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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상가정과 결손가정 청소년의 가족기능과 심리사회성숙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
한 것이다. 연구의 대상은 결손가정 학생 165명, 정상가정 학생 178, 총 343명이었으며, 측정
도구는 가족기능 검사와 심리사회성숙도 검사를 사용하였다. 결과 분석을 위해 SPSS 10.0
Window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술통계량을 제시하였으며, t검증과 상관분석을 하였다. 연구
결과 결손가정 청소년은 정상가정 청소년에 비해 가족기능이 낮았으며, 두 집단의 심리사회
성숙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다음으로 가족기능 면에서 저기능 집단과 고
기능 집단을 나누어 심리사회성숙도를 차이를 살펴본 결과 고기능 집단이 심리사회성숙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가족기능과 결손여부를 결합해서 살펴보았을 때 정상․고기능집단이 심리
사회성숙도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사회성은 결손․고기능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
났다. 끝으로 연구결과를 토대로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성숙을 위한 학교와 가정의 기능과 역
할, 분위기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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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결손가정 자녀들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서 론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결손가
정 청소년들의 성격특성이나 학교관련태도,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자아존중감,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가족은 인간이 최초로 접할 수 있는 일차적
환경으로, 한 사회를 존속시키고 유지시키는

것들로서 청소년의 심리사회성숙과 관련된 연
구는 많지 않다.

기능을 한다. 과거와 달리 대부분의 가족기능

심리사회적 성숙은 한 개인이 인간관계의

이 사회로 많이 이행되었다고 하지만 가족구

상호작용 속에서 사회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성원들의 심리적․정서적 만족을 충족시키는

위한 부모와 자녀, 가족 구성원 간, 개인과 개

역할은 가족의 고유한 기능으로 여전히 남아

인, 개인과 집단, 개인과 사회와의 관계를 조

있다. 그 중에서 청소년기는 아동과 성인의

절해가는 과정을 통해 습득되고 함양하는 것

과도기에서 정서적으로 많은 혼란을 경험하는

을 의미한다. 개인의 높은 심리사회적 성숙도

시기이므로 청소년기에 있어 가족의 적절한

는 대인관계에서 남을 존중하며, 이해와 욕구

도움과 교육은 장래 자녀가 원만한 사회생활

가 충돌하게 되면 상호 양보하거나 타협할 줄

을 영위해 나갈 수 있게 하는 밑거름이 된다

알고,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타인을 해롭게

고 하겠다. 가족의 영향에 대한 연구는 가족

할 수 있는 사회적 존재로서 성숙하기 위해

의 기능, 가족의 구조, 심리사회적 특성 등과

필요한 능력으로 다양한 사회적, 심리적 특성

관련하여 여러 측면에서 연구되고 있다. 가족

을 내포하며, 동시에 한 개인이 사회적 행동

은 하나의 개념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닌 매우

의 특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기도 한다.

다양한 의미를 함축하는 개념이므로 본 연구

발달적 관점에서 심리사회적 성숙성은 개인

에서는 가족의 특성 중 가족의 형태와 기능과

으로서 적절히 기능할 수 있는 개인적 적합성,

관련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다른 사람들과 적절히 상호 작용하는 대인간

가정은 구조적 측면에서 가족 구성원의 포

적합성, 그리고 사회적 생존에 기여할 수 있

함여부에 따라 정상가정과 결손가정으로 구별

는 사회적 적합성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볼

할 수 있다. 결손가정 청소년들은 일반적으로

수 있다. 이러한 사회성숙도는 학생이 발달

부모가 있는 가족처럼 자녀에 대한 보호지도

초기에 경험하게 되는 부모-자녀 상호작용 부

기능이 정상적으로 수행되기 어렵기 때문에

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학생에게 사회자극

정상가정의 청소년에 비해 정서적 불안과 인

이나 반응 체제의 결함을 초래케 함으로써 사

간성의 결핍 그리고 사회의 부적응 현상을 수

회성원으로 사회화 되어가는 과정에 있어 지

반하여 비행을 저지르기 쉽다. 편부모가정들

장을 가져온다고 하였다(정소성, 2004). 그러므

은 일반적으로 가사문제, 경제적인 문제, 자녀

로 심리사회적 성숙은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양육문제, 정서적 문제 등을 가지는데, 이러한

매우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문제들은 다시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를

청소년시기에 있어서 심리사회적인 성숙은 또

양산할 가능성이 많다. 그 중 가장 크게 부각

래집단의 영향, 교사의 영향, 그리고 가족의

될 수 있는 문제가 심리적인 문제이며, 그에

영향이 제일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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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친밀한 존재로서 가족이 제 역할을 하지

상호작용 유형에 초점을 두어 연구를 진행해

못할 때 청소년들의 교우관계나 교사와의 관

왔으며, 특히 가족에게 필요한 과업을 다룸으

계에서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을 것이다. 이선

로 어떻게 가족을 발전시키고 유지시키는지

숙(1998)의 연구에서 부모와 자녀, 가족 구성

관심을 두어왔다. 가족의 기능이 적절하지 못

원간, 가정환경 변인들이 청소년들의 심리사

할 때 청소년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회성숙과 많은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를 보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청소년들의 사회성숙도

여주고 있다. 김숙자(2003)는 가정환경과 부모-

에 영향을 미친다. 이와 관련된 연구결과들은

자녀관계가 자녀의 사회성 형성에 있어 매우

기능적인 가족을 형성하는 것이 개인의 사회

중요한 요소이며 부모의 이혼이 청소년의 심

성 발달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

리사회성숙도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다.

있다는 사실을 잘 뒷받침해 주었다. 이에 따

또한 심리사회성숙도는 가족기능뿐만 아니

라 본 연구에서 심리사회성숙도를 중요한 변

라 가족의 구조적인 결손여부와 결합되었을

인으로 규정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때 다른 양상을 보일 수도 있다. 이문희(2004)

그러나 단순히 가족 구성원의 부재여부, 즉

의 연구에서 보면 결손이면서 가족기능이 낮

결손가정인지, 정상가정인지 여부만으로 가족

을 때 아동이 인지한 사회성숙도는 다른 집단

의 특성을 규정할 수는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

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또한 심리사회성숙도

는 가족의 기능적인 측면도 함께 고려하였다.

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손희정(2005)의

가족이 제대로 기능한다는 것에는 부모가 부

연구와 정상가정과 이혼가정 청소년의 심리사

모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과, 부모와

회성숙도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김숙

자녀의 관계가 어떠한가 하는 것이 가장 중심

자(2003)의 연구결과는 결손가정과 정상가정

이 된다. 가족체계론적(family system theory) 관

청소년의 심리사회성숙도에서도 성별 차이가

점에서 가족기능의 개념은 여러 학자들에 의

나타날 수 있음을 가정해볼 수 있다. 따라서

하여 정의되고 있다. Bloom(1985)은 가족의 개

본 연구에서는 가족기능과 결손여부가 결합되

별성을 인정하고, 가족간에 친목을 도모하며,

었을 때 심리사회성숙도에는 어떠한 영향을

가족의 사회성을 고무하는 가족이 가족기능도

미치는가에 대해서도 조명해 볼 필요가 있으

가 높다고 하였으며, Olson(1983) 등은 가족체

며, 이러한 심리사회성숙도의 성별 차이 또한

계의 개념을 두 가지 차원, 즉 응집력과 적응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처럼 결손가정 청소년

력으로 분류하고 가족체계 요소들 간의 역동

은 정상가정 청소년에 비해서 부모의 결손에

적인 상호작용이 체계의 전체성을 이루고 안

따른 가정환경의 문제로 심리적, 정서적 면에

정된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을 기본가정으로

서 여러 가지 저해요인이 발생하여 가족기능

가족과정을 변화에 대응하는 가족기능에 초점

및 심리사회적 성숙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을 두었다. 이러한 면에서 ‘가족의 기능’을 가

생각된다.

장 합리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McMaster 체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결손가정 청소년은

계모델이다. McMaster 체계모델은 가족성원들

적절한 사회성을 발달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은 서로 관련을 맺고 있으며, 가족의 구조와

많다. 특히, 부모가 이혼함으로써 부 부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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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사회성발달은 장애를 가져오며, 특

를 탐색하고, 가족기능에 따라 심리사회성숙

히 성격형성, 남아의 성역할 형성, 사회적 비

도에서 차이가 있는지, 가족기능이 결손여부

행 등과 관련이 높다는 보고가 있다. 정상가

와 결부되었을 때 집단간의 심리사회성숙도에

정과 결손가정 및 이혼가정이 심리사회성숙도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에 미치는 연구를 살펴보면, Hethrington(1979)
의 연구에서 부친 혹은 이혼으로 인한 아버지

연구방법

영향의 감소는 이혼 후 2년간 남아들의 인지
적 기능이나 성역 기능이 낮은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변화순(1995)은 청

연구대상

소년의 성장 발달에 있어서 모성상실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어머니는 자녀의 인

본 연구는 정상가정 청소년과 결손가정 청

성 형성과정, 심리적 문제해결, 건강문제 등

소년의 가족기능과 심리사회성숙도와의 관계

제반사에 도움을 주며 자녀가 독자적인 사고

를 알아보기 위하여 경상남도 S시, N군에 거

와 태도를 갖기 시작하는 아동 후기부터의 자

주하는 일반계 2개 고등학교, 전문계 2개 고

아형성 과정과 자기수용의 태도 및 사회적 적

등학교 대상으로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전체

응문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그러

연구대상자 중 남자는 203명(59.2%), 여자는

나 김남숙(1993)의 연구결과에서는 정상가정과

140명(40.8%)으로 남학생이 다소 많았으며, 학

이혼가정 청소년의 사회성숙성의 차이는 없다

교별로는 일반계는 177명(51.6%), 전문계는

고 보고한다. 이에 반해 권영미(2000)는 부모

166명(48.4%)으로 일반계 학생이 다소 많았다.

의 이혼으로 자녀는 정서적으로 큰 변화를 겪

그 중 정상가정 청소년은 178명(51.9%), 결손

으며 우울증, 죄책감과 같은 정서적인 면에서

가정 청소년은 165명(48.1%)으로 나타났다.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주변사람들이 이혼에 대

본 연구에서의 결손가정은 부모가 모두 없

해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봄으로써 대인관계

거나 어느 한쪽이 없는 형태적 결손가정을 말

를 피하게 되므로 사회성숙성이 낮아진다고

한다. 형태적 결손가정은 자녀가 부모와 함께

예측하였다.

동거하지 않는 가정으로 가정의 기본적인 구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결손가정 청소년들의

성원인 부모가 사망, 별거, 수형, 이혼, 가출

가족기능과 심리사회적 성숙도는 어떠한 관계

등의 이유로 한쪽 또는 양쪽이 영구적으로 부

를 가지는지 분석해 봄으로써 나날이 늘어가

재하는 가정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능적 결손

고 있는 결손가정 청소년들의 지도에 기초적

가정을 배제하고 형태적인 면만 고려하여 결

인 자료를 제공하고 그들이 가정환경을 극복

손가정을 부모의 사망이나 이혼, 별거, 실종,

하고 가정과 학교 및 사회에서 적절히 대응하

수형, 가출 등으로 인한 편부․편모가정, 부모

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 대인관계를 원만

모두 영구 부재 되어 조부모나 친척 등이 보

히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를

호하고 있는 양친부재가정, 소년․소녀가장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정상가정 과 결손가정

가정으로 보았다.

청소년의 가족기능과 심리사회성숙도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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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는 농․어촌고등학교로 전반적으로 저소

로 환산한 평균(M)과 표준편차(SD)를 산출하고

득 빈곤가정 학생이 많아 경제적으로 어렵고

각 집단 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t-검증을

하층계층이 많은데 이는 가정불화나 부부갈등

실시하였으며, 가족기능성정도에 따른 심리사

의 원인으로 이어져 이혼가정이나 별거가정이

회성숙도를 알아보기 위해 가족기능을 중심으

상대적으로 많았다.

로 낮은 그룹과 높은 그룹으로 구분하여 평균
(M)과 표준편차(SD)를 산출하고 각 집단 간의

연구도구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t-검증을 하였다. 다음
으로 가족기능과 결손여부가 결합되었을 때의

가족기능 검사

심리사회성숙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평균과 표

가족기능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는 Epstein

준편차를 산출하고 Scheffe의 다중비교분석을

등(1991)이 가족 사정도구(McMaster Family Assess

하였다.

ment Device: FAD)를 수정한 것으로, 최현숙
(2004)의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였으

연구결과

며, 가족기능의 하위영역인 문제해결, 의사소
통, 역할, 정서적 반응성, 정서적 관여, 행동통
제와 가족의 일반적 기능 등 7개 영역 60문항

정상가정청소년과 결손가정청소년의 가족기능

을 측정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응답은 4점

차이

Likert 척도로 되어 있으며, 내적합치도 계수는
Cronbach α=.91이었다.

정상가정 청소년과 결손가정 청소년의 가
족기능차이

심리사회성숙도

전체 정상가정 청소년과 결손가정 청소년의

심리사회성숙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도

가족기능 차이를 비교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구는 서봉연, 황상민(1993)에 의해 제작된 검

전체 정상가정 청소년과 결손가정 청소년의

사지로 정서 안정성, 사회인지 역량, 윤리․

가족기능을 살펴보면 정상가정 청소년은 평균

도덕성, 사회성, 긍정적 사고 및 자아정체성

은 2.62, 결손가정 청소년은 평균 2.55로 결손

등 6개 영역 5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

가정 청소년의 가족기능이 다소 낮았다. 가족

은 5점 Likert 척도로 되어 있으며, 내적합치도

기능은 정상가정 청소년과 결손가정 청소년

계수는 Cronbach α=.84였다.

간에 전체적인 가족기능이 결손가정 청소년이
부족함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정서관여적인 측

자료분석

면에서 더욱 결손가정 청소년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자료 분석은 통계 프로그램 SPSS 10.0 for
Window를 사용하였다. 정상가정 청소년과 결
손가정 청소년의 가족기능과 심리사회성숙도

남학생 정상가정 청소년과 결손가정 청소
년의 가족기능 차이

를 알아보기 위해서 각각 4점과 5점을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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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정상가정 청소년과 결손가정 청소년의 가족기능 차이
구분

정상가정(n=178)

결손가정(n=65)

전체(n=343)

t(p)

M

SD

M

SD

M

SD

문제해결

2.70

.40

2.68

.45

2.69

.43

.49 (.624)

의사소통

2.65

.41

2.60

.47

2.62

.44

1.03 (.302)

역할

2.47

.38

2.39

.35

2.43

.37

1.83 (.068)

정서적반응

2.54

.48

2.45

.51

2.49

.50

1.70 (.088)

정서관여

2.80

.44

2.68

.44

2.74

.44

2.71**(.007)

행동통제

2.41

.31

2.36

.33

2.38

.32

1.45 (.146)

일반기능

2.79

.43

2.71

.46

2.75

.45

1.71 (.087)

전체

2.62

.31

2.55

.33

2.59

.32

2.08* (.038)

<표 2> 정상가정 청소년과 결손가정 청소년의 가족기능차이(남)
구분

정상가정(n=98)

결손가정(n=105)

전체(n=203)

t(p)

M

SD

M

SD

M

SD

문제해결

2.77

.38

2.68

.43

2.72

.41

1.50 (.134)

의사소통

2.67

.38

2.59

.47

2.62

.43

1.35 (.177)

역할

2.52

.36

2.40

.30

2.45

.33

2.55* (.011)

정서적반응

2.59

.44

2.44

.50

2.51

.48

2.23* (.027)

정서관여

2.83

.40

2.65

.44

2.73

.43

3.12**(.002)

행동통제

2.45

.29

2.36

.32

2.40

.31

2.30* (.022)

일반기능

2.85

.38

2.69

.43

2.77

.42

2.66**(.008)

전체

2.67

.26

2.54

.30

2.60

.29

3.09**(.002)

년의 가족기능 차이는 <표 2>와 같다.

에서 정상가정은 평균 2.59, 결손가정은 평균

정상가정과 결손가정 남자청소년의 가족기

2.44로 결손가정의 가족기능이 낮은 것으로

능을 살펴보면 정상가정 청소년은 평균 2.67,

나타났다. 정서관여에서는 정상가정은 평균

결손가정 청소년은 평균 2.54로 정상가정의

2.83, 결손가정은 평균 2.65로 결손가정의 가족

가족기능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능이 더욱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행동통제

하위변인 중 역할에서 정상가정은 평균 2.52,

에서 정상가정은 평균 2.45, 결손가정은 평균

결손가정은 평균 2.40로 결손가정의 가족기능

2.36로 결손가정의 가족기능이 더욱 낮은 것

이 더욱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반응

으로 나타났다. 일반기능에서 정상가정은 평

- 34 -

박삼수․임경희 / 정상가정과 결손가정 청소년의 가족기능과 심리사회성숙도의 관계

균 2.85, 결손가정은 평균 2.69로 결손가정의

결손가정 남, 녀 청소년의 가족기능 차이로

가족기능이 더욱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

보아 결손가정의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가

나 문제해결과 의사소통은 정상가정과 결손가

족기능에 대해 더 부정적임을 알 수 있다. 이

정 남자청소년 사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는 남자가 여자보다 갈등에 더 많은 영향을

차이가 없었다.

받고 정서관여가 잘 되지 않기 때문으로 볼
수 있으며, 여자 결손가정 청소년들이 정상가

여학생 정상가정 청소년과 결손가정 청소년의

정 청소년보다 정서중심의 대처기제를 더 많

가족기능 차이

이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손가정이
라 하여 가족기능에 문제가 있다고 일반화시

여학생의 정상가정 청소년과 결손가정 청소

켜서는 안 될 것이다.

년의 가족기능 차이는 <표 3>과 같다.
여자청소년의 경우 정상가정과 결손가정의
가족기능은 전체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정상가정 청소년과 결손가정청소년의 심리사
회성숙도 차이

나타났다. 문제해결, 행동통제, 일반기능에서
는 결손가정 청소년이 다소 높았으나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이와 같은

정상가정 청소년과 결손가정 청소년의 심리
사회성숙도 차이는 <표 4>와 같다.

결과는 가족환경이 열악한 상황에 있는 여자

전체 정상가정 청소년과 결손가정 청소년의

청소년의 경우 부모의 도움 없이 스스로 여러

심리사회성숙도 차이를 살펴보면 유의미한 차

가지 가족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

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하위변인 중 정서안

해결 기능이 더 높게 나타났고 행동통제, 일

정성에서 정상가정이 평균 2.94, 결손가정이

반기능도 더 높게 나타났다.

평균 2.78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와 같

<표 2>와 <표 3>에서 나타난 정상가정과

은 결과는 가족의 결손여부는 심리사회성숙도

<표 3> 정상가정 청소년과 결손가정 청소년의 가족기능차이(여)
정상가정(n=80)

결손가정(n=60)

M

SD

M

SD

M

SD

문제해결

2.62

.41

2.67

.49

2.64

.45

-.69(.491)

의사소통

2.62

.45

2.62

.49

2.62

.47

.05(.953)

역할

2.41

.39

2.39

.43

2.40

.41

.25(.797)

정서적반응

2.48

.52

2.46

.54

2.47

.53

.21(.829)

정서관여

2.77

.48

2.73

.44

2.75

.46

.55(.583)

행동통제

2.35

.32

2.36

.35

2.35

.33

-.16(.866)

일반기능

2.73

.48

2.74

.49

2.74

.49

-.16(.869)

전체

2.57

.35

2.57

.36

2.57

.35

.02(.982)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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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정상가정 청소년과 결손가정 청소년의 심리사회성숙도의 차이
구분

정상가정(n=178)

결손가정(n=165)

전체(n=343)

t(p)

M

SD

M

SD

M

SD

정서안정성

2.94

.56

2.78

.55

2.86

.56

2.58*(.010)

자아정체성

3.00

.37

2.95

.37

2.97

.37

1.36 (.173)

사회성

2.86

.38

2.83

.41

2.84

.39

.78 (.434)

긍정적사고

2.74

.38

2.77

.41

2.75

.39

-.91 (.360)

전체

2.88

.34

2.83

.33

2.86

.34

1.40 (.161)

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룹으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 낮은 그룹이 179

청소년들의 심리사회성숙도는 주로 또래관계

명(52.2%)이며 높은 그룹이 164명(47.8%)으로

나 학교생활을 통해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나타났다. 그 결과 전체적인 심리사회성숙도

수 있다.

는 가족기능이 낮은 그룹은 평균 2.82, 높은
그룹은 평균 2.90으로 가족기능성이 높은 그

가족기능성 정도에 따른 심리사회성숙도의 차

룹의 더욱 심리사회성숙도가 높은 경향이었다.

이

그 하위요인 중 정서안정성과 자아정체성에서
는 가족기능이 높은 그룹의 심리사회성숙도가

가족기능성 정도에 따른 심리사회성숙도의 차

높았다. 그 외 사회성, 긍정적 사고에 대해서

이는 <표 5>와 같다.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

가족기능성에 따른 심리사회성숙도를 알아

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가족기능과 심리사

보기 위해서 가족기능을 중심으로 낮은 그룹

회성숙도는 서로 관련성이 있으며 가족기능이

과 높은 그룹을 구분하였다. 가족기능은 최소

원만하게 수행되는 가족일수록 심리사회성숙

1.36에서 최대 2.39로 분포하며 평균 2.58로 나

도가 높아질 것이다.

타나 평균치를 중심으로 높은 그룹과 낮은 그
<표 5> 가족기능성 정도에 따른 심리사회성숙도의 차이
구분

낮은 그룹(n=179)

높은 그룹(n=164)

전체(n=343)

t(p)

M

SD

M

SD

M

SD

정서안정성

2.79

.53

2.94

.58

2.86

.56

-2.36* (.018)

자아정체성

2.92

.38

3.04

.34

2.97

.37

-3.06**(.002)

사회성

2.81

.41

2.88

.37

2.84

.39

-1.68 (.093)

긍정적사고

2.78

.42

2.73

.37

2.75

.39

1.18 (.237)

전체

2.82

.35

2.90

.31

2.86

.34

-1.96* (.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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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기능성과 결손여부에 따른 심리사회성숙

을 구별하여 가족의 특성을 좀 더 구체화하였

도의 차이

다. 가족기능의 집단구분은 가족기능의 평균
점수를 중심으로 고기능과 저기능 집단으로

가족기능과 결손여부가 동시에 영향을 미칠

구분하였다.

때 심리사회성숙도에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

가족기능과 결손여부에 따른 심리사회성숙

기 위해 표 6과 같이 새로운 집단을 구성하였

도는 <표 7>과 같다.

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족기능이 낮으면

가족기능과 결손여부에 따라 심리사회성숙

서 동시에 정상가정인 청소년 집단, 가족기능

도는 정상․저기능 집단은 평균 2.87, 정상․

이 높으면서 동시에 정상가족인 청소년 집단,

고기능집단은 평균 2.90, 결손․저기능 집단은

가족기능이 낮으면서 동시에 결손가정인 집단,

평균 2.79, 결손․고기능집단은 평균 2.89로 정

가족기능이 높으면서 동시에 결손가정인 집단

상이면서 높은 가족기능을 가진 집단의 심리

<표 6> 가족기능과 결손여부에 따른 집단 구성
구

분

정상가정

결손가정

저기능 집단

정상․저기능 집단(n=84)

결손․저기능 집단(n=95)

고기능 집단

정상․고기능 집단(n=94)

결손․고기능 집단(n=70)

<표 7> 가족기능과 결손여부에 따른 심리사회성숙도의 차이
정상가정
구분

정서안정성

자아정체성

사회성

결손가정

전체

저기능

고기능

저기능

고기능

집단(n=84)

집단(n=94)

집단(n=95)

집단(n=70)

M

SD

M

SD

M

SD

M

SD

M

SD

2.89

.57

2.98

.55

2.71

.48

2.88

.61

2.86

.56

ab
2.96

b
.41

ab
2.87

3.04

a
.33

b
.42

ab

2.85

2.88

.36

ab

2.76

3.03

.36

2.97

.37

a

2.92

.41

2.84

.39

2.74

.43

2.73

.33

2.81

.41

2.73

.41

2.75

.39

전체

2.87

.38

2.90

.29

2.79

.32

2.89

.34

2.86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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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

2.69*
(.046)

b

긍정적사고

a, b: Scheffe's Multiple Comparison(a<b, α=.05)

3.94**

(.011)

ab
.39

F(p)

(.009)

ab

a
.34

(n=343)

.85
(.465)
2.10
(.100)

상담평가연구

사회성숙도가 높았고 결손이면서 저기능 집단

타난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이는 결손

이 가장 낮았다. 그 하위요인 중 정서안정성,

가정 청소년들이 부모의 부재라는 위기를 경

자아정체성, 사회성은 4개 집단 간에 통계적

험함으로써 양부모가족의 청소년보다 사회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긍정적 사고

응상의 어려움에 보다 잘 대처한 것으로 볼

에 대해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

수 있다.

났다.
정서안정성에서는 정상․고기능 집단이 평

논 의

균 2.98, 정상․저기능 집단이 평균 2.89, 결
손․고기능 집단이 평균 2.88, 결손․저기능
집단이 평균 2.71로 정상․고기능집단이 가장

본 연구에서는 결손가정 청소년과 정상가정

높게 나타났다. 자아정체성의 경우는 정상․

청소년의 가족기능과 심리사회성숙도에 있어

고기능집단이 평균 3.04, 정상․저기능 집단이

서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이들 청소년에 있

평균 2.96, 결손․고기능 집단이 평균 3.03 결

어서 가족기능이 심리사회성숙도와 어떠한 관

손․저기능 집단이 평균 2.88로 정상․고기능

계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집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사회성의 경우는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정상․고기능집단이 평균 2.85, 정상․저기능

첫째, 정상가정 청소년과 결손가정 청소년

집단이 평균 2.87, 결손․고기능 집단이 평균

의 가족기능 차이를 살펴본 결과 결손가정 청

2.92 결손․저기능 집단이 평균 2.76로 결손․

소년은 정상가정 청소년에 비해 가족기능이

고기능 집단이 가장 높았다.

낮게 나타났다. 정상가정 청소년들은 결손가

즉 전체적으로 가족기능과 결손여부에 따라

정 청소년에 비해 가족간에 원활한 정서관여

심리사회성숙도는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

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가족기능 수행을 원

를 보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하위요인별로 살

활히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남자 결

펴보면 정서안정성과 자아정체성의 경우 결손

손가정 청소년의 경우 가족기능을 수행하는데

가정이면서 가족기능이 좋지 않은 경우 가장

있어 여자 결손가정 청소년보다 더 큰 어려움

낮았으며, 가족기능이 좋은 결손가정 학생과

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문희(2004),

가족기능이 좋지 않은 정상가정 학생들은 매

오승환(2001)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데, 가

우 유사한 평균치를 보였다. 그러나 사회성의

족의 결손이 가족의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경우는 가족기능이 좋은 결손가정 학생들이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위변인 중에서 정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가족기능이 좋지

서관여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였고, 다른 변

않은 결손가정 학생들이 가장 낮은 점수를 나

인들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

타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정상적인 가정에

지만 전반적으로 결손가정 청소년이 낮게 나

서 가족기능을 잘 수행하는 청소년들이 대체

타났다. 이를 남자, 여자로 분류해서 살펴보면

로 정서안정성과 자아정체성에서 높은 심리사

남자의 경우 결손가정 청소년의 정상가정 청

회성숙도를 지닌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소년보다 가족기능이 낮았다. 하위영역에서

사회성에 있어 결손․고기능 집단이 높게 나

문제해결과 의사소통을 제외한 역할, 정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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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 정서관여, 행동통제, 일반기능에 대해서

결손가정 청소년의 가족기능을 높일 수 있는

결손가정의 학생들이 더욱 낮음을 알 수 있다.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특히, 정서관여와 일반기능에서 차이가 가장

것이다.

크게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 정상가정 청소

둘째, 정상가정 청소년과 결손가정 청소년

년과 결손가정 청소년 사이에 차이가 없었다.

의 심리사회성숙도 차이를 살펴본 결과 통계

하위영역에서는 문제해결, 행동통제, 일반기능

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청소년

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지만 결손가정

의 심리사회성숙도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

학생들이 더 높았다. 남자의 경우 정상가정

을 미친다는 황윤경(1995)의 연구결과와 일치

청소년과 결손가정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기

하며 특히, 청소년들의 심리사회성숙도에는

능이 여자에 비해 차이가 크다. 이는 남자가

가족구조의 영향보다는 가족의 기능이나 학교

여자보다 가족 간의 의사소통, 가족의 분위기,

에서 또래관계가 더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

가족간의 갈등과 같은 가족의 기능적인 측면

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심리사회성

이 더 부정적임을 알 수 있다. 이런 결과는

숙도는 또래집단, 교사 등 학교장면에서 인정

남자가 여자보다 가족 간의 갈등에 더 많은

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청소년들의 가족 결

영향을 받고 가족간의 의사소통에 있어 더 문

손에서 나타나는 역기능적인 측면들을 보강하

제가 있다는 연구결과 (박수영, 1998; 신효식,

게 되고, 또한 청소년들은 바람직한 역할, 사

이경주, 2001)와 일치한다.

회관계, 다양한 표현성향을 가족이 아닌 다양

이와 같은 연구결과로 볼 때 가족구조의 결

한 매체를 통해 학습함으로서 상대적으로 이

손이 가족기능의 전체 점수와 하위영역에 있

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어서 부분적으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있다.

지만, 특히 남학생의 경우, 이러한 결과를 미

셋째, 가족기능 점수를 가지고 저기능 집단

루어 가족구조의 결손이 가족기능에 영향을

과 고기능 집단을 구별하여 두 집단간의 심리

미친다고 일반화시키기는 어려우며, 결손가정

사회성숙도를 차이를 살펴본 결과 고기능 집

청소년도 가족기능을 높일 수 있다는 긍정적

단이 저기능 집단에 비해 심리사회성숙도 점

인 변화의 가능성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수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의 기능이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은 생활

심리사회성숙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가

이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학교에서 보내

정할 수 있다. 즉, 가족의 기능이 잘 되어갈

는 시간이 더 많으므로 실제 제공되는 가족의

때 청소년들의 심리사회성숙도가 높아질 것이

돌봄이 학교에서 많이 제공될 것이다. 청소년

다. 가족기능점수는 4점 척도로 평균 2.58로

에 있어서 가정만큼 중요한 학교생활이 가족

나타났다. 이는 중소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기능과 관련이 있는지 알아본 우선혜, 노지영,

한 우선혜, 노지영, 박영숙(2005)의 연구에서

박영숙(2005), 이강선(1999)의 연구결과에서 학

가족기능 평균 점수 2.67, 류애란(2003)의 연구

교생활에 만족할수록 가족기능 점수가 높게

에서 가족기능 평균점수 3.09보다 낮게 나타

나타났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가족기능을 높

났는데 본 연구는 농촌소재 고등학생을 대상

일 수 있는 요인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으로 하였으므로 결손가정 청소년이 상대적으

- 39 -

상담평가연구

로 많아 가족기능 점수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위하여 정상가정 청소년보다 사회적응능력을

생각된다. 하위변인에서 정서안정성, 자아정체

스스로 높게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

성에서 고기능 집단이 저기능 집단에 비해 유

청소년기는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인 성장

의하게 심리사회성숙도가 높았다. 반면에 사

이 급속히 일어나는 전환기적 시기이다. 부모

회성과 긍정적사고 영역에서는 유의미한 차이

에게 전적으로 의존했던 아동기를 벗어나 자

가 없었다. 이 결과를 통해서 가족의 기능성

립할 수 있는 한 사람의 성인이 되어가는 과

이 심리사회성숙도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끼칠

도기적 존재로 발달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위

수 있음을 가정할 수 있다. 즉, 가족의 기능이

치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겠다. 청소년들은

잘 되어갈 때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성숙도가

사회적 존재로서의 성장역할과 책임을 담당할

높아질 것이며, 다른 사회적 장에서 타인들에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야 할 것이다. 그러

게 인정받고 지지받을 가능성이 더 높음을 시

므로 청소년기에는 어느 시기보다 자아정체감,

사한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학생이 발달초기

사회성, 긍정적 사고, 정서적 안정 등의 심리

에 경험하는 부모-자녀 상호작용의 부족은 사

사회적 성숙의 확립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회화 과정에 지장을 가져온다고 제안한 정소

있겠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볼 때, 가정의 기

성(2004)의 논의를 뒷받침한다.

능과 역할, 가정의 분위기는 청소년들의 심리

넷째, 가족기능과 결손여부가 결합되었을

사회성숙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때 심리사회성숙도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있다. 즉, 가족의 기능과 심리사회성숙도는 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저기능․고기능 집단

접한 관계가 있으며, 심리사회적인 성숙을 이

과 결손․정상 가정 집단을 교차시켜, 결손․

룰 수 있는 곳은 가정이다. 그러므로 가정 내

저기능 집단, 정상․저기능집단 결손․고기능

에서 청소년들이 심리적으로 성장․성숙할 수

집단, 정상․고기능 집단으로 4개의 혼합집단

있도록 가족들의 새로운 역할이 기대된다.

으로 구성하여, 이들 집단에서 심리사회성숙

그러나 최근 여러 가지의 이유로 결손가정

도 정도를 알아보았다. 분석결과 집단에 따른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가정의 결

심리사회성숙도 전체 점수에서는 유의미한 차

손은 청소년들이 심리사회적으로 성숙하는데

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하위요인 중

부정적인 요인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현실

정서안정성, 자아정체성, 사회성은 4개집단간

적으로 볼 때 가족의 역할만으로 청소년들의

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긍

심리사회성숙도를 높일 수 없다. 이러한 부족

정적 사고에 대해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

한 면을 학교에서 보충해 주어야 할 것이다.

으로 나타났다. 정서안정성과 자아정체성의

가정에서 채워지지 않는 사랑과 지지, 모델

경우는 정상․고기능 집단이 가장 높았고, 결

제시, 사회성과 정서적 안정 등을 학교에서

손․저기능 집단이 가장 낮았다. 반면에 사회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들이 충분히

성은 결손․고기능집단이 가장 높았다. 이는

제공되었을 때 청소년들은 심리사회적인 면에

전반적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독립심이 강해

서 보다 성숙한 면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짐에 따라 타인과의 상호적 관계에서 긍정적,

이는 일정 부분 학교에서의 생활지도나 상담

개방적, 우호적인 인간관계를 형성․유지하기

활동을 통해서도 제공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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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가족기능 가운데 정서관여, 행동통제, 정

류애란 (2003). 가족의사소통 및 가족기능이 청

서적 반응과 같은 가정의 기능적 측면들은 상

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남대

담교사 또는 담임교사의 역할을 통해 어느 정

학교 사회문화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도 대신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박수영 (1998). 아동의 부모간 갈등 지각과 대처

본다. 또한 학교에서는 그동안의 가정의 구조

행동 및 심리적 적응간의 관계. 숙명여자

적 결손에 치우쳐 있었던 관심을 기능적 결손

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여부에까지 확대하여 학생들을 살펴보고 지도

변화순 (1995). 가족정책 연구의 관점과 쟁점
자리매김. 여성연구, 48, 71-92.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첫

서봉연, 황상민 (1993). 서울대생의 심리사회적

째, 학생들이 생활하는 환경은 여러 측면에서

성숙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학생연

청소년들의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본

구, 28, 1-31.

연구의 대상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고

손희정 (2005).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자녀간 심

등학생으로 국한됨으로써 이러한 부분에 대한

리사회성숙도와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고려 및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둘째, 본 연구에서는 결손여부를 현재 결손인

신효식, 이경주(2001). 청소년 자녀의 부모와의

지 아닌지 여부만을 구분하였으며, 형태적 결

갈동과 갈등표출방식.

손 학생만 연구대상으로 삼았으며, 기능적 결

39(1), 29-38.

대한가정학회지,

손은 고려하지 않았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우선혜, 노지영, 박영숙 (2005). 청소년이 지각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기능에 대해서만 살펴

한 가족기능과 희망과의 관계. 한국학교

보았으나 가족기능에 있어서 다른 가족들과

보건학회지, 18, 47-58.

지각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강선 (1999).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기능과 학
교생활 적응.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

볼 필요가 있다.

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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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ship Between Family Function and Sociopsychological
Maturity Among Adolescents of Normal Families and
Disfunctional Families

Park, Sam-Soo

Lim, Kyung-Hee

GonYang High School

Sunchon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unction of family and
sociopsychological maturity among adolescents of normal families and disfunctional families. A survey was
conducted among 343 students in total, that is 165 students from disfunctional families and 178 students
from normal families In this study, SPSS 10.0 Windows was used to analyze standard deviation, t-test,
and Pearson correlat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indicted the followings: First, the analysis of the
difference in the function of family indicated that adolescents of disfunctional families had lower function
of family than adolescents of normal families. Second, the analysis of the difference in sociopsychological
maturity among them indicat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Third, the comparison indicated higher
sociopsychological scores among high function group than low function group which were categorized by
scores based on the function of family. Fourth, normal and high function group indicated generally higher
sociopsychological scores when the function of family an disfunctionality of family were combined, whereas
disfunctional and high function group indicted highest scores of social adjustment.
Key words : normal families, disfunctional families, the function of family, sociopsychological mat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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