음 3명으로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가 이혼을 했을 때보다 두 배 더

주 양육자와의 관계가 매우 좋거나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가 이혼이나 사별한

경우에도 주 양육자와의 관계가 매우 좋거나 좋을 때 현재 가족관계가 좋다고 인식하였다.

그림-2와 그림-3에서 현 가족관계가 좋다고 응답한 경우를 살펴보면 부모의 혼인상황도

영향을 주지만 부모와의 친밀도나 애착 정도, 주 양육자와의 관계가 더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2) 주 양육자의 양육방식

〈표-14〉에 의하면 주 양육자의 양육방식은 다음과 같다.

위탁형 대안학교에 위탁된 학생들의 주 양육자의 양육방식은 다음과 같다. 8명이 주 양육

자의 양육 태도가 일관되지 못하다고 하였으며 3명은 자신이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바로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허용적인 부모의 양육 태도로 너무 자유롭게 학교생활

을 했으며 가족들이 자신에게 대하듯이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너무 잘해주니 만만하게 본

것 같다고 각각 2명의 학생이 응답하였다. 또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거짓말에 충격을

받아 학교에서 친구들이 거짓말을 할 때는 참을 수가 없어서 폭력적인 행동을 하게 되었

고, 유치원 때 있었던 사고로 할머니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다시는 문제를 일으

키지 않기 위해 억울하고 속상해도 많이 참는다고 했으며, 한때 학교에서 문제가 되는 행

동을 했지만 성실하게 사시는 부모님을 보면서 자신이 과거에 한 행동을 반성하고 착실하

게 생활해서 부모님께 효도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14〉주 양육자의 양육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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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육 태도의 비일관성

주 양육자의 양육 태도가 일관되지 못해 학교생활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위축되고 해결

방법이 미숙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례는 다음과 같다.(N=8)

부모의 일관되지 못한 양육 태도는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가장 많이 준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자인 부모 자신의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하여 자녀에게 억압적이거

나 일관되지 못한 양육방식을 취할 때, 부모의 양육방식이 너무 다를 때 자녀들은 스트레

스를 많이 받고 학교에서 발생하는 갈등 상황에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고 과잉 반응을

한다거나 위축되고 상처를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 13: 집에서 항상 싸우거나 짜증을 내는 것만 봤어요. 경제적으로도 안 좋고 분위

기도 정말 살벌해요. 아버지는 화만 내시니까 나의 이야기를 할 수 없고 할머니는 세대 차

이가 나서 서로 무슨 말을 하는지 대화가 안 돼요. 학교에서 힘들어하면 무조건 아이들이

시키는 대로 하고 나서지 말고 저의 의견을 말하지 말라고 해요. 저를 꼭두각시로 만들려

고 하는 것 같아요. 할머니는 화내고 야단치시고 아버지는 과잉행동에 지배적인 것 같아

요. 저는 항상 화나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 있어서 학교에서 조그만 갈등이 있어도 그 상황

을 참지 못하고 물건을 던진다든지 심한 욕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언제 내가

폭발할지 모르니까 꼭 나를 바이러스인 것처럼 피했던 것 같아요.

참여자 15: 엄마는 짜증을 많이 내시는데 자신이 짜증이 날 때는 같은 일이라도 안 넘어

가고 더 화를 내고 야단치시는 것 같아요. 아빠는 허용적이고 공부에 그리 터치를 안 하세

요. 엄마는 공부는 해야 하지 않겠냐고 하지만 그게 끝이에요. 학교에서 너무 힘들 때는

저 혼자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라 집안 분위기가 안 좋아도 그렇게 신경 쓸 마음에 여유가

없었어요. 원래 소극적인 성격인데 이런 가정 분위기가 저를 학교에서 더 위축되고 힘들어

하는 것 같아요.

참여자 11: 엄마는 평범하고 마음씨가 좋아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해요. 아버지는 욱하는

성격이 있으시고 말투가 거친 편이고 새끼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나름 애정 표현이라

고 생각해요. 제 동생에게는 과잉보호하는 것처럼 잘해주시고 저에게는 남자답게 행동하라

고 하세요. 아버지는 학교에서 좀 트러블이 생겨서 힘들어하면 ‘너를 괴롭히는 새끼들은

다 의자로 머리를 찍어버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아이들에게 화가 많

이 나면 의자를 던지는 습관이 생긴 것 같아요. 하지만 어머니는 힘들 때는 선생님에게 말

씀드리고 도움을 요청하라고 하셨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살짝 철이 들었고 선생님의

당부 말씀도 있었고 나도 잘잘못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으니까 말로 표현하려고 노력했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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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10: 내가 아이들을 때렸을 때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생각하면 아버지는 나의 행동

을 인정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잘못했다고 야단을 치셨어요. 폭력행위 자체를 야단치시

기보다는 폭력을 사용한 이유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아버지도 저에게 화가

나면 대화로 해결하기보다는 폭력을 쓰셨던 것 같아요. 어릴 때 아버지에게 맞은 경험이

내가 학교에서 폭력을 쓰는 것에 영향이 아예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때는 힘을 좀

과시하고 싶은 것도 있었고 서열 정리를 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생각하

면 옳은 방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참여자 3: 내가 어릴 때 아버지와 고모로부터 어머니가 바람나서 집을 나갔고 죽었다는

말을 들었는데 초등학교 때 살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에게는 엄청난 쇼크였던

것 같아요. 그 후로 누구든 거짓말을 하거나 배신하는 행동을 하면 못 참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저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속이는 행동을 하면 화가 많이 나고 나도 모르

게 욱해서 폭력을 쓰게 된 것 같아요. 또 뒤에서 막 비웃거나 깔보는 거 같아서 때렸는데

그 일로 처벌을 받았던 적도 있어요.

(2) 필요로 할 때 바로 도움을 받지 못함

필요할 때 바로 도움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례는 다음과 같다. (N=3)

자녀들은 부모의 도움이 필요할 때, 자신의 고민이나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몸이

아프거나 억울한 일이 발생했을 때, 부모님이 옆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

주기를 원한다. 하지만 자신이 부모의 도움을 간절히 필요로 할 때 매번 부모님이 곁에

없으면 자녀들은 부모의 도움을 기대하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거나 자신이

필요할 때 옆에 있어 주는 사람을 의지하고 찾게 된다. 또한 부모의 지속적인 무관심은

방임으로 이어지며 이로 인해 품행장애가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

참여자 8: 어릴 때는 아버지가 다른 지역에서 사업을 하셔서 주말에 가끔 오셨고 어머니

와 동생 그리고 나 이렇게 셋이 살았어요. 엄마는 내가 어릴 때부터 공부방을 하셔서 내가

어머니의 보살핌이나 대화가 필요할 때 바로 도움을 주시거나 무엇인가 해결해 주시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아주 미숙하고 문제가 많았어요. 제가 자꾸 학

교나 밖에서 사고를 치고 문제가 발생하니까 어머니가 혼자 해결하는 것을 너무 힘들어해

서 아버지가 하던 사업을 접고 공부방을 같이 하게 되었어요.

참여자 2: 어릴 때는 누나랑 할머니 집에서 셋이 같이 살았어요. 지금은 부모님 집으로 와

서 함께 살고 있지만 친근한 사이는 아닌 것 같아요. 집에 가면 저 혼자 있는 경우가 많아

요. 부모님은 저에게 관심이 없어서인지 간섭도 안 하세요. 학교에서 사고를 치고 공부를

안 해도 야단도 안치세요. 중학교 때부터 제가 담배를 많이 핀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만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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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 없으세요. 처음에는 저한테 너무 무관심해서 섭섭했는데 이제는 익숙해져서 괜찮아

요.

(3) 기타 의견

그 외에 적절한 훈육이 없고 매사에 너무 허용적인 양육 태도로 자유롭게 학교생활을 함

(N=2), 친구들에게 너무 잘해주니 자신을 괴롭히고 만만하게 봄(N=2), 어릴 때 아버지에게

들었던 거짓말에 대한 충격으로 상대가 거짓말을 하면 참지 못하고 폭력을 불러일으킴

(N=1), 유치원 때 자신을 위해 친구의 부모에게 사과하시는 할머니의 모습을 봤을 때 너

무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매사에 참으려고 노력함(N=1), 부모님이 열심히 성실하게 사시

는 모범적인 모습을 보면서 성공해서 부모님께 효도해야겠다고 생각(N=1)한 것으로 나타

났으며 사례는 다음과 같다.

참여자 8: 나는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에서 기물파손을 많이 해서 엄마가 파손된 물품비를

많이 변상해 주셨어요. 학원을 차리려고 모아둔 돈도 내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심각한

사고로 수술을 해서 수술비로 사용하는 바람에 학원을 차리지 못하고 아직 집에서 공부방

을 하고 있어요. 내가 사고를 계속 쳐도 다 해결해 주시니까 뉘우치지를 못했던 것도 있었

을 것 같아요. 아버지도 학교 다닐 때 엄청 사고를 많이 쳐서 할머니가 힘들어하셨고 사춘

기를 심하게 겪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야단은 안 치시고 사고를 치려면 안 들

키게 요령껏 잘 치라고 말하기도 하고 사고 쳐서 학교에서 연락이 오면 왜 또 걸렸냐고

할 때도 있어요.

참여자 7: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하라고 하세요. 자유롭고 허용적인 편이에요. 아버

지도 용돈 달라고 하면 용돈도 잘 주시고 엄마 선에서 처리하기 힘들 때는 아빠에게 이야

기해서 해결하려고 하세요. 그런데 아버지는 무조건 다 이해하고 내 편이에요.

참여자 14: 저를 사랑해주시고 허용적이고 다정하세요. 야단도 안치시고 항상 사랑으로

대해 주시고 저의 든든한 울타리에요. 어머니는 항상 너무 좋아요. 살갑게 대하시고 아버

지는 늦둥이로 저를 낳으셔서 언니, 오빠와 터울도 15년 이상 나고 연세가 많으세요. 제가

막내다 보니 걱정이 많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조심하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정말 믿음직하고 존경스럽고 허용적이세요. 언니, 오빠도 너무 잘 해줘서 집에서는 갈등을

겪거나 힘들었던 적이 없어요.

참여자 12: 유치원 다닐 때 사고를 친 적이 있어요. 내 머리와 그 아이의 눈이 세게 부딪

쳐서 그 아이가 많이 다쳤어요. 그 일로 할머니가 그 아이 엄마한테 죄송하다고 사과하는

것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사실 그 아이가 얼마나 다쳤는지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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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가 사과했던 상황은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잘 나요. 할머니가 저를 위해 사과하는

것을 보고 많이 미안했어요. 그 후로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다 참았던 것 같아요.

참여자 4: 아버지와 어머니는 너무 가진 것이 없이 시작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하지만 경제적인 여유는 없었지만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저희를 키우셨다고 생각해요.

동생이 태어나기 전까지 아주 작은 집에서 가난하게 살아서 여행을 가거나 외식을 했던

적은 별로 없어요. 그래도 부모님이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려고 노력하신 것이 느껴져서

감사해요.

〔그림-4〕주 양육자와 주 양육자의 양육방식이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Nvivo R1)

주 양육자의 양육 태도가 일관되지 못해 위축되고 해결 방법이 미숙했다고 응답한 학생

8명의 주 양육자를 살펴보면 ‘모’인 경우가 6명, ‘조모와 부’가 1명, ‘조부’가 1명으로, 모의

양육 태도를 살펴보면 7개의 다른 사례에 비해 ‘일관되지 못한 양육 태도’를 가진 모의 빈

도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4에서 주 양육자인 모의 양육 태도는 학교생활

적응에 있어서 부정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을 알 수 있다.

3) 가족에게 중요한 것

〈표-15〉에 의하면 가족에게 중요한 것으로 소통(N=13)과 경제적 안정(N=9), 책임감이

포함된 사랑(N=8), 큰 버팀목(N=7), 지지를 포함한 존중(N=4), 공감 능력(N=4), 화목(N=3),

배려(N=1)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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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 중요한 것 응답자 수 (N=17) 빈도수 (%)

-소통 13 77

-경제적 안정 9 53

-책임감이 포함된 사랑 8 47

-큰 버팀목 7 41

-지지를 포함한 존중 4 24

-공감 능력 4 24

-화목 3 18

-배려 1 6

〈표-15〉 가족에게 중요한 것

(1) 소통

가족에게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고 사례는 다음과 같다.(N=13)

가족에게 소통은 매우 중요하다. 상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이해해주는 것이 행복한

가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 소통을 통해서 상대가 생각하는 것과 느끼는 감정을

알 수 있고 더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참여자 13: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비난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말을 끝까지 잘 들어주고 존

중과 배려를 해주고 화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도 꼬

투리를 잡고 상대방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대화를 하기 싫어지니까요. 우리 집이 그래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감정도 읽어주는 소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참여자 7: 가족을 잘 이해해주고 원하는 것은 최대한 해주려고 노력하고 안 되는 것이나

잘 못 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남편의 이야기나 아이의 이야기

도 잘 들어주고 압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참여자 12: 대화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아이들과도 자주 대화를 하고 원하는 것은

다 해주고 싶어요. 아내가 자신의 주장을 많이 하고 기가 세면 내가 좀 참고 기를 좀 죽여

야 할 것 같아요. 아내나 남편 누구 한 명이 자신의 주장만 하면 화가 나서 싸우게 되잖아

요. 서로 의견을 잘 들어주고 존중했으면 좋겠어요.

참여자 15: 아이에게 짜증 내지 않고 하고 싶은 것은 해주려고 하고 갈등이 생기면 대화

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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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16: 대화가 가장 중요해요. 사춘기 때는 특히 대화가 없으면 더 멀어지니까.... 다른

집에 가족을 보면 그렇더라구요. 대화를 해야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마음인지 알 수 있으

니까요.

참여자 9: 결혼을 하거나 부모가 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만약 부모가 된다면 공감을

잘해주는 부모가 되고 싶어요. 자녀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며 힘들어하는지 기쁜지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면 좋을 것 같아요. 서로의 감정을 잘 읽어주는 것은 중요한 것 같아

요.

참여자 10: 멋진 부모가 되고 싶어요.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대화

하는 시간도 자주 가질 것 같아요

참여자 5: 꿈 이야기도 잘 들어주고 곁에서 힘들 때 지켜주고 대화도 많이 할 것 같아요.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으니까요.

참여자 2: 가족에게는 대화를 자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돈이 많으면 좋겠지

만 대화를 해야 서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화를 해야 서로 눈도

마주치고 표정도 볼 수 있는데 서로 이야기를 안 하면 한집에 살아도 정이 안 들어요.

(2) 경제적 안정

경제적 안정이 가족에게 중요하다고 말했고 사례는 다음과 같다.(N=9)

가족이 화목해지려면 경제적인 안정이 중요하다. 돈 때문에 싸우는 일도 없고 돈 문제로

고민할 필요도 없다. 또 돈을 벌기 위해서 늦은 밤까지 일하지 않아도 된다. 하고 싶은 것

이 있으면 다 할 수 있고 사고 싶은 것도 다 살 수 있다. 여행도 자주 갈 수 있다.

참여자 9: 지금은 돈인 것 같아요. 엄마와 오빠가 주로 돈 문제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어

릴 때는 맞벌이를 하셔서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많이 해주셨고 나름 풍족했던 것 같은데

이혼하시고 나서는 어머니 월급이 많지 않아서 지금은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참여자 13: 돈이 없으니까 더 많이 싸우는 것 같아요. 화목해지려면 일단 돈 문제가 해결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참여자 8: 경제적인 안정이 중요한 것 같아요. 돈을 잘 벌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니까

원하는 것을 해줄 수도 있고 힘들게 늦은 밤까지 식당에서 일을 안 해도 되고 가족이 여

행도 자주 갈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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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10: 돈이 중요해요. 좋은 집에서 살고 싶고 부자면 좋겠어요. 아내나 자식들이 하

고 싶은 것이 있을 때 다 해주려면 돈을 많이 벌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할 것 같

아요. 돈이 없어서 못 해준다는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재미있는 곳에 자주 데려가고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다 해주고 싶고 여행도 자주 다니고 싶어요.

참여자 5: 자녀가 있으면 돈 들어갈 곳이 많을 거잖아요. 돈 때문에 힘들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나처럼 아이들을 힘들게 살게 하고 싶지 않아서요.

참여자 3: 아버지로서 자녀가 사고 싶어 하거나 배우고 싶어 하는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지원해 주는 초라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그런 멋진 아버지가 되고 싶어요.

참여자 4: 가족에게 중요한 것은 돈인 것 같아요. 돈이 있으면 행복하니까요. 경제적인 것

을 제외하고는 우리 가족은 다른 것은 다 좋고 만족해요.

(3) 책임감이 포함된 사랑

책임감이 포함된 사랑이 가족에게 중요하다고 말했고 사례는 다음과 같다.(N=8)

가족은 소중한 존재로 끝까지 책임지고 서로 아껴주고 사랑해야 한다.

참여자 8: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가족에 대한 희생까지 다 포함한 책임감이 있는 사랑요.

참여자 5: 내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준비가 되었을 때 낳아서 끝까지 책임지고 사랑

해주고 돌봐주며 아이가 필요로 할 때 언제든 옆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남편

에게도 최선을 다해서 잘 해줘야죠.

참여자 9: 가족은 없으면 안 되는 소중한 존재이며 가족 간에는 사랑이 필요한 것 같아요.

참여자 16: 가족은 엄청 소중한 존재예요. 힘들 때 서로 사랑으로 위로해 주고 큰 힘이

되어주는 존재인 것 같아요.

참여자 12: 가족은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것 같은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아요.

참여자 3; 가족은 서로 무시하거나 깔보지 않고 인정해주고 믿음을 가지고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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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1: 서로 사랑해야 행복이 찾아온다고 생각해요. 잘 챙겨주고 서로 다독여주는 따뜻

함이 느껴지는 사이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켜주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부부가 서

로 미워하고 원망하면서 싸우다가 헤어지면 자녀들이 너무 불쌍할 것 같아요.

(4) 큰 버팀목

가족에게 큰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고 사례는 다음과 같다.(N=7)

고민을 들어주고 힘들 때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큰 버팀목으로서의 가족이 중요하다.

참여자 11: 현재는 스스로 즐길 줄을 몰라요. 오랫동안 저에게 너무 힘든 일이 많이 있어

서 지금은 무감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남들은 행복해 보여요. 이 힘든 상황에서 가족은

나에게 너무 큰 버팀목인 것 같아요. 내 옆에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족은 집이고 나

에게는 유일하게 안전한 곳이에요.

참여자 6: 남에게 뒤처지지 않도록 옆에서 항상 지지해 주고 돌봐주며 지켜주는 존재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나의 고민을 가족들에게 이야기해 본 적이 없고 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혼자 마음에 두었다가 슬플 때는 혼자 방에서 펑펑 울어요. 그냥 한집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슬플 때 나에게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가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참여자 8: 가족은 나에게 집인 것 같아요. 힘들 때 들어와서 쉬고 배고플 때 마음대로 먹

을 수 있는 집과 가족사진이 생각나요. 사진을 보면 예전보다 많이 늙으신 것 같고 나도

거기 크게 역할을 한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해요. 내 곁에서 언제든지 든든한

버팀목으로 계셔줬으면 좋겠어요. 나도 우리 부모님처럼 미래에 자녀들이 의지할 수 있는

부모가 되고 싶어요.

참여자 12: 30~40평 정도의 좋은 집에서 편안하게 가족들과 대화도 하고 행복했으면 좋겠

어요. 어머니는 1살 때 집을 나가신 후 만난 적 없고 만나고 싶지도 않지만 그래도 내가

부모가 되면 자녀를 버리지 않고 자녀가 성장하는 것을 곁에서 든든하게 지켜주고 싶어요.

참여자 5: 갓난아기 때부터 저를 키워주신 할머니, 할아버지는 제가 의지하고 기댈 수 있

는 유일한 분들이고 너무 소중해요. 내가 의지했던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너무 슬펐어

요. 할아버지는 건강하게 제 옆에서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5) 지지를 포함한 존중

지지를 포함한 존중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고 사례는 다음과 같다.(N=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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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뒤에서 응원해주며 지지하는 존중의 마음이 중

요하다.

참여자 4: 나의 가족은 내가 하는 것을 뒤에서 묵묵히 응원하고 지지해 줘요.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의견을 존중해 주고 스스로 잘 해낼 수 있도록 믿고 기다려주기

때문이에요. 나도 그런 부모가 되고 싶어요.

참여자 8: 아이들을 자유롭게 키우고 싶어요. 자신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고 도

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주고요. 그런데 딸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 같은 아들이 있으면

부모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아들로서 잘했던 기억이 없어서 아들이 있으면 잘해주지 못

할 것 같아서요.

참여자 12: 일단 술, 담배는 안 하고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지지해 주고 아내

의 생각을 잘 들어 주고 존중해 줄 것 같아요. 서로가 자신의 생각만 옳다고 고집하지 말

고 상대방의 의견도 잘 들어주고 수용했으면 좋겠어요.

(6) 공감 능력

가족은 상대방의 감정을 알아주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고 사례는

다음과 같다. (N=4)

상대방이 어떤 감정인지 알아차리고 말을 끝까지 잘 들어주고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참여자 9: 부모가 된다면 공감을 잘해주는 부모가 되고 싶어요. 그냥 듣기만 하는 것이 아

니라 자녀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힘들어하는지, 기뻐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귀

기울여서 들어주고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아차려 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참여자 10: 멋진 부모가 되고 싶어요.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고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들어주기도 하고 기회가 있으면 이야기도 많이 하면서 어떤 감정인지 잘 살

펴볼 것 같아요.

참여자 13: 아이와 대화할 때는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말을 끝까지 잘 들어주고 감정을

이해해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부모는 지시하고 강압적으로 대하지 말고 배려해 주고

화내지 않고 잘 들어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가족이 자신의 의견만 내세우지 않고 상

대의 의견을 존중하고 공감을 잘해주면 정말 행복하고 긍정적인 가족이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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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화목

화목한 가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고 사례는 다음과 같다.(N=3)

가족에게는 곁에서 아껴주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는 화목한 가정이 중요하다.

      

참여자 12: 가족이 화목하고 서로 아껴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참여자 5: 엄마, 아빠, 아들, 딸이 헤어져서 남남처럼 살지 말고 한 집에서 오래오래 행

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참여자 13: 서로 아껴주고 상대를 배려해 주면서 한집에서 많이 웃고 행복하고 화목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가족이 함께 여행가고 외식하는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8) 배려

가족은 서로 배려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고 사례는 다음과 같다.(N=1)

가족은 서로 배려하고 아껴주는 마음이 중요하다.

참여자 15: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림-5〕가족에게 중요한 것과 주 양육자와의 관계(Nvivo-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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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결- 가족생활 경험

학생들의 부정적 가족관계 경험을 살펴보면 부부불화, 부의 폭력에 대한 피해 경험,

부모의 이혼, 함께 살고 있지만 남보다 못한 가족관계, 가족 간에 교류나 애착 형성의

문제, 종교적인 문제로 부모의 이혼 등의 가족 간에 불화와 폭력의 경험은 자녀의 낮은

자아존중감과 또래 관계에서 부정적 관계 맺기, 부적응적 학교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쳤

다. 비일관적인 양육, 권위주의적이고 지시적인 양육, 훈육이 없는 허용적인 양육, 방임,

무조건적 자율성을 허용하는 양육방식은 학교생활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부모의 학업에 대한 무관심은 자녀의 빠른 학업 포기에 영향을 미쳤고 경제적 빈곤은

적절한 자녀와의 소통과 돌봄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또한 부나

모로부터 버림받거나 배신을 당한 경험은 미래의 배우자에게 부정적 감정으로 전이되

어 결혼이라는 것 자체에 거부적인 반응을 보였다.

소통, 경제적 안정, 책임감이 포함된 사랑, 지지를 포함한 존중, 공감 능력, 화목, 배려

등을 가족에게 중요한 것이라고 했다. 이혼이나 가족 간에 불화는 대화가 부족해서라고

말했다. 이러한 이유로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은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하다. 소통을 잘하면 가족이 화목해지고 배려, 공감 능력, 존중하는 마음

도 생긴다. 어릴 때부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험했기 때문에 경제적인 안정이 중요하며

버림받은 경험으로 인해 책임감을 포함한 사랑이 중요하다고 했다. 자신이 성장하면서

부모와의 관계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경험들로 미래에 자신의 가족에게는 꼭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라고 했다. 학생들이 바라는 것은 높은 기대치를 가지거나 실현 불가능한

허황된 희망이 아닌 아주 현실적이고 많은 가정에서 누릴 수 있는 평범한 것임에도 불

구하고 이러한 환경에서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래의 가족과의 행복한 삶을 살아가

기 위해서 중요하다고 했다.

가족의 따뜻한 사랑과 지지는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적응에 매우 중요하다. 가족관계

에서 경험했던 어린 시절에 상처로 인한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하며 건강한 가족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청소년과 가족을 위한 다양한 지원체

계가 필요하다. 경제적 지원, 의료지원, 지속적인 부모교육과 모니터링, 부모-자녀 관계

개선 프로그램과 더불어 장기적으로는 결혼과 출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예비 부모교육에 관한 관심과 지원은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다. 가정에서의 긍정적 경험은 자녀의 올바른 성장과 학교생활 적응에도 많은

주 양육자와의 관계가 아주 좋은 경우 가족에게 중요한 것으로 소통과 경제적 안정의 순

으로 중요하다고 했다. 가족관계가 좋은 경우에도 소통과 경제적 안정, 보통일 때는 소통

이 가장 중요하고 다음으로 책임감이 포함된 사랑이 중요하다고 했다. 가족관계가 나쁜 경

우에도 소통과 경제적 안정이 중요하다고 했다.

위의〔그림-5〕을 통해 연구참여자들은 가족에게 소통이 매우 중요하고 경제적 안정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서로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소통해야 하며 원하는 것

을 해주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적 안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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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적 학교의 학교생활은 어떠한가? 응답자 수(N=17) 빈도수(%)

-선생님과는 원만, 친구 관계가 많이 힘듦 6 35

-교칙 위반으로 많은 벌점 4 24

-학교폭력의 피해 3 18

-별나고 감정 통제를 못하는 바이러스 1 6

-자유롭고 활동적이며 튀는 아이 1 6

-강제 전학을 감 1 6

-놀기도 하지만 자기 할 일을 하는 아이 1 6

영향을 미친다. 행복한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증가할수록 부적응적 아동∙청소년의

문제는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지원들은 장기 예방대책으로 국가나 사회가 지

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3. 학교생활

1) 원적 학교의 학교생활

〈표-16〉에 의하면 위탁형 대안학교에 위탁된 학생들의 원적 학교의 학교생활은 다음과

같다.

〈표-16〉원적 학교의 학교생활

(1) 선생님과는 원만한데 친구 관계가 많이 힘듦

위의 표에 따르면 선생님과는 원만했지만 친구 관계가 많이 힘든 것으로 나타났고 사례는

다음과 같다.(N=6)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거나 엄격함이 없고 매사에 허용적이고 긍정적인 양육 태도의

부모에게서 성장한 자녀가 기질이 온순하고 소극적인 성격일 때 학교에서 불합리한 일이

발생해도 참거나 회피하는 등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지 못해 왕따나 학교 폭력피해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 12: 초, 중, 고 때 선생님과는 너무 잘 지냈고 잘해주신 것 같아요. 중학교 때까지

잘 지냈는데 고등학교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좀 힘들었어요. 형들이 지나가다가도 왜 쳐다

보냐고 시비 걸고 버스 기다리는데 쳐다봤다고 어깨를 툭 치고 버스에서 앉으려고 하니

비키라고 밀치고 그런 일들이 좀 많았어요. 또 좀 괴롭히는 아이가 있었는데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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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혔어요. 학교에 가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 아이를 만나고 싶지도 않고 같은 학교

라는 공간에 함께 있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참고 잘 대해 주니까 만만하게 본 것 같아요.

참여자 5: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왕따를 당했고 중학교 때는 친구들과 잘 지냈어요. 내가

조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싫은 소리를 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잘 참는 편이기 때문에 선생

님들과는 대체로 잘 지냈어요. 하지만 고등학교 때 이상한 소문이 퍼지고 그 소문만 믿고

나를 나쁜 아이로 보는 것 같아서 정말 나는 아닌데...... 속상해서 학교에 다니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참여자 16: 저는 남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런 행동은 절대 안 해요. 고2 말 때 오랫

동안 친하게 지낸 친구를 험담하고 욕했다고 소문이 났어요. 여러 번 아니라고 말을 했는

데도 계속 믿어주지 않고 또 친구들과 같이 한 이야기도 제가 혼자 한 이야기로 소문이

났어요. 사건이 터지고 나니 너무 견디기가 힘들고 머리가 아파서 정신과에서 CT와 MRI

도 찍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심한 스트레스로 생긴 트라우마 때문인 것 같다고 하셨어요.

참여자 9: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친구들과 잘 지냈고 선생님과도 특별히 문제는 없었

어요. 고2 후반부터 조금씩 방송국 일로 불만이 생겼고 고3 때 방송국 동기와 심한 갈등을

겪으면서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이전까지는 열심히 학교생활도 하고 친구들과 수다 떨고

학교 마치면 떡볶이도 사 먹고 영화도 보러 다니면서 잘 지냈던 것 같아요.

참여자 14: 가족이 너무 잘해주니까 친구들에게도 친절하게 대해줬어요. 학교에서 화도

안 내고 다 받아주니 너무 만만하게 봐서 힘들었어요. 중학교 때는 계속 반복되니까 조울

증이 생긴 것 같아요. 모든 괴롭힘에 이유는 전혀 없었어요. 고등학교 때 한 아이가 나를

때렸는데 그때도 내가 왜 맞았는지 모르겠어요. 특별한 이유가 없었어요.

(2) 교칙 위반으로 많은 벌점을 받음

교칙 위반으로 많은 벌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사례는 다음과 같다.(N=4)

자녀가 학교에서 반복적인 교칙 위반과 문제행동을 했을 때도 부모가 대체로 반응을 보

이지 않고 무관심하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자녀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보다는 문제행

동에 대해 묵인 또는 방치하거나 사건이 터졌을 때마다 피해 물품이나 피해자에게 보상해

주는 방식으로 문제를 무마하는 행동을 반복했다. 부모의 방임이나 적절한 훈육의 부재로

학교생활에서 학교 교칙 위반이나 품행장애 등의 문제행동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게 되었다.

참여자 8: 수업 시간에 자고 있는데 선생님이 깨우면 “잠 오는데 왜요?” “좀 자면 안되

요?” 하면 그냥 놔뒀어요. 고1 때는 선생님과 심하게 싸웠어요. 사춘기가 늦게 온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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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친구들과 같이 떠들었는데 나보고 자리를 옮기라고 해서 그 선생님에게 욕하고 학생을

조롱한다고 1377에 신고했어요. 수업은 거의 다 안 듣고 선생님이 뭐라고 하면 아니꼬와서

다 시비 걸고 대들고 했어요. 그리고 학교 물건들도 많이 파손했어요. 그냥 부수고 싶어서

요. 그러면 부모님이 오셔서 다 물어주시고 해결해 줬어요.

참여자 2: 중학교 때부터 노는 아이들과 친하게 지내며 술과 담배를 다 한 것 같아요. 고

등학교 때는 학교에서 몰래 피다가 여러 번 걸려서 벌점이 많았어요. 아이들을 때리거나

왕따를 시킨 적도 당한 적은 없고 그냥 노는 아이들과 놀았어요. 중학교 때는 출석은 잘한

것 같은데 선생님 말씀은 잘 안 듣고 수업 시간에는 잤어요. 교복도 안 입고 슬리퍼 신고

가방 없이 학교에 가고 해서 징계도 많이 받았어요.

참여자 17: 학교 다닐 때 보통 아이들이 볼 때 노는 애들, 그러니까 제가 영향력 있는 아

이들과 놀았기 때문에 선생님과 아이들이 별로 좋지 않게 봤을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 때

는 선생님의 말씀과 행동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해서 반항심에 학교 밖으로 나가고 수업

시간에 안 들어가기도 했어요. 중2 때는 벌점이 최고로 많았어요. 쌍꺼풀 수술하기 전에는

눈 때문에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 지적을 받았지만 계속 쌍꺼풀 테이프 부치고 교복도 안

입고 학교에 갔어요. 그때는 반항하고 술 마시고 담배 피는 모습이 왠지 멋져 보였던 것

같아요.

(3) 학교폭력 피해

학교폭력의 피해를 겪고 적응에 힘들었던 것으로 나타났고 사례는 다음과 같다.(N=3)

기질적으로 순하고 소심하며 내성적인 성격인 경우, 가족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부모로

부터 지지를 받지 못했을 때 자존감이 낮아지고 대인관계에서 더 위축되고 심리적으로도

불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 관계에서 예민하게 말이나 행동을 받아들이고 쉽게 상처를

입게 된다. 자신을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다는 부정적 신념을 갖다 보니 학교생활에서 위축

되고 쉽게 잘 어울리지 못하여 친구와 친하게 지내는 것을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으로 심각한 학교폭력을 경험한 경우, 환청이 들리고 죽을 만큼 괴로워서 자해를

하는 위기 상황을 경험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의 힘든 학교생활을 했다.

참여자 15: 선생님과는 그냥 좋지도 나쁘지도 않았어요. 성격이 조용하고 소극적인 편이

라 중2 때부터 따돌림을 받았던 것 같아요. 특별한 이유는 없었는데 같이 다니는 무리에서

친구들이 놀리는 것을 쿨하게 받아치지를 못하고 받아주지도 않으니까 서로 자연스럽게

멀어진 것 같아요. 제가 여러 사람과 두루 친하게 지내는 성격이 아니다 보니까 더 소심해

지고 힘들었어요. 고등학교 때는 중학교 때 제가 겪은 힘들었던 경험 때문에 더 위축된 것

같아요. 중학교 때도 가기 싫어서 배 아프다고 하고 안 가는 날이 많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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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1: 초등학교 때 왕따를 당했어요. 비리비리하고 약해 보이니까 아이들이 나를 많이

건드렸어요. 중학교 때는 나와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도 있었고 더 심각한 아이들도

있어서 서로 위로하며 잘 지냈고 선생님과도 잘 지냈어요. 고등학교는 공부를 못해서 성적

이 안 좋은 학생들이 가는(찌꺼러기들이 가는 학교라고 말함)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뒤에

앉은 아이가 가방 검사를 하니까 자신의 담배를 숨겨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착해 보이

니까 선생님이 검사를 안 할 거라고... 싫다고 했는데도 내 가방에 몰래 넣어버렸어요. 이

런 일이 여러 번 있어서 학교 다니기 힘들었어요.

참여자 11: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쭉 학교폭력이 발생해서 아이들과는 잘 지

내지 못했어요. 선생님과의 관계도 그저 그랬어요. 중학교 때 3개월간 심하게 왕따를 당한

후 너무 힘들어서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학업 숙려제도 사용해서 학교생활을 거의 하지 못

했어요. 계속 폭력 상황이 발생하니까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커터 칼로 손목을 긋는

등 여러 번 자해도 했었고 이를 깨물고 있는 상황에 맞아서 입술이 뚫려 병원에서 입술을

꿰맸던 적도 있었어요. 중학교 시절에는 반쯤 미쳤었던 것 같아요. 헛소리도 하고 환청, 환

각 증상도 있어서 청소년이지만 성인 복용량의 2배를 복용했어요.

참여자 3: 어릴 때 어머니가 바람나서 나갔고 죽었다는 말을 들었는데 살아 있었잖아요.

저에게는 엄청 쇼크였던 것 같아요. 그 후로 거짓말이나 배신하는 행동은 못 참았던 것 같

아요. 그래서 저는 거짓말을 하거나 속이는 행동은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해요.

(4) 기타 의견

기타 의견으로 별나고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바이러스(N=1), 자유롭고 활동적이며 튀는

아이(N=1), 강제 전학을 감(N=1), 놀기는 하지만 자기 할 일은 하는 아이(N=1) 등의

의견도 있었고 사례는 다음과 같다.

공부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학교 축제나 체육대회 등 행사에는 꼭 참가하는 등 적극적인

학교생활을 했고 친구 관계도 원만했다. 하지만 학교 성적이 좋지 않아 추가모집으로 특성

화고에 가게 되었고 그 학교에서 흥미를 찾지 못해 잦은 결석으로 유급 위기에 처했다. 또

한 노는 아이들과 어울려 담배를 피고 술도 마시며 놀기는 했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과목

은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다. 자율성이 높은 경우로 학교 교육 시스템이 자신과 맞지 않다

고 생각했으며 가정에서 억압이 심한 경우 학교에서 불수의적으로 표출되고 학교와 가정

어디에서도 적응하지 못하고 혼자라고 느끼며 힘들어했다.

참여자 13: 화날 때 물건 던지고 욕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집에서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매일 싸우고 나에게도 화를 내시니까 내 마음속에도 화가 많이 차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서 나도 모르게 감정이 확 터지는 때가 많았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나를 바이러스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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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 같았어요. 아이들이 내가 코나 귀를 후비는 행동을 싫어해서 옆에 가는 것도 피하

고 적응을 못 해서 중학교 1학년 때 다른 중학교로 전학을 갔어요. 거기서도 적응을 못 해

서 가정형 대안학교에서 중학교 과정까지 다니고 성적이 좋지 않아서 특성화고에 진학했

는데 아이들이 너무 세고 무서워서 다닐 수가 없어서 여기로 오게 되었어요.

참여자 4: 저는 중학교 때 놀기는 했지만, 수업 시간에는 열심히 들었던 것 같아요. 특히

수학과 과학은 영재교육을 추천받을 정도로 잘했고 재미도 있었어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폭력이 많이 발생하는 학교였는데 교육청에서 알면 학교에 피해가 오니까 교사들이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묻어버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중3 때 노는 아이들과 친해져서 술,

담배를 했어요.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시작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참여자 7: 중학교 때는 친구들이랑 그냥 티격태격하기는 했지만, 친구들이나 선생님과 특

별한 문제는 없었어요. 사실 중학교 때부터 공부를 아예 안 해서 고등학교에 갈 생각이 없

었는데 주변에서 고등학교 졸업장은 있어야 한다고 해서 알아보니 S고 농경제학과 말고는

갈 곳이 없었어요. 한 반에 11명 있었는데 자퇴하거나 대안학교에 가서 남은 사람이 나와

남학생 3명 밖에 없었는데 다 자고 수업은 아예 진행이 안 되고.......... 나도 학교가 멀고 재

미도 없으니까 가기 싫어서 안 갔어요.

참여자 10: 대체로 사이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중3 때는 선생님과 사이가 좋지 않

았어요. 반 아이와 이야기하는 와중에 너무 화가 나서 내가 일방적으로 심하게 때렸던 적

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치 4주가 나왔어요. 자세하게 기억나지는 않아요. 갈비뼈가 부러지

고 많이 다쳤다고만 들었어요. 그 폭행 사건으로 강제 전학을 갔어요. 3학년 때는 이전 학

교 선생님과도 전학 간 학교 선생님과도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그림-6〕 주 양육자와의 관계와 원적 학교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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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형 대안학교에 위탁된 사유 응답자수(N=17) 빈도수 (%)

-마음 편하게 학교를 다니고 싶어서 5 29

-사고를 쳐서 퇴학 위기에 졸업을 하기위해 3 18

-자퇴 고민 중에 대안학교를 추천해 줘서 3 18

-원적 학교가 재미없고 늦잠으로 결석이 잦아서 2 12

-유언비어가 퍼져서 학교에 다닐 수 없어서 2 12

-부모님께 사죄하는 마음과 공교육에 대한 불신 때문에 1 6

-지속적인 학교폭력 피해를 겪어서 1 6

선생님과의 관계는 좋았지만, 친구 문제로 힘들었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주 양육자와의 관

계를 살펴보면 아주 좋음 3명, 좋음 2명, 보통 1명으로 주 양육자와는 대체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경우 친구와의 관계에서 힘든 사유가 학교 폭력피해나 왕

따를 당한 경우라기보다는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과의 말다툼으로 심한 갈등을 겪고 관계

가 급속히 나빠진 사례로 나타났다. 강제 전학을 갔다고 응답한 사례를 살펴보면 현재 주

양육자와의 관계가 아주 좋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문제를 일으키고 강제 전학을 갔던 당시

에는 어버지에게 많이 맞았고 관계도 좋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위탁 후 문제

를 일으키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가족관계가 좋아졌다고 했다.

2) 위탁된 사유

〈표-17〉에 의하면 학생들이 위탁형 대안학교에 위탁된 사유는 다음과 같다.

〈표-17〉위탁된 사유

(1) 마음 편하게 학교를 다니고 싶어서

〈표-17〉에 따르면 위탁형 대안학교에 위탁된 사유는 마음 편하게 학교에 다니고 싶어서

라고 했으며 사례는 다음과 같다. (N=5)

원적 학교에서 교우관계로 힘들었던 환경에서 벗어나 안정을 찾고 싶어 위탁형 대안학교

를 선택하였다. 원적 학교에서 학교폭력 피해를 겪고 난 후 가해 학생들과 같은 학교에서

생활하는 것 자체가 피해 학생에게는 고통이었다. 불안하고 힘든 상황을 벗어나 마음 편하

게 학교에 다니고 싶어서 위탁형 대안학교를 선택하게 되었다.

참여자 13: 원적 학교에는 거센 아이들이 많아서 적응하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학교를 그

만두고 싶었어요. 여기는 학교 폭력피해 학생들이 오는 곳이라고 해서 괴롭히는 아이들도

없을 것이고 비슷한 처지라 잘 맞을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하고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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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12: 대안학교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서 많이 생각했고 고민도 많이 했어요. 참고

버텨보려고 했지만 6월경에 원적 학교에서 생활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오게 되었어요.

대안학교는 사고치고 가출하고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온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와보니까

선생님들도 친절하시고 학교폭력 피해로 온 아이들이 많아서 대부분 다 착하고 너무 편해

요. 현재 마음이 엄청 편안하고 좋아요. 진작 올 걸 그랬어요. 거기서 힘들게 버티지 말고

요.

참여자 15: 성격이 조용하고 소극적인 편이라 따돌림을 받은 것 같아요. 일반적인 애들이

고 특별히 문제가 없었는데 저를 따돌리고 놀렸어요. 그러면 저는 더 주눅이 들었던 것 같

아요. 그래서 힘들었어요. 고등학교 때는 딱히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제가 버티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저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여기 오겠다고 결정하고 난 후부터 마음이

너무 편해졌어요. 학교에 가는 것이 너무 싫었는데 정말 다행이고. 안도감이 들었어요.

참여자 16: 학교폭력을 겪은 후 나를 괴롭히던 아이들을 보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다닐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학교생활에 미련이 남아서 좀 안정되면 다른 학교로 가려고 했는데

부모님이 제가 고3이라 졸업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전학을 가서도 적응을 못하면 자퇴를

해야 하니까 대안학교를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설득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전혀 생각

이 없었는데 40% 정도 마음이 생겼어요. 여기 와서 며칠 생활해 보니 지금은 잘 온 것 같

아요. 마음이 편하니까 살 것 같아요.

(2) 사고를 쳐서 퇴학 위기에 졸업하기 위해서

사고를 쳐서 위탁형 대안학교에 온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례는 다음과 같다. (N=3)

학교 교칙에 위반되는 행동들로 인해 많은 벌점을 받고 유급이나 퇴학을 당할 상황에서

자퇴를 하고 검정고시를 치거나 위탁형 대안학교에 와서 졸업장을 받는 방법 중 선택을

해야 했다. 학업 부진으로 기초 지식이 부족한 현실에서 검정고시를 칠 자신은 없고 위탁

형 대안학교는 쉽게 원적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위탁형 대안

학교를 선택하게 되었다.

참여자 8: 무단외출, 기물파손, 흡연 등으로 징계를 많이 받아 퇴학당할 위기에 있기 때문

에 선택할 상황이 아니었어요. 여기도 사건 하나가 걸려 있었는데 합의를 해서 다행히 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원적 학교 선생님이 여기에 위탁 온 여학생과 내가 그 학교에 있으면

학교 분위기가 나빠지고 다른 아이들이 나쁜 물이 든다고 빨리 가라고 했어요. 진짜 우리

둘이 여기에 오고 난 후에 학교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다고 들었어요. 선생님이 나에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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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으면 학교 질이 나빠지고 또 사고 치면 퇴학이라고 대안학교 알아보자고 했어요. 여

기에 내가 아는 아이들도 많이 있어서 여기로 오겠다고 했어요. 제가 결정해서 왔어요.

참여자 2: 벌점이 너무 많아서 학교에서 짤릴 상황이라 내가 대안학교에 간다고 했어요.

친구들도 여기 많이 와 있고 선∙후배들도 여기 이야기를 해줘서 오게 되었어요. 사실 공

부를 아예 안 해서 검정고시는 칠 자신이 없고 여기 먼저 온 애들이 공부 안 해도 졸업할

수 있다고 해서 고등학교 졸업장은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왔어요. 원적 학교에 더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부모님은 내가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 나의 의견 100%에요.

참여자 3: 중학교 때부터 사고도 많이 치고 노는 아이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나름 재미있

게 지냈어요. 학교폭력 사건에 가해로 징계도 여러 번 받기도 하고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여기에 온 이유는 고등학교 때 스쿨버스 기사 아저씨와 심하게 싸워서 학교를 다니지 못

할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 공부에 기초가 없어서 검정고시를 치려니 자신은 없고 고등학

교 졸업장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왔어요.

(3) 자퇴를 고민하던 중 주변에서 대안학교를 소개해 줘서

자퇴를 고민하고 있을 때 위탁형 대안학교를 소개해 줘서 오게 되었으며 사례는 다음과

같다.(N=3)

왕따나 지속적인 학교폭력의 피해보다는 원만한 학교생활을 하다가 친한 친구나 선배와

심한 갈등을 겪으면서 급격한 스트레스와 친구에 대한 배신감으로 자퇴를 고민하였다. 그

과정에서 주변 지인의 소개로 검정고시보다는 고등학교 과정을 쉽게 마칠 수 있는 위탁형

대안학교를 선택하였다.

참여자 9: 여기 온 것은 나를 모욕하는 아이들과 선배들 떄문이에요. 2학년 말에 방송부

앵커가 전학을 가자 내가 모든 것을 떠맡게 되었어요. 그래서 못하겠다고 다시 뽑자고 했

지만 선배가 거절했어요. 그 일로 선배와 심하게 싸우게 되었고 선배들이 나쁜 소문을 퍼

트려서 학교에 다니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친구들에게도 배신감을 느끼고 속상해서 절

교했어요. 자퇴를 할까도 생각했지만 검정고시를 칠 자신도 없고 여기에 다니면 원적 학교

졸업장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오게 되었어요.

참여자 6: 아이들과 잘 지내다가 학기 말에 친하게 지내던 아이들과 심하게 싸우고 나서

너무 힘들어서 자퇴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행정담당 선생님이 반장도 하고 했는데 아깝

다고 여기를 가라고 추천을 해 주셔서 오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내가 알아서 하라고 했는

데 막상 자퇴를 하려고 하니 부모님이 공부도 안 했는데 검정고시 어떻게 칠 거냐면서 여

기를 가라고 하셔서 오게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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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14: 친구들이 내가 힘들어할 때 도와주기는 한 것 같은데 내가 그 상황을 스스로

극복을 못했고 도와주는 것도 한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때린 그 아이는 접근 금지 처분을

받았지만 제가 괴롭힘을 당했던 그 학교에 다니고 싶지 않았어요. 사실 학교라는 단어 자

체가 너무 싫었고 아이들도 싫어서 자퇴를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고등학교 졸업

장은 있어야 하는데 공부를 안 했으니 검정고시를 칠 수도 없으니 여기 다니면서 졸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셔서 오게 되었어요.

(4)기타 의견

기타 의견으로 원적 학교가 재미없고 늦잠으로 인해 결석이 잦아서(N=2), 유언비어가 퍼

져서 학교에 다닐 수 없어서(N=2), 부모님께 사죄하는 마음과 공교육에 대한 불신 때문에

(N=1), 지속적인 학교폭력 피해를 겪어서(N=1)로 나타났으며 사례는 다음과 같다.

학교가 멀고 흥미도 없어서 결석을 많이 하다 보니 유급 위기에 처했거나 유언비어로 인

한 심각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겪음, 획일적인 주입식 공교육에 대한 불신과 학교폭력 피

해가 너무 심각해 도저히 학교를 다닐 수 없어서 위탁형 대안학교를 선택하게 되었다.

참여자 7: 원적 학교는 너무 멀고 학생들도 몇 명 없고 재미도 없어서 학교를 안가는 날

이 많았어요. 또 잠이 많아서 늦게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 더 가기 싫어서 결석이 계속 늘

어나는 거예요. 막상 여기 학교에 와보니 같은 동네여서 아는 친구들도 있고 집과 가까워

서 늦잠 자도 결석 안 하고 늦게라도 올 수 있어서 여기로 오기로 결정했어요.

참여자 11: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폭력 피해를 많이 당했어요. 고등학교 때 학교에 노는

아이들 중 한 명이 저를 계단에서 밀려고 했어요. 중학교 때 입이 찢어져 28바늘 꿰맨 것

을 가지고 ‘28발 꿰맨 새끼야’라고 하면서 괴롭혔어요. 계속 참다 보니 죽여버리고 싶은 마

음이 들었지만 참았어요. 그 당시 나는 어디를 가도 불안하고 힘들어서 제 의견은 별로 중

요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참여자 4: 사실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획일적인 주입식 공교육이 나랑 맞지 않는 것 같

아서 자퇴를 고민했어요. 나는 이미 어릴 때부터 내 꿈을 정했어요. 그리고 공교육 시스템

에서 열심히 공부할 자신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아요. 중3 때 학교에서 노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소외되면서 심각하게 자퇴와 대안학교에 대해 고민했고 고등학교에 입학하자마

자 여기로 오게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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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적 학교에서 위탁형 대안학교로 온 후 달라진 점 응답자 수(N=17) 빈도수(%)

-친구 관계가 원만해짐 10 60

-쉬운 내신 획득, 원하는 부분에 시간 투자 3 18

-졸업을 위해 열심히 학교에 다님 2 12

-공식적으로 흡연이 가능, 벌점을 받을 일이 없음 1 6

-괴롭히는 아이는 없지만 여전히 불안함 1 6

-부지런해지고 밝아짐 1 6

〔그림-7〕위탁된 사유와 주 양육자와의 관계

지속적인 학교폭력의 피해를 겪고 위탁된 학생들은 주 양육자와의 관계가 모두 매우 좋

음으로 나타났다. 마음 편하게 학교를 다니고 싶어서라고 이야기한 경우는 주 양육자와의

관계가 매우 좋음에서 좋지 않음까지 고루 분포하였다. 특히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모두 마음 편하게 학교를 다니고 싶어서 위탁형 대안학교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

났다. 주 양육자와의 관계가 좋다고 응답한 경우 사고를 쳐서 퇴학 위기에 졸업하기 위해

서 위탁형 대안학교를 선택한 경우가 다른 이유로 위탁된 경우보다 높게 나왔다.

3) 위탁 후 달라진 점

원적 학교에서 위탁형 대안학교로 위탁된 후 달라진 점에 대해 〈표-18〉를 통해 알아보

고자 한다.

〈표-18〉위탁 후 달라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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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친구 관계가 원만해짐

위 표에 따르면 원적 학교에서 위탁형 대안학교로 온 후 달라진 점은 원만해진 교우관계

라고 말했고 사례는 다음과 같다.(N=10)

10명의 학생이 위탁형 대안학교에 온 후 친구 관계가 원만해졌다고 말했다. 남구 소재 대

안학교 학생 6명 모두 학교폭력 피해나 친구 관계에서 심각한 갈등을 경험하고 위탁된 경

우로서 친구 관계가 좋아졌고 현재 학교생활에 만족한다고 했다. 동구 소재 대안학교는 학

교 부적응(교칙 위반)으로 위탁된 학생의 비율이 높아서인지 11명 중 4명의 학생이 친구

관계가 원만해졌다고 말했다. 학교폭력 피해나 친구와의 갈등을 경험 경우 위탁 후 갈등

상황이 해소되면서 친구 관계가 원만해졌다.

참여자 13: 여기는 학교폭력 피해를 겪은 아이들이 있으니 잘 맞을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했어요. 하지만 여기서도 한참 동안 아이들과 부딪히고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지금은 괜

찮아졌지만....작년까지 여기서도 너무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나를 무시하고 시비

를 거는 것 같아서 많이 부딪쳤어요. 올해 들어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생겼어요. 새로 온

친구들이 말도 걸어주고 저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 같고 괴롭히는 아이들도 없으니까 학교

생활도 재미있고 생각도 긍정적으로 바꿔서 지금은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참여자 7: 원적 학교는 통학 시간이 두 시간 정도 걸리는데 여기는 집과 가까워서 얼마

안 걸려요. 공부에 대한 압박도 없고 급식도 맛있고 선생님들도 좋고 같이 놀 친구들이 있

어서 너무 좋아요. 여기에 오고 나서 모든 것이 만족스러워요.

참여자 12: 원적 학교에 다니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오게 되었어요. 문제가 있는 아이들

이 온다는 소문이 있어서 ‘여기서도 나를 괴롭히는 아이들이 있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서운 마음도 들었어요. 그런데 나처럼 학교폭력 피해로 온 아이들이 많아서 대부

분 친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지금은 마음이 너무 편해요.

참여자 15: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위탁되었을 때 조용히 있었는데 누나들이 말을 많이 걸

어주고 잘 챙겨줘서 친해졌어요. 편해지고 안도감도 생긴 것 같아요. 여기서 중학교를 마

치고 일반고등학교에 진학했는데 너무 힘들어 다시 오게 됐어요. 원적 학교는 학생 수도

많고 너무 커서 항상 불안하고 위축되어서 나 자신이 초라해지는 것 같았어요. 여기는 학

교에서 피해로 온 아이들이고 일반 학교와 구조나 규모도 많이 차이가 나서 학교 같은 느

낌이 없고 인원도 적어서 좋아요. 이제 많이 여유가 생기고 편해진 것 같아요.

참여자 10: 분위기는 원적 학교와 비슷해요. 대부분 놀고 몇 명만 공부하는 어수선한 분

위기.... 다른 점은 이전 학교는 선∙후배 서열이 많이 심했어요. 선배 눈만 마주쳐도 왜 보

냐고 뭐라고 했어요. 여기 아이들이 좀 더 밝고 선∙후배 서열이 심하지 않은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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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도 덜 일어나는 것 같고요. 여기 학교는 노는 아이들끼리 논다고 들어서 같이 놀 사람

이 없으면 다시 원적 학교로 되돌아갈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원적 학교에 돌아가면 친

구는 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여기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고 재미있어요.

참여자 5: 그 학교를 벗어날 수 있어서 우선 마음이 후련해요. 하지만 나처럼 학교폭력 피

해 학생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술 마시고 욕도 하고 담배피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서 걱정

도 되고 안 좋게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여기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하는 걱정이 많

이 들었는데 같이 지내다 보니 아이들이 인사도 잘하고 잘 챙겨줘요. 괴롭히고 힘들게 하

는 애들도 없어서 다 잘 지내고 있어요.

참여자 16: 처음에는 잘 적응할까 걱정이 많이 되었는데 저처럼 학교에서 아픔이 있는 아

이들이 오고 인원도 적으니까 괜찮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남은 6개월 동안 아이

들과 문제없이 다녀서 졸업만 무사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여기로 왔는데 막상 와서

생활하니까 힘든 것도 없고 아이들도 착하고 잡생각이 줄어드니까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선생님들도 자유롭고 최대한 스트레스 안 받도록 도와주시고 상담도 자주 해주세요. 인문

계에서는 인원이 많아서 자주 상담해 주시지는 못하거든요.

참여자 17: 인간관계 자체가 너무 스트레스인데 여기 처음 딱 오니 벌써 무리가 형성되어

끼리끼리 놀더라구요. 여기에 이전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기를 못 피고 지냈던 아이들이

오다 보니까 여기서 또 다른 무리가 생겨 있더라구요. 사자가 없으면 여우가 왕노릇하려고

한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선배 언니가 말을 걸어주고 친하게 지내면서 아이들

과 다 친구처럼 지내요. 요즘은 스트레스 안 받고 잘 다니고 있어요.

참여자 14: 처음에는 너무 무서웠어요. 원적 학교 경험이 있어서....... 하지만 며칠 다니다

보니 아이들이 밥도 같이 먹자고 하고 말도 걸어주고 좋았어요. 그전 학교에 다닐 때는 아

침에 학교 가는 것이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은 학교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가족들이

예전에는 저를 안쓰럽게 생각하고 불쌍하게 봤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너무 밝게 잘 지

내니까 가족들이 너무 평온한 것 같아요.

(2) 좋은 내신을 쉽게 받고 원하는 부분에 시간 투자 가능

좋은 내신을 쉽게 획득하고 많은 시간을 자신을 위해 투자가 가능하다고 했으며 사례는

다음과 같다. (N=3)

응답한 학생 3명 모두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위탁된 학생들이다. 원적학교에서 열심히 공

부를 했지만 성적이 오르지 않아 학업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위탁된 후 원적 학교에 비

해서 수업이 유연하고 난이도가 낮은 편이어서 좋은 내신성적을 받을 수 있고 자신이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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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생겼다. 이런 점이 위탁형 대안학교에서의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 9: 처음에는 친구와 친해지는 방법이 달라서 힘들었어요. 나는 대학을 가는 것이

목표인데 여기 애들은 대부분이 공부와 거리가 먼 것 같고 관심도 없고 생각하는 방향이

다른 것 같아요. 공부를 안 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이라 내신을 너무 쉽게 받을 수 있어요.

원적 학교에서는 학교에 다녀오면 너무 힘들고 괴로웠는데 여기는 괜찮아요. 잘 지내고

있고 자존감이 많이 향상되면서 자신감이 생겼어요.

참여자 5: 여유로워진 것 같아요. 수업 난이도가 낮고 대부분 공부를 안 해서 열심히 공부

하니까 성적이 잘 나와요. 또 학교를 일찍 마치니까 내가 하고 싶은 글쓰기 공부를 더 할

수 있어서 좋아요. 작가가 되는 것이 꿈이거든요. 내가 즐겁게 다니니까 가족들이 걱정을

덜 하시고 나도 마음이 편하고 열심히 하니까 좋은 결과가 나와서 자신감이 생겨요.

참여자 4: 별로 노력하지 않아도 내신을 쉽게 받을 수 있고 공교육 수업도 강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많아서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제과, 제빵 공부에 집

중할 수 있어서 좋아요. 내가 학교에 열심히 다니고 미래진로에 대한 준비를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시고 부모님이 뿌듯해하시고 의지하시는 것 같아요.

(3) 기타 의견

기타 의견으로 졸업을 위해 열심히 학교에 다님(N=2), 공식적으로 흡연이 가능하여 벌점

을 받을 일이 없음(N=1), 괴롭히는 아이는 없지만 여전히 불안함(N=1), 부지런해지고 밝

아짐(N=1)으로 나타났으며 사례는 다음과 같다.

고등학교는 졸업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늦잠을 자더라도 출석은 하려고 노력한다고 하였다.

흡연 습관으로 원적 학교에서 퇴학 위기를 겪었지만 여기서는 흡연 시간도 주고 흡연으로

인한 벌점이 없어서 좋다고 했다.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폭력을 심하게 당하다 보니 위탁된

학교에는 자신을 괴롭히는 학생은 없지만 언제 또 폭력이 발생할지 몰라 여전히 불안하고

안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조금씩 좋아지고 있으며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했다. 또한 학교에 자신을 괴롭히는 친구가 없어서 마음이 편해지니까 하고 싶은

일도 생기고 성격이 밝아졌다고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열심히 학교에 다니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 10: 이전에 사고를 친 일이 많아서 보호 관찰도 2년 받았고 사건이 엄청 많아 병

합해서 집중 보호 관찰 중이에요. 이제 나이도 먹고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도 들어서 더는

사고 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요즘은 화가 나도 참는 것 같아요. 여기 오고 나서는 친구와



- 63 -

싸운 적도 없고 가족과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는 시간도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참여자 3: 아직 준비하는 것은 없지만 우선 졸업은 해야 하니까 학교에 열심히 등교하고

수업 시간에 잠을 안 자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과 좀 떠들기는 해요.

참여자 2: 원적 학교보다 여기는 제약이 많지 않아요. 중학교 때부터 흡연 습관이 있어서

끊기가 힘든데 흡연 시간이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허용해 주고 벌점도 없어서 좋아요.

참여자 15: 원적 학교나 여기나 학생들 분위기는 별로예요. 겉으로 봐서는 두 곳 다 거친

아이들처럼 보여요. 하지만 여기서는 나를 괴롭히는 아이들은 없어서 사람에 대한 선입견

을 없애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금방 생각처럼 잘되지는 않지만........... 제가 힘든 일을 많이

겪다 보니 몇 년 전부터 사람과 눈을 마주치고 대화하는 것이 힘들어요. 상대방이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조금씩 좋아지고 있고 노력하는 중이에요.

참여자 1: 피해 학생만 있는지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아서 놀랐고 담배를 피고 욕

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적응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처음에는 밥을 먹는 것도 힘들었

어요. 친한 사람도 없고 친구를 사귀는 것도 쉽지 않아서요. 지금은 괜찮아졌어요. 힘들 때

도와주시는 선생님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여기 와서 좀 부지런해졌고 더 밝아졌어요.

〔그림-8〕주 양육자와의 관계와 위탁 후 달라진 점(Nvivo-R1)

위탁형 대안학교에 위탁된 후 달라진 점에 대해서 친구 관계가 원만해졌다고 17명의 학

생 중 10명이 응답하였다. 응답한 학생들의 부모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매우 좋음 3명, 좋

음 3명, 보통 3명, 좋지 않음 1명으로 양육자와의 관계는 매우 좋음에서 좋지 않음까지 고

루 분포하였다. 쉬운 내신 획득과 원하는 부분에 시간을 투자할 수 있다고 응답한 3명의



- 64 -

◆소결- 학교생활

위탁형 대안학교에 위탁된 학생들의 원적 학교에서의 생활을 살펴보면 크게 학교 부

적응과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친구와의 심각한 갈등, 교칙

위반으로 인한 많은 벌점, 학교폭력의 피해, 감정 통제의 실패, 규칙이 배제된 지나친

자율성, 학교폭력 가해자로 강제 전학 등의 이유로 학교에 부적응이나 학교폭력의 피해

를 겪었다. 교칙 위반으로 퇴학 위기에 졸업을 위해서, 학교폭력에서 벗어나 마음 편하

게 다니고 싶어서, 심각한 유언비어로 너무 힘들어서, 친구와의 불화로 자퇴를 고민하

다가, 잦은 결석으로 유급 위기에 처해서 등의 사유로 위탁형 대안학교를 선택하게 되

었다. 위탁 후 친구 관계가 원만해짐, 쉬운 내신 획득과 자아 개발에 시간 투자 가능,

졸업을 위해 열심히 등교, 부지런해지고 밝아짐 등의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

위탁형 대안학교가 개교한 후 초기에는 학교폭력 피해를 겪고 위탁되는 비율이 높았

으나 해가 거듭될수록 학교 부적응으로 위탁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일부 학생들이

나 부모들은 위탁형 대안학교가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오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원적

학교보다 허용적이고 자유로워서 편하고 쉽게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녀가 학교에서 교칙 위반 등 문제행동으로 퇴학이나 유급 위기에 처했을 때 이들이

대안학교를 선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부적응학생의 위탁 비율이 증가하는

학생은 주 양육자와의 관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9〕위탁형 대안학교에 대한 만족도와 위탁 후 달라진 점(Nvivo R1)

위탁형 대안학교에 위탁된 후 달라진 점에 대해서 친구 관계가 원만해졌다고 10명이 응

답하였다. 응답한 학생들의 위탁형 대안학교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응답자 10명 중 매

우 만족 6명, 만족 2명, 보통 2명으로 매우 만족이 만족이나 보통보다 3배나 높았다. 학생

들의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학교 환경(특히 친구 관계)의 긍정적인 변화와 유의미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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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고등학교 졸업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면서 원적 학교보다 시간적

제약이나 공부에 대한 부담이 없고 허용적인 여건인 대안학교를 차선책으로 선택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위탁형 대안학교에서는 위탁된 학생들을 위해 적은 인원을

관리하면서 안전한 장소를 제공하고 졸업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하지만 학교 부적응 청소년을 위한 긍정적인 체계인 위탁형 대안학교는 현실적으로

재정적∙환경적 지원이 매우 부족하고 근무하는 교사와 강사들에 대한 처우가 열악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 신념으로 위탁형 대안학교가 힘들게 운영되

고 있어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위탁된 학생들은 학교 환경 안에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을 통해 자신의 강점을 찾

고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대안학교에 대한 더 많은 재정적 지원

과 환경 개선이 절실히 요구된다. 위탁된 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과 부모 상담,

경제적 이유로 배우지 못했던 교육 기회와 자신의 강점을 개발하고 꿈을 찾을 수 있도

록 도움을 줄 수 있는 더 좋은 환경과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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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0〕위탁형 대안학교 고등학생의 경험에 관한 도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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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그림-10〕은 위탁형 대안학교 고등학생의 강점과 가족관계 경험 및 학교생활에

관한 도식이다. 원적 학교생활에서 상담을 통하여 다양한 부적응적 문제를 경험했던 것

을 발견할 수 있었다. 경험한 부정적인 문제(사건)들은 친구 관계의 어려움, 교칙 위반

으로 많은 벌점을 받음, 학교폭력 피해를 겪음, 별나고 통제가 되지 않음, 학교 교칙을

잘 지키지 않고 너무 자유롭고 활동적이어서 사람들의 눈에 뜀 등이다. 학생들의 부정

적 가족관계 경험을 살펴보면 부부불화, 부의 폭력에 대한 피해 경험, 부모의 이혼, 함

께 살지만 남보다 못한 가족관계, 가족 간에 교류나 애착 형성의 문제점, 종교적인 문

제로 부모가 이혼 등이 학교생활에서 부적응에 영향을 미쳤다. 원적 학교에서의 부적응

으로 인해 자퇴나 위탁형 대안학교로의 위탁을 고민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위탁형

대안학교를 선택하게 되었다.

위탁 후 긍정적인 관계 맺기와 환경변화가 생기면서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게 되었다.

학생들이 발견한 강점은 친화력과 친절, 열정, 긍정, 배려, 창의력, 그 외에 끈기, 성실,

공감 능력, 리더십이 있다. 또한 위탁형 대안학교에 위탁된 후 변화한 점은 학교폭력

피해로 위탁된 경우에 교우관계가 좋아지고 내신이 향상되면서 대학진학에 대한 목표

가 생기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밝아졌다고 했다. 학교 부적응으로 위탁된 경우에 졸

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사고를 치지 않고 졸업을 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대학이나 자

신의 미래에 관한 관심이 생겼다.

긍정심리학적 관점에서 성격 강점을 잘 활용하면 자신이 가진 결점을 수정하는 과정

을 거치면서 긍정적 변화가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해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였

다(Duckworth, Steen & Seligman, 2005). 또한 박수자(2018)의 최근 연구 결과에서도

고등학생의 성격 강점과 강점 인식, 삶의 만족도가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위

탁된 학생들도 자신의 성격 강점을 찾아 결점을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 강점을 잘 활용

한다면 긍정적 변화를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개인 강

점을 발견하고 상담을 통한 부정적 가족 경험의 긍정적 순화와 자원의 발견, 위탁형 대

안학교의 적극적인 활동들이 위기청소년을 지원하는 긍정적인 전달체계임을 알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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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및 결론

1. 논의

본 연구는 ‘위탁형 대안학교 고등학생들의 개인 강점과 가족 경험 및 학교생활은 어떠한

가’라는 연구 문제를 현상학적 관점에서 연구하였고 연구 과정에서 Nvivo-R1을 이용하여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 결과를 기초로 한 연구 문제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인 강점

개인 강점에 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위탁 후 긍정적인 관계 맺기와 환경의 변화가 생기면서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게 되었다.

특히 학교폭력 피해로 위탁된 경우, 원만한 교우관계를 형성하였고 가해 요인이 해결되면

서 학교에 대한 공포나 부정적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었다. 원적 학교에서는 학교에

가는 것이 너무 힘들었으나 위탁 후에는 성실하게 학교생활을 하게 되었다. 상대적으로 좋

은 내신을 받을 수 있어 자신감이 향상되고 대학진학에 대한 목표가 생기면서 많이 밝아

졌다. 문애경 외(2017)의 연구에서도 개인의 성격은 환경 속에서 타고난 기질이 외현화되

면서 타인에게 언어나 행동으로 나타나며 긍정적으로 인식될 때 성격의 강점이 나타난다

고 하였다. 또한 성격 강점은 개인의 사고나 정서, 행동으로 반영되며 개인의 재능과 강점

을 충분히 발현하는 것은 개인의 삶의 만족도와 연결되어 있다고 하였다.

학교 부적응으로 위탁된 경우에도 위탁된 후 자신의 강점을 찾은 학생들의 경우 졸업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사고를 치지 않으려고 노력하였고 원적 학교 때 보다 열심히 학교에

출석하면서 대학진학에 관한 관심도 생겼다. Park & Peterson(2005)이 성격 강점은 개인

의 사고, 정서, 행동에 반영되는 긍정적인 특징으로 단점이나 문제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강점을 찾으면서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며 사회환경 속에서 부적응적 요소를 적응적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을 거치면서 조화롭

게 발달하는 상태라고 언급한 이 선행연구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하승수(2015)의 연구에

서도 성격 강점은 부적응행동을 보이는 청소년들의 기질적 취약성을 보완해주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긍정심리학의 관점에서 성격 강점을 잘 활용하면 자신이 가진

결점을 수정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긍정적 변화가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해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Duckworth, Steen & Seligman, 2005).

위탁 후 학생들은 힘들었던 원적 학교생활을 극복하면서 자신들의 강점을 찾을 수 있었

고 그 강점은 또래 관계나 교사와의 관계 개선, 적응적인 학교생활로의 복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 강점은 다음과 같다. 친화력과 친절, 열정, 긍정, 배려, 창의력, 그 외에

인내, 성실, 공감 능력, 리더십이 있다. 이 연구의 결과는 성격 강점은 트라우마를 겪는 과

정에서 회복, 스트레스 감소와 부정적인 경험을 예방하고 성취, 리더십, 긍정적 자아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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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친절, 배려, 협동심, 열정, 공감 능력, 인내 등의 성격 강점과 정적인 상관이 있어 건강

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연구와 일치한다(Park & Peterson, 2009; Park, 2004).

박수자(2018)의 최근 연구 결과에서도 고등학생의 성격 강점과 강점 인식, 삶의 만족도가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위탁된 학생들도 자신의 성격 강점을 찾아 부정적인 경험

과 결점을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 강점을 잘 활용함으로써 긍정적 변화를 가져온 점을 본

연구 결과에서 확인하였다. 이 연구에서 자신의 성격 강점을 찾아 활용하는 것이 학교 부

적응과 학교폭력 피해로 위탁된 학생들의 긍정적인 학교생활에 영향을 미친 것을 입증한

것은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청소년기에는 가정, 학교,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과 정체성에 대한 고민과 갈등, 미

래에 대한 불안, 입시 위주의 학교 환경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다.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하고 발달하기 위해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학교 부적응과 학교폭력 피해로 인해 부정적인 경험을 한 청소년들이 자

신의 흥미와 강점을 찾고 실천하면서 스트레스와 부정적 정서를 잘 극복하고 건강한 학교

생활과 사회적응을 위해 긍정심리학의 관점에서 성격 강점을 활용한 프로그램과 상담을

통한 연구가 더 활성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2) 가족관계 경험

가족관계 경험에 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위탁된 학생들의 부적응적 가족관계 경험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부불화, 부의 폭력

으로 인한 피해 경험, 부모의 이혼, 함께 살지만 남보다 못한 가족관계, 가족 간에 교류나

애착 형성의 문제점, 종교 문제로 야기된 갈등으로 인한 부모의 이혼 등의 경험이 학교생

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가족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신나나•도현심(2000)의

연구에서 가족관계 요인이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며 자아 개념과 자아존중감 등의

개인 요인들은 가족관계 경험이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1차 집단인 가정에서의 친밀

한 가족관계 경험을 통해 상호작용하면서 자아 개념과 자아존중감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가족관계 요인으로는 가족 간의 긍정적∙부정적 상호작용, 부모의 경제적 능력과 사회적

지위, 부모의 양육방식 등이 있다(현희순, 1998).

위탁형 대안학교 학생들의 학교 부적응 문제를 살펴보면 개인 요인, 학교 요인 그리고 가

정 요인, 사회 요인 등 다양한 요인이 있다. 가정 요인에서 가정불화, 부모의 이혼, 가정폭

력 등 가족관계 문제는 대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주 양육자의

비합리적인 양육 태도는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최근 선행연구들

을 살펴보면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문제 등 다양한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

해서도 긍정적인 가족관계 경험이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다(엄윤주•김수영, 2016; 이현 외,

2018; 오은정•여종일, 2018; 여종일, 2019). 이러한 연구 결과는 부모의 양육 태도와 가족관

계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학교 부적응과 학업 중단 위기청소년의 가정 요인으로 가정의 경제적 요인과 가족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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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발생하는 요인들이 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부모의 낮은 교육 수준,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가족의 구조적 결손, 부모의 양육 태도(방임적, 권위주의적, 허용적), 자녀에 대한

낮은 성취 기대와 가정 내의 낮은 친밀도와 화목도, 가족 간의 대화 단절, 부모의 잦은 싸

움으로 인한 불화 등이 학업 중단을 초래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최연수, 2015).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경우 맞벌이를 하는 가정이 많으며 육체적∙심리적으로 지쳐있는 부모는 자

녀를 돌볼 시간적∙정서적 여유를 갖기 힘들어 자녀를 방치하거나 자녀와의 정서적 교류를

포함한 의사소통에 문제가 발생한다. 위탁된 학생들의 학교 부적응의 가정 요인 중 부모의

낮은 교육 수준과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은 자녀의 학업 문제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

이 본 연구의 연구 결과에서도 나타났다.

또한 성적 위주로 평가하는 공교육 현장에서 자녀의 낮은 학업성취도는 낮은 자아존중감

을 형성하게 하고 학교 부적응의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가족의 기능적 관점에서 부모의 양육 태도는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태도

및 행동을 의미하며 자녀의 성격과 행동뿐만 아니라 정서와 인지 발달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Becker, 1964). Satir(1983)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부적절한 의사소통 방식

을 습득한 자녀는 자기 가치를 낮게 평가한다고 하였다. 또한, 민주적인 방식의 자녀 훈육

과 효율적인 의사소통 방식은 청소년기 부모와 자녀가 서로 이해하고 갈등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필요하다고 하였다(권도연, 2018). 가족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가정에서

주 양육자인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성격의 기초를 형성하고 자녀의 자아존중감 형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위탁된 학생들의 주 양육자의 양육 태도와 양육방식을 살펴보

면 너무 허용적이거나 권위주의적인 양육 태도로 인해 소통의 기회를 얻지 못했고 일관되

지 못한 양육 태도와 방임으로 적절한 훈육이나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경험하지 못했다. 부

적절한 양육과 의사소통 방식을 습득하면서 자기 가치를 낮게 평가하게 되고 학교에서 갈

등이 발생했을 때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해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하고 위탁된 사례도 있

었다.

가정환경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가

정환경이 매우 중요하다. 가정에서 부부 갈등이 발생하면 직∙간접적인 경험을 한 자녀는

자아존중감과 자아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자녀가 성장하면서 부부 갈등을

많이 경험할수록 우울과 공격성이 높으며 부모에게 돌봄을 받지 못하고 거부당하거나 무

관심하다고 인식할수록 우울과 공격성은 더 높게 나타났다(우진영, 1998). 일반적으로 부부

갈등이 자녀와 같은 공간에서 발생할 때, 분노나 폭력적 공격성으로 표출되고 자녀의 양육

이 일관되지 못하고 불일치할 때,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지속될 때, 더 심한 부적응과 공

격성을 보인다(Davies & Cummings, 1994).

위탁된 학생들의 가정환경을 살펴보면 17명의 연구참여자 중 1명은 부모님이 사별하였고

8명의 부모는 가정폭력이나 부부불화로 이혼하였고 8명은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4

명의 부모는 심각한 불화를 겪고 있었다. 이런 가정 분위기로 인해 자녀는 학교폭력 피해

를 경험했을 때 부모로부터 어떠한 도움이나 지지도 받지 못하고 가정과 학교에서 힘들게

생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례들의 연구 결과와 선행연구를 통하여 부모의 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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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와 가족관계 경험, 가정환경이 자녀의 학교 부적응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부정적 가족관계 경험은 자녀의 학교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쳤으므로 학

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부모의 인식변화와 함께 양육 태도나 가정환경의 변화가 절

실하게 요구된다.

3) 학교생활

원적 학교생활에서 위탁된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부적응적 문제를 경험했던 것으로 나타

났다. 친구 관계의 어려움, 교칙 위반으로 많은 벌점을 받음, 학교폭력 피해를 겪음, 감정

통제의 어려움 등 부적응적인 문제(사건)가 있었다.

이러한 부적응적 문제의 발생 원인으로 김범구(2013)의 연구에서는 개인의 생태적∙심리

적∙인지적 그리고 행동적인 특성들이 학교 부적응과 학업 중단의 원인과 깊은 관계가 있

다고 하였다. 위기 청소년들의 생태적인 특성으로 낮은 지적 수준, 낮은 자아존중감과 자

아개념, 높은 불안과 우울 수준, 반사회적 성격, 행동적인 특성으로 충돌조절 능력 부족,

잘못된 생활양식, 높은 공격성, 자아 통제 및 스트레스 대처에 대한 미숙, 의사소통 기술

부족, 문제해결 능력의 부족, 나태한 생활 태도, 잦은 무단결석과 지각, 인지적 특성으로

미래에 대한 낮은 기대 수준, 학교 공부에 대한 동기 부족, 학업에 대한 흥미 상실, 물질만

능주의적인 가치관 등의 문제로 보고 있다.

반면에 Rosenberg(1965)는 자아존중감을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평가하며 판단하는 감정

이라고 했다. 청소년기에 자아존중감은 아동기를 거쳐 청소년기에 자신에 의한 가치판단과

부모, 가족, 친구와 상호작용을 하며 형성되는 것으로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다(한상철, 20004). 고등학생들은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면서 긍정적∙

부정적인 경험을 모두 경험한다.

본 연구참여자들의 경우 부적응적 문제를 경험하면서 낮은 자아존중감이 형성되었다. 특

히 여러 경험 중 또래와의 갈등 문제는 학업 중단 위기에 큰 요인이 되며 위탁된 학생들

도 학교에서의 부정적인 요인인 또래 관계의 어려움이나 상처로 인해 위탁된 경우가 많았

다. 낮은 자아존중감은 또래 관계 문제나 학교생활 적응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가장

큰 요인을 가족관계 경험에서 찾을 수 있었다.

Lerner(1980)는 청소년기 발달단계에서 볼 때 가장 본질적인 경험은 학교의 교육과정에

서 제공되어야 하며, 학교생활의 적응은 청소년기의 발달과 성장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청소년들의 자아 정체감 형성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이현림∙천미숙, 2003). 청소

년기에는 신체적∙정신적∙성적인 성숙으로 인해 새로운 욕구와 감정의 변화가 생기게 되

고 부모로부터 받았던 심리적 지지를 또래에게서 받고자 한다(Helsen & Meeus, 2000). 청

소년기에는 또래 관계를 통해 사회적∙정서적으로 성장하며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형성

하고 공유하는 관계로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기에 또래 관계에서 부정적

요인이 발생하면 학교에 적응하는 것이 힘들어지고 심리적 갈등의 발생 원인이 되기 때문

에 친구 관계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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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구자경(2003)의 선행연구에서 청소년기에 학교 부적응 발생 요인을 살펴보면 엄격한

교칙과 운영 시스템, 입시 위주의 교육과정, 성적으로 판단하는 학교 분위기, 성적, 불성실

한 학교생활(무단결석, 지각, 수업 불참 등), 교사와의 관계, 교사의 훈육방식과 태도, 체벌,

특정 학생에 대한 편견 등이 있다고 하였다. 학교 부적응으로 위탁된 학생들의 학교 요인

을 살펴보면 불성실한 학교생활, 교사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 문제가 가장 많았다.

청소년기에는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다양한 유해 매체들에 쉽게 노출되고 대중

문화에 대한 관심과 모방행위로 인해 폭력과 비행 행위가 유튜브나 미디어, 페이스북 등의

영상물에 의해 미화되면서 폭력과 비행을 모방하게 되고 인터넷의 발달과 SNS를 통한 빠

른 정보화는 학교 부적응과 나아가 품행장애 등의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시킨다.

이러한 이유로 학교 부적응과 학교폭력 문제로 위기를 겪고 위탁된 학생들에 대한 원인

과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위탁형 대안학교에 위탁된

학생들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른 연구주제에 비해 선행연구가 많지 않으며 위

탁형 대안학교에 대한 선행연구들도 프로그램 개선방안,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교육 현장

에서의 교사의 처우와 전문성, 교과과정의 질적 수준, 대안학교의 유형과 학교의 프로그램

사례 비교, 소개 등 다양한 운영상황이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들이다(손미란∙정

기섭, 2015). 하지만 위탁형 대안학교에 위탁된 학생들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 부모의 양육

태도가 학교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학생들이 인식하는 경험 연구나 학생들의 성격

강점이나 긍정적 변화에 관한 연구는 부족하다.

본 연구에서 학생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통해 청소년의 특징, 학업 중단 위기

청소년의 개념과 발생 요인으로 개인 요인, 가족 요인, 학교 요인, 사회 요인에 대해 알아

보았고 위탁형 대안학교의 개념과 구조, 가족기능과 구조, 환경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학생들의 강점과 부모와의 관계, 가정환경에서의 경험이 학교 부적

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연구하고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것을 돕는 효과적인 방

법을 긍정심리학적 측면에서 찾아보고자 했다.

2. 결론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위탁형 대안학교로 온 후 교과 외 다양한 프로그램의 경험을 통해 자신의 적성이나

관심 분야를 발견하였고 자신의 강점도 찾을 수 있었다. 원적 학교에서 학교 부적응이나

학교폭력 피해 등 부정적인 경험을 했지만, 위탁 후 학생들과 새로운 관계 맺기를 통하여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친구와의 관계가 개선되고 학교에 잘 적응하면서 긍정적인 에너

지와 창의력, 배려, 책임감, 끈기력, 공감 능력, 도전정신과 모험심, 리더십 등의 강점을 발

견하였다. 강점의 발견으로 위탁 초기보다 표정이 밝아졌고 목표가 생기면서 학교생활도

열심히 했다. 이러한 강점의 발견은 부정적인 측면의 개선과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학교생활 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학교 부적응이나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

한 학생들의 적응적 학교생활을 위해서 자신의 강점과 적성을 찾고 개발할 수 있도록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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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학교 교육과정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탁형 대

안학교가 학업 중단 예방을 위해 학생들을 보호하고 졸업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을 넘어

서서 그들의 미래를 설계하고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

러한 부분에 주목하여 더 많은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학생들의 부정적인 가족관계 경험은 자녀의 낮은 자아존중감과 또래 관계에서 관계

맺기와 학교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학생들의 부정적인 가족관계를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부모의 불화, 가정폭력, 이혼, 가족 간 교류나 애착 형성의 문제, 종교 문제가 있

다. 부정적인 양육방식으로는 비일관적인 양육, 권위주의적∙지시적 양육, 무조건적 자율성

이나 훈육이 없는 허용적인 양육, 방임이 있다. 또한 가정의 경제적 빈곤은 자녀와의 소통

이나 적절한 돌봄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부모에게서 버림받거나 배

신당했던 부정적인 감정들로 인해 미래의 가족에 대해 거부적인 반응을 보였다. 가족의 따

뜻한 사랑과 지지는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적응에 매우 중요하다. 학생들이 가족관계에서

경험했던 어린 시절 상처로 인한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건강한 가족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서는 지속적인 상담과 각 가정에 맞는 다양한 지원체계(경제적 지원, 의료지원, 지속적인

부모교육과 모니터링, 부모∙자녀 관계 개선 프로그램)가 필요하다.

셋째, 미래의 가족과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소통, 경제적 안정, 책임감이 포함된 사

랑, 화목, 배려, 존중, 공감 능력 등이 필요하다. 가족 간에 불화는 소통이 부족해서이며 서

로 대화를 하고 소통이 잘 되면 가족관계는 화목해지고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게 되며 공

감 능력, 존중하는 마음도 생긴다고 했다. 또한 자신과 가족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미래의 자신의 가족이 행복해지려면 경제적으로 안정되어야 한다고 했다. 학생들이

바라는 것은 높은 기대나 실현 불가능한 희망이 아니라 아주 현실적이고 평범한 가정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환경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래의 가족과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중요하다고 했다.

학생들이 미래에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가정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긍

정적인 가족관계 경험을 교육과정에서 체험하고 배움으로서 건강한 미래의 가족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예비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

하다. 건강하게 배우자를 만나고 결혼과 출산, 좋은 부부나 부모가 되기 위해서 준비과정

이 필요하다. 준비과정으로서 예비 부모교육에 관한 관심과 지원은 건강한 가정을 형성하

고 유지하기 위해 중요하다. 가정에서의 긍정적인 경험은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긍정적 학

교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행복한 가정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증가할수록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아동∙청소년의 부적응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지

원들은 일회성 이벤트로 그치지 말고 장기 예방대책으로 국가나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넷째, 위탁형 대안학교에 위탁된 학생들은 위탁된 후 친구 관계가 원만해지고 좋은 내신

을 받을 수 있었고 자신의 적성을 찾으면서 꿈이 생기고 부지런해지고 긍정적으로 변화하

였다.

위탁된 학생들의 위탁 사유는 크게 학교 부적응과 학교폭력 피해로 구분할 수 있다.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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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의 심각한 갈등, 교칙 위반으로 많은 벌점, 학교폭력 피해, 통제하지 못하는 감정, 규칙

이 배제된 지나친 자율성, 학교폭력으로 강제 전학 등의 원인으로 인해 퇴학 위기에 졸업

하기 위해서, 학교폭력에서 벗어나 마음 편하게 학교에 다니고 싶어서, 심각한 유언비어로

너무 힘들어서, 친구와의 불화로 자퇴를 고민하다가, 잦은 결석으로 유급 위기에 처해서

등의 이유로 위탁형 대안학교를 선택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위탁된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서는 긍정적 변화를 위한 믿음을 바탕으로 한 기다림과 긍정적인 또래 관

계 유지, 교사의 지지와 관심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학생상담과 부모교육이 필요하다.

현재 위탁형 대안학교는 초기에는 학교폭력 피해로 위탁되는 비율이 높았지만 매년 학교

부적응학생의 위탁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공교육의 교육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하는 청소년

들의 증가로 인해 위탁형 대안학교는 청소년의 학업 중단을 예방하는데 긍정적인 지원체

계로 기능을 하고 있다. 따라서 위탁형 대안학교가 다양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으

로 안정된 지원이 필요하다. 위탁된 학생들이 학교 환경에서 개인의 강점을 발견하고 성장

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부정적 가족 경험을 긍정적으로 순화하도록 돕고, 부

모 상담과 부모교육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경제적인 이유로 배우지 못했던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신의 강점을 개발하고 꿈을 찾을 수 있도록 방과후 프로그램

과 상담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위탁형 대안학교 학생들의 주관적인 관점에서 그들에 대한 심층적 내용을 현

상학적으로 접근해 봄으로써, 사회의 편견을 제거할 수 있는 객관적 연구 자료로서 의미가

있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 건강한 성장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전문적인 상담 사례 연

구가 진행되면 청소년기에 위기를 극복하는 의미 있는 전략들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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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연구 참여에 관한 설명문

부록 2: 연구 참여 및 동의서

부록 3: 질문지

부록 4: 강점 검사  

부 록



- 82 -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대학교 일반대학원 아동가정복지학과에서 가족학을 전공하

고 있는 신주희입니다.

먼저 소중한 시간을 내어 연구에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연구는 위탁형 대안학교 고등학생들이 인식하고 있는 개인 강점과

학교생활 및 가족 경험에 관해 알아보고 가족관계 향상을 위한 프로

그램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로 제공할 목적을 가지고 습니다.

소중한 자료는 무기명으로 처리되며 개인정보와 비밀사항은 엄격하게

보호되고, 연구 자료의 목적으로만 사용됨을 약속드립니다.

유의미한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귀하의 경험과 생각을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연구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구과제: 위탁형 대안학교 고등학생들의 학교생활과 가족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지도교수: 정민자 (울산대학교 일반대학원 아동가정복지학과 교수)

-연 구 자: 신주희 (울산대학교 일반대학원 아동가정복지학과 가족학전공)

-연 락 처:

<부록-1> 연구 참여에 관한 설명문

<연구 참여에 관한 설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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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연구 참여 및 동의서

<연구 참여 및 동의서>

나는 연구 참여에 대한 설명을 숙지하였으므로

1. 내가 제공한 자료를 연구자가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나는 이 연구 과정 중 녹음이 실시되고 자료가 분석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3. 나는 언제라도 이 연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게 어떠한

해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4. 나는 연구 과정에서 나누었던 모든 질문과 답변에 대하여 절대 비밀을 유지할

것에 동의합니다.

연 구 참 여 자: 서 명 날짜 ( 년 월 일)

연 구 자: 서 명 날짜 (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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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번호에 þ 해주세

요.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2. 귀하의 연령은? 만_______세

3. 귀하의 현재 같이 살고 있는 가족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연령기재 예: 아버지 51세)

→

3-1. 가족 구성원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됩니까? (예: 어머니 고졸, 누나 대졸)

→

3-2. 가족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예: 어머니 유치원 선생님)

→

4. 가정에서 귀하를 돌봐주시는 주 양육자는 누구입니까?

→

4-1. 주 양육자와의 사이는 어떻습니까?

① 아주 사이가 좋다. ② 사이가 좋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사이가 좋지 않다. ⑤ 사이가 매우 좋지 않다.

4-2. 4-1에서 ①이나 ②를 답했다면 하루에 얼마나 대화를 하며 주로 어떤 이야기를

하나요?

4-3. 4-1에서 ④이나 ⑤을 답했다면 서먹하거나 사이가 좋지 않은 상황이나 사건은

무엇이며, 어떤 이유인가요?

5. 귀하의 종교는?

① 기독교 ② 불교 ③ 천주교 ④ 무교 ⑤ 기타 ( )

6. 원적 학교는 어디입니까?

→

① 인문계 ② 미용고 ③ 상고 ④ 공고

⑤ 기계공고 ⑥ 생활과학고 ⑦ 기타( )

<부록-3> 질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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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원적 학교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생과고-선택한 이유)

→

8. 귀하는 현재 몇 학년인가요?

① 중 1 ② 중 2 ③ 중 3 ④ 고 1 ⑤ 고 2 ⑥ 고 3

9. 귀하의 위탁형 대안학교 재학 기간은?

① 6개월 미만 ② 6개월~1년 미만 ③1년~2년 미만 ④ 2년~3년 미만

⑤ 3년 이상

10. 위탁형 대안학교에 대한 만족도는?

① 매우 불만이다 ② 불만이다. ③ 보통이다. ④ 만족한다. ⑤ 매우 만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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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다음은 위탁형 대안학교에 위탁된 학생들의 경험에 관한 질문입니다.

(위탁형 대안학교 학생들의 가족관계)

1)학생이 경험하고 있는 가족관계는 어떠한가?

-부모님의 부부사이(관계)는 어떠한가요?

-부모님과 자신과의 관계는 어떠한가요?

-형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 할아버지, 할머니와의 관계는 어떠한가요?

-부모님과 하루에 대화는 얼마나 하는 편인가요? (시간, 분 등)

-부모님과는 어떤 대화를 주로 하나요? (대화의 내용)

-대화시 누가 주로 말을 많이 하는 편인가요?

-부모님과 있었던 어린 시절에 기억 중 좋았던 일이나 슬펐던 일 등 특별히 기

억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나요?

-어린 시절 가정환경은 어떠했나요?

(경제적인 부분, 양육 분위기(태도, 방식), 부모님의 직업, 맞벌이 유•무 등)

-가족관계가 현재의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자유롭게 말하기)

-우리 집 가족을 표현하는 형용사를 3가지로 말한다면? (형용사 판 제시)

-우리 집 가족의 이미지를 표현다면? (예: 화산, 콩가루 집안 등)

-우리 가족을 동물로 표현한다면? (그리고 이유)

(예: 나-소, 엄마-여우, 아빠- 말, 여동생- 돼지)

-양육자의 양육방식과 행동이 자신의 학교생활에 미친 영향은 어떠한가?

-가정에서 자신과 형제들을 주로 돌봐주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어머니(주 양육자)가 평소에 대하시는 태도나 행동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생각

하나요?

-아버지가 평소에 대하시는 태도나 행동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나요?

(ex:과잉 보호적 태도, 거부적 태도, 지배적 태도, 허용적 태도, 수용적 태도 등)

-어머니(아버지)가 평소 대하시는 태도나 말들이 학교생활에서 어떤 상황이나

문제를 해결할 떄 긍정적/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나요?

(원적 학교에서의 경험)

2)원적 학교에서 학교생활은 어떠했나?

-학교생활에서 친구나 선생님과는 어떻게 지냈나요 ?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학교에서의 생활은 어땠나요?

<부록-3>질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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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과목 수업의 이해도는 어느 정도였나요? (학업성취수준)

-학교나 주변 사람들이 학생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고 느끼나요?

-학교에서 힘든 부분과 좋았던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위탁형 대안학교 위탁과정에서의 경험)

3)위탁형 대안학교로 위탁된 사유는 어떠한가?

-위탁형 대안학교 위탁 결정 과정에서 누구의 의견이 가장 많이 반영되었나요?

-위탁형 대안학교를 결정했을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나요?

-위탁형 대안학교로 오기로 결정했을 때 느끼는 감정은 무엇이었나?

-위탁형 대안학교를 선택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위탁형 대안학교에서 부모님은 어떤 것을 기대한다고 생각하나요? (바라는 점)

-위탁되는 과정에서 부모님은 어떤 도움을 주셨나요?

(위탁형 대안학교 위탁된 후 경험)

4)원적 학교에서 위탁형 대안학교로 온 후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

나요?

-원적 학교와 현재 학교생활의 비슷한 점과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나요?

-달라진 학교 환경에 대해 처음 느낌과 생각은 어떠했는지 구체적 이야기해 주

세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은 어떤 것이 있나요?

-위탁형 대안학교가 원적 학교보다 긍정적인 면이 있다면, 무엇이며 언제 그렇

게 느꼈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위탁형 대안학교에 재학 중 자신에게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면 변화를 하게 만

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위탁형 대안학교에 다니면서 자신과 가족에게 변화가 있었나요?

-있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미래에 대한 희망)

5-1)자신의 강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나?

-자신의 강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강점 검사 후)

-자신의 강점을 잘 개발하면 자신이 하고 싶은(원하는) 것을 하는데 어떤 도움

이 된다고 생각하나요?

-학교를 졸업하고 난 후 진로에 대해 생각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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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10년, 20년, 30년, 40년 후 미래에 무엇을 하고 있을 것 같나요?

(긍정적인 미래를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신의 긍정적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있거나 해보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5-2)가족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나?

-가족에게 기대하거나 바라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나의 가족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가족하면 생각나는 것은 무엇인가요?)

-미래에 내가 부모가 된다면 어떤 부모가 되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

세요.

-가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내가 원하는 나의 가족 이미지를 만들어 본다면?

( 예-스위트홈, 전원주택에서 사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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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혀 그렇지 않다, 2 약간 그렇다, 3 상당히 그렇다, 4 매우 그렇다

문항 1 2 3 4

1 나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많다.

2 내 주변에는 나를 아껴주는 사람들이 많다.

3 힘들어하는 친구를 보면 도와주고 싶다.

4 나는 한번 시작한 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끝내려고 한다.

5 나의 능력을 거대하게 말하지 않는다.

6 나는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깊이 생각하고 실천한다.

7 나에게는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십이 있다.

8 주변 사람들과 친구들이 베풀어준 친절에 보답할 것이다.

9 실패하더라도 앞으로 잘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10 나는 어떤 말이든 재미있게 하고 싶다.

11 나는 상상력이 뛰어나다.

12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는 것은 나에게 매우 중요하다.

13 나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노력한다.

14 나는 어떤 일을 끈기 있게 한다.

15 나는 잘난 척 하지 않는다.

16 나는 생각이 깊은 편이다.

17 내 주변에는 나를 따르는 친구들이 많다.

18 나의 인생에는 감사해야 할 일들이 많다.

19 나는 긍정적이다.

20 나는 친구들을 잘 웃기는 편이다.

21 나는 친구들에 비해 창의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다.

22 내 주변에는 끝까지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이 있다.

23 친구가 어려운 일을 겪으면 항상 위로해준다.

24 어떤 일을 할 때 꾸준히 하는 편이다.

25 주변 사람들은 내가 겸손하다고 말한다.

26 나는 항상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결정을 내린다.

27 나는 사람들을 설득해서 잘 따르게 하는 편이다.

28 지금까지 내가 받은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한다.

29 나의 미래는 희망적이다.

30 나는 유머감각이 있다.

31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각났을 때 신이난다.

32 나는 사람들을 좋아한다.

33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면 도와줄 방법을 생각한다.

34 주변 사람들은 나를 보고 끈기가 있다고 말한다.

35 나는 평소에 겸손하려고 노력한다.

36 나는 후회할 일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37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내가 이끄는 경우가 많다.

38 나는 사소한 것에도 감사함을 잘 느낀다.

39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잘할 수 있다.

40 친구들이 나와 함께 있으면 재미있다고 말한다.

<부록-4> 강점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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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강점

(상위

3가지)

분석 결과

1

감사,

신중성,

친절

좋은 일들을 알아차리고 사소한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능력이

우수합니다.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심스러운 선택을 하고

나중에 후회할만한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 능력이 우수합니다.

타인에게 호의를 베풀고 선한 행동을 하려는 마음과 실천력이

우수합니다.

2

사랑,

희망,

친절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유지하는 능력이 우수합

니다. 좋은 미래가 올 것이라고 기대하며 이를 성취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타인에게 호의를 베풀고 선한 행동을 하려는 마음

과 실천력이 우수합니다

3

친절

창의성

감사

타인에게 호의를 베풀고 선한 행동을 하려는 마음과 실천력이

우수합니다. 사물을 개념화하기 위해 새롭고 생산적인 방식으로

사고하는 능력이 우수합니다. 좋은 일들을 알아차리고 사소한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능력이 우수합니다

4

신중성

희망

창의성

위험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선택하고 나중에 후회

할 여지가 있는 말이나 행동을 자제하는 능력이 우수합니다. 미

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이를 성취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사물

을 개념화하기 위해 새롭고 생산적인 방식으로 사고하는 능력이

우수합니다.

5

친절

끈기

겸손

타인에게 호의를 베풀고 선한 행동을 하려는 마음과 실천력이

우수합니다. 시작한 일을 완성하는 능력과 그 과정에서 기쁨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우수합니다. 자신의 성취나 업적에 대해

과장된 허세를 부리지 않은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6

친절

사랑

감사

타인에게 호의를 베풀고 선한 행동을 하려는 마음과 실천력이

우수합니다.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유지하는

능력이 우수합니다. 좋은 일들을 알아차리고 사소한 일에도 감

사할 줄 아는 능력이 우수합니다.

7

창의성

친절

끈기

사물을 개념화하기 위해 새롭고 생산적인 방식으로 사고하는 능

력이 우수합니다. 타인에게 호의를 베풀고 선한 행동을 하려는

마음과 실천력이 우수합니다. 시작한 일을 완성하는 능력과 그

과정에서 기쁨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우수합니다.

8
유머

희망

잘 웃으며 상대방도 웃음 짓게 하고 유쾌한 장난을 치며 주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능력이 우수합니다. 좋은 미래가 올 것

심층 면접 전 강점 검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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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이라고 기대하며 이를 성취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좋은 일들을

알아차리고 사소한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능력이 우수합니다.

9

희망

감사

유머

좋은 미래가 올 것이라고 기대하며 이를 성취하기 위해 노력합

니다. 좋은 일들을 알아차리고 사소한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능력이 우수합니다. 잘 웃으며 상대방도 웃음 짓게 하고 유쾌한

장난을 치며 주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능력이 우수합니다.

10

감사

리더십

유머

좋은 일들을 알아차리고 사소한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능력이

우수합니다. 구성원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격려하는 등

사람들을 관리하는 능력이 우수합니다. 웃는 것을 좋아하고

타인을 미소 짓게 하며 악의 없는 장난으로 상황을 유쾌하게

만드는 능력이 우수합니다

11

겸손

신중성

친절

자신의 성취나 업적에 대해 과장된 허세를 부리지 않은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험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신중한 선택을 하

고 미래에 후회할 소지가 있는 언행을 하지 않는 능력이 우수합

니다. 타인에게 호의를 베풀고 선한 행동을 하려는 마음과 실천

력이 우수합니다.

12

감사

친절

희망

좋은 일들을 알아차리고 사소한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능력이

우수합니다. 타인에게 호의를 베풀고 선한 행동을 하려는 마음

과 실천력이 우수합니다. 좋은 미래가 올 것 이라고 기대하며

이를 성취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13

사랑

친절

창의성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유지하는 능력이 우수합

니다. 타인에게 호의를 베풀고 선한 행동을 하려는 마음과 실천

력이 우수합니다. 사물을 개념화하기 위해 새롭고 생산적인 방

식으로 사고하는 능력이 우수합니다.

14

감사

사랑

친절

좋은 일들을 알아차리고 사소한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능력이

우수합니다.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유지하는

능력이 우수합니다. 타인에게 호의를 베풀고 선한 행동을 하려

는 마음과 실천력이 우수합니다.

15

끈기

신중성

희망

시작한 일을 완성하는 능력과 그 과정에서 기쁨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우수합니다.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심스러운 선택을

하고 나중에 후회할만한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 능력이 우수합

니다. 좋은 미래가 올 것이라고 기대하며 이를 성취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16

사랑

감사

친절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유지하는 능력이 우수합

니다. 좋은 일들을 알아차리고 사소한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능력이 우수합니다. 타인에게 호의를 베풀고 선한 행동을 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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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마음과 실천력이 우수합니다

17

신중성

사랑

유머

위험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매사에 신중하고 미래에 후회할 소

지가 있는 언행을 하지 않는 능력이 우수합니다.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유지하는 능력이 우수합니다. 웃는 것

을 좋아하고 타인을 미소 짓게 하며 악의 없는 장난으로 상황을

유쾌하게 만드는 능력이 우수합니다.

1 10

2 11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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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3

5 14

6 15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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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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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Individual Strength and Family

Experience and School Life of High School Students at Consigned

Alternative Schools

Shin, Ju-hee

Dept. of Child and Family Welfare

Graduate School, University of Ulsan

Supervisor: Prof. Jung, Min-ja

The study analyzed individual strengths, family experiences and school life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students at consigned alternative schools located in Ulsan

City. The consigned alternative school is a new education system that aims to prevent

school interruptions of teenagers in danger of academic interruptions due to school

violence or school maladjustment.

This study focused on individual strengths and their subjective experiences for the

study of family experience and school life. With this purpose, this research was based

on interviews with 17 students (10 male students and 7 female students) attending two

consigned alternative schools between July and August in 2020. As tools of analysis,

Giorgi's phenomenological method and computer qualitative data software Nvivo R1

were used. The data 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17 participants were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individual strength, family experience and school life.

There are a total of 7 components, the element of individual strength is 'self strength',

the elements of family experience are 'family relations','main parenting method',

'important factors to family', and the elements of school life includes 'school life at

original school', 'consignment reason' and 'changes made after coming to alternative

school.'

Through this study,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drawn. First, various programs

should be provided in the alternative school curriculum so that the students can find

and develop their strengths and aptitudes. Two strength tests have found that with

their strength development, the students can overcome negative emotions, and find

their interests and realize what changes they have made with their strengths. Second,

to overcome the trauma experienced in family relationships and maintain a healthy

family relationship, continuous counseling and the support for each household should be

provided. Third, positive family relationship experience through continuous education for

parents and monitoring is important for healthy growth of children and their posi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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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ol life. The importance of the main parenting method or the family environment in

the healthy school life of the children was confirmed by the results of this study.

Fourth, counseling, maintaining a positive peer relationship and supporting teachers are

needed to help consigned students adjust to school life.

Based on these conclusions, this study suggests as follows. In order for consigned

students to discover and cultivate self strengths in the school environment, which will

lead to turning the negative family experience positively, continuous counseling as well

as parental counseling and parental education should be provided. It is also necessary

to provide continuously students with programs that offer educational opportunities

interrupted for economic reasons and help them find and develop their strengths.

Key words: Student at alternative schools on consignment, Individual strength, Family

experience, School life, Phenomenology, NVivo-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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