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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청소년 학업중단의 실태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가? 인간은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고 의무를
다할 뿐만 아니라 타인의 기대와 욕구에 부응하고 집단에서 낙오되지 않으려고 적응하
려는 사회적 존재이다. 이렇게 적응하는 과정에서 많은 스트레스와 좌절, 불안 등을 경
험하게 된다. 더욱이 청소년기에 찾아오는 극심한 불안과 우울감은 결국 학업을 중단하
는 계기가 된다. 학업 중단률이 늘어남에 따라 전국단위의 학생 수를 조사한 결과, 매
년 6만 여명이 넘는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고, 학업중단 학생 1인당 약 1억 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됨이 보고된다(교육부, 2014). 일찍이 1996년 교육인적자원부
가 ‘중도탈락 예방교육 강화 및 중퇴생 복교추진을 중심’으로 한 학업중단 학생들이 수
시로 재

․편입학을

가능도록 하는 법령을 개정하였다. 또한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는

‘청소년의 성보호 및 가출청소년 보호 정책’을 중심으로 학교탈락청소년 보호대책을 수
립하기도 했다. 그 이후 학교 밖 청소년들이 늘어남에 따라 청소년들의 학업중단예방

․중등교육법

체계를 구축하고 위기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초

시행령」개정으

로 학업중단 숙려제를 의무화하였다(교육부, 2014).
학업중단 예방을 위해서는 학업을 중단하는 청소년의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 학업중
단은 교칙위반, 학력부진, 가족 내의 갈등, 빈곤문제, 인터넷 중독, 학교폭력, 가출 등과
같은 청소년 문제에서 먼저 시작된다.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결
국 방황하던 학생은 학교생활의 부적응으로 인해 학교 졸업의 무의미 등과 같은 이유
로 학업중단을 선택하게 된다. 이러한 선택을 하는 이유는 이성적 판단이 미숙한 청소
년들이 점점 더 비행문제로 연루되고 곤경에 빠지게 되면 충동적으로 학업중단의 길을
선택하고 학교 밖을 배회하기 때문이다.
가출과 같은 일탈행동을 하는 학생들은 수업 불참을 하게 되므로 수업에 진도를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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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가지 못하게 되어서 학업수준이 점점 더 뒤처지게 되게 된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등
교거부라 할지라도, 점차 학교에 흥미를 잃어가게 됨에 따라 결석일수는 점점 늘어나게
되므로 결국 등교일수 부족으로 퇴학에 이르기도 한다. 퇴학을 당하거나 가출한 청소년
들은 학교 밖을 배회하면서 서로 모이게 되며, 이에 따라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도 높아
지고, 예기치 않은 성관계를 통한 임신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꾸려진 가정
은 빈곤층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이 대물림되면서 사회 경제적인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학업중단의 예방은 매우 중요하다(Wright, 2012).
사회심리학에서 집단 구성원 스스로가 집단에서 소외되었다고 생각할 때 낙오적인
(drop out) 행동을 하기 시작한다(Forsyth, 1996). 소외로 인한 무력감과 절망감을 느끼게
되면 개인은 더 이상 그 집단에 참여를 중단하게 된다. 이는 집단내부에서 개인들의 1)
안정욕구, 2) 사회적 욕구, 3) 존경욕구가 충족되어지지 않으면 집단을 떠나고자 함을
말한다(Gibson, Ivancevich, Donnelly, 1991). 따라서 학업중단 예방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개인적인 욕구를 집단생활에서 잘 다룰 수 있도록 이끄는 사회성 증진을 위한 인성교
육이 필요하다.

Ⅱ. 인성교육
1. 인성과 인성교육
인성(人性)이란 개인이 지니는 특징적인 반응양식의 개념으로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나타나는 독특하고 일관성 있는 인지적, 정의적, 감정적 행동양식이다(강진령, 2008). 인
성교육은 학생 개개인이 긍정적인 인성적 특징의 발달을 도모하며, 학생 각자의 성장과
발달을 촉진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다. 올바른 인성교육을 위해 1) 감정의 인식과 수
용, 2) 감정조절과 통제, 3) 동기부여와 잠재력 개발, 4) 공감적 이해 능력 배양, 5) 대인
관계 능력 향상을 향상 시켜야 한다(강진령, 2012; Goleman, 1995).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위한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고 학생들의 인간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인성교육의 목표
를 살펴보도록 하자.

2. 인성교육의 목표
인성교육의 목표는 개인과 타인간의 건강한 인간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판단능력 및 실천력을 기르는 것이다. 개인의 이기적인 경쟁에서 벗어나 집단 속에서의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을 신장하고 협동하는 역량을 키워 도덕적 가치와 판단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이끄는 것이 인성교육이다. 학교현장에서 인성교육을 높이기 위해서는 도

354

덕성만을 강조하는 기존의 가치전수교육이 아닌 인간관계능력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교육활동이 필요하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집단 구성원간의 협동
을 실행하고 당면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 본 발표를 통해 학교현장에서 인성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한다.

[표 1] 인성교육의 기초적 요소
인간관계에서 중요시 되는 덕목

인성교육을 위한 능력

① 정직
② 약속

① 도덕적 민감성

③ 용서

② 도덕적 판단력

④ 책임

③ 의사결정능력

⑤ 배려

④ 행동실천력

⑥ 소유
출처: 문용린 외, (2012).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타인과 교류하는 체
험적 활동을 통해 인성교육을 위한 판단능력을 기른다. 둘째, 공동체 안에서 중요시 되
는 덕목을 인지하고 인간관계를 회복하도록 이끈다. 셋째, 상호작용적 집단기법을 통해
자기 긍정 부여, 자기 결정 능력, 자기 동기 계발, 타인에 대한 공감적 이해를 증진시킨
다. 위에서 제시한 실천방안을 토대로 인성교육을 위한 협력적 집단상담기법을 소개하
고자 한다.

출처: 문용린 외, (2012).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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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협력적 집단상담기법
1. 상호작용집단
상호작용집단이란 집단 구성원이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개인의 의견을 공개적으
로 토론하고 최선의 대안을 합의하는 대면적 의사결정 집단을 말한다. 일찍이 레빈
(Lewin)은 장(field)이론에서 B=f(P, E)을 통해 상호작용적 인간행동양식을 밝혔다(Lewin,
1951). 이 공식은 구성원 개인적 특성(P, personality)과 환경적 요인(E, environment)의 상호
작용을 통해 개인의 행동이 나타는 것(B, behavior)을 말한다. 즉, 학생의 행동은 그들의
고유적인 개인적 특성과 환경의 영향이 상호작용하여 나타남을 뜻한다. 따라서 학교상
담에 있어 상호작용집단은 개개인의 학생 특성과 그들이 처한 환경인자(집단 구성원)에
의해 독특한 방식으로 드러난다.
상호작용을 통한 집단상담은 1대 1의 개인상담보다 더욱 용이하게 내담자의 관계성
성향을 찾을 수 있다. 집단 구성원간의 의사소통과 행동양식을 통해 교사는 학생을 인
성교육으로 지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개인상담 혹은 면담에서는 상담자의
개인적인 조언을 학생이 거부하거나 저항할 수도 있지만, 상호작용적 집단상담기법을
이용하면 집단구성원(학생)들의 집단적인 공통의견을 잘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또한
집단에서 공통된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행동들은 정서적 체험을 통해서
교정이 되는 강점도 지닌다.

2. 집단응집력
집단응집력(group cohesiveness)이란 집단 구성원들이 그 집단에 머무르도록 작용하는
자발적인 힘의 총체이다(Duncan, 1981). 상호작용의 영향으로 집단구성원 개인의 자발적
인 참여는 증진되며 결속력이 점차 높아진다. 특히나 협력적인 활동의 빈도가 높아질수
록 집단응집력이 증가된다고 한다. 효과적인 집단상담을 위해서는 집단응집력이 필수적
이며 연구를 통해서 그 중요성을 밝힌 바 있다(강진령, 2012). 집단응집력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은 표 2와 표 3과 같다.

[표 2] 집단응집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Webber, 1979)
① 상호작용의 빈도: 만남의 횟수 증가 및 상호작용 기회 제공
② 집단의 규모: 규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응집력이 높은 경향
③ 동질성의 정도: 공통점을 지닌 정도 및 유사한 가치관 영향
④ 차이점의 해결: 구성원들이 차이점을 극복하고 해결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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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학교상담에서 집단응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강진령, 2012)
① 학생들의 진술을 서로 연결해 준다.
② 학생들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촉진한다.
③ 집단의 공통적인 문제점에 직면한다.
④ 학생들에게 열정을 보이며, 긍정적인 태도로 대한다.
⑤ 학생들에게 공동목표를 위해 작업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게 한다.
⑥ 집단에 대해 ‘우리’라는 대명사를 사용한다.

3. 협력적 활동
협력(協力, collaborative)이란 공동의 목표아래 함께 힘을 합하는 것이다. 요즘에는 핵
가족화로 인해 평균 자녀 수가 줄어들고 가정 내에서의 과잉보호로 인해 개인주의 가
치관 안에서 성장하는 청소년들이 많다. 개인적인 성공관이 중시됨에 따라 교실 친구가
그들의 동반자라기보다는 이겨야만 하는 경쟁자라는 인식이 높아지기도 한다. 그러나
긍정적이고 만족스러운 삶을 영유하기 위해서는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사회공동체로
살아가야 하는 방법을 배우고 터득해야만 한다. 이에 따라 공동으로 주어진 과제를 수
행하면서 타인에 대한 배려 및 공동체적 책임을 공유하면서 사회공동체를 체험하도록
이끄는 협력적 활동이 필요하다.

4. 미술치료
언어적 방어기제가 발달한 내담자들이 미술치료를 통해 내담자가 원하지 않는 생각
과 느낌이 그림 속에 드러나는 경우가 있다(Rubin, 2005). 이는 그림이라는 매개체를 통
해 내담자가 감추고자 하는 감정이나 상징적인 언어(이미지)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정
신분석적 훈련을 받은 마가렛트 나움버그(M. Naumburg)가 1947년에 아동의 무의식적
표출에 관한 연구로 미술(art) + 치료(therapy)라는 학문이 싹트기 시작한다. 미술치료란
그림이라는 매체를 통해 심상(心狀)을 통해 내담자의 통찰을 이끌고, 재결정을 통해 내
담자의 삶의 질을 풍부하게 한다.

5. Collaborative Village Drawing Assessment (CVDA)
본 발표에서 박주령(2008)이 개발한 Collaborative Village Drawing Assessment (CVDA)를
소개하고자 한다. CVDA는 한 장의 그림에 6명 구성원이 함께 활동을 통해 마을을 완
성하는 기법이다(Park, 2008). 대면적 상호작용(face-to-face interaction)을 통하여 참가자들
이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합의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개인의 의사결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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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과의 관계형성을 탐색할 수 있다. Horowitz(1983)는 정신과 의사로 내담자를 상담하
면서 상호작용적 그림그리기를 통해 환자들의 의사소통 문제를 찾을 수 있다고 하였다
(Rubin, 2005 재인용).
CVDA는 6명으로 구성된 소집단으로 이루어지므로 구성원간의 빈번한 상호작용 기회
를 접할 수 있다. 또한 학생들 간의 유사성을 통해 집단 응집력이 높아지게 되고, 하나
의 마을을 설립한다는 목적달성을 위해 의견 차이를 조율하는 과정에서도 집단응집력
을 높일 수 있다. CVDA 기법은 대면적 상호작용을 통한 상호의존관계를 증진 시킬 수
있고, 공동의 과제를 완성하기 위한 개인적인 책무성을 인지하게 된다. 따라서 인성교
육의 기초적인 요소인 약속, 책임, 배려 등의 덕목을 CVDA를 통해 체험하게 된다. <사
진 1>은 주디스 루빈이 집단미술기법에 사용한 사진이며 상호작용의 이해를 돕기 위
해 출처를 밝히고 수록하였다.

사진 1. 주디스 루빈이 제시한 무언의 워밍업 작업
출처: Rubin, J. (2005). Artful Therapy. NY: Wiley & Sons.

Ⅳ. 맺음말
이상에서 인성교육을 위한 협력적 집단상담기법을 살펴보았다. 협력적 집단상담기법
을 통해 발생하는 상호작용의 관계를 이해하고, 개인과 타인간의 유대감을 강화하여 인
성교육을 활성화 할 수 있겠다. 인성교육을 통해 자기의 감정을 조절하고 타인을 수용
하고 공감적 이해를 통해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을 도모한다. 집단상담기법을 통해 관계
내에서의 유대감 강화를 통해 자기를 긍정적으로 개방하고 타인을 수용하는 능력을 기
를 수 있다. 인성교육을 통한 협력적 집단상담기법은 인성교육을 필요성을 부각하여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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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들이 발달과정에 겪는 정서․행동 문제를 치료하거나 건전한 자아와 가치관 형성을
도와 정상적 과업을 성취하도록 하는 데 유용하다. 또한 협력적 활동을 통해 공동된 목
표를 달성한다는 성취감과 매개체를 통하 상담기법은 심리적 저항을 줄일 수 있어 학
생들의 주의집중과 흥미를 유발 시킬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집단에 참
여하여 학교생활의 흥미를 높이고 자기개방과 타인에 대한 의식, 협력을 통한 내적 성
찰을 높일 수 있다. 청소년이 주도적 삶을 살기 위하여 개인성장 차원의 교육도 필요하
지만 이제는 한걸음 나아가 올바른 인성교육을 확립하는 프로그램이 뒷받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미래의 소중한 자산인 청소년의 행복한 성장과, 올바른 인성을
이끌어 사회적 평안을 위한 후속연구가 앞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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