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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대 이후 사회적 이슈로 등장한 가출청소년의 문제는 여러 영역에서 끊임없이 논의되고 대
책을 마련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약 20만여 명의 청소년이 가출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청소년가출은 그 자체만으로도 심각한 문제일 뿐 만 아니라 비행으로 연결하는 교각의 역
할을 하며 성인범죄로 발전될 가능성, 정신건강상의 많은 문제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높다. 최근
들어 이들이 처해있는 현실에 근거한 치료중심적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보호
및 치료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거주형 집단치료시설인 가출청소년 쉼터이다. 쉼터에서 가출청소
년에게 적합한 치료프로그램이 개발 정착되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그동안의 가출청소년에 대한
연구는 원인에 대한 조사연구나 거창한 정책적 구호만 제시되는 수준이었고, 이러한 조사를 바탕
으로 한 구체적 서비스가 수반되지 않아 가출청소년들이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쉼터에서의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프
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요청된다.
가출청소년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에 의하면 이들은 일반청소년에 비해 더 많은 수의 생활사건
을 갖고 있으나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기술이 부족하여 이로 인해 경험하는 스트레
스가 크다고 나타났다. 또한 가출충동에 가장 높은 영향을 준 요인이 가정에서의 의사소통형태로
드러난 것은 이들이 바람직한 의사소통방식을 학습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고, 이것은 사
회에 적응하는데 더 어렵게 만드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가출청소년의 사회적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들의 사회적 기술 능력을 증진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가출 청소년에게 필요한 사회적 기술 향상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다. 검사도구로는 사회적 기술척도를
사전사후로 청소년이 측정하였다. 구성된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서울특별시에 있는 청소년쉼터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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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을 선택하였다. 선택된 두 집단을 각각 실험집단(10명)과 비교집단(10명)으로 구분하여 실험
집단에게 6주 동안 총 12회의 활동을 실시하였다. 연구에서 얻어진 자료들은 연구문제를 중심으
로 두 집단의 차이와 실험집단에서의 효과에 대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
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한 실험집단은 지기주장, 협동,
자아통제 점수가 비교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본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쉼터 청소년의 사회적 기술에 에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
를 통하여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가출청소년 쉼터 현장에 활용할 수 있으며 청소년의 사회적 기술
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가출청소년, 사회성 기술

1. 서 론
1) 문제제기 및 연구의 목적
90년대 이후 사회적 이슈로 등장한 가출청소년의 문제는 여러 영역에서 끊임없이 논의되
고 대책을 마련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1982년에 31.066명, 1994년에 35.865명, 1996년 43.739
명이 가출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 그러나 드러나지 않은 인원까지 고려하면 연 20만여
명의 청소년이 가출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2) 그러나 청소년가출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문제로서 1991년 11월의 YMCA청소년 설문조사를 보
면, 전체 응답자 5,232명 중 74.4%가 가출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고 답하고 있으며, 절대 가
출을 해서는 안된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21.9%뿐이었다.3)
청소년 가출은 그 자체만으로도 심각한 문제일 뿐 아니라 비행으로 연결하는 교각의 역
할을 하며, 청소년 비행은 성인 범죄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고 또한 성인이 되어서도 부적응,
알콜중독, 실직 등 정신건강상의 많은 문제를 야기 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보고된 바
있다.4)
청소년기는 신체, 인지, 정서, 사회전반에 걸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청소년기에 가출의 문제를 지니게 되면 성숙하고 자주적인 인격체로서의 준비기간이 길어지
게 되어 신체적 성장과 정서적, 사회적 발달의 불균형을 초래하게 된다. 또한 청소년기에 달

1) 문화체육부, 1997, 청소년백서, p.525.
2) 이광현․조규필․최소영,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 “청소년쉼터의 역할정립을 위한 가출청소년 특성에 관한 연
구”, 2000, p.34.
3) 엄명용, “청소년가출 예방을 위한 가족 및 지역사회복지 서비스 모형”, 한국사회복지학회지, 29, 1996. p.69.
4) 김인호, “가출청소년의 비행유형별 집단상담간 효과비교”, 석사학위논문(계명대 대학원,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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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해야할 성격발달과 자아정체감 형성이 지연됨과 동시에 사회적 역기능이 더욱 심각해지게
된다. 이중 일부는 만성적인 문제를 지니게 됨으로써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학업을 중단하
게 되며, 유해환경 속에 노출되어지게 된다. 따라서 이들 청소년들은 사회적응 기술을 습득
하고 중요한 인간관계를 맺으며 자아정체감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더욱
이 가출 및 가출부랑의 문제가 이차적인 학습과 길거리 생활을 통해 다면적이고 중첩적인
문제들로 심화되어 간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들 청소년들에 대한 예방 및 치료적 개입은
절실히 필요하다.
1980년대 이후 가출청소년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되면서 사회의 각 영역에 걸쳐
이에 대한 다양한 사회복지적 대책들이 제시되었으나 기존의 사회복지서비스는 가출청소년
을 통제하거나 단순히 보호하려는 시각에서 실시되어 왔고 그것조차도 인력과 재정 등의 이
유로 활성화되지 못했다. 최근 들어 이러한 가출청소년들에 대한 기존의 대책들이 제고되면
서 좀 더 청소년들이 처해있는 현실에 근거한 치료중심적인 대안들이 다방면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가출청소년들에게 보호 및 치료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거주형 집단치
료시설인 가출청소년 쉼터이다.5)
쉼터는 가출청소년에게 일시적인 보호를 제공하면서 그들의 문제를 풀어갈 시간적 여유
와 전문적 도움을 제공해주고 있다. 즉, 손상된 개인으로서의 가출청소년의 적응기능을 가능
한한 정상적으로 회복시켜주고 이를 통해 위험하거나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일탈에 대
한 사회통제를 담당하는 것이 그 가장 주된 목적으로 삼고 있다.6) 그러나 가출청소년 쉼터
는 아직 시범사업의 단계에 있어 가출청소년에게 적합한 치료 프로그램이 개발 정착되지 않
은 상태이다.
그동안 가출청소년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왔으나 주로 가출의 원인에 대한 조사연
구였고, 가출청소년의 문제에 대한 대책들로 교육환경개선, 향락문화추방, 약화된 가족기능의
회복, 가출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유도 등 거창한 정책적 구호만 제시되었을 뿐 이러
한 조사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서비스가 수반되지 않아 가출청소년들이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는 형편이다.7) 비가출청소년에 비해 많은 스트레스 유발사건들을
갖고 있는 가출청소년과 그들을 만나고 있는 여러 전문가들은 그들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한 전문적인 상담프로그램을 시급히 원하고 있다.8) 그러나 가출청소년들의 욕구와 문
제에 적합한 집단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가출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해 효과를 분석한 연구가
국내에는 거의 없다.
따라서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한 최선의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하여 그 효과를
5) 김미희, “가출청소년을 위한 거주형 집단치료시설의 효과성 평가”, 석사학위논문(연세대학교 대학원, 1997). p.4.
6) 청소년개발원, 가출청소년쉼터 모델에 관한 연구, 1998.
7) 김미희, ”가출청소년들을 위한 거주형 집단치료시설의 효과성 평가“, 석사학위논문(연세대학교, 1997).
8) 유기철, “가출청소년쉼터 프로그램 연구”, 석사학위논문(가톨릭대학교 대학원, 1998).
황미란, “가출청소년들의 청소년쉼터 욕구와 만족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숭실대학교 대학원,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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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함으로써 이들에게 일관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가출청소년에 대한 사회사업적 접근에서 아주 시급한 과제라 판단되며, 가출청소년을 위한
쉼터가 전국적 시범사업으로 실시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 연구는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
된다.
가출청소년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에 의하면 이들은 일반청소년에 비해 더 많은 수의 생
활사건을 갖고 있으나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해결기술이 부족하여 대인관계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크다고 나타났다. 또한 가출충동에 가장 높은 영향을 준 요인이 가정
에서의 의사소통형태로 드러난 것은 이들이 바람직한 의사소통방식을 학습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고, 이것은 이들이 대인관계를 원활하지 못하게 만들어 사회에 적응하는데 더
어렵게 만드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가출청소년의 사회적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

해서는 기술을 증진시켜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가출청소년의 사회적 기능향상을 위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
발과 그 적용가능성을 밝히고자 사회적 기술 집단프로그램을 적용해 보고 그 효과를 분석하
는 것이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 제기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집단상담프로그램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가?
1-1 집단상담프로그램의 구성원리는 무엇인가?
1-2 집단상담프로그램의 목적 및 목표는 무엇인가?
1-3 집단상담프로그램의 내용 및 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1-4 집단상담프로그램의 평가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연구문제 2] 집단상담프로그램은 가출청소년의 사회성 기술을 증진시키는가?
[연구문제 3] 집단상담프로그램에 대한 가출청소년의 반응은 어떠한가?

3) 용어의 정의
사회적 기술
사회적 기술이란 타인과 효율적으로 상호 작용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행동
으로, 청소년이 원만한 대인 관계와 긍정적 생활 적응을 위해 필요한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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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1) 가출청소년의 특성
(1) 개인적 특성
가출청소년의 일반적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강남구청소년쉼터에서 1년간 입소한
가출청소년 255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가출청소년의 연령은 10-12세가 10%, 13-15
세가 47%, 16-18세가 43%로 90%가 13-18세의 중고등학생 연령대로 나타났다. 학력은 중졸
이하가 76.6%이며, 초졸 이하가 21.7%나 되어 대부분 저학력자임을 알 수 있다. 가출동기는
가정문제가 67%로 가장 많이 차지하여 청소년가출에 가정문제가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출청소년 중 비행을 경험한 청소년들이 전체의 45%를 차지하며,
이중 절도, 앵벌이 등의 생계형 비행이 각각 18%, 3%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의 가출시작 연
령은 12.7세로 초등학교 5, 6학년의 비교적 어린 나이에 가출을 시작하고 있으며, 가출기간
은 1주일 이내인 청소년이 44.0%로 가장 많았고, 평균 가출기간은 21.2일 이었다.9)
가출에 따른 심리적 상태를 살펴보면, 31.9%가 ‘가출후 후회된다’, 24.4%가 ‘편하고 자유
롭다’, 18.2%가 ‘불안하다’, 9.6%가 ‘사회속에서의 또 다른 좌절’, 5.4%가 ‘독립했다는 만족
감’으로 응답하여 가출후 거의 60%의 청소년이 부정적인 심리상태를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0)
Simon와 Whitbeck은 가출청소년의 37%가 우울내지 슬픔을 경험하고 있고, 36%가 미래
에 대해 낙담해 있으며, 34%는 자신에 대하여 실망해 있고, 37%가 자살을 염두에 둔 것으
로 나타났으며, 57%는 가출시도 내지 가출에 대한 생각을 가졌던 경험이 있던 것으로 나타
났다. 박성자는 가출청소년의 MMPI특성을 조사한 결과 가출청소년이 비가출청소년과 다른
성격특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 우울, 건강염려, 사고의 기이성, 냉소성, 반사
회성, 낮은자존감, 사회적 불편감, 가족내 갈등, 직무곤란, 부정적 치료예후에서 차이를 보였
고, 가출이 반복될수록 공포감, 적대감, 냉소성, 가족내 갈등정도는 낮아지고 우울, 반사회성,
낮은자존감, 직무곤란, 부정적 치료예후 정도는 높아졌다고 한다.11)
이들은 자존감이 낮고 가정과 학교에서 반복된 좌절로 인해 사회적 부적절함을 암시하는
비규범성을 보이고 낮은 신뢰감과 직업에의 열망이 높지 않으며 지나치게 충동적이어서 통
제력이 거의 없다. 또한 가출자라는 사회적 입지, 약물사용, 윤락행위에의 개입 등으로 인해
정서적 장애의 매우 위험한 상태에 놓여있다.12)
9) 이광현 외 2명, 위의 책, p.59.
10) 김향초, 가출청소년의 이해, 학지사, 1998, p.185.
11) 박성자, 가출청소년의 MMPI 특성 연구, 석사학위논문(가톨릭대 대학원, 1999) p.28.
12) 김향초, 위의 책, p.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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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환경적 특성
가출청소년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환경을 크게 가정환경, 학교환경으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가출청소년의 가정환경을 살펴보면 성공회 쉼터에서 2년 동안 보호서비스를 제공한 가출
청소년의 91.5%가 결손가정이었고,13) YMCA의 가출청소년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74.8%가
가족분위기에 불만을 느끼고 있고, 34.8%가 가출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대화와 애정이 없는
가족환경이라고 응답하였다.
청소년의 가출충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의 심리역동적 환경변인을 남영옥의 조사에서는
의사소통형태가 가장 크고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그 다음으로 부모-자녀관계, 가족체계,
부부관계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4)
Robert의 연구에 의하면 가족환경에서 가출충동을 느끼게 하는 요인은 부모님이 이유는
듣지 않고 무작정 야단부터 치실 때가 34.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가출청소년은 모두 한
쪽 부모와 양쪽 부모에 대한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가출했다고 한다. 또한 집을 떠나도록 방
아쇠를 당겼다고 느끼는 결정적인 사건에는 부모로부터 불공정한 처우, 신체적 학대의 고통
과 구타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꾸중, 모욕 그리고 쫓겨남 등이 있었다.15)
이와 같이 구조적 결손뿐 아니라 역기능적 심리역동적 환경의 가정에서 청소년들은 가출
충동과 가출행동을 하게 되며, 이러한 가출전부터 시작된 가정환경의 문제점은 청소년이 가
출한 후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16) 이는 가출청소년들의 귀가시 부모들이 보이는 태도
에서 알 수 있는데,17) 가출한 이후에 한번이라도 집에 돌아가 본 조사대상자 중 63.2%가 집
에 돌아갔을 때 ‘부모가 화를 내거나 때렸다’고 응답했고, 17.5%만이 ‘무척 반가와했다’고
하였으며, 3.5%가 ‘다시 내쫓았다’, ‘나가라고 했다’라고 응답하였다. 형사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가출전 부모와 자녀간에 긴장이 고조되었던 가족은 청소년이 집으로 귀가시 부모의
통제력이 좀 더 엄격해지고 긴장을 야기시키는데, 가출이 계속됨에 따라 회유적 방법보다는
강압적 방법으로 자녀들을 훈육하는 경향이 있고 이러한 훈육방법이 안될 때에는 포기의 사
태로 들어간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바람직하지 못한 가정분위기는 청소년으로 하여금
가출을 하게끔 동기화하지만, 귀가시에 따르는 가정내에서의 긴장의 증대는 반복된 가출을
예견하는 악순환을 야기시키고 있다.18)

13) 대한성공회봉천동나눔의집청소년쉼터, “가출청소년을 위한 치료적 보호센터로서의 청소년쉼터사례연구”, 대한
성공회 청소년쉼터 제1차 세미나 자료집, 1996, p.26.
14) 남영옥, “청소년의 가출충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의 심리역동적 환경”,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999, Vol.7(1),
p.123-125.
15) Albert R. Roberts, 나동석․이용교 역, 가출청소년연구, 한국청소년연구원, 1990.
16) 김향초, 위의책, p.187-189.
17) 김양희, 가출아동의 신체적 학대경험과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숙명여대 대학원,1995), p.33.
18) 김향초, 위의책, p.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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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청소년의 학교환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Roberts의 연구에 의하면 가출청소년의
7%만이 학교에서 배움의 기회를 갖을 수 있다고 했고, 50%가 학교의 긍정적인 측면을 전혀
찾을 수 없다고 대답하여19) 비가출청소년보다 가출청소년이 학습과 학교에 대해서 더 부정
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Miller 외의 조사에 의하면 가출자들의 반수 이상이 학교선생님이 자신을 문제아로 보고
있다고 느끼고 있고, 2/3이상이 정학처분후 학교를 그만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Rohr는
가출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학교문제들로 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형편없는 문제해결기
술, 학교행동문제 등을 들고 있다. Olson은 가출청소년들은 직업훈련의 어려움이 성인이 될
때까지 이어진다고 보고하였는데, 제한된 정규학업훈련은 가출청소년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비가출청소년들에 비해 취업에 있어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므로 직업훈련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갖게 되고 결국 취업에까지 이러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20)
이같이 대부분의 가출청소년이 가정은 물론 학교와 같은 기본적 사회관계망에서 단절된
상태로 지지망 속에서 자신의 정체감을 찾고 반성적 행동을 통해 건강하게 청소년기를 보내
도록 하는 기회가 박탈되어 있다.

2) 가출청소년과 문제해결
개인은 매일의 생활에서 여러 가지 문제에 마주치게 되고 그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는데 이것을 문제해결과정이라고 한다. '문제'란 적응적 기능
이 요구되지만 여러 가지 장애들로 인해 효과적인 대처를 방해하는 구체적인 일상상황으로
정의되며, ‘해결’이란 문제시되는 상황의 본질과 그에 대해 생기는 개인의 부정적 정서반응
모두를 변화시킬 수 있는 대처방안으로 정의된다.
일부 상황에서의 문제해결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문제해결양식과 기술은 심리적 적응
혹은 정신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Johoda는 일상생활에서의 문제해결능력이 정신건강
에 결정적인 요소라고 주장하며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기술의 부족이 부적합한 심리적
적응, 정신병리와 관련 있다고 보았다.
강남구청소년쉼터의 조사에 의하면, 가출청소년은 비가출청소년에 비해 우울성향이 높을
뿐 아니라 부정적 감정을 많이 경험하며, 자신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평가를 내
리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21)
류수진은 비행청소년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인지구조상의 바람직하지 못한 특성으로

19) Alberts R. Roberts, op. cit., pp.77-78.
20) 김향초, 위의 책, p.211.
21)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 “청소년쉼터의 역할정립을 위한 가출청소년 특성에 관한 연구”, 태화임상사회사업연구
제7호,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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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동성과 공격성을 들었다.22) 즉, 비행청소년들은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겪는 문제상황을 해
결함에 있어 시간을 두고 다양한 대안을 고려하거나 각 대안의 예상결과를 평가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감정적 대응을 하기 쉬운 충동적 문제해결태도를 보이고, 또한 대인관계상에서의
중립적 상황을 적대적인 것으로 해석하여 물리적․언어적으로 공격적인 대응을 하는 공격적
문제해결태도를 보인다는 것이다.
즉 가출청소년들은 비가출청소년보다 훨씬 많은 생활사건들을 갖고 있으나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문제해결기술이 부족하여 부정적 감정 상태에 있고 사회적 부적응을 하게 된
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문제해결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은 이들의 대인관계의 갈등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도록 도와 사회적 기능을 향상시키리라 생각된다.

3) 사회적 기술
(1) 사회적 기술 개념
사회적 기술은 다양한 대인관계 능력을 망라하는 총체적이 능력을 의미하며(Hersen &
Bellack, 1977), 가족 구성원과 또래 사이의 주어지는 역할을 수행하는 방법과 사회적 갈등
및 문제상황을 해결해 나가며 자신이 속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인식함으로써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의 규칙을 터득하여 내면화하는 과정인 사회화의 과정을
통하여 습득된 인간성을 말한다(심성경․조순옥 외, 1998). 사회적 기술에 대해서 학자마다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적 기술이 그 특성상 매우 복잡한 개념이기 때문이다.
최근 연구에서는 사회적 기술은 엄격히 말하자면 사회적 유능성과 관련하여 고찰해야 한다
고 주장하고 있다. Gresham과 Elliott(1990)는 사회적 기술을 또래 수용도, 인기도와 한 개인
의 행동에 대한 의미 있는 타인의 판단과 일치하려는 사회적 행동이라고 하였다.
Combs와 Slaby(1977)는 사회기술에 대하여 ‘주어진 사회적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용인되
는 방법으로 즉 상대방에도 이익이 있고 개인적으로도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타인과 작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Goldsmith와 McFall(1975)은 사회기술에 대하여 함축적
인 정의를 하고 있다. 즉, “사회기술훈련은 실제생활 상황에서의 수행능력을 증진시키는 것
에 목적을 둔 치료철학이다. 비적응적인 행동을 제거하는 것보다는 긍정적이고 교육적인 측
면을 강조한다. 어떤 개인이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비적응적이라고 판단되면
이는 그 사람의 목록 중에서 어떤 특수한 상황적 기술에 결핍이 있다고 간주한다. 이러한
결핍의 원인이 경험부족, 잘못된 학습, 생물학적 역기능 등 그 원인이 어디에 있던지 간에
구체적이고 구조화된 훈련을 통하여 극복할 수 있거나 부분적으로라도 보완할 수 있다”고
하였다. 대체적으로 사회기술의 결핍원인으로는, 불충분한 학습, 사용하지 않아서 퇴행, 강화
22) 류수진, “비행청소년에 대한 인지행동집단프로그램의 적용과정 및 결과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서울대학
교 대학원, 1998),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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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여, 자신감의 결여(사회적 불안), 정신병리, 뇌 기능장애로 인한 학습장애, 스트레스에
대한 취약성, 약물의 부작용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사회적 기술은 다른 사람과 공동체 생활
을 하려는 성향으로 다른 사람에 대하여 상호의존하는 동시에, 개인적으로 자신이 사회적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행동양식과 습관을 형성하여 가는 것이다(초등교육학개론, 1992). 그
리고 사회성은 수많은 사회적 경험을 통해서 습득되는 인간성이며, 다른 사람과 공동생활을
원만히 하고 잘 적응하는 인성적 특성이다. 아동은 개인의 성장과정에서 접촉하는 부모, 교
사, 친구, 매스컴 등 주변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성장하게 되며, 사회에 적응하고 어울려
살 수 있는 사회성을 학습한다. 자기중심적 존재에서 점차 타인과의 관계에서 나를 발견하
고 알게 된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기술은 천성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성을 발달
시킬 가능성을 타고 나며 그 가능성을 키워주는 환경 속에서 발달한다는 것이다(엄순혜,
1997).
이상의 견해를 종합해 본 결과 사회적 기술이란 ‘대인관계 속에서 자기를 표현하여 의미
있고 만족스러운 생활을 영위해 갈 수 있는 일련의 복합한 능력’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기술이 뛰어난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불편함과 손해를 경험하여 정신 건강면에서도
부적응적인 특성을 갖게 된다고 볼 수 있다.

4) 선행연구
현재 우리나라에는 가출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집단프로그램의 효과를 연구한 논문은 없
으며, 주로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비행청
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집단프로그램을 살펴보고자 한다.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논문은 분노조절프로그램, 심리극, 사회기술훈련 등 다양한 프
로그램이 많다.
Kazdin, Siegel & Bass는 반사회적 행동 아동에게 인지행동적 문제해결기술훈련과 부모관
리훈련을 실시한 결과 반사회적 행동이 감소되었고 친사회적 능력이 증가하는 등 가족, 학
교 및 지역사회에서의 기능수준이 향상되었다.23)
Kazdin외 3인의 연구에서 반사회적 아동 치료에 문제해결기술훈련과 관계치료를 적용하
여 비교한 결과, 문제해결기술훈련을 적용한 집단이 관계치료를 적용한 집단과 통제집단보다
공격성행동, 집과 학교에서의 전면적 행동문제가 감소하였으며, 친사회적 행동이 증가하였으
고 전면적 적응 증가라는 효과를 얻었다.24)
Fraser는 비행청소년이 갖는 충동성과 공격적 성향에 초점을 맞춘 문제해결훈련을 실시하

23) Kazdin, Siegel & Bass, “Cognitive Problem-Solving Skills Training and Parent Management Training in the
Treatment of Antisocial Behavior in Childre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0, 1992.
24) Alan E. Kazdin 외 3인, op. cit., p.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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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초기아동기로부터 형성되어 문제해결의 과정에서 부정적인 편향으로 작용하는 공격성
을 줄이고 해결지향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둔 이 연구도 효과적이었다고
보고되었다.
류수진(1988)은 소년원과 보호관찰소에 있는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D'Zurilla의 일반적
문제해결훈련과 Fraser의 문제해결훈련을 조합하여 만든 집단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 대안
적 사고나 문제에 대한 민감성은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으나, 적대적 해석오류와 예상결과에
대한 인지측면은 긍정적인 변화를 이루지 못했다.25)
기존연구들에서 인지행동적 문제해결훈련은 왜곡된 사고와 비합리적 신념을 줄이고 스트
레스를 줄여 문제해결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26), 특히 인지행동상담은 단기간
의 집단프로그램을 통해 매우 효과적이라는 평가27)를 받고 있어 단기간동안 머무는 쉼터라
는 기관 특성에도 적절하여 본 연구를 통해 적용하고자 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의사소통훈련은 주로 참여자의 사회적 기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적용되어 왔
고, 주요 의사소통기술들을 배우고 연습해 보는 활동으로 사회기술훈련, 자기주장훈련 등에
서 같이 진행되어 왔다. 그 효과 또한 여러 경험적 연구에 의해 입증되어 왔다.28)

3. 사회적 기술 능력 증진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본 연구의 목적은 가출청소년 쉼터 사회적 기술 향상을 위한 집단상담프로그램 내용을
개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과정의 절차를 거쳤다.
첫 번째 단계로 가출청소년 쉼터의 관한 문헌고찰과 이론적 배경을 분석하였다.
두 번째 단계로 가출청소년 쉼터 기초현황조사를 실시하였다.
세 번째 단계로 문헌 고찰 및 기초 현황조사를 반영하여 가출청소년 쉼터에 맞는 집단상
담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집단상담 프로그램 과정 및 내용은 [그림 1]과 같다.

25) 류수진, “비행청소년에 대한 인지행동집단프로그램의 적용과정 및 결과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서울대학
교대학원, 1998).
26) 이미향, “인지-행동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비행청소년의 자아개념점수 변화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계명
대학교 대학원, 1993), p. 3.
27) Rose, “Putting the Group into Cognitive-Behavioral Treatment”, Social Work with Groups, Vol.13, 1990, p.72.
28) 정상원, “시설청소년을 위한 사회기술훈련프로그램”,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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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문헌고찰

▪가출청소년
이론적 배경
▪사회적 기술 향상을 위
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선
행연구

사회적 기술 향상 집단상담
프로그램 구성원리

프로그램 목적 및 목표

▪기초현황조사
▪사회성 기술측정

▪자기주장
▪협동
▪자기통제

▪자기주장 기술 기르기
▪협동심 기르기
▪자기통제능력향상

▪도입
▪진행
▪종결단계

과정

프로그램 내용 선정
및 조직

평가

2단계:
기초현황
조사

▪프로그램 요소- 단계적
▪활동내용- 통합적․ 위계적

▪사회적 기술 척도

[그림 1] 프로그램 개발 과정

1) 가출청소년의 사회성 기술에 관한 기초현황 조사
본 연구는 가출청소년의 사회적 기술 증진을 위한 집단놀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가출청소년의 특성과 사회성 기술에 관한 현황 및 사회성 기술 증진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종사자의 인식과 요구를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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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1] 가출 청소년의 일반적 현황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쉼터종사자가 지각한 가출청소년의 사회적 기술 향상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
그램의 현황과 필요성의 인식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가출청소년 사회적 기술 향상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실시 정도
와 쉼터 종사자의 요구는 어떠한가?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기초현황 조사는 가출청소년쉼터에서의 사회적 기술 집단상담 프로그램 현황
과 필요성의 인식,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실시정도와 종사자의 요구도를 기초조사로 실
시하였다. 기초현황 조사의 연구대상은 임의로 표집한 서울, 경기 20개의 가출청소년쉼터에
소속된 종사자 31명중 28명 종사자들만이 질문에 응답하였다.

(2) 연구도구
① 기초현황조사
가출청소년의 사회성 문제 따른 특성과 시설의 사회적 기술 향상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
그램 현황, 필요성의 인식, 프로그램에 대한 실시정도와 종사자의 요구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본 연구자가 질문지를 제작하였다. 작성된 질문지 내용은 요구도 조사 대상 종사자의 일반
적 배경을 포함하여 시설에서의 사회적 기술 향상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필요성의 인
식, 프로그램에 대한 실시정도와 종사자의 요구사항 등 총1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작성된 설
문지는 전문가 2인에게 내용타당도를 검증 받은 후 시설에 근무하고 계시는 종사자 4명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결과 부적절한 문항을 제외하고 다시 수정하여 질문지를
최종 완성하였다.
② 연구절차
가출청소년의 실태 및 종사자의 요구도를 조사하기 위해 2008년 1월 20일부터 3월 10일
까지 서울, 경기에 소재한 가출청소년이 생활하고 있는 20개 가출청소년쉼터에서 31부의 질
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였다. 총 31부의 질문지를 배부하여 29명만이 질문에 응답하였고 이
중 응답이 잘못된 1부의 질문지를 제외한 28부의 질문지를 최종 분석하였다.
③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선다형 질문 문항은 SPSS/WIN 12.0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기술통계로
처리하였고, 개방형 문항은 범주를 정하고 범주에 따라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④ 기초현황 조사 결과
가출청소년의 실태 및 종사자의 인식에 대한 기초 현황 조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결과를 종합해 보면 가출 청소년들이 가출하여 쉼터에 입소해 있는 청소년들의 나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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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에서 17세가 50.5%로 가장 많았으며 가출 당시의 학력으로는 중퇴자가 38.0%를 차지하
고 있으며 학교를 중퇴한 이유로는 무단결석 42.0%로 학교를 중퇴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가
출 소년의 가족 형태를 보면 부모 모두 생존해 있는 경우가 58.3%이고 실제 가족 형태는
결손 가정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58.3%를 차지하였으며 이들의 가정 형편은 중산층
이라고 응답비율이 40.2%를 차지, 가출 청소년들이 가출을 한 횟수는 4-5회로 32.5%로 가장
많았으며 쉼터에 대한 인지도는 쉼터에 대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가 65.0%를 차지,
가출 후 쉼터 입소 전까지 친구 집에서 생활한 것이 40.1%이고 가출 후 쉼터 입소 전까지
의 기간은 1주일 안에 쉼터에 입소한 것이 30%를 차지하였다.
가출청소년에게 보이는 가장 큰 문제점은 사회성 문제가 52%로 가장 많았고, 정서적인
부분 35.0%, 도덕성이 12.0% 등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성 집단상담 프로그램 실시에 대한
요구도는 절실히 요구하고 있으며, 실시에 관련하여 주당 횟수에서는 1~2회, 1회 실시시간에
서는 50~60분, 기간은 11회~15회로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프로그램 내용 구성
(1)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구성원리
사회성에 문제를 가진 가출청소년의 사회적 기술 능력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본 집단상
담 프로그램의 구성 원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와 기초현황 결과를 반영하여 가출청소년의 사회적 특성에 맞는 사회성 기
술 이론 Gresham & Elliott, 1990를 참조하여 포괄적이며 균형 있는 아동의 여러 영역의 발
달을 고려하여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둘째, 집단상담 방법으로 구성하였고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집단상담은 사회적 학습을 위한 결정적인 맥락을 제공하고 이러한 상호작용의 경험은 대
인상호관계에 필요한 조망수용기술을 획득하고 발달하도록 돕는 등 아동의 집단 놀이는 사
회성을 발달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집단놀이를 통해 문제해결, 의사소통과
같은 대인관계 기술을 다룰 수 있도록 하며, 수용과 지지의 경험을 통해 자아존중감을 증대
시킬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집단놀이활동 과정은 아동이 아동 자신, 타인, 생활에 대해 배
울 수 있게 하는 심리 사회적 과정을 제공해준다(Sweeney & Homeyer, 1999).
셋째, 활동방법에 있어서는 시작, 활동, 마무리 단계를 중심으로, 시작단계 10분, 활동단
계 70분, 마무리단계 10분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2) 사회적 기술 향상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목적
사회적 기술 향상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협동하기 기술 능력을 길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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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자기 자신을 주장하는 기술 능력을 길러준다.
셋째, 자기조절 기술 능력을 길러준다.

3) 집단상담 프로그램 구성
가출청소년의 사회적 기술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상담 프로그램 구성은 가출청소년
의 사회성에 관한 문헌고찰과, 사회적 기술 훈련 행상 프로그램(국립 특수 교육원, 1994)과
사회성 기술 검사 SSRS(Gresham & Elliott, 1990)을 참조하여 청소년의 여러 영역의 발달을
고려하여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활동방법에 있어서는 시작, 활동, 마무리 단계를 중심으로, 시작단계 10분, 활동단계 40분,
마무리단계 10분으로 구성하였다.

<표 1> 집단놀이프로그램 활동내용
회
기

단
계

활동명

활동내용

1

도
입

오리엔테이션

- 오리엔테이션, 지도자소개, 사회성이란, 검사실시, 프로그램 소개하기, 전
체 분위기 평가, 다음회기 안내

진
행

나는?

2

- 자기소개.
- 자신의 애칭을 만든다.
- 집단원들의 집단에서의 각 집단원의 역할 정하기
- 여러 상황에서 자주 하는 말이나 행동, 신체적 반응, 감정에 대해 생각
해본다.
- 실제 문제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해결해왔는지 확인
∙나의 색깔은?

3
자기주장
4

- 나의 문제를 확인(대인관계 그리기), 이야기 하기
- 의사소통양식을 신체로 표현해보고 역할을 나누어 함으로써 체험해 본다.

5

- 자신의 감정, 생각을 인식하고 타인의 생각, 감정을 인식하여 대화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대화의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본다.

6

- 팀원들이 장, 단점을 쓰고 통에 넣는다. 한사람씩 나와서 통에서 하나를
꺼내 그 내용을 보고 이 문제에 대해 팀원들과 문제를 풀어나간다.

협력하기

- 팀을 나누어서 문제상황 그림을 보고 어떻게 풀어 나가야 할지
상의하여 역할극을 해본다.

7

8

자아통제

팀과

- 문제 상황이 표현된 그림을 보고 자기 자신의 느낌을 이야기를 하고
역할 놀이를 해본다.
- 갈등상황에서 자주 하는 말이나 행동, 신체적 반응, 감정을 표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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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한다
10

- 상황자료를 보고 집단원 각자가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의해본다.
∙문제해석과정에서 오류를 확인하고, 관련된 각 사람의 입장을 이해해
본다.

11

- 문제를 충동적으로 해결하여 뒤늦게 후회한 경험을 나눈 뒤, 그러한 대
처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 갈등상황에서 자신을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
나눈다.
- 칭찬하는 게임

12

종결

- 경험나누기, 전체 평가 및 격려의 인사
- 즐거웠던 일 발표하기

4. 사회적 기술 능력 증진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검증
1) 연구대상
가출청소년 치료보호시설인 쉼터는 단기보호시설이라서 대부분 1달 정도 머무는 청소년
이 많고, 경우에 따라 3달 이상 머무는 청소년도 있곤 하다. 본 연구에서 프로그램을 실시한
기관은 20명이 정원인데, 대부분 10-15명 정도가 머물고 있었다.
본 프로그램은 3월에서 6월까지 4개월간 1차, 2차 집단을 구성하여 실시하게 되어 13명
정도가 기관에서 머물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 중 일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 기관에서 의뢰
한 일터에서 일하고 있는 청소년들도 있고,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도 있어서 이들을 제외하
고 나면 약 11명 정도가 낮 시간에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들 각각의 담당상담원에게 사회적 기술프로그램을 설명하고 이에 대해 비효과적인 방
법을 사용하고 있는 청소년을 의뢰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조사대상자 중 중도탈락자는 1명(7회까지 참석하였으나 집으로 귀가하여 8회를 참석치
못하고 사후검사를 하지 못함)으로 최종적으로 분석에 이용한 대상자는 10명이다.

2) 연구도구
(1) 사회성 기술척도 검사
사회적 기술을 측정하기 위하여 김향지(1996)가 Gresham과 Elliott(1990)의 사회기술 평정
척도 SSRS(Social Rating System)를 수정, 번안한 사회적 기술 평정척도 중에서 사회적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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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협동(Cooperation), 자기주장(assertion), 자기통제(self-control)의
3개 하위 영역의 전체 30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하위영역은 전체 30문항 중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같은 문항이 두 영역에 중복되는 경우도 각 10문항이 구성되어 있다. 전체 문
항의 신뢰도 계수는 .85이다. 사회적 기술검사의 하위 영역별 구성내용은 아래 다음과 같다.

<표 2> 사회적 기술척도의 하위영역 해당문항
하위척도명

문항수

점수범위

해당문항 번호

협동

20

0~40

1,2,3,4,5,6,7,10,11,12,13,14,17,18,19,22,23,24,25,30

자기통제

20

0~40

1,4,5,8,9,11,12,13,15,16,18,20,21,22,25,26,27,28,29,30

주장

20

0~40

2,3,6,7,8,9,10,14,15,16,17,19,20,21,23,24,26,27,28,29

(2) 가출청소년의 사회적 기술 프로그램의 반응
본 연구는 관찰기록 방법으로 표본기술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관찰자 두 명이 대상 청소
년 각 5명씩 주 관찰자가 되어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일어나는 가출청소년의 모든 행동
과 상황을 기록하고, 이 자료를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분석에 사용한다.
이를 위하여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관찰자의 기록에서 누락되거나 관찰자
에 따라 달리 해석할 수 있는 가출청소년의 모든 행동과 상황을 기록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
기 위하여 비디오 녹화를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집단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

3) 실시기간
연구대상자로 선정된 10명의 가출청소년들에게 사회적 기술을 증진시키기 위해 집단 상
담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전체 집단상담 프로그램 활동은 2008년 3월중순부터~6월까지 6주
동안 주2회, 총12회기를 실시하였다. 1회기 시간은 60분을 실시하였다.

4)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에서는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SPSS/WIN12.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집단상
담 프로그램을 실시한 실험집단과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은 통제간의 각 집단의
사전 점수와 사후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점수에 차
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집단간 평균의 차이를 t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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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과 및 해석
따라서 본 장에서는 앞에서 개발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선정된 가출청소년쉼터의 실험집단
에 적용한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 및 문제에 따라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사회적 기술능력 증진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사회적 기술능력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기술 증진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가출청소년의 사회적 기술 능력을 증진시
켰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사전점수와 사후점수의 집단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알아보고 사전점
수의 집단 간 차이와 사후점수의 집단 간 차이를 t-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 사전검사의 청소년 사회적 기술 능력의 집단간 동질성 검증
하위변인

자기주장
협력
자기통제

사전점수

집단

N

M

SD

실험집단

10

.96

.28

비교집단

10

90

.19

실험집단

10

.98

.33

비교집단

10

.89

.27

실험집단

10

1.13

.27

비교집단

10

1.04

.16

사후점수
t
1.01
1.13
1.46

M

SD

1.17

.24

1.04

.22

1.41

.34

.80

.27

1.39

.24

1.23

.28

t
2.14*
7.79***
2.46*

* p<.01, *** p<.001
자 기 주 장
1 .2
1 .1 5
1 .1
계 열 1
1 .0 5
1
0 .9 5
실 험 집 단

비 교 집 단

[그림 2] 프로그램 사후 자기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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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 동
1 .6
1 .4
1 .2
1
0 .8

계 열 1

0 .6
0 .4
0 .2
0
실 험 집 단

비 교 집 단

[그림 3] 프로그램 사후 협동

자 기 통 제
1 .4 5
1 .4
1 .3 5
1 .3

계 열 1

1 .2 5
1 .2
1 .1 5
실 험 집 단

비 교 집 단
자 기 통 제

[그림 4] 프로그램 사후 자기통제
가출청소년의 사회적 기술의 점수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모두 사전점수보다 사후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사의 사회적 기술 척도의 집단간 차이를 살펴보면 자기주장의
경우 실험집단이 1.17, 비교집단이 1.04로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유의한 차이를 보였
으며, 통제집단은 무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력에서도 실험집단이 1.41, 비교집단이 .80로
나타나 실험집단이 비교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자기통제의 경우 실험집단이 1.39, 비교집단이 1.23으로 나타나 실험집단이 비교집단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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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게 나타났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회적 기술의 전체결과를 살펴보면 실험집단이 비교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2) 사회적 기술 능력 증진 프로그램에 대한 청소년의 반응
종결하는 12회모임에서 총괄평가지로서 그동안 모임을 하면서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점을 적도록 하였는데, 모이는 것 자체만으로 좋았다는 의견이 여럿 있었고, 쉼터에서 내내
같이 지내며 일어나는 또래와의 갈등상황들에 대해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나눌 수 있었던
기회가 주어졌다는 데에서 집단원들이 실제 겪고 있는 여러 관계에서의 갈등상황을 효과적
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에 되었다고 한다. 이는 사회적 기술프로그램이 집단원의 사
회적 기술능력을 향상시켰음을 말하는 것이다.

<표 4> 집단구성원의 주관적 평가
사회적 기술프로그램 통해 도움이 된점
A

쉼터에서 일어난 일 중에 미처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

B

애들과 친해져서 좋다.

C

나에 대해 몰랐던 점이 있었는데 알게 된 시간인거 같다

D

모르겠다.

E

잘 모르겠다. 모임이 좋았다.

F

끝까지 모든 아이들이 참여하여 좋았고, 같이 무언가를 할 수 있어 좋았다.

H

내 자신을 알아볼 수 있었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알았다.

I

처음에는 지루하기도 했지만, 재밌고 나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었다.

J

친구와 싸울 때 내가 먼저 화해할 수 있는 것을 배웠다.

L

잘 모르겠다. 하지만 나에 대해 조금 안거 같다.

6. 결론 및 제언
1) 결 론
본 연구는 가출청소년이 사회적 기술능력 증진을 위한 집단놀이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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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현장에 적용하여 가출청소년의 사회적 기술능력이 증진되었는가를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
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가출청소년의 사회적 행동 특징에 대한 선행연구와
이에 따른 사회적 기술이론에 대한 문헌을 고찰하여, 현재 가출청소년쉼터의 사회적 기술에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집단상담 프로그램 구성에 반영하였다. 검사도구
로는 사회적 기술 검사도구로 활동 사전사후로 가출청소년이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 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한 실험집단은 가출청소년의 자기주장, 협동, 자아통제 점수가
통제집단에 비해 의미 있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활동은 가출청소년의 사회적 기술에 효
과가 있음이 밝혀졌다.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가출청소년의 자기주장, 협력, 자기통제 행동
반응이 증진되어졌음을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시설 현장에 활용할 수 있으며 가출청소년의
사회적 기술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가출청소년의 사회적 기술 향상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효과적인
지를 알아보는데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사회적 기술 향상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
그램의 구성 및 그 효과와 앞으로 가출청소년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서비스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가출청소년의 사회적 기술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놀이 프로그램 구성은 그룹홈
아동의 특성과 사회적 기술에 관한 문헌고찰과, 사회적 기술 훈련 향상 프로그램(국립 특수
교육원, 1994), 사회성 기술 검사 SSRS(Gresham & Elliott, 1990)를 참조하여 가출청소년쉼터
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에게 기초현황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구성하였다. 사회적 기술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자기주장, 협동, 자기통제 활동내용으로 구성하였으며 집단 활동이 이
루어지도록 하였다.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출청소년은 사회적인 상황에서 적절하게
행동할 수 있었으며, 사회적으로 적절하다고 받아들여지는 사회기준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과 다양한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사회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출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적 기술 향상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효과를 검증하
기 위하여 사회적 기술척도의 점수를 비교해 보았다. 사회적 기술 향상을 위한 집단상담 프
로그램을 실시한 실험집단은 가출청소년의 자기주장, 협력, 자기 통제 점수가 통제집단에 비
해 의미 있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기술능력 증진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
가 사회적 기술 증진에 안정적이고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가출청소년이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완화
되고, 여러 환경에서 적응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하나의 개입방법이며, 사회성 향상에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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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을 줄 수 있는 기초적인 자료 일 뿐이다. 가출청소년이 사회성 발달뿐만 아니라 정서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는 많은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개선되
어야 한다. 대부분 가출청소년쉼터는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기간내에 다양한 시설
이나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경우가 허다하며, 더 중요한 점은 가출청소년에게 프로
그램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관련기관의 연계를 통한 프로그램 서
비스제공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선행연구결과에서 살펴보았듯이 가출청소년이 가지고 있
는 사회적, 정서적인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연구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지고
실시되어져야 한다. 또한 개별사회사업적 접근, 심리검사, 놀이치료 및 미술치료, 부모교육
등으로 가출청소년의 정확한 정서적, 심리적, 정신적 상태를 파악하여 그에 대한 접근이 필
요하다.

3) 제언
이상과 같은 결론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
다.
첫째 집단구성에 있어서 본 집단은 쉼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 학교를 다니고
있는 청소년을 제외하면 그 시간에 참여가능한 청소년이 많지 않아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지
만 역시 사정을 통해 구성원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쉼터가 단기보호기관이므로 프로그램 끝나기 전에 퇴소할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을 제외
시키고, 쉼터에 입소한지 며칠 안되는 청소년의 경우 일단 집단에 참여시키기 보다는 그 청
소년에 대한 정확한 개입목표가 정해진 후에 집단참여를 결정토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겠다.
둘째, 쉼터의 가출청소년들은 대부분 프로그램 참여가 적극적이지 못한 편이었는데, 참여
치 않는 타청소년에게 주어지지 않는 특권을 부여함으로써 적극적 참여를 유도함과 동시에
집단응집력을 강화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가출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그 결과를 사회적 기술에 문
제를 가진 일반청소년에게까지 일반화하기엔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령층에
도 제공되어 질 수 있는 연령에 맞게 다양한 프로그램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단기간의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추후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사전-사후 검사만으로는 프로그램의 효과의 안정성을 검증하고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장기적인 활동을 개발 및 이를 활성화시키는 종사자 훈련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강화
되어야 한다.
다섯째, 본 연구는 가출청소년 10명 대상으로 한 소수사례실험 연구로서 연구 결과의 효과
성에 대한 일반화를 위해서는 더 많은 사례를 대상으로 하는 설계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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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본 연구의 활동은 12회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제시되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가
출청소년이 원만한 사회성 기술을 위해서는 좀 더 오랜 기간에 걸친 집단상담 프로그램 진
행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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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evelopment and Verification of Effect of Social
skills Activity Activity Group Counseling Program for
runaway youth
Son Kyung Sook
Suwon Women’s Colleg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termine how Group Counseling Program activities affect runaway
youth Social skills Activity. For this purpose, prior researches on runaway youth and literature about theories of Social skills Activity were reviewed, the results of which were reflected in constructing Group
Counseling Program.
A Social skills Activity scale was used for runaway youth in pretest and post-test. For the constructed
Group Counseling Program, runaway youth shelter were selected from runaway youth shelter Two selected groups were labeled as the experimental (10 runaway youth) and control (10) group and the former
was provided with a total of 12 activities for six weeks. Data obtained went through t-test for differences
between the two groups and effects on the experimental group on the basis of questions.
The main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The experimental group participating in Group Counseling Program showed higher scores in Negative
Social skills Activity, adaptive Social skills Activity, among runaway youth than the control group, showing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These activities were therefore found to be effective in runaway
youth Social skills Activity.
These results demonstrate that Group Counseling Program activities can be used in runaway youth practices and produce positive changes in runaway youth Social skills Activity.
Key words: runaway youth, Social ski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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