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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가족체계이론에서는 가족을 구성원들의 개별적인 특성이나 일대일의 특정한
관계로 설명하기보다는 가족전체가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상호영향을 주고받는
역동적인 하나의 체계로서 설명하고 있다. 또한 각 개인은 가족체계의 한 부분으
로 일방적으로 영향을 받는 피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 가족의 성격과 특성에
영향을 주기도 하는 능동적인 존재라는 것이 강조된다. 따라서 부적응하는 개인
이나 가족 내 갈등 문제 등은 개별적으로 다루는 것보다는 가족체계의 전체차원
에서 이해하고 다루어 나갈 필요가 있다(Goldenberg & Goldenberg,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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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전체를 살아있는 유기체인 역동적 체계로 보고 가족 기능에 따라 가족체
계를 개념화한 몇 몇 모델이 제시되었는데 그 중 두드러지는 모형으로 Beavers
의 체계모델(System Model)과 Olson의 복합순환모델(Circumplex Model)을 들
수 있다. Beavers의 체계모델은 체계(System)를 큰 환경 내에서 전체의 목표 및
기능을 달성하기 위해 각 부분이 상호작용하는 부분들의 복합체라고 본
Bertalanffy(1968)의 일반체계이론(General Systems Theory)의 임상적 연구결과
를 가족생활에 적용하기 위하여 연역적으로 개발되었는데 아직까지는 경험적 검
증이 약한 편이다. 반면 Olson 등(1983)의 복합순환모델은 가족기능연구의 이론
과 실제의 차이점을 극복하기 위해 가족기능 관련문헌에 나와있는 개념들간의
관련성을 탐색하여 귀납적으로 개발되어 임상적 타당성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다.
Olson(1985)의 복합순환모델에서 가족관계의 역동성을 설명하는 중요한 세 가
지 개념이 확인된다. 즉 가족 구성원들의 정서적 유대와 개인의 자율성의 정도를
의미하는 가족 응집성(family cohesion), 가족체계가 당면하는 상황적․발달적 스
트레스에 대응하여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이나 융통성을 의미하는 가족 적응성
(family adaptability), 그리고 의사소통능력(communication)이 그것이다. 이 중에
서 의사소통은 응집성과 적응성의 두 가지 핵심적 차원의 변화를 촉진하는 요소
로 간주되어 제외되고, 응집성과 적응성을 각각 네 수준으로 나눈 후 응집성(유
리, 분리, 연결, 밀착)을 수평축으로 하고 적응성(경직, 구조, 융통, 혼란)을 수직
축으로 교차시켜 발생되는 16개의 가족 유형을 곡선적 개념으로 파악한 뒤, 응집
성과 적응성이 지나치게 낮은 경우와 지나치게 높은 경우(극단적인 가족유형)에
는 가족 역기능 현상이 초래되고, 중간 수준(균형 가족유형과 중간범위 가족유
형)일 때 가족이 순기능을 보인다고 보고 있다
Olson의 복합순환모델의 특징은 가족관계를 설명하는 다른 이론들과는 달리
가족의 특성과 기능의 설명에 있어서 응집성과 적응성을 직선적인 개념으로 파
악하지 않고 곡선적인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복합순환모델의
가족응집성과 적응성에 대한 연구결과들은 일관적이지 않다. 그동안 곡선적 해석
을 지지하는 연구(Olson 등, 1979, 1983; Russel, 1979; Galvin & Brommel, 1986
; 임용우, 1984 등)가 많았으나, 응집성과 적응성이 높을수록 효과적이라는 직선
적 해석을 지지하는 연구도 보고되고 있다(Angell, 1983). Lavee(1985)는 복합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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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모델(Circumplex Model)의 곡선적 가설을 지지하지만 가족체계 기능성에 대한
판단에 문화적․윤리적 규범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과 정상(normal)가족을 대
상으로 했을 때는 실제로 극단가족에 속하는 가족의 수가 매우 제한되므로 가족
응집력과 적응력의 관계가 곡선적이기 보다는 직선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Lavee와 Olson(1991)은 일반가족을 연구할 경우에는 직선적 관계를 가정해야
한다고 하고 이를 전제로 새로운 분류방법과 측정 도구로서 FACES Ⅲ을 제시
했는데, FACES Ⅲ는 응집성 및 적응성의 직선적 성격을 기준으로 가족기능을
측정하고 있다. 따라서 가족체계유형도 초기 복합순환모델과는 달리 응집성과 적
응성 각각의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구분, 조합하여 가족체계유형을 4개의 유형(응
집성과 적응성이 모두 낮은 가족, 응집성이 낮고 적응성이 높은 가족, 응집성이
높고 적응성이 낮은 가족, 응집성과 적응성이 모두 높은 가족)으로 나누고
(Lavee, 1985; Olson, Lavee & McCubbin, 1988) 가족응집성과 적응성이 높을수
록 균형을 이룬 기능적인 가족이라고 보고 있다. 한편, 국내연구에서도 가족응집
성과 적응성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및 건전한 성격형성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고승자, 1985; 홍성애, 1988) 전귀연(1993)과 엄명용(1997)의
연구에서도 가족응집성과 적응성이 높은 균형가족이 극단가족에 비해 우울을 덜
느끼고 청소년 가출이 낮다는 결과를 보고하여 복합순환모델의 직선성이 지지되
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이 비임상적인 일반가족임을 고려하여 Olson의 복합
순환모델의 직선적 해석에 기초하여 가족의 적응성과 응집성을 서로 교차시켜
발생하는 4가지 가족체계유형을 연구의 모형으로 삼고자한다. 즉, 적응성과 응집
성이 높은 집단을 적응집단(Ⅰ), 적응성이 낮고 응집성이 높은 집단을 경직․연
결집단(Ⅱ), 적응성이 높고 응집성이 낮은 집단을 유연․유리집단(Ⅲ), 적응성과
응집성이 낮은 집단을 부적응집단(Ⅳ)으로 구분하였다<그림 1>.
한편, 가족체계 속에서 개인의 기능정도를 이해하고 구별하는 개념으로 자아분
화 정도를 들 수 있다. Bowen(1976)에 의하면, 자아분화(Differentiation of Self)
란 개인이 사고와 정서를 분리시킬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정서적 성숙정도
및 자기가 태어난 가정으로부터 자신을 독립시켜 정체감을 형성하는 정도를 말
한다. 요컨대, 자아가 분화된 상태란 상대방으로부터 간섭이나 지배를 받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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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존재로 존중되면서 주체적으로 상대방과 자율적인 친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자아분화가 개인이 속한 가족체계에 의해서 결
정되며 개인의 자아분화 정도는 개인생활 및 가족관계 그리고 다음 세대에까지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 있다. 특히 자아분화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결혼해서 가정
을

이루었을

때,

그들만의

갈등을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삼각화

(Triangulation) 등의 역기능적 행동 패턴을 통해 자녀를 포함하여 가족구성원
개개인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다(Nichols & Schwartz, 2004). 따라서 개인의 성
장과정에서 자아분화는 세대간 반복될 수 있는 역기능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 건
강한 한 개인뿐만 아니라 건강한 가족체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꼭 성취되어야 할
인간발달 과제로 강조되고 있다(Archer & Waterman,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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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청소년기의 중요한 발달과제로 제시되고 있는 개인의 자아분화는 가족체
계의 기능성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적응성이 높은 가족은 가족구성원의 친
밀도와 개별화(자아분화)가 모두 높은 반면, 역기능적인 가족에서는 밀착 또는
분리의 어느 한 방향으로만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되어(Lewis,1986 ;
Lewis, Beavers, Gossett & Phillips,1976) 가족의 응집성과 자아분화가 모두 발
달하여 가족의 적응성이 증대될 때 기능적인 가족이 되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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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구를 통해서도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이 높은 균형잡힌 가족체계 유형
일수록 그 가족에 속한 대학생의 자아분화 수준이 높으며, 개인의 자아분화수준
이 높을수록 자신의 가족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신영규, 1994).
가족체계는 가족의 정서적 상호작용 과정을 통하여 그 안에서 생활하는 가족
구성원들의 자아분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김정택, 심혜숙, 1993), 개인이 나타
내는 여러 가지 부적응적 행동이나 증상은 자아가 분화되지 못하여서 발생될 수
있다. 자아가 분화되지 못한 사람은 자기 자신과 외부세계를 지각하는데 있어 객
관성이 결여되고, 주관적인 감정과 객관적인 지각과정을 구별하지 못하며 본능적
인 충동에 따라 반응하고(Bowen, 1976; Wander, 1987) 또한, 융통성이 부족하여
의존적이며 역기능적인 행동을 나타내기가 쉽다(Hollander, 1983). 반면, 자아분
화가 이루어진 사람은 자신과 타인 및 외부세계를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지각하
며 대인관계에서도 상대방에게 정서적으로 휩쓸리는 정서적 융합을 이루지 않고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입장을 취하며,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목표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Bowen, 1982; Hansen & L'Abate, 1980).
한 개인의 발달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는 자아분화는 어느 한 시기에 이루어지
는 것은 아니며 가족구성원들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루어
지는 과정이다. 자신의 삶과 진로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발달과정에 있는 청소년
후기 대학생시기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자신의 자질과 한계를 인식하며 자
신과 가족 및 사회를 재평가하는 기간이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고등학교를 졸
업하기까지 입시라는 당면과제로 인해 그 시기에 이루어져야 할 발달과업을 유
보한 채 부모에게 의존적으로 생활하다가 대학교에 입학하면서 비로소 부모로부
터 독립을 추구하며 이전보다 직접적으로 갈등이나 문제 상황에 직면한다. 그러
나 청소년기 이후 실질적 생활자립이 이루어지는 서구 대학생들과는 달리 우리
나라 대학생들은 대부분 부모에게 어느 정도 의존상태를 유지하면서 심리적인
독립을 획득하는 과정을 겪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대학생의 자아분화 및 적응
의 문제는 한 개인만의 내적인 문제로 보기보다는 가족관계 맥락에서 조망할 필
요성이 있다.
대학생시기는 이전 시기와는 달리 다양한 문제와 과제에 있어서 중요한 의사

- 273 -

韓國初等敎育

결정을 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특히 대학생 시기는 자신의 미래와의 관계에
서 진로를 결정해야할 결정적 시기로 이 시기의 합리적 진로 결정이 매우 중요
한데 한 개인이 합리적으로 진로를 결정할 수 있게 된 상태를 진로결정상태라고
말한다(강선영, 1997). 대학생의 경우 보다 구체적으로는 자신의 전공선택에 대한
확신 혹은 졸업 후에 자기가 종사하고자 하는 구체적 직업분야의 선택을 뜻한다
고 할 수 있다. 반면, 진로미결정(Career Indecision)이란 진로를 결정해야 할 결
정적 시기에 합리적으로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진로를 아직
구체화시키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 진로미결정 개념은 개인의 결단성이 부족한
우유부단한(Indecisive) 상태와 보다 구체적으로 진로를 미결정한(Undecided) 상
태로 구분된다. 진로를 미결정한 상태는 정상적인 일시적 상태로 의사결정에 관
한 추가적인 정보를 얻기까지 결정을 연기하고 있는 상태로 볼 수도 있으나, 결
단성이 부족한 우유부단의 상태는 진로뿐만 아니라 일상의 여러 결정 앞에서 쉽
게 접근하지 못하는 특성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만성적인 미결정(chronic
indecision) 이라고 불리기도 한다(김봉환외, 2000).
진로발달과 관련하여 개인의 진로선택에 대한 가족의 영향력에 대한 초기의
이론적 논의들(Bordin, Nachmann, & Segel, 1963; Roe, 1956)이 진행되었다. 최
근들어 많은 직업 심리학자들(Bratcher, 1982; Lopez & Andrews, 1987; Zingaro,
1983)이 진로발달이해의 수단으로 가족체계적 관점을 적용하고 있다. 진로미결정
과 가족응집성 및 적응성간의 관계를 연구한 Eigen, Hartman과 Hartman(1987)
은 Olson 등(1979)의 복합순환모델을 이용하여 진로결정그룹, 발달적 미결정그룹,
만성적 미결정그룹으로 분류한 대상자들을 표본으로 가족상호작용을 분석한 결
과, 만성적 미결정 특성이 낮은 응집성과 높은 적응성, 또는 높은 응집성과 낮은
적응성으로 특징 지워진 가족체계와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또한 가족응
집성과 적응성이 높은 대학생들이 낮은 수준의 가족응집성과 적응성을 나타낸
대학생들보다 더 진로결정수준이 높게 나타난 결과도 보고된다(Whittaker &
Marie, 1994). 우리나라 연구에서는 가족적응성과 진로결정수준간에 유의한 정적
인 상관이 있음이 보고되었으며(김진희, 1999), 대학생이 지각한 가족체계유형에
따라 진로 미결정정도에 차이가 있음이 보고되었다(맹영임, 2001). 이상의 국내외
연구결과는 대학생들의 진로선택과 결정이 그들이 지각하고 있는 가족체계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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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부모 및 가족과의 관계 및 상호작용은 개인의 의사결정 과정 및 특성과 관련
이 있을 수 있다. 의사결정이란 의사결정자가 어떤 문제상황이나 장면에 직면하
여 여러 가지 대안들 가운데 자기의 책임을 인식하면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태
도로 미래를 예측하는 관점에서 자신의 행동을 선택함으로써 문제의 대안을 선
택, 결정하는 과정이라고 정의된다(박용옥, 1997). 최근 개인 의사결정과 관련하
여 의사결정유형(Decision Making Style)을 분류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개인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것을 인식하고 대응하는 개인의 특성이나 또는
자신의 의사결정에 대해서 가지는 태도 및 자신의 결정에 대하여 책임지는 정도
에 따라 개인의 의사결정유형이 합리적 유형, 직관적 유형, 의존적 유형으로 분
류된다(Harren, 1979). 합리적 유형은 자신의 상황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수집
하고 신중하게 논리적으로 의사결정을 수행하며 책임지는 것을 말하며, 직관적
유형은 자신의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지만 정보탐색 행동이나 대안들
에 대해 논리적인 평가과정을 거치지 않고 즉각적인 정서적 자각을 사용하는 특
징이 있다. 의존적 유형은 의사결정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을 부정하고 그 책임을
외부로 투사하려는 경향을 말한다.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는 독자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주요한 타인들과의
관계에서 그들의 요구나 기대에 따라 결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개인의 의사
결정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가정환경의 여러 변인들을 선택
하여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과의 관계를 알아보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가정
의 구조환경과 진로의사결정 유형과의 관계를 밝힌 박지영(1996)의 연구는 인문
계 학생들의 경우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이 높을수록 합리적 의사결정을 선호
하고, 의존적 의사결정을 하지 않으며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친구관계도 좋으
며 교사와의 상호작용이 활발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한편, 부모와 자녀의 의
사소통 점수와 가족응집성 및 적응성의 관계연구(김윤희, 1990), 가정의 심리적
환경과 진로성숙에 관한 연구(이재성, 1996; 오세평, 1979; 김병수, 1986), 가정환
경과 진로 의사결정 유형의 관계연구(박지영, 1996), 부모와 자녀간 의사소통 및
심리적 독립과 가족응집성 및 적응성의 관계연구(김진희, 1989) 등이 가족환경변
인과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간에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지만, 가족환경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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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적이고 통합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가족체계유형에 따른 의사결정유형에 관한
연구는 아직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 필요성이 제기된
다.
지금까지의 논의에 토대해 볼 때, 개인의 자아분화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체계
는 개인의 사고와 정서적 분리 정도뿐 아니라 한 개인이 생활하면서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의사를 결정하는 정도와도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년후기라는 대학생 발달단계 특수성과 더불어 개별성보다는 관계
성이 우선 시 되는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대학생의 가족체계유
형과 개인의 자아분화 정도 및 의사결정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경험적으로
밝혀볼 필요가 있다.
청년후기의 대학생들은 진로를 결정하는 선택의 기로에서 명쾌하게 결정을 내
리지 못하고 주춤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자신의 전공, 직업,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고 심한 갈등과 불안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들의 진로 결정에 있어
가족의 영향은 오랫동안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어 왔다(Osipow, 1983). 박수길
(1999)의 연구에 의하면 진로미결정과 가족변인은 대부분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한국의 경우 부모-자녀간의 관계가 더 밀착
됨으로써 자녀의 독립적인 결정을 할 수 없게 만드는 풍토가 있지만, 이와는 상
충되는 최근의 민주지향적인 핵가족유형에로의 전환과정이 자녀의 진로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밝힐 연구의 필요를 제기하고 있다.
자아 및 진로 발달에 미치는 가족의 영향에 대한 그간의 인식에도 불구하고,
가족구조 및 가족상호작용을 포괄하는 가족체제와 건강한 자아발달 및 효과적인
진로의사결정과의 관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아직 충분히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그들이 지각하는 가족체계유형에 따라
자아분화 정도와 진로미결정 및 의사결정유형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밝혀 보
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논의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 밝혀보고자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
과 같다.
1. 대학생이 지각한 가족체계유형에 따라 자아분화 정도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2. 대학생이 지각한 가족체계유형에 따라 진로미결정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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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학생이 지각한 가족체계유형에 따라 의사결정 유형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위의 연구와 더불어 대학생의 배경변인에 따른 가족기능(응집성과 적응성)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Ⅱ. 연 구 방 법
1. 연 구 대 상
본 연구는 J시 4년제 대학교에 재학중인 남․여대학생을 모집단으로 삼아 성
별, 계열별, 학년별로 표집하여 전체 설문지 520부 중 500부가 회수되었다. 회수
된 설문지 중 설문문항에 대한 응답을 누락했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30명을 제
외한 470명을 최종분석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사범계열과 의학지원계열은 어느
정도 진로가 결정되어 있는 상태라고 가정하여 기타로 통계처리 하였다. 본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표 1>
1> 연구대상의
연구대상의 일반적
일반적 특성
특성
배경변인 구
남
성 별
여

계열별

학년별

분
자
자

239 (50.9)
231 (49.1)

빈도 (%)

인문사회계열
자연공학계열

201 (42.8)
234 (49.8)

배경변인

출생순위

구

분

빈도 (%)

첫

째

174 (37.0)

둘째․셋째 등

108 (23.0)

막

내

176 (37.4)

예 체 능계열

21 ( 4.5)

외

동 자 녀

11 ( 2.3)

기

타

14 ( 3.0)

기

타

1 ( 0.2)

1
2

학
학

년
년

122 (26.0)
116 (24.7)

3
4

학
학

년
년

96 (20.4)
120 (25.5)

타

16 ( 3.4)

기

부 모 생존
부
생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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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413 (87.9)

부

생존

14 ( 3.0)

모

생존

41 ( 8.7)

부모안계심

2 (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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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 구
1) 가족응집성 및 적응성(FACES) Ⅲ 척도
가족체계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는 Olson, Portner와 Lavee(1985)가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을 측정하기 위해 제작한 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s Ⅲ(FACES Ⅲ)를 전귀연․최보가(1993)가 수정․번안한 도구
를 사용하였다. 가족응집성과 적응성은 각각 10문항, 총 20문항으로 되어있으며, 응
답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Likert식의 자기보
고식이다. 전체 점수의 범위는 10점～50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 적응성과
응집성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Olson 등(1983)이 FACES Ⅲ의 응집성 및 적응성

요인과 전체 척도에 대한 신뢰도 검증결과 Cronbach's α계수가 .77, .62, .68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의 응집성 및 적응성 요인과 전체 척도에 대한 신뢰
도 검증결과 Cronbach's α계수는 .85, .75, .88로 나타났다.
2) 자아분화 척도
개인의 자아분화 수준(Level of Differentiation)을 측정하기 위해 Bowen의 가
족체계이론을 토대로 제석봉(1989)이 개발한 자아분화 척도(Differentiation of
Self Scales)를 사용하였다. 자아분화 척도는 인지․정서기능(7문항), 자아통합(6
문항), 가족투사 과정(6문항), 정서적 단절(6문항), 가족퇴행(11문항)등의 5개 하
위영역의 총 36문항이며, 응답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
까지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분화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제석
봉(1998)의 연구에서는 자아분화 전체의 신뢰도 검증결과 Cronbach's α계수는 .90,

본 연구결과 .87로 나타났다.
3). 진로미결정 척도
진로미결정요인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는 Chartrand, Robbins, Morrill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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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ggs(1990)가 개발한 CFI(Career Factors Inventory)를 맹영임(2001)이 번안․수정
한 것을 사용하였다. CFI는 두 가지 요인 즉 자기이해 및 진로정보부족요인(Lack of
needed career information or self knowledge)과 의사결정곤란요인(Difficulty in
decision making) 각각 10문항과 11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자기이해 및 진로정보 부
족 요인은 진로정보필요요인(6문항)과 자기이해필요요인(4문항)으로, 의사결정곤란요
인은 진로선택불안요인(6문항)과 일반화된 미결정요인(5문항)의 하위요인들로 구성되
어 있다. 전체척도(21문항)에 대한 응답방식은 응답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
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Likert 척도로 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미결정
수준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진로미결정의 신뢰도 검증결과 Cronbach's α계수는 .81
로 나타났다.

4). 의사결정 유형 척도
의사결정 유형을 측정하기 위해 Harren(1984)이 개발한 진로의사결정 척도
(Assessment of Career Decision Making; ACDM)에 포함되어 있는 의사결정 유
형검사를 고향자(1992)가 한국학생들의 실정에 맞게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의
사결정 유형검사는 개인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경우 선호하는 합리적 유형
(10문항), 직관적 유형(10문항), 의존적 유형(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응답방식
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Likert 방식으로 되어있
다. 각 유형에 대한 본 연구의 Cronbach's α계수는 .78, .83, .84로 나타났다.

3. 자료처리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 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처리 되었다.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 및 백분율과 각 도구의 타당도와 신
뢰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Cronbach's α계수를 산출하였고, 각 요인별 평균 및

표준편차와 집단간 점수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t검증과 F검증을 실시하였으며
변인간 상관분석, 집단간 개별비교를 위해 Scheffe의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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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 과
1. 배경변인에 따른 가족기능의 차이
성별에 따른 남․여 가족응집성(t=0.16)과 적응성(t=0.06)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차이가 없었으나 계열(F=2.64, P<.05)과 학년(F=2.62, P<.05)따라 가족응집성
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즉 예체능계열이 다른 계열보다 가족 응집성이 높
았고, 고학년으로 갈수록 응집성이 높게 나타났다. 출생순위에 따른 가족응집성
(F=0.51)과 적응성(F=.0.69)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외동자녀일 때 가족응집
성과 적응성의 평균점수가 다른 출생 순위자들(첫째, 둘째, 막내)보다 높은 경향
을 보였다. 부모생존여부에 따른 가족응집성(F=1.26)과 적응성(F=0.69)도 유의미
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부모님이 계시지 않은 경우의 가족응집성과 적응성
의 평균점수가 다른 경우(부모 생존, 부 생존, 모 생존)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다.
가족기능을 나타내는 가족응집성과 적응성의 전체 평균은 응집성의 평균점수
(34.19)가 적응성의 평균점수(31.65)보다 높게 나와 가족기능 중 가족간에 소속감
이나 애착정도가 더 많은 부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표 2>
2> 가족기능의
가족기능의 평균
평균 및
및 표준편차
표준편차
구
분
응 집 성
적 응 성
가족기능

평 균
34.19
31.65
65.84

표준편차
5.79
5.03
10.05

2. 가족체계유형에 따른 자아분화 정도의 차이
가족체계유형에 따른 자아분화 정도를 분석한 결과<표 3>, 대학생이 지각한
가족체계유형에 따른 자아분화 정도(F=43.08, P<.01)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자아분화 하위영역의 집단간 차이를 살펴보면, 가족투사과정(F=0.27)을 제외하고
인지․정서기능(F=3.95, p<.01), 자아통합(F=5.01, p<.01)에서는 적응집단이 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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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집단보다 자아분화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정서적 단절(F=31.04, p<.01)과
가족퇴행행동(F=71.87, p<.01)에서는 적응집단, 경직/연결집단, 유연/유리집단이
부적응집단 보다 자아분화 정도가 높게 나타나 가족응집성과 적응성이 높을수록
자아분화가 더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자아분화 전체점수에서 적응집단
이 부적응집단 보다 자아분화의 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표
<표 3>
3> 가족체계유형에
가족체계유형에 따른
따른 자아분화
자아분화 정도의
정도의 차이
차이
가족체계
유형
자아분화

적응집단(1)
M(SD)

인지․정서기능

24.51(4.23)

23.51(3.95)

24.03(3.71)

자아통합

19.73(2.90)

18.94(2.92)

가족투사과정

20.86(4.54)

정서적단절
가족퇴행
자아분화
전
체

경직/연결집단(2) 유연/유리집단(3) 부적응집단(4)
M(SD)
M(SD)
M(SD)

F

Scheffe

22.96(4.28)

3.95 **

(1>4)

18.83(3.21)

18.49(3.02)

5.01

**

(1>4)

20.40(4.57)

20.98(3.94)

20.87(4.44)

.27

21.66(3.70)

19.58(4.29)

20.85(3.47)

17.41(4.61)

31.04** (1>2),(1>4)
(2>4),(3>4)

43.59(5.40)

38.60(5.42)

41.20(5.15)

41.20(6.38)

71.87

130.35(12.83) 121.36(12.87)

125.90(11.76)

**

(1>2),(1>4)
(2<4),(3=4)

114.24(13.96) 43.08** (1>2),(1>4)
(2<3),(3>4)

**p<.01

3. 가족체계유형에 따른 진로미결정의 차이
가족체계유형에 따른 진로미결정 정도를 분석한 결과<표 4>, 가족체계유형에
따른 진로미결정 전체점수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F=0.93), 진로미
결정의 두 요인인 자기이해 및 정보부족요인(F=4.80, p<.01)에서와 의사결정곤란
요인(F=5.95, p<.01)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이해 및 정보부족요인과 그 하위요인인 진로정보필요요인(F=4.41, p<.01)과
자기이해필요요인(F=3.48, p<.05)점수의 집단간 사후검증 결과 적응집단의 점수
가 부적응집단의 점수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사결정요인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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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요인인 진로선택불안요인(F=3.20, p<.05)과 일반화된 미결정요인(F=7.45,
p<.01) 점수의 집단간 사후검증 결과 부적응집단 점수가 적응집단의 점수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체계유형의 차이에 따라 진로미결정 각 하위
요인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표 4>
4> 가족체계유형에
가족체계유형에 따른
따른 진로미결정의
진로미결정의 차이
차이
가족체계
진로
유형
미결정

적응집단(1) 경직/연결집단(2) 유연/유리집단(3) 부적응집단(4)
M(SD)
M(SD)
M(SD)
M(SD)

F

Scheffe

진로정보
필요요인

25.01(2.83)

24.04(2.76)

24.80(2.12)

24.03(2.94)

4.41**

(1>4)

자기이해
필요요인

17.61(1.69)

17.28(1.78)

17.64(1.56)

17.01(2.14)

3.48*

(1>4)

자기이해 및
정보부족요인

42.61(4.09)

41.31(4.00)

42.44(3.24)

41.03(4.62)

4.80**

(1>4)

진로선택
불안요인

18.49(4.54)

19.43(3.91)

19.69(4.32)

19.89(4.25)

3.20*

(1<4)

일반화된
미결정요인

14.77(3.30)

15.53(2.76)

14.98(2.56)

16.31(3.16)

7.45**

(1<4)
(3<4)

의사결정
곤란요인

33.26(6.82)

34.95(5.54)

34.68(5.91)

36.21(6.41)

5.95**

(1<4)

진로미결정
전
체

75.87(8.08)

76.26(7.18)

77.12(6.90)

77.24(8.80)

0.93

*P<.05 **P<.01

4. 가족체계유형에 따른 의사결정 유형의 차이

가족체계유형에 따른 의사결정 유형을 분석한 결과<표 5>, 가족체계유형에 따
른 의사결정 유형은 합리적 유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8.37, p<.01). 즉 부적응집단 보다 적응집단에서 합리적으로 의사결정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관적 유형(F=1.42)과 의존적 유형(F=1.52)에서는
가족체계유형의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부적응집단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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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적응집단의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표 5>
5> 가족체계유형에
가족체계유형에 따른
따른 의사결정
의사결정 유형의
유형의 차이
차이
가족체계
의사
유형
결정유형

적응집단(1)
M(SD)

경직/연결집단(2)
M(SD)

합리적유형

35.77(5.02)

34.10(4.84)

34.19(4.77)

33.13(4.68) 8.37

직관적유형

30.32(5.23)

29.20(4.85)

29.80(4.98)

30.56(5.12) 1.42

의존적유형

28.08(5.93)

28.60(4.85)

28.76(5.31)

29.37(5.47) 1.52

유연/유리집단3) 부적응집단(4)
M(SD)
M(SD)

F

Scheffe
**

(1>4)

**P<.01

Ⅳ. 논의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이 지각한 가족체계유형에 따른 자아분화 정도와 의사결
정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대학생의 의사결정은 진로미결정과 의사결정유형에 초
점을 두어 연구하였고 대학생의 배경변인에 따른 기초분석도 실시하였다. 연구결
과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배경변인에 따른 가족기능을 살펴보면, 예체능계열 대학생의 가족응집성
평균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예체능계열의 특성상 대학교 진학시 계열을 선택하기
보다는 중․고등학교 시절 또는 그 이전부터 가족상호작용을 통해 가족의 도움을
받아왔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소속감이나 정서적 거리를 측정하는 가족응집성이 더
높게 나타날 수 있다. 또한, 학년이 올라갈수록 가족응집성 정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대학생활 초기에는 가족으로부터 심리적인 독립을 하려고 하지만 학년이 올라
갈수록 가족의 소중함과 필요성을 느끼며 가족에 대한 애착이 증가되는 현상을 시
사한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응집력이 높게 나타난 결과와 관련하여 초, 중등학생 연
구와 비교하여 유사종단적 분석을 통해 가족 기능의 변화특징을 알아보고 이러한
결과가 시사하는 한국가정의 특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겠다. 출생순위에 있어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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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경우보다 외동자녀일 경우, 부모생존여부에 있어서는 부모 모두 안 계실 때 경
우에 가족응집성과 적응성의 평균 점수가 다른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외동
자녀인 경우에 부모-자녀간의 정서적 거리가 더욱 가까우며, 가족규칙이나 가족의
역할변화에 대해서도 부모가 자녀에게 허용적이다는 것과 부모님이 계시지 않을 경
우에 자녀들간의 유대관계가 더욱 결속되며 자녀들간의 가족규칙이나 가족역할에
대해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시사해준다. 전체적으로 볼 때 가족기능 중 가족응
집성이 적응성보다 평균이 높게 나왔는데, 이는 가족응집성보다 적응성이 다소 낮
게 나타난다는 선행연구(박경숙, 1993)와 일치하는 결과로 의식이나 행동면에 있어
서 우리사회가 가족주의적 가치를 지향하면서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른 불안과 이로
인해 더욱 상대적으로 강조되는 가족간의 관계와 소속의식의 중요성이 최근의 가족
형태의 변화와 다양화에도 불구하고 가족내에서 응집성이 높아질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추론을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이혼율의 급증과 더불어 가
족의 해체와 변화 및 재구성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추이를 반영하는 연구가 지속
될 필요가 있다(통계청, 2006). .
둘째, 가족체계유형에 따른 대학생의 자아분화 정도의 차이를 보면 가족응집성
과 적응성의 평균이 모두 높은 적응집단에서 자아분화 정도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
으로 유연/유리집단, 경직/연결집단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응집성과 적응성이 낮은
부적응집단에서 자아분화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가족적응성이 높을수록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이국향, 1992), 자아중심성(김인경,
1993)이 높아진다는 연구나 적응성이 매우 높은 가족의 대학생들이 자아분화 수준
이 가장 높다는 연구(신영규, 1994)와 비슷한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응집성
과 적응성이 모두 적절한 균형을 이루었을 때 자아분화 정도가 높다는 가족기능의
곡선적 해석에 기초한 기존의 Olson(1983)이론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가족적응성이
너무 높더라도 한국가족의 문화적 배경에서는 곡선적 해석을 하는 복합순환모델의
가정에서처럼 역기능적이거나 건강하지 못한 가족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
서 문화적인 차이점을 고려하여 한국적인 특성에 적합한 가족응집성 및 적응성의
차원을 이해하고 이를 검증, 적용해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가족체계유형에 따른 진로미결정 차이를 보면 진로미결정의 하위요인인
자기이해 및 정보부족요인에서는 적응집단이 부적응집단에 비해 진로미결정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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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았으며, 진로미결정의 다른 하위요인인 의사결정곤란요인에서는 부적응집단이 적
응집단에 비해 진로미결정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구성원간의 유대관
계가 깊고 서로 신뢰하는 분위기의 가족집단에 속해 있는 대학생일수록 자기이해
및 정보부족영역의 하위요인인 진로정보필요요인과 자기이해필요요인으로 인한 진
로미결정 정도는 높은 반면,

의사결정곤란요인의 하위요인인 진로선택불안 및 일

반화된 미결정요인으로 인한 진로미결정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응집성과
적응성이 가장 낮은 부적응집단이 적응집단에 비해 자기이해 및 정보부족보다는 진
로선택불안 및 일반화된 미결정 특성 등의 의사결정곤란요인으로 인해 진로미결정
정도가 높게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Eigen 등(1987)의 연구에서 만성적 미결정과 가
족체계간에 연관이 있다는 연구결과에 의해 지지되며, 가족응집성이 높을수록 불안
감을 적게 느낀다는 전귀연(1993)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균형가족일 경우 자
기이해 및 정보부족으로 인한 진로미결정은 높아지는 반면 의사결정곤란으로 인한
진로미결정 정도는 낮아진다는 맹영임(2001)의 연구결과와 일정부분 일치하는 결과
를 보인다. 특히 본 연구결과에서 가족구성원간의 유대관계가 강할수록 그리고 가
족 내 규칙이나 변화에 대해 융통적일수록 진로선택에 수반되는 불안이나 결정에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는 낮은 반면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나 이해는 더 필요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관습과 문화의 특성상 가족 내에서 서
로 상호작용 가능성이 높고 서로간에 결속되어 있을수록 진로결정에 대한 불안감은
적게 느끼나, 진로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나 자기이해필요요인에 대해서는 자신
이 주체적으로 찾아서 결정하기보다는 가족 내에서 얻게되는 정보나 가족 내 결정
에 의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가족체계유형에 따른 의사결정유형의 차이를 살펴보면, 가족응집성과 적
응성이 높은 가족 내에서는 선택이나 결정의 상황에서 가족구성원간의 친밀한 대화
나 가족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통찰
이 생기는 반면, 가족응집성과 적응성이 낮아 가족간의 정서적 유대감이나 가족내
의 상호작용이 결핍된 부적응집단에서는 주관적인 자신의 판단으로 또는 의존적으
로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정체감수준이 높을
수록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한다는 이현정(1996)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자
아정체감이 높을수록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의사결정 유형을 나타내며 진로결정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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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더 높다는 선행연구(김진희,1989; 박지영,1996)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는 가족
내에서 가족구성원간에 정서적으로 친밀하고, 각각의 역할이나 가족규칙에 있어서
융통적일수록 개인의 자아존중감 및 대인관계가 긍정적이며(엄혜정, 정혜정, 2006)
개인이 의사결정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적극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시사해준
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대학생의 가족체계와 자아분화 및 의사결정의 관계를 실
증적으로 검증한 의의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무선표집을
하였지만 J 지역의 2개 대학교에 속한 학생들로 한정되어 있어 일반화에 제한이
있다. 둘째, 일반정상가족만을 대상으로 하여 임상가족과의 비교연구를 통한 검
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셋째,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통한 주관적 보고자료에 의
존하고 있어서 가족기능 및 가족체계의 역동성을 정확히 파악하는데 한계점을
갖는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토대로 추후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면, 점차 가족의 형태가
다양화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일반정상가족뿐만 아니라 이혼가족, 한부모가
족, 입양가족, 임상가족 등 다양한 가족형태의 가족을 연구대상으로 삼아 비교연
구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족기능에 개인의 자기보고식 내용뿐만 아니라 관
찰, 면접 등의 질적인 연구를 통합하여 가족체계를 체계적이고 포괄적으로 분석
하고 분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도구가 외국의 도구를
번안한 것인데, 우리의 가족기능과 가족체계를 측정하는데 있어 한국가족의 문화
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우리 문화에 맞는 기준과 이에 적합한 도구 개발이 시도
되어 연구도구의 타당성과 적합성을 높여 나가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가족체계 내에서 가족응집성 및 적응성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
램을 개발, 적용함으로서 자신이 지각하는 개별성과 관계성을 돌아보고 통찰하여
보다 적응적인 가족관계를 촉진하고 건강하게 분화된 자아를 발달시켜 나가도록
조력하여야 겠다.
우리나라 현실에서 대학생기는 자신과 가족, 부모와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돌아
보고 건강한 분화를 성취해야 할 중요한 시기이다. 따라서 각 대학의 상담교육
프로그램에 대학생의 건강한 분화와 가족관계발달을 조력하는 내용이 적극적으
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 특히 초등학생의 전인적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발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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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사 양성기관인 교육대학에서는 더욱 신경을 써야 할 내용이다. 왜냐하면
건강하게 분화된 개인만이 건강하게 분화되는 아동, 청소년을 길러낼 수 있기 때
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입학시부터 진로가 결정된 교육대학교 학생들의 가족체계
유형에 따른 자아분화 정도와 진로결정수준 및 대학생활적응에 관한 연구를 실
시하여 교사양성기관에서 예비교사의 진로 및 인성발달을 촉진하는 방안을 개발
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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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ifferences of Differentiation of self, career indecision
and Decision making style according to Family System
Types which is perceived by undergraduates

Kim Kwang Soo(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Kim Soo Ah(Wooseok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differences of differentiation of self, career indecision and
decision making styles according to undergraduate students' family system types.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differentiation of self was highest in the
Adaptation family, the next was the Flexible/Disengaged family, the third was the
Rigid/Connected family, and differentiation of self was lowest in the Inadaptation
family. Second, the degree of overall career indecision of Inadequacy family was
higher than the Adequacy family. Third, the Adaptation family undergraduates made
more rational decision than students from the Inadaptation family. In addition, the
Inadaptation family undergraduates tended to be intuitive or dependent on others in
order to make decisions. These results showed that as family cohesion and family
adaptability increase, undergraduates are more progressive in terms of differentiation
of self, and can decide their future careers with less difficulty. Additionally, when
they make decisions, they tend to be more rational than intuitive or emotional. Thus,
this study suggested the necessity of counseling and educational intervention that are
focused on the importance of family relationships and ways to change family systems
in order to aid undergraduates' career dec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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