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rucial Cs 기반 학급 세우기 / 유리향, 오익수 ………………………………………………………………· 1
• 심리학 3.0과 감성 리더십 / 송재홍 …………………………………………………………………………………… 13
• 긍정적 행동지원(PBS)의 이해 및 초등학교 상담에서의 적용방안 탐색 / 이재용 ………… 31
• 다중지능을 통한 진로상담 / 정종진 …………………………………………………………………………………‥ 48
• 성격강점카드를 활용한 아동이해와 학교상담 / 하요상 …………………………………………………… 71
• 초등학생의 젠더 및 성격특성에 따른 상담의 방향과 과제
: counseling Boys를 중심으로 / 하문선 …………………………………………………………………………‥ 81
• 일의 의미와 직업가치 및 직업윤리 / 안이환 ……………………………………………………………………· 91
• LGBTQ(성소수자) 아동의 이해와 학교 상담 / 정애경 ……………………………………………………· 102
• 강점기반 학교상담의 실제와 방향: 성격강점 개입을 중심으로 / 김광수 ……………………‥ 103

1

Crucial Cs 기반 학급 세우기
유리향, 오익수
광주교육대학교

1. Crucial Cs: 필수적인 보호 요인

Crucial Cs는 학생이 삶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도전과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데 필요한
보호 요인이다. 보호 요인이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을 높이고, 위험에 노출될 때
부정적인 결과의 가능성을 낮추는 것과 관련한 조건이다. ‘Crucial Cs’는 네 가지 영어 단어
들(Connect, Capable, Count, Courage)의 첫 알파벳 글자를 조합하여 ‘필수적인 C들’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Crucial Cs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관계, 능력, 중요, 용기’이다. 성공한 아이
들은 다른 사람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그들이 속한 사회에서 ‘내가 중요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있다고 느낀다. 반면, 어려움에 직면한 아이들은 자
신은 고립되었다고 생각하며, 이 사회에서 쓸모없고 무능력한 존재라고 느낀다(Lew &
Bettner, 1998).
Crucial Cs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Connect(관계)’는 가족, 학교,
사회의 일부분으로 다른 사람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다. 친밀하고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 아이들은 안정감을 느끼며 원만한 교우 관계를 형성하고 상호 협력할 수 있다. 이들
은 ‘나는 소속되어 있어.’라고 확신한다. 반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
는 아이들은 불안정하고 소외감을 느끼며 두려움을 갖는다.
두 번째 ‘Capable(능력)’은 스스로 자신을 돌볼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
이다. 자신의 능력을 믿는 학생들은 유능하고 자립적이며 책임감이 강하다. 이들은 ‘나는 할
수 있어.’라고 믿고 독립적으로 행동한다. 반면, 자신이 능력을 파괴적인 방법으로 표현하려
는 학생들은 부적절하게 행동하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거나 반항적으로 행동한다.
세 번째 ‘Count(중요)’는 다른 사람들은 나를 가치 있게 여기며, 나는 내가 중요한 사람이
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긍정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중요함을 드러낼 수 있다고 믿는
학생들은 건설적으로 행동한다. 이들은 ‘나는 중요하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라
고 확신한다. 반면, 파괴적인 방법으로 존재감을 나타내는 학생들은 자신이 가치 없다고 느
끼며 상처를 받는다. 그리고 상처받은 만큼 돌려주고 싶어 하며 복수하기를 선택하게 된다.
네 번째 ‘Courage(용기)’는 모든 삶의 도전을 다룰 만한 용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필요한 일을 하려
고 하는 의지이다. 용기가 있는 학생들은 희망을 지니고 어려움과 도전을 극복할 힘과 자아
탄력성이 있다. 이들은 ‘나는 어떤 일이든 다룰 수 있어.’라고 믿는다. 그러나 용기가 없는
학생들은 할 수 없는 일에 초점을 맞춘다. 그들은 쉽게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포
기하게 함으로써 두려움과 실패의 감정을 회피하려고 한다(유리향,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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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첫 번째 C: Connect(관계)

우리는 왜 이렇게 ‘Connect(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일까? 아들러 심리학에서는 인
간을 사회적 본능을 가진 존재로 바라본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것은 인생의 시기마
다 다른 형태를 띠지만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언제나 필요하다. 출생과 동시에 시작된 주양
육자와의 만남은 처음에는 나약하고 의존적인 존재로서 관계를 형성하고 돌봄을 받게 된다.
그러나 점차 성장하면서 관계 맺기의 본질은 친근한 관계 형성을 넘어 오히려 다른 사람이
의존할 수 있는 성숙한 존재가 되게 된다. 이처럼 우리는 동등한 위치에서 상호의존적인 관
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다(Lew & Bettner, 1998).
아동 · 청소년 시기에는 특히 또래 관계에서 친밀한 유대관계를 맺길 바란다. 어린아이들
은 놀이터나 학교에서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어 한다. 청소년들 역시 친구 관계에 커다란 비
중을 두어 또래 집단에 강한 소속감을 느낀다. 이렇듯 또래 사이에 친밀감과 소속감을 느끼
는 것은 학령기 아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이다.
반면, Connect(관계)의 결핍은 심각한 정서적 문제와 부적응적인 행동을 초래할 수 있다.
다른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또래 집단이나 학급과 같은 공
동체에 적절히 소속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학생들은 대개 고립감, 소외감, 불안감과
같은 정서적인 문제들을 갖게 된다. 또래들에게 거부되는 것이 두려운 나머지 자신의 주장
을 잘 표현하지 못하고 또래 집단의 분위기에 쉽게 흔들린다. 예컨대, 자신은 친구를 괴롭히
거나 따돌리는 것이 싫지만 또래들로부터 거부되는 것이 두려워 어쩔 수 없이 함께 친구를
괴롭히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또 다른 문제는 관계에 대한 열등감을 부정적인 방식으로 보상하려는 행동 패턴을 보이는
것이다. 이를테면 학급에서 Connect(관계)가 충족되지 못한 학생들은 교실에서 뜬금없이 우
스꽝스러운 행동이나 괴상한 말을 하곤 한다. 시도 때도 없이 교사를 찾아와 시시콜콜한 말
을 늘어놓기도 한다. 이러한 행동들은 바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끌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부적절하게 관심을 끄는 행동을 통해 관계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시도인 것이다.
건설적인 Connect(관계)의 충족은 정서적 안정과 공동체 생활에 중요한 기틀이다. 관계
욕구가 잘 충족된 학생은 다른 사람에게 먼저 다가감으로써 친구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
이러한 학생들은 새로운 학년에 올라가거나 전학하더라도 새로운 관계 형성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이러한 일련의 관계 형성 과정에서 충분한 Connect(관계)를 경험한 학생들은
소속한 공동체에 기꺼이 협력한다. 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기반으로 한 협력은 공동체의 발
전을 이끄는 핵심 동력으로 기능한다.
나. 두 번째 C: Capable(능력)

Capable(능력)을 잘 갖춘 학생은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신념으로 자신의 능력을 믿는다.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수동적이고 나약한 존재로 태어났던 인간은 관계를 맺고 성장하면
서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성숙한 객체로 성장하게 된다.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면, 보
다 능력 있게 행동하게 된다. 충분한 능력을 갖추는 것은 아동과 청소년이 스스로 독립하는
데 매우 중요한 발달과제이다. 부모와 교사 역할의 주된 목적은 바로 아이들이 이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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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아이들은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걷기, 달리기, 말하기 등을 배운다. 이러한 독
립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누구도 아이를 낙담시키거나 야단하지 않는다. 걸음마를 배우
는 아이가 넘어지고 일어나는 과정을 바라보면서 부모는 따뜻하고 긍정적인 눈빛으로 한 걸
음 한 걸음 잘 걸을 수 있도록 지켜본다. 아이는 직접 경험하고 느끼면서 능력을 키워나가
는 충분한 기회를 얻는다. 하지만 이러한 기회를 누군가 성급하게 빼앗아 대신해주거나 의
존하게 만든다면 아이는 도전하는 대신 편안하게 무능한 상태에 안주하고 싶어 한다.
Capable(능력)이 부족한 경우 통제를 통해 자신의 능력과 독립을 나타내려 한다. 다른 사
람들을 좌지우지하면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 하며, 당연히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해야
할 말조차 거부함으로써 강하게 반항한다. 예를 들면 부모나 교사의 지시를 일방적으로 거
부하거나 질문에 거칠게 말대답한다. 이러한 행동을 통해 학생들은 ‘이것 봐. 당신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지? 나는 그 정도로 강한 사람이야.’라고 느끼며 부적절한 방식으로 능력을
보여준다.
성장 과정에서 지지와 격려를 통해 충분한 능력을 갖춘 아이들은 스스로 통제하며 자신을
신뢰한다. 자신이 맡은 일에 책임을 지려고 최선으로 노력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유
능함을 발달시킨다. 다른 사람이 자신을 돌보게 만들기 위해 의존하거나 통제하려 하기보다
는 존중과 평등으로 다른 사람을 대함으로써 오히려 다른 사람을 우선하여 돌보는 능력을
발휘하려고 노력한다.
다. 세 번째 C: Count(중요)

Count(중요)가 충족된 사람은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인식하며 공동체에 공헌하려 하지
만, Count(중요)가 부족한 사람은 파괴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표현하려 한다. 사람
은 긍정적인 방법을 통해 자신이 중요하다고 믿게 되면, 보다 건설적으로 행동하게 된다.
학생들 역시 학급 공동체에서 자신이 중요한 존재라고 느끼고 싶어 한다. 예를 들면, 축구
를 잘하는 학생은 다른 반과의 축구 시합에서 승리를 이끎으로써 자신이 학급에서 중요한
존재라는 믿음을 강화한다. 어떤 학생은 자신만의 유머를 통해 학급 분위기를 밝게 만드는
역할을 함으로써 학급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기도 한다. 수학을 잘하는 학생은 다
른 학생들에게 수학 문제를 가르쳐주면서 학급에서 필요한 존재임을 인정받는다. 이처럼 자
신이 중요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존재라는 확신을 느끼면서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건설
적으로 기여하려 한다.
자신이 의미 있는 공헌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은 자신이 공동체 안에서 중요한 존재라는 믿
음을 무너뜨린다. Count(중요)가 부족한 학생은 어떻게든 중요한 존재로서 인정받고자 다양
한 방법을 시도한다. 건설적인 방법은 지금까지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부정적인 방식
을 선택하게 된다. 예컨대, 다른 학생을 위협하거나 기물을 파손하는 행동, 도벽, 욕설 등을
통하여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려 한다. 세상은 공정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적대
적으로 대하며 좋아하지 않는다고 확신한다. 따라서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보다는 부
정적이라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낫다고 스스로 믿으며 자신이 받은 만큼 상처를 다른 사람
에게 주려고 한다. 즉 복수하기를 선택하는 것이다.
라. 네 번째 C: Courage(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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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러 심리학은 ‘용기의 심리학’이라고 불릴 정도로 학생들에게 끊임없이 용기를 불어넣
어 줄 것을 강조한다. 드레이커스는 “식물에게 햇빛과 물이 필요한 것처럼 아이들에게는 용
기를 북돋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고, 딩크메이어는 “용기를 심어주는 것은 교사
가 학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선물이다.”라는 말을 남겼다. 세 가지 필수적인 보
호 요인인 Connect(관계), Capable(능력), Count(중요)를 기르기 위한 중요한 기초는 바로
Courage(용기)를 갖는 것이다. 건설적인 관계를 맺고, 유능함을 기르고, 가치 있는 존재감을
충족시키기 위해 교사는 학생에게 끊임없이 용기를 불어넣어 주어야 한다.
Crucial Cs에서 용기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당면한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다는
믿음을 반영한다. 용기가 있는 사람은 견디기 힘든 역경에 부딪히거나 실패를 거듭한다고
해도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과제들에 당당히 도전한다. 반면, 용기가 부족한 사람은 도전을
회피하거나 쉽게 포기한다. 심지어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이라 할지라도 조금 어렵거나
실패가 반복되면 도전을 멈추기도 한다.
세상에 태어나서 삶을 마감하기까지 사람들은 크고 작은 난관을 마주한다. 그 과정에서
쓰디쓴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기도 한다. 실패를 경험하는 것은 결코 달가운 일은 아니지만
저마다의 삶의 과제 앞에서 사람들은 실패를 통해 발전하고 성장한다. 흔히 실패를 성공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도 이 때문이다. 가치 있는 성공은 대개 수많은 실패가 거듭되었기에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다. 신체적 장애를 지닌 닉 부이치치가 자신의 어려움과 우
울 및 자살 충동을 극복하고, 오히려 전 세계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의 메시지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야기는 매우 감동적이다. 그러한 시련의 경험은 이후에 성공을 이끄
는 중요한 자산으로 작용했다.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므로 누구나 크고 작은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실
패에 대한 태도는 사람마다 다르다. 어떤 사람은 실패를 발판삼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
전한다. 다른 어떤 이는 몇 번의 실패에 크게 좌절하며 도전을 회피한다. 발전은 어떤 사람
에게서 일어날까? 그렇다. 바로 실패에 굴하지 않고 당당히 도전하는 사람일 것이다. 인간의
성장에 필요한 근본적인 힘이 바로 용기에서 나온다고 본다. 따라서 삶의 여정에서 직면하
는 갖가지 문제들에 건설적으로 대처하고, 의미 있는 발전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
요하다.
특히 학생들의 학업 성취와 사회정서발달 과정에서 용기가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면 다
른 사람 앞에서 발표할 때, 친구와 다툰 뒤 먼저 사과할 때, 어려운 수학 문제에 도전할 때,
처음으로 수영을 배울 때마다 크고 작은 용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러한 도전적인 상황
들에 용기를 가지고 당당히 맞섰을 때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성장이 일어난다.
2. Crucial Cs는 어떻게 문제해결의 열쇠가 되는가?

흥미롭게도 아들러 심리학에서는 학생의 잘못된 행동을 접했을 때 교사 스스로가 그 학생
의 행동에 대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가를 먼저 살펴볼 것을 권한다(유리향, 선영운, 오익
수, 2018). 학생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교사가 느끼는 감정은 그 학생이 어떠한 목적을 추
구하고 있는가를 가늠하게 해주는 훌륭한 단서가 되기 때문이다. 문제 행동 이면에 감추어
진 목적을 알아차린다면 학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도록 도울 수 있다. 따라서 학생의 부적
절한 행동을 마주했을 때, 그것을 즉각적으로 바로 잡으려 하기보다 교사 스스로 ‘이 행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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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내가 느끼는 감정은 무엇이지?’하고 자신의 반응을 알아차리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Dreikurs, Grunwald, & Pepper, 1998).
가. 교사의 반응과 학생의 잘못된 목적

학생이 지나치게 관심을 끌거나 주목받고 싶은 행동을 반복할 때, 이러한 학생의 행동에
대한 교사의 주된 감정은 ‘귀찮음과 짜증’이다. 이 학생의 잘못된 목적은 ‘관심 끌기’이다. 또
한, 교사에게 도전하거나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자 반항하는 학생의 행동에 대한 교사의 반
응은 ‘화남과 도전받음’이다. 이 학생이 사용하는 잘못된 목적은 ‘힘겨루기’이다.
학생의 적대적인 행동과 무례한 태도에 대한 교사의 반응은 ‘처벌하고 싶음과 상처받음’이
다. 이 학생의 목적은 ‘복수하기’이다. 또한, 어떤 일도 잘할 수 없다는 무기력한 학생에 대
한 교사의 반응은 바로 ‘포기하고 싶음과 절망’이다. 이 학생의 목적은 ‘무능력 보이기’이다.
이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교사의 반응(감정)과 학생의 잘못된 목적
교사의 반응(감정)

잘못된 목적

귀찮음과 짜증

관심 끌기

화남과 도전받음

힘겨루기

처벌하고 싶음과 상처받음

복수하기

포기하고 싶음과 절망

무능력 보이기

아들러 심리학에서 인간의 모든 행동은 목적 지향적이라고 생각한다(Sweeney, 1998). 특
히 드레이커스는 부적절하고 파괴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그 학생이 잘못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낙담했기 때문에 그와 같이 행동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잘못된 행동의 목적을
관심 끌기(attention), 힘겨루기(power struggle), 복수하기(revenge), 무능력 보이기(display

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Dreikurs, Grunwald, & Pepper, 1998). 학
생의 네 가지 잘못된 목적과 관련하여 교사의 주된 반응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of inadequacy)

<표 2> 네 가지 잘못된 목적과 교사의 반응
목적

학생의 행동과 태도

교사의 반응

관심 끌기

·교실에서 귀찮게 행동한다.
·과시한다.
·게으르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 다른 친구를 이용한다.
·교사를 바쁘게 만든다.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보일 때만 내가 소속된
다고 생각한다.
·운다.
·애교나 매력을 이용한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지나치게 애쓴다.
·지나치게 민감하다.

·지나치게 돌본다.
·자주 상기시킨다.
·달랜다.
·성가시다고 느낀다.
·동정심을 보인다.
·학생이 내 시간을 너무 많이 차
지한다고 생각한다.
·분노를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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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집이 세다
·말다툼을 자주 한다.
·이겨야 한다.
·대장이 되어야 한다.
·거짓말을 자주 한다.
·불순종한다.
·하라는 것과 반대로 행동한다.
·아무 일도 하려고 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할 때만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모든 상황을 통제해야만 한다.

·패배감을 느낀다.
·교사의 리더십을 위협받았다고
느낀다.
·다른 사람이 교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쓰인다.
·학생이 복종하도록 만들어야겠다
고 느낀다.
·화가 난다.
·교사가 학급 관리자라는 것을 학
생에게 보여주어야만 한다.
·교사는 나쁜 행동을 한 학생에
대한 처벌을 반드시 하겠다고 결심
한다.

복수하기

·훔친다.
·심술궂다.
·다른 친구들과 동식물에게 해를 끼친다.
·파괴적이다.
·거짓말을 한다.
·자주 뿌루퉁하고 다른 사람들이 공평하지 않다
고 비난한다.
·아무도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믿는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상처를 입혔다고 믿고,
그 고통을 되돌려주고 싶어 한다.

·상처를 받는다.
·매우 화가 난다.
·상처를 되갚아 주고 싶다.
·그 학생이 싫다.
·학생이 감사하지 않는다고 생각
한다.
·비열한 행동을 한 학생에게 교훈
을 가르치고 싶다.
·다른 학생들에게 이 학생을 피하
라고 부탁한다.
·부모가 아이를 처벌하기를 바라
면서 부모에게 그 학생의 잘못을
이야기한다.

무능력
보이기

·무력하다고 느낀다.
·다른 친구들과 비교하여 바보스럽다고 느낀다.
·쉽게 포기하고 어떤 활동에도 참여하려고 하지
않는다.
·혼자 있을 때나 무엇을 하라는 요구가 없을 때
가장 좋다.
·자신이 할 수 없는 높은 목표를 세우고, 자기의
높은 기대에 부합하는 어떤 일도 하지 않는다.

·학생에게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
하지만, 이러한 노력들이 실패하자
낙담한다.
·결국 교사는 더 이상 노력하지
않고 포기한다.

힘겨루기

출처: Dreikurs, R., Grunwald, B. B., & Pepper, F. C. (1998). Maintaining sanity in the classroom: Classroom
management techniques (2nd ed.). Philadelphia, PA: Accelerated Development.
나. Crucial Cs와 잘못된 목적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Crucial Cs가 결핍되었을 때, 학생들은 자신만의 행동 방식으로
잘못된 목적을 추구하게 된다. 즉, 충분한 Connect(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경우, 학생은 관
심 끌기 목적을 추구한다. 충분한 Capable(능력)이 결핍된 경우, 학생은 힘겨루기 목적을 갖
게 된다. Count(중요)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학생은 복수하기 목적을 추구한다. 끝으로
Courage(용기)가 부족한 경우, 학생은 무능력 보이기 목적을 갖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정리
하면 <표 3>과 같다.
<표 3> 결핍된 Crucial Cs와 잘못된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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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핍된 Crucial Cs

잘못된 목적

교사의 반응(감정)

Connect(관계)

관심 끌기

귀찮음과 짜증

Capable(능력)

힘겨루기

화남과 도전받음

Count(중요)

복수하기

처벌하고 싶음과 상처받음

Courage(용기)

무능력 보이기

포기하고 싶음과 절망

교사들은 자신의 반응을 통해 학생의 잘못된 목적과 결핍된 Crucial Cs를 알아차릴 수 있
다. 학생들의 행동이나 발생한 사건 내용은 각기 다를지 몰라도 교사 자신의 주된 반응과
Crucial Cs에 대한 이해를 통해 학생 행동의 이면에 숨겨진 학생의 목적에 대해 탐색할 수
있다. 만약, 교사가 귀찮고 짜증이 난다면, 이 학생이 잘못된 방식으로 ‘관심 끌기’를 추구하
고 있다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 이 학생이 관계 욕구가 결핍된 원인을 찾고, 어떻게 긍정
적인 방식으로 부족한 Connect(관계) 욕구를 길러줄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을 모색할 수 있
다. 또한, 교사가 그 학생을 보면 내가 당한 만큼 처벌하고 싶고 상처받았다고 느낀다면, 이
학생은 바로 ‘복수하기’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 교사는 좀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지 간에 학생이 자신의 존재와 가치를 파괴적으로 나타내
도록 이끄는 학생의 성장 과정과 행동 목적에 관해 관심을 기울일 수 있다. 그리고 교사가
학생 행동에 대한 반응으로 복수나 처벌 방식을 선택하는 대신, 학생의 Count(중요)를 회복
시킬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하게 될 것이다.
다. Crucial Cs와 긍정적 목적

교사는 학생의 잘못된 목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그 학생에게 결핍된 Crucial
Cs가 무엇인지 탐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Crucial Cs와 학생들이 추구하는 잘못된 목적과
긍정적 목적 간의 관계를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Connect(관계)가 결핍된 경우 관심 끌
기(-), 충족된 경우 협력(+)이다. Capable(능력)이 결핍된 경우 힘겨루기(-), 충족된 경우 독
립(+)이다. Count(중요)가 부족한 경우 복수하기(-), 충족된 경우 공헌(+)이다. Courage(용
기)가 부족한 경우 무능력 보이기(-), 충분한 경우 적응 유연성(+)이다. 이처럼 Crucial Cs가
결핍된 경우 마이너스(-) 방향의 부정적 목적을, Crucial Cs가 충족된 경우 플러스(+) 방향
의 긍정적 목적을 추구한다. 이러한 관계에서 Crucial Cs는 부정적 목적을 긍정적 목적으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된다(Lew & Bettner, 1998).
<표 4> Crucial Cs와 부정적 ․ 긍정적 목적과의 관계
부정적 목적

Crucial Cs

긍정적 목적

관심 끌기

Connect(관계)

협력(관여)

힘겨루기

결핍

Capable(능력)

충족

독립

복수하기

(-)

Count(중요)

(+)

공헌(공정)

무능력 보이기

Courage(용기)

출처: 유리향, 선영운, 오익수(2018). 교사를 위한 아들러 심리학. 학지사.

적응유연성(유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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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제해결의 열쇠: Crucial Cs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잘못된 행동은 그 학생 자신뿐만 아니라 교사와 다른 친구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게다가 이러한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학업 방해뿐만 아니라 학교
생활 곳곳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져온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잘못된 행동의 목적을
추구하는 학생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문제해결의 열쇠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아들러
심리학자들은 학생들이 심리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 교사와 부모가 주목해야 할 필
수적인 요인으로 ‘Crucial Cs’를 제안하였다. 이제 교사들은 자신이 겪었던 일을 주변에 안
타깝게 하소연만 하던 넋두리를 넘어, Crucial Cs라는 문제해결의 열쇠를 꽉 쥔 채 학생의
목적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변화를 계획할 수 있다.
가. Connect: 관심 끌기에서 협력으로

관심 끌기에는 ‘오직 주목받을 때만 중요해.’라는 믿음이 숨겨있다. 주목받음으로써 친밀한
관계를 맺고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관심 끌기를 추구하는 학생
들은 자신만의 다양한 방식을 사용한다. 다른 학생들의 주변을 눈에 띄게 맴돌기, 옷을 이상
하게 입거나 괴상한 몸동작하기 등의 행동을 한다. 또래들로부터 관심을 받지 못하면 초점
을 교사에게 돌리기도 한다. 교사에게 관심 끌기를 시도하는 학생들은 자신의 온갖 시시콜
콜한 이야기를 교사에게 늘어놓는 경우가 많다. 어떤 학생들은 학급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
은 문제들을 찾아 교사에게 고자질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교사는 어떻게 학생의 관심 끌기 목적을 긍정적인 목적인 협력하기로 바꾸도록
도울 수 있을까? 첫 번째 지침은 관심 끌기를 목적으로 하는 학생의 행동에 가능한 관심을
주지 않는 것이다. 학생들이 관심 끄는 행동을 할 때 교사들은 일반적으로 그 행동에 대해
지적하거나 그만하라고 타이른다. 그러나 이러한 반응은 오히려 관심 끄는 행동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학생에게는 부정적인 방식이라도 교사로부터 관심을 받는 것이기 때
문이다.
한편 교사가 학생의 반복적인 관심 끌기에 지친 상태라면 그 학생을 심하게 꾸지람을 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 역시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다. 관심을 끌려는 행동은 이 학생이
소속감을 느끼고자 하는 최선의 몸부림이기 때문이다. 학생이 관심을 끄는 행동을 한다면
그 행동에 대해 타이르거나 꾸지람하는 것보다 가능하면 그 행동에 관심을 주지 않는 것이
좋다. 예외적으로 자해나 폭행, 수업 방해와 같이 위협적인 행동들이 아니라면 관심을 끌려
는 행동에는 가급적 관심을 보이지 않는 편이 낫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관심을 끌려는 행동을 무시하라는 것이지 학생의 존재를 무시
하라는 것이 결코 아니다. 학생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유지하되, 관심을 끌
려는 행동만을 간과하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행위(doing)와 행위자(doer)를 구분하여 학생
을 대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나는 네가 정말 좋아. 하지만 너의 그러한 행동에 대해서는
불편함이 느껴진단다.”와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관심을 끄는 부적절한 행동 대신 건설적인 행동에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표현해준다. 교사
는 관심 끌기를 하는 학생이 적절하게 행동하는 순간을 놓치지 않고, 적절한 행동에 관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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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하면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해주는 것이 좋다. “와! 우리 성혁이가 친구들을 도와주고 있
구나. 이런 성혁이의 모습이 참 보기 좋은걸?”하고 말이다. 또한, 학급에서 다른 학생들과
협력하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이 학생의 원만한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된다. 서로 도움을 주
고받으며 함께 일했던 경험은 협력이라는 긍정적인 목적을 추구하도록 이끌 것이다.
나. Capable: 힘겨루기에서 독립으로

힘겨루기하는 학생의 말과 행동에 교사는 도전받는 기분과 강한 분노를 느낀다. 학생의
행동에 화가 치밀거나 교사로서 자신의 권위를 도전받는 기분이 든다면 아마도 그 학생은
교사와 힘겨루기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힘겨루기는 또래 관계에서도 나타난다. 별다른
이유 없이 또래를 괴롭히거나 자기 마음대로만 하려고 하고, 사소한 일로 친구들과 티격태
격한다면 그 학생은 또래와 힘겨루기 하는 중이다. 이 행동의 공통점은 자신의 힘을 남들에
게 보여줌으로써 힘이 있는 존재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에서 시작된다는 것이다.
Capable(능력)이 부족할 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 그리고 어른들
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나의 힘을 남들이 인정해줄 거야.’라는 그릇
된 믿음으로 힘겨루기를 한다. 힘겨루기는 마치 자신이 힘 있는 존재로 인정받는 것 같은
달콤한 착각을 가져다준다. 타인에게 해를 주거나 억압하여 얻어진 힘과 능력은 지속하기
어렵고 스스로 한계에 부딪힌다.
그렇다면 어떻게 힘겨루기를 줄이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학생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신뢰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 먼저 교사는 학생과의 힘겨루기에 말려들지 않아야 한다. 학
생이 힘겨루기를 시도하면 대체로 교사들은 화를 못 이겨 그 학생을 혼내주려고 한다. 학생
이 수그러든다면 힘겨루기는 끝나겠지만 상대는 이미 힘겨루기를 작정한 상태이다. 쉽사리
힘겨루기를 끝내지는 않을 것이다. 이에 교사는 더욱 화가 나서 점점 더 강하게 대응한다.
이것은 어찌 보면 학생이 쳐놓은 힘겨루기의 덫에 말려든 것으로 볼 수 있다. 만약 학생이
끝까지 힘겨루기를 고수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그렇다고 교사가 먼저 물러서는 것도 생
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다. 힘겨루기가 계속되면 대부분 누군가는 패배의 쓴맛을 보아야 그
게임은 끝이 난다. 게임이 길어진다면 승자건 패자건 상대방에 대한 강한 분노를 경험하게
마련이다. 따라서 학생이 힘겨루기를 시도한다면, 일단 그 게임에서 물러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만약 수업 중에 교사에게 힘겨루기를 해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이때는 학생과 둘
만의 대화를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생의 힘겨루기 목적은 자신의 힘을 학급 구성원들
앞에서 과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변에 자신의 힘을 보여주고자 하는 구경꾼들이 줄어든다
면 힘겨루기를 계속해야 할 이유도 사라지게 된다. 교사와 단둘이 따로 대화하는 것만으로
도 학생의 적개심이 누그러지는 경우가 많다. 대화할 때 먼저 교사 자신의 화가 충분히 가
라앉았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교사의 화는 힘겨루기의 불씨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공감이나 나 전달법을 사용하여 부드럽게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
또한, 교사는 건설적인 방식으로 학생의 능력을 발휘하는 기회를 찾아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 예컨대 “물풀이 굳어서 뚜껑이 열리지 않는구나. 힘이 센 제혁이가 좀 도와줄 수 있겠
니?”, “소수의 곱셈이 아직 어려운 친구들은 은희에게 도와달라고 하세요. 이 부분은 은희가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답니다.” 등과 같이 자신의 능력을 긍정적으로 발현할 기회를 제안하
는 것이다. 학생의 강점을 바탕으로 그 학생에게 실질적인 책임을 부여하는 것도 효과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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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이다. 예를 들면 운동 능력이 강점인 학생에게 체육부장을 맡게 하고 체육 물품 준비,
준비 체조, 체육 동작 시범 등과 같은 역할을 주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학생은 자신에게는 학
급에 도움이 될 만한 능력이 있으며, 자신의 능력이 교사와 또래들로부터 인정받는다고 느
낄 것이다.
만약 학생의 강점을 찾기 어렵다면 교사와 학생이 함께 강점 리스트를 작성해보는 것도
좋다. 학급 구성원 전체가 참여하여 함께 그 학생의 강점을 찾아보는 것도 유익한 방법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발견된 강점을 건설적인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그 학
생은 비로소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며 독립할 수 있을 것이다.
다. Count: 복수하기에서 공헌으로

복수하려는 학생의 파괴적이고 공격적인 말과 행동에 교사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고 당
장 그 학생에게 화풀이하고 싶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어떻게 교사인 나에게까지 이럴 수
있지?”라는 생각과 함께 마음에 깊은 상처가 남았을 수도 있다. 학생이 복수를 시도한다는
것은 이미 누군가로부터 커다란 마음의 상처를 받았음을 의미한다. 너희들이 나에게 큰 상
처를 주었으니 나도 똑같이 되돌려주겠다는 의도에서 복수는 시작된다. 복수하기의 이면에
는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아’라는 부정적인 신념이 깔려있다.
학급 안에서 복수를 추구하는 학생은 세상이 공정하지 않으므로 자신은 매우 억울한 일을
겪는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교사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은 자신에게 적개심을 가지고 있으며,
아무도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확신한다. 그래서 마음속에 남은 것은 내가 너희들로부터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를 보여주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도 똑같이 상처를 받아야
한다고 믿는다.
자신을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하면 자신을 부당하게 괴롭힌 것으로 생각하고 적의를 보이
기 쉽다. 심지어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도 자신을 너무 싫어한 나머지 부당하
게 비난하는 것으로 여긴다. 교사의 질책이나 훈육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학생들은 피해의식
이 너무 큰 나머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이성적으로 성찰하려는 마음의 여유가 거의 없다.
학생이 복수하려는 목적으로 행동했을 때 대부분 선생님은 얼마나 잘못된 행동인지 세세
히 따지려 한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그 학생의 변화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무시 받고 학
대당한 아이는 자신의 요구만을 충족하는 데 몰두하여 타인을 고려하지 못하고 자기중심적
인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Lew & Bettner, 1998). 교사의 가르침이나 조언은 그 학
생에게 또 다른 부당한 대우로 느껴질 뿐이다. 학생의 잘못에 교사는 자신의 권위와 위치에
서 가능한 방식으로 학생에게 복수심을 표현한다. 그러면 학생은 다시 교사의 대응에 분노
하며, 또 다른 복수하기 행동을 한다. 복수하기의 악순환이며, 결국 학생과 교사 모두 깊은
상처가 남는다.
복수하기를 목적으로 행동하는 학생이 있다면, 교사는 먼저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감
정을 가라앉힌다. 표면으로 드러난 학생의 잘잘못을 가리기보다는 학생의 상처받은 마음을
공감적 표현으로 어루만져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정
말 억울했겠다.”,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 등과 같은 말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교사의 진심
이 담긴 말과 태도가 학생에게 전달되는 것이다. 언어적 메시지와 비언어적 메시지가 일치
하지 않는다면 학생은 금세 교사의 진심을 알아차리기 때문이다.
학생 자신의 존재 가치를 회복하도록 돕기 위해 학생의 존재와 행동을 구분하는 것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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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 인간으로서 학생을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하려는 교사의 자세가 필요하다. 이제껏
학생이 경험하거나 기대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존재가 진심으로 일관되고 충분하게
존중받고 있음을 몸소 느끼게 해야 한다.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분명한 가르침과 훈육을
주되, 어떠한 상황에서도 학생의 인격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음을 확신시켜주는 것이 중요하
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학급에 공헌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일을 찾
아 실천해보는 경험은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회복하는 데 더없이 중요한 일이
다. 따라서 학급에 도움이 될 만한 일을 찾아 직접 실천해볼 것을 제안하는 것은 복수하기
를 일삼았던 학생에게 매우 의미 있는 개입이 될 수 있다. 만약 그 학생이 학급에 도움이
되는 일을 충실히 잘 해냈다면 다음과 같이 긍정적인 피드백을 전달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수현이가 사물함을 정리해준 덕분에 사물함 주변이 아주 깔끔해졌네요. 교실이 훨씬 밝아
진 것 같네요. 우리 모두 수현이에게 감사의 박수를 보냅시다.” 이러한 경험이 쌓이면 학생
은 비로소 자신이 학급에서 중요한 존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공동체에 공
헌하게 될 것이다.
라. Courage: 무능력 보이기에서 적응 유연성으로

교사는 수업시간에 무기력한 학생을 조금이라도 참여시켜보고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다.
이런저런 방법을 사용하여 지도해 보지만 대게 무력한 학생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이에 교
사는 그러한 태도에 완전히 지치고 이제 포기해야 한다는 생각까지 이른다. 이처럼 학생의
행동에 대해 ‘답답하다, 지쳤다, 희망이 없다, 구제 불능이다, 어차피 안 되니 포기하고 싶다’
와 같은 마음이 든다면 그 행동에는 ‘무능력 보이기’의 목적이 담겨있을 가능성이 있다.
무능력 보이기는 자신이 무언가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목적이
다. 이러한 학생들은 무기력하거나 멍하게 있는 모습을 자주 보인다. 어떤 과제에 대해 하는
둥 마는 둥 하거나 속 터지게 느린 모습을 보이곤 한다. 만약 교사가 답답한 마음에 다그치
기라도 하면 “저는 원래 못해요.” “하나도 모르겠어요.” “어차피 해도 안 돼요.”와 같은 말로
일관한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학생들은 ‘어차피 할 생각이 없으니 그냥 내버려 두세요.’ ‘선
생님이 어떻게 해본들 나는 해낼 수 없어요.’와 같은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교사가 먼저 자
신을 포기하게 한다.
실패에서 오는 좌절감은 쓴 고통이다. 차라리 무능력 보이기를 고수함으로써 교사가 자신
을 포기하게 되면 그 학생은 무언가에 도전하지 않아도 되는 특권을 얻게 된다. 도전 자체
를 하지 않으니 실패 경험과 그에 따른 좌절감에서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 있다. 자신이 그
토록 두려워하는 실패와 좌절감 말이다. 시도하지 않으니 실패도 없고 안전하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도전을 통한 실패 경험은 개인의 성장 과정에서 불가피한 요소이다. 실패는 성공
의 어머니라는 말처럼 실패할 용기를 갖는 것은 성장의 원동력이 된다. 무능력 보이기를 통
해 실패를 회피하는 것은 학생의 성장에 걸림돌이 된다.
무능력을 보이는 학생을 지도할 때 교사가 지녀야 할 태도는 바로 그 학생을 끝까지 포기
하지 않는 것이다. 무능력 보이기의 숨겨진 목적은 교사가 먼저 자신을 포기하게 하려는 것
이다. 하지만 교사마저 학생의 의도대로 포기해버린다면, 그 학생은 깊은 좌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삶의 과제를 회피하면서 희망 없는 생활을 할 것이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의 행동에
서 무능력 보이기의 의도를 알아차렸을 때 그 학생을 절대 포기하지 않아야겠다는 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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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잡을 필요가 있다.
교사는 쉬운 과제를 통해 작은 일부터 성공적인 경험을 갖도록 한다. 무능력을 추구하는
학생들에게는 비교적 쉽고 간단한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 좋다. 작은 성취 경험은 다른 학생
들에게는 별것 아닐 수 있겠지만 그 학생에게는 용기를 갖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
다. 작은 성취 경험을 어느 정도 맛보았다면 좀 더 높은 수준의 과제에 도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용기를 북돋아 준다. 약점이나 단점에 대한 비판보다는 가능한 많은 강점을 찾아
이를 부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주어진 과제를 학생 수준에 맞게 세분화하여 단계별로
차근차근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작은 진전에 대한 성취의 기쁨을 느끼
면 다음 단계에 대한 긍정적인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혹시 학생이 성공하지 못하더
라도 교사는 격려하고 또 격려해야 한다. 비록 실패하더라도 학생의 노력과 과정에 끊임없
이 격려하는 것은 시행착오에도 불구하고 다시 앞으로 나갈 용기를 준다. 누구나 실패하게
마련이며 실패를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음을 가르쳐줄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교사
의 격려는 학생 스스로 도전하고 성장하는 용기를 기르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적응 유연성
을 갖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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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2019년 실시된 교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 현직 교사들은 ‘문제행동 및 부적응학생 등 생활지도’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대학저널, 2019. 5. 13.). 교사들은 문제행동에 대한 지도 과정에서 교
권 침해, 학부모 민원 등을 겪고 있으며, 이는 교사들의 의욕 저하, 지도 방식 변화 등 다양한 파장
을 일으키고 있다(이선아, 이효신, 2015; 장은진, 2017; 최하영, 2017). 특히 초등학교에서 일어나는
문제행동은 매우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교사가 아동의 문
제행동 유형에 따라 적절하게 지도하고 대처하는 것이 쉽지 않다(최윤수, 임진영, 2019). 앞으로 아
동의 문제행동은 점차 심각해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교사들의 대처와 지도는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다.
학생들의 문제행동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으로 1993년 청소년 대화의 광장 개원, 2006
년 학교보건법 제정, 2007년 정서행동특성검사 시행과 Wee 프로젝트 계획, 2012년 청소년상담복지
개발원, 2013년 어울림프로그램, 2015년 인성교육진흥법제정과 같은 방안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나현정, 장은진, 한미령, 조광순, 2018). 특히 다수의 학교현장에서는 아
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대처나 지도가 개별 교사의 차원에서 주로 다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아동
의 문제행동이 발생하고 해결되지 않는 것이 교사의 무책임이나 무능력으로 간주되는 사회적 분위
기가 더해져, 아동의 문제행동이나 문제행동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사의 심리적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오현진, 2013).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대처는 담임교사만의 책임이 아닌, 아동
을 둘러싼 사회적, 제도적, 통합적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학교 현장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제
도적인 장치나 정책적 지원은 현실적인 학교현장의 어려움을 개선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이오
연, 2015; 김보경, 박지연, 2017). 대부분 사후 대처에 집중되어 있거나 학생을 둘러싸고 있는 생태
론적 관점에서의 문제행동이해가 배제되어 있다는 점, 또한 학교 내에서의 문제행동을 외부 전문가
가 개입하기에 한계가 있고, 이는 문제행동의 대처와 관리에서 교사들의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으
며, 특정 교과시간에 실시되는 프로그램이나 교육은 문제행동에 대한 대체행동을 일반화 시키는데
어려움과 한계를 가지고 있다(나현정, 장은진, 한미령, 조광순, 2018). 이와 같은 어려움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학교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행동에 대한 시급하게 인식하고, 현실적인 지원 방
안을 모색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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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행동에 대한 그동안의 대처 방식은 결과 중심적 접근이 주로 이루어졌다. 문제행동에 대한
결과 중심의 처벌적 행동지도가 주요 방법이었으며, 평소 학급운영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이나 문
제행동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들은 거의 부족한 실정이다(장은진, 2017). 기존에 많은 교사들은
교실이나 학교 규칙을 마련하고 학생들이 해서는 안 되는 문제행동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행
동을 할 때 받게 되는 후속조치가 무엇인지를 안내하며 지도하고 있다. 다만 규칙을 어길 때 받게
되는 행동이나 벌칙을 규정해 놓고 실행하는 것은 실제적인 효과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인식이 많
으며, 그 대상도 수업 중에 떠는 것과 같은 비교적 작은 문제행동에 대한 내용들을 주로 다루고 있
다(Scheuermann & Hall, 2011). 즉 전통적인 행동중재 방법은 상습적으로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
들에게는 효과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전
통적인 훈육 방법은 사후 반응적인데, 사후 방응적인 방법은 일반적으로 많은 시간과 자원이 요구
된다. 또한 전통적인 훈육 방법은 바람직한 교육을 실시하려는 교사들의 의도와는 다르게 진행될
수 있어서, 학생들에 대한 훈육 문제는 교사들이 직면하는 가장 어려운 일이 되며, 교사들이 교단
을 떠나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된다. 즉, 징계나 처벌 중심의 대처는 문제행동의 개선이나 변화
를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방과 지원 중심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긍정적 행동지원(Positive Behavior Support)’은 아동의 문제행동 지원을 위한 대안적 방법으로
논의해볼 수 있다. 긍정적 행동지원은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행동변화를 성취하기 위하여 긍정적
행동중재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함께 적용하는 개념이다(Horner et al, 2004). 긍정적 행동지원은 개
별 학생이나, 집단, 더 나아가 학교전체를 대상으로 행동을 중재하는 사전 예방적인 접근
(Scheuermann & Hall, 2011)으로. 학생들의 행동과 관련된 환경을 효과적으로 조절하기 위하여 팀
기반의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행동 중재 방법이다(이선아, 이효신, 2015). 이와 같은 긍정적 행동지
원은 아동의 행동에 대한 예방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초등학교 차원에
서 매우 의미 있게 적용될 수 있다.
학교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심각한 문제행동(Scott, 2001; McCurdy,
Mannella, & Eldridge, 2003)에서부터 자리이탈, 부적절한 언어사용 등의 일반적인 문제행동뿐 아
니라, 학교에서의 안전(Sprague et al., 2001; Netzel & Eeber, 2003), 각 시설과 교실의 적절한 활
용(Todd et al., 2002), 인간 존중(Kennedy et al., 2001), 학습의 극대화(Nelson, Martella, &
Marchand-Martella, 2002), 긍정적인 분위기와 환경 조성(Taylor-Greene et al., 1997)에 이르기까
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김미선, 송준만, 2006, 재인용). 긍정적 행동지원은 다양한 범주와
유형의 문제행동을 다루기 때문에 초등학교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생활지도 및 상담 장면에서 적절
히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긍정적 행동지원은 문제행동을 이해하고 교육적 변화와 성장에 의
미 있는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긍정적 행동지원은 심리 교육적 모델로써, 문제행동을 통제하거나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기술, 의사소통 기술을 가르침으로써 문제행동에 대한 대체 행동을 교육하고자 한다(윤차민, 2010).
즉 초등학교 차원의 행동문제지원의 방향은 문제행동의 통제 및 치료가 아닌 교육 및 예방에 초점
을 두어야 한다. 긍정적 행동지원은 행동에 대한 새로운 이론이나 중재기법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행동에 기반을 둔 체계적 접근방법을 적용하는 것이다(장은진, 2017). 특히 긍정적 행동지원은 모
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생활의 여러 영역(성격, 신체, 사회, 가족, 직업, 여가)에서의 결과를 향상시
키는 학교환경을 조성하고 유지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이를 통하여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고 바
람직한 행동을 더욱 기능적으로 증진시키고자 한다(장은진, 2017). 긍정적 행동지원은 단순한 프로
그램만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을 둘러싸고 있는 생태환경적인 시스템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
이기 때문에(Scheuermann & Hall, 2008), 긍정적 행동지원 시스템의 운영 목표는 개별 학생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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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추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학생을 둘러싸고 있는 생태환경적인 시스템 변화를 추구하는 데
있어야 한다.
미국에서는 일반학교를 대상으로 보편적 긍정적 행동지원을 실시하여 학교폭력예방, 학업성취도 증
가, 학교생활 만족도 증가 등 긍정적 행동지원에 대한 효과성을 검증하고 있다(Morrissey,
Bohanon, & Fenning, 2010). 이에 비해서 국내에서의 긍정적 행동지원에 관한 연구는 장애학생들
을 대상으로 개별차원의 지원에 초점을 둔 특수교육과 관련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다(김경양, 남보
람, 김영란, 박지연, 2010). 특수교육 분야에서의 연구는 연구대상의 특성상 전체에 적용하기보다
개별적인 차원의 연구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장은진, 2017). 긍정적 행동지원 시스템을 일반 학
급에서 실시한 연구(김미선, 송준만, 2006; 이선아, 이효신, 2015; 장은진, 2017)도 있으나, 긍정적
행동지원을 초등학교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제한점을 바탕으로 긍정적 행동지원 시스템을 초등학교 차원에서 구체
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탐색해보고자 한다.
Ⅱ. 긍정적 행동지원(PBS)의 이해
1. 긍정적 행동지원(PBS)의 개념 및 구성요소

긍정적 행동지원이란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행동의 변화를 성취하기 위하여 긍정적인 행동중재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을 지칭하는 일반적인 용어이다(이성용, 2017). 긍정적 행동지원
은 행동에 대한 어떤 새로운 중재기법이나 이론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행동에 기반을 둔 체제적
접근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다(이성용, 2017). 즉, 긍정적 행동지원이란 학생들의 행동과 관련된 효
과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학교나 가족, 지역사회의 역량을 향상시키기는 체제적인 방법을 적용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긍정적 행동지원은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생활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결
과(성격, 신체, 사회, 가족, 직업, 여가 등)를 향상시키는 학교환경을 조성하고 유지하는 것을 중요
하게 여기며, 이를 통하여 문제행동은 감소시키고 바람직한 행동은 더욱 기능적으로 향상시키려고
한다(이성용, 2017). (Sugai, Sprague, Horner, & Walker, 2000, pp. 133-134). 긍정적 행동지원은
짧은 기간에 문제행동을 처방하고 해결하려는 시도보다는 행동이 발생하는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문제행동의 발생을 예방한다(장은진, 2017). 학생들에게 문제행동 대신에 대체할 수 있는 사회적
기술을 교수하며, 나아가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는 주위환경들을 변화시킨다(장은진, 2017). 이는 궁
극적으로 문제행동을 발생시키는 근본적인 원인 자체를 제거하고자 노력하는 것이다(Bambara,
2015).
긍정적 행동지원의 정의에 대하여 미국 특수교육 프로그램 지원센터(U.S. Office of Special
Education Programs Technical Assistance Center)에서는 긍정적 행동지원이란 행동에 기반을 둔
체제적 접근 방식으로 학생들의 행동과 관련된 환경을 효과적으로 조절하기 위하여 팀 기반의 협
력을 바탕으로 하는 행동 중재 방법이라고 하였다(이선아, 2014). 또한 긍정적 행동지원은 팀 협력
을 통해 지역사회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긍정적인 중재프로그램과 시스템을 적용하는 방법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Brenda & Judy, 2008). 즉, 긍정적 행동지원은 물리적, 사회적, 교육적, 생물
의학적, 논리적으로 문제행동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고 일반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방식을 습득시키려는 광범위한 접근 방법이다(Dunlap & Carr, 2007). 그러므로 긍정적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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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지원은 문제행동을 예방하고 중요한 사회적 및 학습 성과를 얻기 위한 체계적이고 개별화된 광
범위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Horner et al., 2000; Lewis & sugai, 1999) (이선아, 2014)
학교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의 핵심적인 특성이자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성요소
는 <그림 1>과 같다(Sugai & Horner, 2002).

그림 44. 긍정적 행동지원의 구성 요소
첫 번째 요소인 ‘성과(outcomes)’는 학교 공동체 구성원들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학생들의 사회적
역량과 학업 성취를 의미하며 아래의 세 가지 요소인 자료와 체계 및 실제가 충실하게 실행될 때
원하는 성과가 달성될 수 있다. 이러한 성과는 관련인들(예. 학생, 가족 구성원, 교사 등)이 학교차
원의 긍정적 행동지원이 성공적으로 실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
록 구체적이고 확인가능한 방식으로 진술되어야 한다.
두 번째 요소는 학생의 행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험적으로 확인된 ‘실제(practices)’로, 증거기반
의 실제를 뜻하며 학교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에서는 연구를 통하여 반복적으로 그 효과가 증명된
중재와 전략을 사용할 것을 강조한다.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의 성과를 이루기 위하여 증거기반의
실제를 선택하고 모든 중재 단계에서 이를 적용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바람직한 결과를 보
장하기 위하여 충실도 높은 실행 또한 전제되어야 한다. 새로운 실제를 선택할 때에는 그 실제가
계획한 성과와 교육적, 사회적으로 관련되는지, 효과적인지, 접근 가능하고 지지적인지, 성공적으로
적용가능한지 등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세 번째 요소인 ‘자료(date)’는 구체적인 행동지원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
를 수집하고 사용하는 것으로, 학생과 교사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는 데 사용되며
학교의 실정에 맞는 자료수집체계를 개발하여 사용한다. 자료에 기초한 의사결정은 다양한 수준
(예. 개인, 학급, 학교), 다양한 개인(예. 학생, 교사, 관리자, 실행자), 상반된 맥락(예. 특수교육 vs.
일반교육, 가정 vs. 학교), 다양한 성과(예. 읽기, 성적, 출석율, 훈육실 의뢰 횟수)에서 적용된다. 자
료는 새로운 실제를 적용할 때도 사용되어야하며, 적용되고 있는 실제의 효과성 및 실행에 대한 충
실도, 상황에 대한 이해(예. 학생의 수행, 학교 환경, 교사의 지도), 학생 또는 프로그램 진행 점검
등을 위해서도 수집하고 근거자료로 활용되어야 한다. 자료 수집을 위한 여러 방법과 체계 중 학
교는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결정해야 하는데 Sugai와 Horner(2008)는 자료의 유용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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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의사결정 정보로서의 자료 사용, 자료 체계 사용의 용이성과 효율성, 학
교 관련인들이 직접 실행하는 자료 수집과 분석, 학교의 의사결정 시기 및 필요에 적합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자료 수집과 기록의 네 가지 원리를 제안하였다. 이러한 정기적인 자료 수집을 통하여
학교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이 계획대로 정확하게 실행되고 있는지와 학생 및 교사에게 미친 영향
을 평가한다.
네 번째 요소인 ‘체제(systems)’는 증거기반의 실제를 지속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조
직기반을 조성하는 것으로, 가치 있는 성과, 증거기반의 실제, 자료에 기반을 둔 의사결정을 실행하
기 위하여 요구된다. 체제는 조직적인 실행 구조, 정책 및 실행지침, 실행과정, 자원, 행정적 리더십
등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의미한다. 증거기반의 실제가 채택되었다 할지라도 그
것을 지원할 적절한 조직 구조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실행되고 유지되기 어려
우며(Miller, Geroge, & Fogt, 2005) 의미 있고 지속적인 행동 변화는 증거기반실제의 사용과 변화
를 실행하기 위하여 관련인들의 변화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체제가 구조화될 때 가능하다(Carr et
al., 2002).
초등학교 차원에서 긍정적 행동지원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긍정적 행동지원의 4가지
구성요소(성과, 실제, 자료, 체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체제’, ‘자료’, ‘실제’의 요소
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학생 행동 지원’, ‘교직원 행동 지원’, ‘의사 결정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긍정적 행동지원의 성과로서 사회적 역량의 신장 및 학업 성취 등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3. 긍정적 행동지원(PBS)의 특징

그림 45.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 중재와 지원
긍정적 행동지원의 특징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긍정적 행동지원은 예방적인 성격으로
행동을 다루는 관점을 바꾸며, 기존의 사후 대응적인 대처에서 벗어나 문제행동이 일어나기 전에
조치를 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장은진, 2017). 문제행동이 일어날 만한 환경적 요인을 제거하

36

고 사회적 기술을 훈련하여 문제행동 발생을 예방하고자 한다(Scheremann & Hall, 2008/2009). 둘
째, 긍정적 행동지원은 자료에 근거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신뢰로우며 객관적인 자료는 문제해결
방향을 어디로 해야 할지 명확히 결정하게 하는데 큰 지침이 된다(장은진, 2017). 또한 긍정적 행
동지원은 응용행동 분석에서 사용하는 행동수정 기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과학적인 증거수집이 강
조된다(Lewis, Sugai, & Larson, 1999). 셋째, 긍정적 행동지원은 심리교육적 모델이다. 긍정적 행
동지원은 문제행동을 통제하거나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기술, 의사소통 기술을 가르침으로
써 문제행동에 대한 대체 행동을 지도한다(윤차민, 2010). 따라서 긍정적 행동지원 시스템에는 문
제행동의 개선과 예방을 위한 사회적 기술을 가르치는 과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넷째, 긍정
적 행동지원은 단일한 행동지도 방법이 아닌 다양한 지도방안을 포괄적으로 실시한다(장은진,
2017). 이는 문제행동을 다양한 방면에서 예방하며 중재하게 되는데, 이때 여러 방법들은 생소하게
실시되는 프로그램이 아닌 기존에 시행되어 오던 방법들을 체계적으로 조정함으로써 학교에서 실
시하는데 부담을 주지 않는다(Bambara, 2005).
정대영(2009)은 긍정적 행동지원의 특성으로 ‘행동과학의 응용’, ‘실제적인 중다요소 중재’, ‘생활
양식 변화에 의한 삶의 질제고’, ‘체제의 변화’를 제시하였다. 첫째, 긍정적 행동지원은 행동과학을
응용한다. 행동과학에는 행동, 인지, 생물물리, 사회, 발달 심리학, 환경 심리학, 응용행동분석을 모
두 포함한다. 이 중 응용행동분석은 인간의 행동은 변화 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개인의 요구에
적합한 지원을 하기 위한 조작적 모델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기능 평가, 환경의 재수정, 사회적으
로 인정될 수 있는 적절한 대체 행동의 교수, 문제행동의 보상, 최소화와 후속결과의 제공을 강조
하며 예방적이고 기능적인 중재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게 되는 것이다(Luiselli,2006). 둘째, 긍정
적 행동지원은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대상이 접하는 모든 장소, 사람, 사회적 맥락을 함께 고려하여
폭넓은 효과를 얻기 위해 중다 요소중재를 실시한다. 단일 중재로서는 중재의 효과나 지속성에 한
계가 있으므로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중다요소 중재를 실시한다. 셋째, 중재를 받는 개인의 가치와
생활방식의 변화를 중시하여 행동뿐만 아니라 개인의 전반적인 삶을 높이고자 한다. 이는 긍정적
행동지원이 문제행동에 대해 종합적이고 생태학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개인의 삶의 질은 긍정적 행동지원의 결과가 성공적인지를 결정짓는 기준이 된다
(Carretal.,2002). 넷째, 체제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지원이다. 조직적·문화적 체계를 바탕으로 하는
행동사회학을 기반으로 팀 중심의 지원은 개인의 생활공간, 문화, 물리적 조건, 예산편성, 정책 등
중재를 위해 필요한 체계를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중재이어야 한다.
3. 긍정적 행동지원(PBS)의 원리

Scheuermann & Hall(2017)은 교사가 더욱 긍정적이고 예방적인 행동중재를 실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원리 9가지를 제시하였다. Scheuermann & Hall(2017)이 제안한 긍정적 행동지원의 행
동지원 원리는 <표 1>과 같다.
표 5. 긍정적 행동지원의 원리
긍정적 행동지원의 원리
1

학생의 문제행동 변화를 위해서는 교사의 행동변화가 요구된다.

2

어떤 학생에게는 더 많은 시간과 관심과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3

학생이 보이는 바람직한 행동이나 문제행동에는 모두 그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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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많은 문제행동은 학습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5

대부분의 문제행동은 어떤 구체적인 맥락이나 활동과 연계되어 있어 예측이 가능하다.

6
7
8
9

처벌적인 방법보다 긍정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행동변화에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다.
선행적이고 예방적인 중재 전략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행동이 이미 발생한 뒤에 적용하는
사후 반응적 전략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다.
학생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일반교사와 특수교사가 서로 협력하는 것은 학생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
교사와 부모가 서로 협력하여 긴밀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학교와 가정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것은 학생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

5. 긍정적 행동지원(PBS)의 모형

긍정적 행동지원의 모형은 전체 학생에서 개별학생에 이르기까지 모든 학생을 위한 지원으로 다
단계 절차와 절차간의 연속성을 강조한다(이선아, 2014).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 모형은 <그
림 3>과 같다.

그림 46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 모형(이선아, 2014)

가. 1차적 예방 수준: 보편적 지원

1차적 예방 수준(Primary–Level Prevention)인 보편적 지원이다. 이는 보편적 중재(Universal
Behavior Support)이다. 이 단계는 특정 문제행동에 대한 의뢰나 판별 없이 모든 학생들이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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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지원을 받는 예방적 사전활동이다(Hawken & Honer, 2003; March & Horner, 2002). 그러므로
모든 교직원들은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든 장소에서 낮은 강도의 폭넓은 지원을 실행한다. 전
체 학생들의 다양한 문제행동에 대한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교실과 그 외의 운동장, 급식실과 같은
비 학급(non-classroom) 환경을 포함해야 한다.
보편적 지원의 주요 특징은 교직원이 생성하고 직접 가르치는 학교 및 학급 차원의 행동기대를
긍정적으로 기술하기, 학생이 이러한 기대를 사용하고 숙달하도록 일관적으로 칭찬하기, 문제행동
에 교육적으로 반응하기, 문제행동 후에 일관적 반응을 체계적으로 사용하기를 들 수 있다
(Stormont et al., 2007). 이와 같이 보편적 중재는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문제행동의 예방을 위
한 사회적 행동을 가르치는데 효과적이다. 보편적 중재는 문제행동의 예방에 목적을 있으므로 문
제행동의 위험이 낮은 학생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연구에 의하면 문제행
동에 위험이 높은 학생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행동의 예방에 보편적 중재의 중
요성을 입증하고 있다(Brown, 2003; Robertson, Greenberg, Kam, & Kusche, 2003).
보편적 지원에서의 중요한 목표는 서로에게 적절한 행동을 기대하고 지지하며 교수 및 학습을
위한 기회를 최대화하는 학교문화를 만드는 것으로(Horner et al., 2009), 다음의 일곱 가지 요소를
포함한다. 첫째, 학교 내 모든 영역에서 적용되는 학교 차원의 규칙을 설정한다. 둘째,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내 모든 영역에서 지켜야 하는 규칙 및 규칙 수행 방법에 대하여 지도한다. 셋째,
문제행동과 연계된 선행자극의 요인을 판별하고 수정한다. 예를 들면 소란과 혼잡을 줄이기 위하
여 물리적 환경을 바꾸거나 바람직한 행동을 촉구하기 위해 시각 단서를 사용하는 것이 이에 해당
된다. 넷째, 부적절한 행동보다는 적절한 행동이 더 관심 받을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나
이상의 강화 체계를 사용한다. 다섯째, 모든 교사가 질 높은 교재 및 교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 여섯째, 수용될 수 없는 행동에 대해서 지속적이고 일관된 후속결과를 제공한다.
일곱째, 학교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 체계의 요구를 판별하고 실행을 점검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
의 자료를 수집한다(Scheuermann & Hall, 2017).
이와 같은 요소를 갖춘 보편적 지원을 실행하기 위하여 각 학교는 구성원들의 대표자들로 긍정
적 행동지원을 이끌어갈 리더십 팀을 구성하고, 학교 규칙을 정하며, 이를 학생들에게 지도하고, 규
칙을 지키는 바람직한 행동을 강화하고, 문제행동을 다루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고, 학교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측정하고, 이러한 자료들을 중요한 의사결정 시 사용한다(Lewis & Sugai, 1999; Sugai,
Horner et al., 2000; Sugai & Horner, 2002).
나. 2차적 예방 수준: 표적 집단 지원

2차적 예방 수준(Secondary-Level Prevention)인 표적 집단 지원이다. 2차적 예방 수준은 그룹
지원(Groop Behavior Support)으로 실시된다. 2차 예방은 보편적 지원에도 문제행동을 지속적으로
나타내는 10-15%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Sugai et al., 2002). 그룹 지원에서는 문제행동이 심각
하거나 만성적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 문제행동으로 인하여 학업에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그룹지원에서는 대상 학생들의 문제행동의 예방과 함께 문제행동 대신
사회적으로 수용 될 수 있는 대체 행동 기술을 지도한다. 그룹지원의 목적은 문제행동이 만성적인
행동으로 더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 때 행동계약, 소그룹교수, 기능 평가를 통한 중재를
실시한다. 이와 같이 그룹 지원에서는 1차 보편적 지원보다 집중적이고 강화된 중재가 이루어진다
(Brenda & Judy, 2008).
보편적 지원에 반응하지 않은 학생들, 즉 여전히 행동상의 어려움을 보이는 학생들은 심각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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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행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놓인 학생들로 판단하여 2차 예방 차원에서 좀 더 강도
높은 표적 집단 지원을 받게 된다(Sugai & Horner, 2008). 표적 집단 지원에서의 절차 및 중재 목
적은 조기에 학생의 행동 문제를 판별하고 이러한 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집중적이며 명확한 표적
집단 중재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표적 집단 지원은 다음의 여섯 가지 요소를 포함한다. 첫째,
대상 학생과 정기적으로 만나는 멘토가 필요하다. 둘째, 기대되는 행동에 대한 강화 및 피드백으로,
체크인체크아웃(Chec-In Check-Out, 이하 CICO), 행동교육프로그램(Behavior Education Program,
이하 BEP), 점검․연계․기대(Check, Connect & Expect, 이하 CCE) 등과 같이 표적집단 지원을
위해 개발된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다. 특별히 이러한 프로그램은 기대행동을 상기시키고 지원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행동을 지원하는 특정 전문가 또는 교사와의 정기적인 만남이 포함된다.
셋째, 개별 학생을 위한 행동계약이 필요하다. 넷째, 사회성 기술, 자기조절 기술, 분노관리 기술에
대한 소집단 교수가 요구된다. 다섯째, 학업 기술 결함을 중재하기 위한 소집단 교수가 요구된다.
여섯째, 중재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학생의 진보에 대한 밀착 점검이 이루어진다. 이를 위해 상
담실 의뢰 횟수, 출석, 행동평정카드에 기록된 점수, 교사에 이한 행동평정척도 또는 점검표 등이
활용될 수 있다(Scheuermann & Hall, 2017).
다. 3차적 예방 수준: 개별화된 지원

3차적 수준(Tertiary-Level Prevention)인 개별화된 지원이다. 이것은 보다 집중적이고 개별적인
지원(Individualized Behavior Support)이다. 개별화된 지원에서는 가장 강력한 중재가 이루어진다.
1차와 2차 지원에도 불구하고 문제행동이 만성적이고 심각한 고위험(high-risk)행동을 보이는 학생
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한 개별 시스템이다. 1-5%의 학생들이 이에 속하며 개별지원에서는 특수 교
육, 정신 건강, 가족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를 위해 종합적 행동 평가에 근거한 개별화 된 행동지원
프로그램을 지원받게 된다(Lewis, Sugai & Colvin, 1998). 그리고 사정 중심의 긍정적 행동중재를
실시하기 위한 매우 특별하고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된다. 면담, 직접 관찰, 기능 평가를 통하여
문제행동의 기능과 가설을 설정하고 개별 학생의 생리적 요인, 물리적 환경, 모든 활동에 대한 선
택기회의 폭을 넓혀주어 문제행동에 대한 선행자극 중재를 한다. 다양한 학업 기술의 지도, 상호작
용을 위한 사회적 기술지도, 지역사회 서비스 기술, 의사소통 기술 등을 직접 교수하고 개별 강화
를 통해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 낸다(정대영, 2009).
3차 개별 지원에서는 대상 학생이 학교생활 및 지역사회 생활에서도 적응력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협력 팀은 지속적이고 협력적인 지원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이 긍정적 행동지원의 다단계
모형은 1차, 2차, 3차적 지원으로 단계가 올라갈수록 그 범위가 좁혀지고 중재의 강도가 높아지는
모형이다. 연구결과, 학교 차원의 성공적인 긍정적 행동지원을 위해서는 모든 교사들이 전체 학생
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문제행동의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중재와 협력을
할 때 중재 의뢰 비율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ewis-Palmer, sugai, & Larson, 1999; Nelson,
Martella, & Galand, 1998; Scott, 2001; Skiba, Pererson, & Williams, 1998; Sugai et al., 2000).
4. 긍정적 행동지원(PBS)의 단계
가. 1단계: 문제행동의 우선순위 선정 및 정의

관찰할 행동, 즉 표적행동을 정하는 단계이다. 행동의 빈도, 강도, 정도를 바탕으로 중재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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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도달하고자하는 목표 행동을 정한다. 즉, 무엇이 문제행동이며 어떤 문제행동을 우선적으로 중
재(intervention)해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 때 개별화 행동지원의 필요성도 함께 결정한다.
어떤 행동을 우선적으로 중재하는가는 문제행동의 심각성과 관심의 정도에 따라 결정한다(Janney
& Snell, 2000). 첫째, 파괴행동(destructivebehaviors)을 가장 우선적으로 중재한다. 파괴행동에는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해치는 행동, 발로 차는 행동, 학교에서 위협적인 물건을 소지하는 행동이
포함된다. 둘째, 방해 행동(disruptivebehaviors)이다. 방해 행동은 자신이나 타인의 학습 또는 사회
적인 관계와 활동을 방해하는 행동이다. 셋째, 경미한 방해 행동이다. 문제행동을 나타내지만 사회
적으로 수용가능하지 않고 방해 행동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을 때 중재를 한다. 경미한 방해 행
동은 중재에서 가장 낮은 순위를 차지하지만 모든 문제행동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차원에서는 중요
한 의의를 갖는다.
나. 2단계: 기능 평가(functionalassessment)

문제 행동이 왜 발생하는지를 알기 위한 단계이다.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알아내어 학생
이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원인과 이유를 밝히는 과정으로 면담, 직접관찰, 기능 평가의 세 범주로
분류한다. 면담은 학생이나 부모 등 대상 학생을 잘 아는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
는 과정이다. 직접관찰은, 일정 기간 동안 자연스러운 조건에서 대상 학생을 관찰하는 과정이다. 기
능 평가는 매우 심각하고 애매한 행동에 대해서 변인통제 과정을 통하여 행동들 간의 관계를 밝히
는 과정이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문제행동의 정도와 계열성의 확인, 행동이 일어나는
시간, 사건, 상황과 지속시키는 원인들, 행동 변인들 간의 인관관계를 파악한다. 문제행동의 원인과
배경을 밝힐 수 있다는 점에서 기능 평가는 긍정적 행동지원의 핵심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다
(Bambara & Kern, 2005). 긍정적 행동지원에서 기능 평가의 중요성은 기능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중재보다 실시한 중재에서 문제행동에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는 연구 결과에서도 밝혀졌다
(Ingram, Lewis-Palmer, & Sugai, 2005; Newcomer & Lewis, 2004).
다. 3단계: 가설 개발

특정 사건과 문제행동이 어떤 관계인지 밝히고 그 관계는 어떻게 요약될 수 있는지를 밝히는 단
계이다. 가설 개발은 기능 진단 과정에서 알게 된 행동의 패턴을 정확하게 하고 그 행동들이 공통
적으로 가지는 환경은 무엇인지 확인하는 과정이다(Scott & Nelson, 1999). 이를 통해 문제행동과
연관된 정확한 환경적인 상황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가설 개발 과정에서 문제행동에 대한 선행
사건, 배경사건을 파악할 수 있으며 중재를 통해 문제행동을 대신할 대체 기술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이때 개괄적 정보를 요약하여 개발 된 가설에 어떤 중재를 실시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대상
학생의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한 바람직한 중재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Bambara & Kern, 2005).
라. 4단계: 긍정적 행동지원 계획

가설을 근거로 하여 학생의 어떤 환경이 변화 되어야 하고 어떤 대체기술이 교수되어야 하는가
에 중점을 두고 긍정적 행동지원을 계획한다. 이 때 조작적으로 정의된 문제행동, 대체행동, 배경사
건, 선행사건, 후속결과, 배경사건전략, 선행사건 전략, 교수 전략, 후속결과 전략들이 구성요소로
포함되어야 한다(Drasgow & Yell,2001; Etscheidt, 2006; Scott et al., 2005; Van Acker, Boreson,

41

Gable, & Potterton, 2005). 이것들은 첫째, 선행/배경사건 중재(Antecedent/Setting Event
Interventions), 둘째, 대체기술 교수(Alternative Skill Instruction), 셋째, 문제행동에 대한 반응
(Response to Problem Behaviors), 넷째, 장기적인 지원(Long-Term Support)으로 요약할 수 있다.
긍정적 행동지원의 계획이 이처럼 다양한 구성 요소를 포함해야 하는 이유는 긍정적 행동지원
계획은 종합적이고 다양한 중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첫째, 긍정적 행동지원은 문제행동
의 다양한 영향력과 기능을 다룰 수 있어야 하며 문제행동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을 교수해야하기
때문이다. 둘째, 긍정적 행동지원은 학교, 가정, 지역사회 등 대상 학생이 접촉하는 모든 환경과 사
회적 상황, 대상들을 고려해야하기 때문이다. 셋째, 긍정적 행동지원은 예방적, 교수, 장기적인 효과
에 목표를 두고 있어 서로 다른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이다(Bambara & Kern, 2005).
마. 5단계: 실행-평가-수정

중재 계획에 따라 긍정적 행동지원을 실행한다. 실행 결과 이때 중재 계획이 효과적인가를 평가
한다. 평가를 하는 기준은 문제행동의 감소, 대체기술의 학습, 학업성취의 향상을 근거로 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일반화 또는 계획 수정이 뒤따른다.
6. 긍정적 행동지원(PBS)의 국내 연구 현황

긍정적 행동지원에 관한 국내 연구현황을 살펴보면, 학교차원, 학급 차원, 개별 차원, 가정과의
연계, 또래와의 연계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 행동지원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연
구결과를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 유무와 관련지어 긍정적 행동지원의 효과를 살펴보면 긍정적 행동지원은 여러 형태의
장애 학생들을 비롯하여 일반학생들의 문제행동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 행동지원이 장애 및 일반아동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미선
(2005)은 일반학생들과 장애학생들의 소음내기, 교사지시 거부하기, 옆 친구 방해하기의 수업시간
의 문제행동과 달리거나 뛰기, 학교 물건 건드리기, 소리 지르기, 다른 학생에게 신체적 위협을 하
는 행동의 이동시간의 문제행동이 감소하였음을 보고하고 있다. 김정선, 여광응(2005)은 정신지체
학생의 공격행동, 상동행동, 자해행동, 방해 행동과 특수학생의 수업 중 친구 몸 집적대기, 소음 내
기, 부적절한 태도에 대한 문제행동이 감소하였고, 이가정(2011)은 급식소에서 줄서기, 밥 먹기 문
제행동이 감소하였다. 김미선, 박지연(2005)은 장애 학생의 문제행동인 손가락 물기, 웃옷에 침 뱉
기,성기 만지기 행동과 일반학생들의 수업 중 자리이탈, 지시 거부하기, 소음내기 행동이 감소하였
음을 보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에서 긍정적 행동지원은 장애학생의 문제행동 뿐만 아니
라 일반학생들의 문제행동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중재 차원에 따른 연구의 효과를 살펴 볼 수 있다. 긍정적 행동지원은 보편적 지원, 그룹
지원, 개별 지원의 다양한 차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다. 차재경(2013)의 보편적 지원, 그룹
지원, 개별 지원의 3차원 연구에서 대상 학생들의 수업 참여행동인 주의집중, 지시 따르기, 자발적
행동이 증가하고 수업 방해 행동인 부적절한 자세, 부적절한 시선두기, 부적절한 소리내기 행동이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보편적 지원과 개별 지원의 2차원적 중재를 함께 실시한 연구들에서도
긍정적 행동지원은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냈다. 예를 들면, 강삼성(2011)의 연구에서는 대상 학생들
의 교실에서의 부적절한 자세, 산만한 행동, 소음내기행동과 복도에서의 걷기이외의 행동, 부적절한
신체행동, 소음내기, 식당에서의 자리 이탈행동, 소음내기, 급식규칙 위한 행동이 모두 감소하는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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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가 나타났다. 그리고 윤은미 외(2007)는 보편적 지원과 개별 지원을 동시에 실시한 결과 학생들
의 잡담하기, 주의집중하지 않기, 지시 따르지 않기, 자리 이탈하기, 손장난 행동이 감소하는 결과
가 나타났다. 한편 이제화, 이상복(2010)의 보편적 지원과 개별 지원을 동시에 실시한 연구에서 학
급 전체 학생들의 활동참여 행동이 증가하고 사회적 유능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
이 긍정적 행동지원은 보편적 지원과 개별지원의 2차원적인 중재에도 대상 학생들의 문제행동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개별 지원에서도 긍정적 행동지원은 학생들의 문제
행동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다. 개별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개별 지원 결과 대상 학생의 소리 지르기, 책상치기, 의자 흔들기, 책상에 엎드리기 문제행동
(고동희, 이소현, 2003)과 발달장애 학생의 방해 행동, 반항 행동, 자극행동(김정향, 2008)이 감소하
는 결과가 나타났다. 박민휘, 백은희(2010)의 연구에서는 소리 지르기, 교사의 지시 없이 교실 밖으
로 나가기, 친구 때리기 등의 수업 방해 행동이 감소하고 이인숙(2007)은 발달장애 학생의 바람직
한 행동은 증가하고 문제행동은 감소하는 결과를 보고 있다. 긍정적 행동지원은 개별 차원에서도
효과적임을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긍정적 행동지원은 보편적 지원, 그룹 지원, 개별 지원에서 각
각의 문제행동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에도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셋째, 학교와 가정이 연계한 긍정적 행동지원의 연구에서도 긍정적 행동지원이 학생들의 문제행
동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임을 보고하고 있다. 김영아(2011)는 부모-교사의 협력을 통한 중재가 자
폐 유아의 집착하는 물건 들고 다니기, 놀잇감 붓기의 방해 행동, 눈 모으기, 돌기, 뛰기, 냄새 맡기
의 자기 자극행동, 머리박기, 할퀴기의 공격행동을 감소 시켰다. 문회원, 박지연(2008)도 가정과의
협력을 통해 자폐유아의 소음내기 행동, 의미 없이 사물 바라보기, 한 곳에 장시간 앉아 있기, 대답
하지 않기와 같은 문제행동이 감소함을 밝히고 있다. 이외에도 가정과 연계한 여러 연구에서 대상
학생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고 바람직한 행동은 증가시킴을 보고하고 있다(박소현, 2012; 박주연,
이희광, 2011; 이화영, 이소현, 2004; 진혜정, 2012). 긍정적 행동지원은 팀 협력에 의한 중재이다.
팀 구성원에서 가족들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문제를 지닌 대상과 많은 시간을 함께하
며 학교에서의 중재를 지속적으로 지도할 수 있으며 학교와의 긍정적인 피드백을 통해 대상 학생
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중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또래와 연계시킨 긍정적 행동지원의 연구에서도 그 효과가 입증 되고 있다. 강선영(2011)
의 연구 결과 구어적 또래 칭찬은 학생들의 교사 경고 무시, 활동에 흥미 없음, 공격 및 방해 행동,
부적절한 소음발생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고 학생들의 자아개념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곽옥련
(2010)은 교사와 또래의 긍정적 행동지원이 지시불이행, 타인 방해, 자리 이탈의 문제행동을 감소
시키고 교실 상황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도 일반화됨을 보고하고 있다. 또한 신혜순, 김수연(2013)
은 또래 중재가 포함된 상황이야기가 수업 참여 행동, 1인1역할 하기, 알림장 쓰기 행동을 증가됨
을 보고하고 있다. 이와 같이 또래학생들을 이용한 중재는 대상 학생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또래와의 상호작용 통해 문제행동뿐만 아니라 중재 대상 학생의 학교생활을
더욱 의미 있게 하는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한편 송유하, 박지연(2008)은 시각적인 지원인 행동
도표를 이용한 긍정적 행동지원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행동도표는 바람직한 행동에 대한 시각적
인 안내를 통하여 자폐 학생들의 소음 만들기, 부적절한 자세, 자리에서 이탈하기, 산만한 행동을
감소시키고 수업 참여활동을 증가 시켰다.
위와 같은 선행 연구들을 살펴 본 결과 긍정적 행동지원은 다양한 차원과 여러 장면에서 대상
학생들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대상 학생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긍정적 행동지원을 초등학교 차원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초등학교 생활지도와 상담의 관점에서 긍정적 행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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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을 이해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해보았다.
Ⅲ. 긍정적 행동지원의 초등학교 상담 적용 방안

초등학교 차원에서 긍정적 행동지원의 궁극적인 지향은 문제행동에 대한 대처를 넘어서 적극적
인 예방을 통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것이다. 긍정적 행동지원 시스템을 초등학교 상담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크게 ‘긍정적 행동지원을 위한 협력적 상담 지원체제 구축’, ‘긍정적 행동
지원 시스템 내 상담 프로그램의 통합적 적용’, ‘체계적 자료 기반의 긍정적 행동지원과 상담 사례
연구 실시’를 제시해 보았다.
1. 긍정적 행동지원을 위한 협력적 상담 지원체제 구축

학교와 학급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이 활발히 실시될 경우, 학교폭력예방,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증가, 학교생활 만족도 증가, 학교분위기 변화, 교사의 효능감 증가 등의 학교환경의 긍정적 효과를
보고하고 있다(김정선, 여광응 2005; 김미선, 송준만, 2006; 여희영, 2010; 손유니, 박지연, 2015; 장
은진, 2017). Scheuermann과 Hall(2011)은 예방적 차원으로 교실의 학습 환경의 중요성을 지적하였
는데, 교실을 위한 분명한 규칙과 절차를 만들고, 하루 일과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세워 학생들의
문제행동을 미리 예방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학급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따뜻하고 안전함을
느낄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을 변화시키고, 교사와 학생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학생들의
수업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한다(나현정, 2018). 이와 같은 긍정적 행동지원의 특성을 고려
할 때, 긍정적 행동지원은 초등학교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초등학교의 경우, 문제행동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예방적 차원의 조기 개입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대부분의 문제행동은 조기에 발견하여 교사나 부모가 적절히 개
입하면 쉽게 해결이 되지만 문제가 오래 방치되면 해결이 어려워질 뿐 아니라, 발달의 다른 영역에
까지 문제가 확산되기도 할 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른 아동에게도 악영향을 미치기까지 한다(김혜
숙, 황매향, 2009). 따라서 초등학교 저학년 교사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긍정적 행동지원 시스템의
운영에 대해 충분한 안내 및 참여를 요청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학생만이 아닌 교사, 학부모
를 포함한 협력적 지원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협력적 지원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교사와 학부모의 긍정적 행동지원을 포함한 생활지도 및
상담 역량 신장을 위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즉 긍정적 행동지원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교사교육 및 부모교육과 병행되어야 한다. 교사 및 부모의 아동 문제행동에 대한 이해 및 대처 역
량을 신장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으며, 최근 아들러 철학 기반의 긍정훈육법
(PDC)는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학생을 대상으로 긍정적 행동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안
내와 교육을 사전에 실시할 필요가 있다. 최근 학교현장에 강조되고 있는 학교자치 또는 학생자치
의 관점에서 학생들이 긍정적 행동지원에 대해 분명하게 이해하고, 주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안내해줄 수 있어야 한다.
결국 긍정적 행동지원은 학부모와 전문가들이 교사들과 협력하여 문제행동의 기능을 분석하고
환경조건을 바꾸고 대안적인 기술을 교육하여 학생의 문제행동을 개선하고자 한다(손경원, 2012).
문제행동이 언제 어떻게 발생할 것인지에 대해 염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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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발생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교육공동체가 함께 노력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긍정적 행동지원
시스템이 지향하는 바는 학교상담이 추구하는 목적과 함께 할 수 있다. 긍정적 행동지원의 궁극적
목적이 장기간의 긍정적인 행동 변화를 통해 삶의 질의 변화라고 했을 때, 문제행동과 학교분위기
의 개선뿐만 아니라 전체 학생의 삶의 질의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실천될 수 있다(임선
영, 최하영, 2017).
2. 긍정적 행동지원 시스템 내 상담 프로그램의 통합적 적용

긍정적 행동지원 시스템의 내용적 특징은 새로운 내용을 담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긍정적 행동지원은 단
일한 행동지원 방법이 아닌 다양한 지도방안을 포괄적으로 실시하는데, 이 때 활용하는 프로그램은
생소하게 실시되는 프로그램이 아닌 기존에 시행되어 오던 방법들을 체계적으로 조정함으로써 학
교에서 실시하는데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한다(Bambara & Kern, 2005). 따라서 긍정적 행동지원 시
스템의 구축은 이미 초등학교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다양한 상담 프로그램(학교폭력예방 프로그
램, 인성교육 프로그램, 자살자해예방 및 생명존중 프로그램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
는 토대를 제공할 수 있다. 상담 프로그램이 학교 교육 내에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정착되기 위해
서는 단기간의 일회성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기보다는 학교, 학년, 학급 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 시
스템 안에서 중장기간의 지속적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긍정적 행동지원 시스템은 초등학교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문제를 다루는 데 의미
있게 활용될 수 있다. 학교폭력 예방 및 인성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시기의
문제행동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손경원, 2012). 초등학교 시기의 폭력
적인 문제행동은 환경과 개인 특성의 상호작용을 통해 청소년기의 일탈적 삶의 양식으로 고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긍정적, 예방적 그리고 교육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초등학교 저학년에서부터 모든 학생을 위한 예방의 노력과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개별학생들을 위한 집중적인 행동지원을 통합하는 예방 모형인 학교차원의 긍정적 행동지
원이 교육현장에 정착되어야 한다(김경민, 노진아, 2013). 즉 학교폭력을 포함한 다양한 아동의 문
제행동에 대한 예방 및 대처는 개별 교사 차원의 소극적 접근이 아닌 학교, 학년, 학급 차원의 적
극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하며, 긍정적 행동지원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은 의미 있게 적용될 수
있다.
3. 체계적 자료 기반의 긍정적 행동지원과 초등학교 상담사례연구(case study) 적용

긍정적 행동지원은 자료에 근거한 의사결정을 하며, 신뢰로우며 객관적인 자료는 문제해결방향을
어디로 해야 할지 명확히 결정하게 하는데 큰 지침이 될 수 있다(장은진, 2017). 긍정적 행동지원
시스템이 체계적인 자료 기반의 의사결정을 포함한다는 점은 최근 초등학교에서 아동의 문제행동
을 다루면서 일어나는 다양한 갈등을 줄이고, 효과적인 상담 및 생활지도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의
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긍정적 행동지원 시스템은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수집, 선정, 보완, 개발, 운영 평가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장은진, 2017).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생활지도와 상담도 구체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효
과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단순히 상담자나 교사의 직관적인 이해나 판단을 토대로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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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경우에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초등교사는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해 상담 여부를 결정할 때, 문제 행동 빈도, 문제 상황의 시급
성, 문제 행동의 원인 파악, 문제 행동의 조사 범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한다(최윤수, 임진
영, 2019). 특히 초등교사는 아동의 문제 행동을 수정할 것인지, 아동의 자아개념을 형성시켜줄 것
인지, 아동을 보호할 것인지, 주변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할 것인지를 생각하여 상담 과제를 설정하
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최윤수, 임진영, 2019), 이 때 교사의 판단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에 근
거할 수 있어야 한다. 개별 교사 차원의 판단으로 상담 여부를 결정하기보다는 긍정적 행동지원
시스템 내에서 다양한 구성원의 협의 과정을 포함할 수 있다면 보다 체계적인 상담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다.
이를 초등학교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긍정적 행동지원 시스템에 기반한
상담 사례연구(case study)를 활용할 수 있다. Creswell(2019)은 사례 연구는 연구의 산물일 뿐만
아니라, 연구의 대상일 수 있는 질적 연구 설계의 한 유형, 하나의 방법론으로, 연구자가 하나의 경
계를 가진 체계(사례) 또는 경계를 가진 여러 체계들(사례들)을 탐색하고, 다양한 정보원(관찰, 면
접, 시청각자료, 문서와 보고서 등)들을 포함하여 상세하고 심층적인 자료를 수집하며, 사례 기술
(case description)과 사례 주제(case theme)를 보고하는 질적 연구 접근의 하나라고 했다. 즉 초등
학교 생활지도와 상담 장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해 상담 사례연구로 다룰
수 있어야 한다. 학급에서 발생한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해 지속적인 관찰과 면담을 통해 다양한
풍부한 자료를 수집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구성원의 정기적인 협의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
다. 담임교사, 학년부장교사, 생활지도 담당교사, 전문상담교사, 관리자, 학부모, 외부 전문상담인력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인적 자원으로 구성된 학교상담 사례연구를 담당하는 협력적 상담공동체의
운영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협력적 상담공동체는 학교 교육 시스템 내에서 운영되면서 아동의 문제행동 및 지원에 대한 지
속적인 성과를 관리, 분석, 개선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상담 현장에서의 체계적인 성과 측정은
상담자들이 상담성과자료를 바탕으로 치료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특성과 개입에 대한 반성을 함으
로써 상담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이화실, 이혜은, 2016). 협력적 상담공동체
는 교직원만이 아닌 학부모나 지역사회 인적 자원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도 있다. 향후 초등학교에
서의 상담이 교사 개별적 차원에서 벗어나 학교, 학년 차원의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이루어진다면
아이들의 변화와 성장을 돕는데 보다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Ⅴ. 마치며

이 연구는 초등학교 아동의 문제행동 이해 및 대처를 위한 긍정적 행동지원의 이해 및 적용 방
안에 대해 관련문헌 및 선행연구를 토대로 탐색해보았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학교현장에서 교사
들이 직면하는 가장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는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대처이다. 어떤 학생들은
심한 문제행동을 보여 동료 학생이나 교사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이와는 반대로 어떤
학생들은 굉장히 조용해 행동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속으로는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정서적인 문제를 겪고 있을 수도 있다(Scheuermann & Hall, 2017). 이와 같은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는 아이들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아이들의 문제행동에 대해 교사, 학부모, 학교,
교육기관 모두가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학교에서 학생의 행동문제에 대
하여 바르고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학생과 교사 모두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며, 가장 바람
직한 것은 학생들이 문제행동을 보이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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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를 통해서 제안한 ‘긍정적 행동지원을 위한 협력적 상담 지원체제 구축’, ‘긍정적 행동지
원 시스템 내 상담 프로그램의 통합적 적용’, ‘체계적 자료 기반의 긍정적 행동지원과 상담 사례연
구 실시’를 포함한 향후 다양한 방식의 시도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초등학교 차
원의 긍정적 행동지원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향후 구체적인 적용, 평가, 개선의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초등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 시스템이 학교 현장에 정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에 대
한 연구, 실행, 평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긍정행동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이 요구된다. 긍정
행동지원센터는 각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 대학, 연구소 등을 연계하여 운영될 수 있으며, 행동문
제지원센터의 구축 및 운영을 통해서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행동 대처 및 지원에 대한 실질
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긍정적 행동지원 시스템의 운영을 통해서 교
사, 학부모를 포함한 모든 교육공동체가 아동의 행동문제 대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이를 토
대로 아동의 문제행동지원 역량이 신장될 수 있다. 이 연구의 후속연구를 제언하면, 첫째, 현장교사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초등학생의 행동문제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를 조사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교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한 긍정적 행동지원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모델이 제시되어야 한다. 셋째, 향후 긍정행동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정책적 연구
가 지속적으로 이루질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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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소년들’의 이야기

초등학교 교사들은 ‘규칙을 위반하는 아이’, ‘품행이 나쁜 아이’, ‘공격성과 분노가 높은 아
이’, ‘수업 방해 행동을 하는 아이’ 심지어 ‘ADHD 진단을 받은 아이’ 등 학급의 문제아동 흔
히 담임교사들의 ‘target이 된 아이’들은 대부분 남자아이들로 보고하고 있다. 다음의 이야기
를 보자.
< 현석의 이야기 >
학기 초 전학 온 아이답지 않게 4학년 현석에게는 전체 반 아이들이 자신의 ‘놀이 상대’가 되었다. 자습
시간과 휴식시간에는 친구들에게 시비를 잘 걸어 심한 싸움으로 발전시키기도 하였고, 청소시간에는 청소
도구로 친구들에게 장난을 쳐서 친구를 다치게 하기도 하였다. 모든 놀이나 게임에서는 자신이 이겨야 했
고, 이길 때까지 계속 했으며, 지게 되면 쉽게 흥분을 하고 심한 화를 냈다. 물론 현석에게도 자신이 좋
아하는 일에는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면이 있었고, 축구와 발야구 등을 하면서는 친구들과도 잘 어울렸다.
그러나 대부분 그의 ‘에너지 과다 행동들’은 친구들을 화나게 하였고 싸움을 일으키게 하여 또래 관계를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현석은 몇몇 아이에게는 ‘인기있는’ 아이였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에게는 ‘피
해야 하는 아이’였고, 담임교사에게는 늘 주의를 기울여 지도해야 하는 ‘문제학생’이었다.
< 종규의 이야기 >
1학년 종규는 수업시간에 10분도 채 자리에 앉아 있지 못하고 엉덩이를 들썩들썩했다. ‘왜 40분 동안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지?“하는 표정으로 수업시간에 쓰레기를 버리러 가고 화장실도 다녀오고 친구에게
이야기하러 가기도 했으며, 하고 싶은 말은 언제나 서슴없이 했다. 수업 중에 놀이 활동을 하거나 흥겨운
음악이 나올 때에는, 신이 나서 몸을 흔들고 춤을 추기도 하며 교실 바닥에 뒹굴기도 하였다. 쉬는 시간
에는 교실이나 복도에서 달리기 대회라도 하듯 뛰어 다니며, 교실 바닥에서 구르며 ‘씨름’도 하였다. 반
친구들은 그런 종규를 ‘이상한 아이’로 생각하였고, 담임교사는 ‘행동 통제가 필요한 문제학생’이라고 여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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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이야기의 현석과 종규는 학습 준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쉬는 시간에는 친구들과 충
돌하거나 격한 싸움까지 벌이는 것은 물론이고 수업시간에는 비협조적이고 학습 분위기까지
방해하여 담임교사에게 ‘문제학생’으로 여겨지고 있다. 최근 미국의 연구들에서도 학교에서 여
학생들이 주의집중, 학급규칙준수를 더 잘 하며 남학생들이 더 부적응적이며, 소년들의 행동
장애, 품행장애, 일탈 및 반사회적 행동이 소녀들보다 더 심하다고 보고된 바 있다(Cornwell,
Mustard, & Van Parys, 2013; Rose, 2012).
그렇다면 이들 소년들은 실제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이들의 문제는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 토론 1 >
초등교사들은 학급의 문제아동 흔히 ‘target이 된 아이’들은 대부분 남자아이들로 보고하
고 있다. 이러한 ‘남학생 부진설’(‘여학생 위기설’이 아닌)이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는가?

2. 소년들의 부적응에 대한 주장
몇몇 연구자들은 ‘남자다워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오히려 소년들을 망치고 있다고 주장하였
고, 사회에서 남자아이를 잘못 기르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Chodorow(1978)는 남아가 너무
이른 시기에 어머니와의 분리 과정을 경험하게 되어 주양육자로부터 당연히 경험되어야 하는
진정과 공감적 이해 과정 즉 안정적 애착과정을 초기부터 박탈당했다고 주장하였다. 반면에
여아는 어머니와의 친밀한 애착과정이 여성의 성역할 규준과 일치하기 때문에 더 오랫동안 허
락된다는 보았다. 즉 남성의 경우, 자아발달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준비가 부족한 상태
에서 초기 주양육자와의 분리과정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남아에게 외상을 경험하게 한
다는 것이다.
Pollack(1998) 또한 주양육자가 소년들에게는 소녀들보다 부모에게 의존하는 것을 더 제한
하고 ‘엄살떨지마’라고 하며 압박함으로써 남성성의 발달에 대한 암시를 한다고 보았다. 이러
한 과정이 소년들에게는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을 경험하게 하며 그들의 심리적 경험에
결정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특히 Pollack(1998)은 남자 아이들이 ‘사내다운’ 행동이라고
생각하게 된 문화적 환경을 ‘보이 코드(Boy Code)’라고 정의하였다. 소년들은 놀이터에서, 교
실에서, 운동장 등에서 또래, 교사, 부모 등으로부터 부지불식중에 보이 코드를 배운다는 것이
다. 남자아이들이 강요받는 보이 코드는 크게 네 가지 즉 첫째, 남자는 냉정하고 약함을 보여
서는 안 되며 둘째, 대담하고 위험을 무릅쓸 수 있어야 하며 셋째, 지위를 얻고 권력을 성취
하여야 하며 넷째, 여자 아이들처럼 행동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David & Barannon, 1976).

그는 출생 직후 남아가 여아보다 더 감정이 풍부하고, 엄마와 상호 작용도 많으나, 초등학
교 3∼4학년이 되면 남자아이들은 고통을 숨기고 자신의 기분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 하지 않
는데 이는 남자아이들이 사회에서 보이코드를 알게 모르게 배우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83

Pollack(1998)은 이런 문화에서 크면서 남자아이들은 슬픔이나 약한 모습은 표현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쉽게 흥분하고 화를 잘 내는 소년이 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쉽게 슬픔을 느끼고
표현하는 남자아이들은 고립되거나 우울해지고 자살처럼 극단적인 길로 빠지기도 한다고 주장
하며, 그는 ‘화를 내는 소년의 허장성세 이면에는 슬픔이나 상처받기 쉬운 감정이 동전의 양
면처럼 존재한다”고 설명한다. 특히 Pollack(1998)은 초등학교 취학기가 소년이 정신적 외상
을 가장 많이 받는 시기라고 강조한다. 이때 아이들은 의지해 왔던 어머니로부터 멀어지면서
큰 고립감을 느끼지만 ’사내‘가 되기를 원하는 주변의 분위기 때문에 약한 감정을 드러내지
못한다. 그러나 소년이라 하더라도 어머니의 사랑은 아무리 많이 받아도 지나치지 않으며 오
히려 어머니와 강하게 결합되어 있는 아이일수록 이후 성공적인 삶을 살며, 정서적으로도 건
강하다는 사실이 다수의 연구에서 보고된 바 있다(e.g., Greger et al., 2017). 다른 연구자들
도 특히 보이코드의 네 번째가 정서의 억압과 관련되며, 이것이 더 심각한 문제를 행동화하도
록 하여 분노, 적개심, 공격성 뿐만 아니라 알코올과 마약 등의 사용 및 중독을 더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Jakupcak, Tull, & Roemer, 2005; Monk & Ricciardelli, 2003).
진화심리학적 입장에서 ‘A Fine Young Man’과 ‘The Minds of Boys: Saving Our Sons
from Falling Behind in School and Life’의 저자인 Gurian(1998)은 ‘남자는 정서적으로
본래 불안정하다’는 이론을 주장하였다. 그는 수만 년 동안 사냥꾼으로 진화하면서 남자에게
중요한 것은 공격하고 문제를 빨리 푸는 능력이었지, 채집이나 육아를 맡은 여자들처럼 정서
적인 데이터를 다루도록 뇌가 무장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 사회는 사냥꾼을 요구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런 행동 특성과 변화된 환경 사이의 모순을 풀 수 있도록 남자 아이들
을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또한, 그는 여성이 대부분인 교사들이 자신들이 배

운 대로만 가르치기 때문에 대다수 학교는 여학생에게 유리하다고 보았다. 그는 학습장애 진
단을 받은 아동의 70%가 남아이며,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남학생 수가 압도적으로 많
고, 고등학교 중퇴자의 80%가 남성인 점도 그 이유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교육상의 성
격차를 메우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교수법을 바꿔야 하는데, 예를 들면 남성은 여성에 비해 보
고 듣는 능력이 취약하므로 남학생 학급에선 조명을 보다 밝게 하고 큰 소리로 말해야 하고,
남학생들은 시각을 통해 더 많은 내용을 배우므로 교사들은 쓰기 수업 전에 먼저 내용을 도해
(diagrammatic chart or illustration)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뇌 연구가들이 자기공명영상장치(MRI)와 양전자방출단층촬영기(PET)를 활용하여 남성
과 여성의 뇌가 정보를 개발하고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한 결과, 여성의 전두엽 활동이
더 활발하고 뇌반구 사이의 연결성이 더 강하며 남성보다 일찍 성숙하는 ‘언어중추’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avada

& Schultz, 2000; Schore, 2003).

또한 미국국립보건원(NIH)의

뇌발달 전문가인 Jay Giedd(2008)이 뇌를 스캐닝한 결과, 여학생은 열한 살이면 그 부위가 최
대 두께가 되고 그 후 10년 이상 계속 성숙하는 데 비해 남학생은 이 과정이 18개월 뒤늦게
진행되었으며 남학생이 두뇌를 이용하는 과정도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대해 연구자들은 남학생과 여학생 사이의 신경학·호르몬·인지능력상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학급 편성은 남학생들에게 불리하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심리학적 측면 뿐만 아니라 신경생물학적 측면에서 남자아이들의 발달과정을 고려한
다면 현재 초등학교 현장에서 남자아이들이 더 활동적이며 에너지가 넘치는 행동들에 대해 일
정 부분 이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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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젠더와 성격
가. 성격과 성역할
성격이란 한 개인의 독특한 행동과 사고 및 감정의 양상을 창조해 내는, 개인 내부의 심리·
신체적 체계의 역동적인 조직이다(Allport, 1961; Carver & Seheier, 2012). 우리는 다른 사
람의 성격에 대해 언급할 때, 그 성격 특성이 그 사람의 인생사에서 주기적으로 되풀이 되어
일관적으로 나타난다는 본다(Nettel, 2009). 특히 성격은 주관적 행복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변인이라고 할 수 있으며(Lucas,

2008; Steel et al., 2008) 특히 삶의 만족에 중요한 기여

하는 변인이다(Ilies & Judge, 2003; Steel et al., 2008; Stubbe et al., 2005). 1117개 연구
에 대한 메타분석결과, 성격이 주관적 행복을 39% 설명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Steel et al.,
2008).
한편, 성역할(gender role)은 생물학적인 성에 기초하여 한 사회와 문화 안에서 남성 또는
여성에게 적절한 것으로 기대되는 행동특성이라 할 수 있다(Pleck, 1981). 여성과 남성은 각
개인에게 적합한 특정한 성역할 행동을 통하여 사회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즉 개인은 성
역할 사회화(gender role socialization)를 통하여 여성성 혹은 남성성과 관련된 가치, 태도,
행동 등의 사회적 규준을 습득하고 내면화하며 이를 통합하게 된다(O'Neil, 1990). 일반적으로
성역할 성격특성 중 남성성(masculinity)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며, 경쟁적이고 성취지향적인
성격을 나타내며, 여성성(femininity)은 따뜻하고 민감하며 친절하고 의존적인 성격을 나타내
며, 성역할 특성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남성과 여성에게 매우 자연스럽고 바람직한 것으로 여
겨졌다(O'Neil & Egan, 1992).

가.

나. 성역할과 심리적 적응

성역할과 개인의 심리적 적응의 관계에 대한 입장은 크게 세 가지 관점을 중심으로 연구되
어왔다. 첫째, 전통적 일치모델(congruence model)은 성역할과 심리적 적응의 관계에 대한
가장 오래된 가정으로, 남성성과 여성성을 양극단을 가진 단일 차원의 개념이라고 보는 관점
이다. 이 관점에서는 남성은 남성적 특성을, 여성은 여성적 특성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고
심리적으로 적응을 잘하며 건강하다고 보았다(Marsh & Myers, 1986).
둘째, 양성성 모델(androgyny model)에서는 남녀의 구분된 성역할이 건강하다는 가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한 개인이 남성성과 여성성의 두 특성을 동시에 지닐 수 있다는 심리적 양
성성의 개념을 주장하였다. 양성성 모델의 대표적 학자인 Bem(1974)은 한 개인이 남성성과
여성성의 두 가지 특성을 모두 높은 수준으로 가질 수 있으며, 한 쪽 성역할 특성은 높게 또
다른 성역할 특성은 낮게 지닐 수도 있고, 두 가지 특성을 모두 낮은 수준으로 지닐 수도 있
다고 보고 이를 양성성, 남성성 혹은 여성성, 미분화된 성역할로 명명하였다. 양성성 모델에
동의하는 연구자들은 양성성을 가진 개인이 모든 행동 특성에서 융통성이 있으며 유능하며,
신체적․정신적으로 매우 건강하고 적응적이며, 삶의 만족도 수준도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Gale-Ross, Baird, & Towson, 2009; Lefkowitz & Zeldow, 2006).
특히, 선행연구에서는 양성적인 사람이 고정관념화된 성 역할 제한으로부터 자유롭고, 변화
하는 사회적 요구에 융통성 있게 반응할 수 있는 유능함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양성적인
사람은 성 유형화된 사람보다 더 광범위한 행동 목록을 가지므로 다양한 상황에 더 편안하게
대처할 수 있으며, 더 융통성 있게 행동하고, 더 효율적으로 세계를 다룰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상황이 요구하는 것에 부응하면서도 때로는 단호하기도 하고 때로는 온화할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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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의미한다. 또한 심리적으로 양성적인 여성은 주장이 뚜렷하고 자주적이며 인간미가 넘치
고 경우에 따라 의존도 한다. 이와 비슷하게 양성적인 남성은 애정이 충만하고 필요하면 같이
호흡하고 사랑하며 지배하고 독립적이며 상황에 따라 입장을 고수한다. 이처럼 양성적인 사람
은 넓은 범위의 능력을 가지고 경직된 성 역할에 구속되지 않고 다양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
처하는 데 자유롭다고 보고되었다(Kaplan & Sedney, 1980).
셋째, 남성성 모델(masculinity model)에서는 남녀 모두의 심리적 적응에 더 효율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남성성이라고 주장하였다(Whitley, 1984). 이 관점을 지지하는 연구자들은 남
성성이 자아실현 등 개인의 심리적 적응에 강한 예측 변인이며, 양성성이 심리적 적응과 관련
이 있는 것도 여성성보다 남성성 구인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라고 결론지었다(Long, 1986).
후속 연구들도 양성성이나 여성성보다는 남성성이 자존심이나 심리적 적응과 더 상관이 있음
을 보여주기도 했다(Ungeretal., 1992). 이는 아직까지 사회가 남성과 연결된 특성과 행동에
가치를 두므로 남성적인 사람들에게 더 이점이 있기 때문일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성 역할
정체감과 심리적 적응의 관련성을 살펴볼 때는 사회적·문화적 맥락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나.

1) 성역할과 자아존중감의 관계

자아존중감은 자신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혹은 자신을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고 인정하는지
에 대한 정도로(Rosenberg, 1965), 지금까지 가장 광범위하게 연구된 심리사회적 구인이며
삶의 거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다(Crocker & Park, 2004). 특히 자아
존중감의 수준은 개인의 대인관계성, 심리·신체적 행복, 개인적 성취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인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성역할과 관련하여 연구자들은 심리적 적응을 나타내는 지표 중
특히 자아존중감에 주의를 기울여왔다(Gaines, 2016).
먼저 전통적 일치모델에서는 여성의 경우 여성성이 높을수록 그리고 남성의 경우 남성성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고 보고하였다(Marsh & Myers, 1986). 그러나 남성성 모델의 연
구자들은 모든 성에서 오히려 남성성이 높은 자아존중감과 밀접하게 관련되며(Rose &
Montemayor, 1994) 남성성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더 높다고 보고하였다(Long, 1986).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에 대해 이들은 남성적 특성이 남녀 모두에게 사회에서 요구되는 특
성과 더 관련되기 때문에 개인의 자아존중감과 행복에 더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Sugihara & Katsurada, 2004).
한편 양성성 모델의 연구자들은 오히려 남성성과 여성성이 모두 높은 양성성을 가진 개인이
가장 높은 자아존중감을 느끼는 것으로 보고하였다(Cai & Song, 2008; Lu & Yuan, 2002).
그러나 다른 연구자들은 자신의 생물학적 성과 불일치한 성역할특성을 보유한 남녀가 오히려
부적응적이며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지는 반면, 양성성을 가진 개인이나 성과 일치된 성역할특
성을 보유한 개인이 더 적응적이며 자존감이 높다고 보고하기도 하였다(Orlofsky & Windle,
1978).

다.

2) 성역할과 우울의 관계

우울에 대한 스트레스 노출모델에서는 개인의 우울은 곧 스트레스가 되는 외부 생활사건에
의 노출과 관련된다고 보았다(Cole et al., 2006; Mash & Barkley, 2006). 이 모델에 따라
연구자들은 태어나면서 성역할사회화 과정에서 부여받은 성역할에 대한 요구가 외부 압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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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로 작용하여 정신건강에 부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Craighead & Green,
1988; Worell & Remer, 2003). 이와 관련하여 Seligman(1975)은 남성성의 부족과 높은 여
성성을 가진 상태가 우울에 취약함을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 Craighead와 Green(1988)은
남성성과 내재화문제(예. 우울)의 부적 상관을 보고하였으며, DeGregorio와 Carver(1980)도
남녀 모두 낮은 남성성을 가졌을 경우 우울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다른 연구자들은 양성성 집
단이 미분화성 집단에 비해 우울이 유의하게 낮으며(최건희 외, 2017), 남성성과 양성성이 낮
을수록 그리고 여성성이 높을수록 우울이 높고(김혜래, 2003) 양성성을 가진 경우가 여성성을
가지는 경우보다 우울이 낮다고 보고한 바 있다(Pidano & Tennen, 1985).

4. gender role과 gender role conflict
개인이 사회화과정에서 습득된 성역할(gender role)은 한 사회에서 개인에게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제한(restriction)을 가져올 수도 있다. 이에 몇몇 연구들은 성역할 사회화 과정
에서 긍정적인 특성으로 평가되어온 전통적인 남성성이 다양한 측면에서 심리적 고통과 스트
레스를 가져오는 현상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Zamarripa, Wampold, & Gregory, 2003).
즉, 남성은 논리적이고 주장적이며, 독립적이고 성취지향적인 성격을 지니도록 사회화되는데
이러한 성역할을 잘 이행하고 따르는 남성들은 많은 이점을 경험할 수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는 이러한 특성이 경쟁과 성공, 지위 또는 힘이라는 미명 하에 심각한 부적응을 초래할 수 있
다는 것이다.
즉 남성들은 스트레스 수준이 높고 감정 표현을 제한하며, 사회적 관계에서 친밀감 부족을
경험하고, 우울과 불안 등의 심리적 문제에 시달리는 등 심리적 문제를 경험할 수 있다(Good
& Mintz, 1990). 특히 성공과 성취 지향적인 남성들은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나약함의 표시
로 여기며 성공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정 표현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Cournoyer & Mahalik, 1995). 남성들은 감정 표현과 같은 특성이 인간적인 것
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두려워하고 수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O'Neil, 1981). 이에 대해 연
구자들은 남성의 경우 남성성에 대한 집착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성역할 사회화가 그들의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다고 보았다(Good et al., 1996).
이와 같이 성역할이 남성의 삶을 제한하고 구속하며, 심리적·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논의는

꾸준히

증가되어왔다(O’Neil,

1981).

성역할갈등(gender

role

conflict; GRC)은 이러한 성역할에 대한 집착이 어떻게 남성에게 심리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초래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성역할갈등(gender role conflict)은
성역할이 자신이나 타인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상태로, 성역할 사회화 과정에서
학습된 엄격하고 성차별적인 혹은 제한적인 성역할이 자신이나 타인에 대한 구속, 평가절하,
또는 침해를 초래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렇게 생애 초기부터 사회화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성역할이 부정적인 이유는 성역할괴리,
성역할역기능, 성역할외상의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다(Pleck, 1995). 첫째, 성역할 괴리
(gender-role discrepancy)란 개인이 성역할과 관련된 사회적 기대와 다른 행동을 할 때 경
험하는 갈등이다. 예를 들면, ‘과묵해야 한다’는 사회적 기대는 타인과 대화하는 것을 즐기는
남성에게는

불편한

정서를

경험하게

할

수

있다.

둘째,

성역할역기능(social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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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sfunctional character)은 개인이 내면화한 성역할이 그 자체로 사회적 적응에 부정적인
기능을 하는 경우와 관련된다. 예를 들면,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된다’는 사회적 기대를 충족시
키는 남성은 감정을 억압하고 자기방어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 외에도 Pleck(1995)은 성역할
이 부정적일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하여 성역할외상(male gender role trauma)이란 개
념을 소개하였다. 남성의 경우, 생의 초기에 모성으로부터 분리되는 과정이 더 엄격하여, 여성
성을 드러내는 것이 사회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남성의 여성적 행동에 대해서는
여성의 남성적 행동보다 더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지며 이런 과정들이 남성에게 심리적 외상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O'Neil(1981)은 성역할갈등이 심리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성역할갈등 척도
(Gender Role Conflict Scale; GRCS)를 개발하였고, 이후 동료들과 함께 성역할갈등이 성공·
권력·경쟁(Success, Power, and Competition; SPC), 감정억제(Restrictive Emotionality;
RE), 남성 간 애정행동억제(Restricted Affection Between Men; RABM), 일과 가족 간 갈등
(Conflict Between Work and Family; CBWF)의 네 개의 요인으로 구성된다고 주장하였다.
성공·권력·경쟁(SPC) 요인은 힘과 경쟁을 통해 추구되는 성공에 대한 개인적 태도를 나타내
며, 감정억제(RE)는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고 기본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를 찾
는데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남성 간 애정행동억제(RABM)는 남성이 자신의 감
정과 생각을 다른 남성에게 드러내지 못하고 신체 접촉을 어려워하는 것을 의미하며, 마지막
으로 일과 가족 간 갈등(CBWF) 요인은 일과 가족 관계의 균형이 깨어지고 건강 문제, 과로와
스트레스, 휴식과 여가의 부족 등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5. GRC와 부적응 문제
성역할갈등은 특정 사회에서 지배적인 남성적 이데올로기(ideology)와 여성성에 대한 공포
(fear of femininity)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한다(O'Neil, 1982). 남성적 이데올로기(ideology)
즉 헤게모니적 남성성은 특정한 사회와 문화에서 지배적인 남성적 특성을 의미하며 사회에서
‘남성다운 것’으로 평가되는 것들을 나타낸다(Connell, 2005).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특히 남
성의 경우 여성성을 드러내는 것이 사회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남성의 여성적 행
동에 대해서 더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지며, 따라서 남성들은 여성성에 대한 공포를 경험하며
남성적 이데올로기 혹은 헤게모니적 남성성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보이게 된다. 이러한 과정
에서 남성들은 성역할에 대한 긴장을 경험하며 심리적 고통과 스트레스 등 부정적 경험 상태
에 놓이게 되는데, 이와 같은 부정적 심리 상태가 남성 성역할갈등인 것이다.
Pleck(1995)의 성역할긴장 패러다임(Gender Role Strain Paradigm)에서는 사회에서 규정
된 남성적 이데올로기는 보통의 남성들에게는 달성하기 쉬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사회화 과정
에서 남성 성역할에 순응하고자 과도하게 노력하는 남성들은 긴장과 정신적 외상(trauma) 등
심리적 부적응을 경험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남성 성역할은 그 자체로 개인에게 긍정적 영
향을 끼칠 수 있으나 순화되지 않은(unmitigated) 남성성을 내면화한 남성은 과도하게 경쟁적
이며 공격적이거나 또는 성취지향적인 삶을 살게 됨으로써 심리적 스트레스와 갈등 즉 성역할
갈등을 경험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선행연구들은 성역할갈등이 부정적 심리적 건강 변인과 정적인 관련성이 있으며, 긍정적 심
리적 건강 변인과는 부적인 관련성이 있음을 보고하였다(O'Neil, 2008). 다수의 연구에서는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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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갈등이 우울, 불안, 분노, 대인관계 문제, 적대적·공격적 행동 뿐만 아니라 폭력과 범죄,
자살 등 다양한 심리사회적 문제를 가져오며 자아존중감, 친밀감, 도움추구행동, 삶의 질 등과
는 부적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e.g., Nguyen et al., 2012; Pederson & Vogel,
2007). 국내 연구에서도 성역할갈등은 수치심, 우울, 공격성 등과 같은 변인들과 정적인 관계
를, 도움추구행동, 자아존중감, 결혼만족, 학업성취 등과는 부적인 관련성을 보이는 것으로 보
고된 바 있다(e.g., 하문선, 2013; 하문선, 김지현, 2013).
특히 연구자들은 성역할갈등이 높은 경우 우울 수준이 높고 자아존중감이 낮은 것으로 일관
되게 보고하여 왔다(e.g., Kilmartin, 2007; O'Neil, 2008). 이에 대해 연구자들은 사회화를
통하여 습득한 엄격하고 제한적인 성역할이 자신의 가치를 비하시키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힘과 성취를 얻기 위해 자신의 욕구를 제한할 경우 우울하며 자아존중감이 낮아질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e.g., 하문선, 2012). 특히 남성이 성역할 기준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사회에서
비난과 처벌 등 부정적 피드백을 받게 되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내면화하게 되
고 따라서 자아존중감이 낮아지는 결과가 나타난다고 보았다. 즉 연구자들은 성역할갈등과 성
역할긴장으로 인하여 자아존중감이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는 것이다(e.g., O'Neil,
1981).
또한 성역할갈등이론(O'Neil, 1981)은 우울 증상에 대한 함의를 가지고 있다(Shepard,
2002). 즉 전통적인 남성 성역할에 지나치게 순응한 결과 경험하게 되는 성역할갈등은 남성들
에게 인간으로서 누구나 느끼는 것(e.g., 슬픈 감정, 나약함)에 대한 표현을 제약하며 구속하
게 한다. 따라서 전통적 남성성 기준을 따르도록 사회화된 남성들 혹은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
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거나 여성다움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는 남성들은 우울 또는 위
장된 형태의 우울(e.g., 분노)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Shepard, 2002).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역할갈등은 여성성에 대한 공포와 순화되지 않은 지나친 남성성
과 관련되어 발생하며 특히 자아존중감과 우울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등 남성의 심리적 안
녕감을 저해함을 알 수 있다.

6.

Counseling Boys

생애 초기부터 소년들은 남성성에 대한 통념과 Boy code를 부지불식 주에 습득하게 되면
서 사회화되었고, 취학과 더불어 학교 사회에 진입하면서 많은 혼란과 갈등 즉 성역할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많은 규칙과 질서가 존재하는 학교 사회는 일반적으로 통제된 ‘여성다움’을 더
‘바람직한 행동’ 여기고, 뛰고 달리고 활동적인 ‘남성다움’을 ‘부적응적 행동’으로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 토론 2 >
남성에 대한 사회적 통념을 요구받으면서 성장해 온 소년들에게 학교와 교사들은 갑자기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소년들에게 그들의 에너지를 발산할 기회와 공간을 얼마나 허용하고 있는가?
학교사회의 기준으로 소년들에게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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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들 소년들을 어떻게 상담해야 하며 어떻게 도와주어야 하는가? 초등학교 현장에
서 교사들은 소년들에게 어떻게 효과적인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까?
오래 전부터 Pollack(1998)은 ‘액션토크(Action Talk)’를 강조해왔다. 소년들에게는 함께 어
떤 활동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우선 소년이 아무도 조롱하지
않는다고 느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찾아라. 둘째는 함께 즐길 수 있는 게임을 찾아라. 장
기든 농구든 어떤 것이든 좋다. 놀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요즘 기분이 어떤지 질문해 보
아라. ‘어제부터 조용한데 무슨 일이 있는 거니?’라고 물을 수도 있다.”고 보았다. 이와 유사
하게 다른 학자들도 소년들이 서로 뒤엉켜서 레슬링을 하듯이 마구 힘을 쓰고 힘자랑을 하는
것, 신체놀이 흔히 R&T(rough-and-tumble)가 언뜻 공격적인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서로를
뭉치게 하고 친밀하게 하며 협동을 기르는 데 효과적이라고 보고하였다(Pellegrini, 2007;
Tannen, 2007).
소년들은 초등학급 내에서 다양한 놀이 활동 및 게임, 신체활동을 통해 그들이 가진 에너지
를 발산할 기회를 가지게 된다. 소녀와 달리 소년들은 Action talk를 통해 마음을 열고 말을
하고 정서를 공유하며 그 후 더 쉽게 학습할 수 있는 태도와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다. 따라
서 학교현장에서는 소년들이 자유롭게 놀이할 수 있는 R&T 시간을 제공하거나 축구, 농구 등
을 통해 자신의 에너지를 충분히 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교실 내에서도 다양한
게임 등 Action Talk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충분히 표출하고 자기 조절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특히 소년들을 위한 상담 개입 방법으로 Kiselica 등(2007)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첫째, Activities이다. 체스, 슛놀이, 음악듣기 등은 상담시 자주 사용되는 시작 활동으
로, ‘느낌 공유하기’ 보다는 ‘활동하기’가 소년들의 특성은 더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Activities를 통해 소년들은 더 친밀해지고 안정적이 된다. 학교나 상담실 가까운 곳에서 함께
걷는 것이 말로 하는 상담보다 더 활발한 상호작용을 이끌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Attention과 genuineness이다. 소년들은 타인의 말을 듣는 것보다 오히려 자신의 관점을 들
어주기 원하고, 심각한 질문을 할 때 오히려 침묵하는 경향이 있으며, 타인의 진정성 없는 말
들을 쉽게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따라서 그들과 보다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
이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하며 그 이야기에 공감해주며 일관성을 가지고 반응해
주어야 한다. 셋째, Normalizing이다. 소년들에게 갈등과 스트레스로 경험되는 것 중의 하나
는 ‘남성성에 대해 나는 과연 정상인가?’에 대한 물음이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 정중하게 답해
주는 것이 그들을 안정시킬 수 있다. 소년들이 다른 소년들도 자신의 ‘남자다움’에 유사한 의
문을 가지고 있으며 갈등한다는 것을 아는 것은 자신의 불확실성을 탐색하고 개방하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Strengths이다. 소년들은 자신에 대해 ‘가능성이 없다’,
‘기대 안 한다’ 등의 비난의 목소리를 듣기보다 힘, 성취, 목표 등에 대해 작은 것이라도 피드
백 받을 때 힘을 얻는다. 특히 그들은
그 외에도 학교는 소년들에게 유머를 사용할 기회, 웃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야 한
다. 왜냐하면 학교는 아이들에게 크게 웃지 못하게 하고 ‘미소만 짓고’ 조용한 분위기만을 조
성하려고 한다. 유머는 소년들에게 친밀감을 형성하는 하나의 매개체이며, 소년들은 유머를
통해 관심을 표현하고 긴장과 스트레스를 줄이며 우정을 만들어 간다. 교사 또한 스스로 유머
를 사용하여 소년들과의 친밀감을 형성하도록 노력할 수 있다. 또한, 학급 아이들이 함께 학
급 규칙을 만든 것이 좋다. 이미 정해진 통제 내에 들어가는 것은 소년들을 참을 수 없게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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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며 동참할 의욕을 떨어지게 한다. 학급 회의를 통해 함께 만들어가는 ‘자기주도적 학급 규
칙’에 소년들은 책임감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에너지를 발휘할 것이다.

7. 나가는 말: ‘소년들’의 그 후 이야기
현석의 경우, 부모님의 직장 관계로 어린 나이에 부모님과 떨어져 외조부모와 살고 있었는데 외조부모
와 외삼촌의 엄격한 ‘관리’로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다. 외삼촌은 ‘남자는 울지 말아야 한다.’,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되고 씩씩하게 생활해야 부모님이 기뻐하신다.’하며 자주 야단을 치셨던 것이다. 부
모님과 떨어져 큰 고립감과 정서적 슬픔이나 상처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을 터인데, ‘남자다워야 한다’는 이
유로 억누르고 있다가 학교에서 오히려 또래들에게 표출했던 것이다.
자신에 대한 인식이 싹트기 시작한 현석은 집단 독서 활동에서 자신의 처지와 비슷한 주인공의 이야기
를 통해 자신의 슬픈 감정을 표현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교사와 친구들에게 이해받음을 느끼고
많이 편안해졌다. 무엇보다 현석이의 못다 표출된 에너지는 운동장에서의 ‘자유놀이 시간’, ‘스포츠 활동’
등을 통해 충분히 해결된 듯이 보였다. 이 시간만큼은 현석에게 에너지를 맘껏 펼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이다.
종규의 경우, 부모님이 남자아이니까 그 정도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냥 방관하셨다
는 이다. 그렇게 ‘자유분방’하게 생활하다가 학령기가 된 종규가 학교생활에서 규칙을 잘 지키며 질서있게
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이 어쩌면 더 큰 무리일 것이다. 그렇게 일찍부터 ‘낙인된’ 소년이 앞으로 학교에서
얼마나 부적응적일지 생각해 보라. 종규의 경우는, 가정과 학교의 협조체제와 부모님의 인식 전환이 중요
했으며, 특히 학령초기인 만큼 담임교사와의 따뜻한 관계를 통해 행동의 변화가 시작되었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와 상담자는 소년들의 학습된 ‘보이코드’와 ‘성역할사회화’에 대한 이해
를 통해 그들을 진정으로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들이 어떠한 성장 과정을 거쳤는
지, 지금 어떤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지, 어떠한 강요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금의 심리
상태는 어떤지에 대해 보다 이해하는 입장을 가진다면 소년은 ‘자신의 편’을 얻은 든든함으로
문제 행동을 서서히 줄일 것이다. 무엇보다도 소년의 특성에 따른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이 진정 ‘차별’없는 교육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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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의 의미와 직업가치 및 직업윤리
안이환
부산교육대학교
들어가며
이 연구는 직업윤리라는 포괄적인 범주 속에 직업가치를 포함시켜서 저술하거나 다루고 있
는 일부 학자들의 견해에 대한 저변 논리를 탐색해보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직업윤리는 방
대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모두 언급하기는 어렵다. 유사한 속성이 많다고 해서 모든 것을
모두 직업윤리라는 울타리 속에서 취급해서도 안된다. 이런 이유로 이 논문에서는 일이 갖
는 다양한 의미와 목적(Ⅰ), 직업가치의 여러 가지 속성과 지금까지 연구된 내용(Ⅱ), 그리
고 직업윤리에서 중시되는 내용들(Ⅲ)을 전체적인 입장에서 간략하게 훑어봄으로써 학자들
의 주장과 논리적 정당성을 살펴보기로 하였다.

Ⅰ. 일의 정의와 목적
1. 일의 의미구조에 대한 이론
일의 의미 구조를 사회과학적 주제에 기반하여 설명한 마르크스와 쉘러의 견해 및 철학적
입장에 근거한 홉스(Hobbes)의 주장을 살펴 보기로 한다. 일의 문제를 사회과학적 주제의
핵심으로 부각시킨 사람들 중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사람은 잘 알려진 마르크스(Marx)
이다. 그는 한편으로는 헤겔(Hegel)의 정신현상학에서 나타난 노동개념으로 부터, 다른 한
편으로는 영국의 고전적 정치경제학자들의 노동가치설로 부터 큰 영향을 받았다.
루카치(Lukes)의 분석에 따른 마르크스의 노동에 대한 개념은, 1)노동은 그 본질에 있어서
인간과 자연 간의 하나의 상호관계이다. 2)노동은 이중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즉, 그것은
목표라고 하는 목적론적인 성격과 수단이라고 하는 인과적인 성격을 갖는다. 이러한 근거에
서 볼 때, 과거의 기계론적 유물론의 방향과 이상주의적 방향에서의 노동관은 거부된다. 3)
노동과정에서는 의식이 단순히 생물학적인 본능을 지배한다. 즉, 자신의 감정을 의식적으로
지배하라고 강요한다. 4)노동과정에서의 목적론적인 목표는 가치문제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
다. 즉, 인간에게 가치 있는 목표가 설정되고 노동과정을 통해서 실현되면 인간은 사용가치
를 획득하게 된다. 5)비록 경제가 존재론적으로 일차적인 기능을 갖지만 이것이 결코 가치
의 위계서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 같은 의미의 인간노동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
동의 소외 혹은 노동의 상품화라고 하는 왜곡된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지적이 마르크스
의 주된 자본주의 비판론을 형성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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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자인 쉘러(Scheler)도 일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였다. 일은 독립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일의 사회적인 유용성을 전면에 내세우는 마르크스의 노동개념에 내
포되어 있는 가치, 윤리적 요소의 한계성 내지는 상대성을 지적하고 일의 개념을 보다 넓은
의미의 맥락속에 위치시키고자 하였다. 이러한 개념시도를 통해서 쉘러는 특정한 일을 수행
하고 있는 이들이 그 일을 수행하고 있지 않는 시간에도 가족, 조직체, 국가, 교회 등과 같
은 목표체계들의 결정에 함께 참여해서 상호작용을 해야 할 책임을 공유하고 있다고 주장한
다(강수택, 1991).
철학자 홉스(2009)는 저서 「리바이어던(Leviathan)」에서 ‘인간은 인간에게 늑대’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신의 이익과 안전에만 관심이 있고 타인에 대해
서는 공격적이고 약탈적이라는 것이다. 역설적으로 현대 경제학의 원조인 아담스미스
(Smith)는 이러한 이기적인 인간의 본성이 시장 경제의 원동력이 된다고 주장한다. 사람들
은 이기적으로 돈만 많이 벌면 행복할 것이라고 착각하는데 다행히도 그런 착각이 시장경제
를 활성화시키고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므로 이기심과 함께 이타성도
갖고 있으므로 우리 모두의 공동체가 성립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인간의 본성적인 관점에
서 일의 성질을 이해한다면 마르크스 이론의 대안은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할 것으로 판단
된다.
2. 일의 의미
인간의 생활과정은 일종의 활동체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이란 인간의 활동체계 자
체라고 말할 수도 있다. 일은 인간의 활동체계를 뜻하기 때문에, 그 기초 범주는 역시 노동
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은 의식을 가진 존재로서 자신의 현실적인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
여 필요하고 유용한 자원을 얻으려고 힘쓴다. 이렇게 볼 때 인간은 일을 통하여 역사적 인
간이 되며, 개인은 일을 통하여 사회적 개인이 된다. 즉, 인간의 본성은 일을 통하여 역사
성과 사회성을 갖추게 된다. 이런 점에서 일이 갖는 내ㆍ외재적 측면, 여가적 측면, 교육적
측면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일의 내ㆍ외재적 측면이다.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일(work)이라는 단어는 인간
활동에 매우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용어다. 이 단어의 어원은 10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서 고
대 영어의 명사 ‘woerc’와 동사‘wyrcan’으로부터 파생된다. 오늘날에는 그 의미가 쇠퇴
했지만 고대 영어에서 일은 한 개인의 일반적인 행동, 실행하는 것, 행위라고 정의되었다.
경제학자들에 의하면 일은 자신이나 타인에게 가치 있는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기 위한 활동
을 의미한다. 일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노력을 투입하는 행위라고 정의 내릴 수
있다. 이 점에서 일은 우연적인 행동과는 차별화되며, 단순 놀이 활동과도 구분된다. 현대
사회에서 일은 대부분 금전과 교환되는 고용을 의미하며, 일이 갖는 의미는, 일이 사회 속
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사회적 신념에 의하여 그 가치가 매겨진다(김승호, 2017b). 일의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재적 측면이라고 한다면, 일의 외재적 측면이란 일 그 자체,
또는 일의 내부 과정보다는 일 밖에 있는 것들, 예를 들면, 일의 결과로서의 산물, 일의 파
급 효과, 일의 유용성, 일에 대한 보상이나 칭송 등과 같은 것을 가리킨다.
양자는 개념적으로는 구분되지만 사실상 서로 분리될 수 없다. 일의 내재적 측면은 일의
외재적 측면의 이면(裏面)이다. 인간은 일생 동안 수많은 일을 하고 살아가며 또 그 가운데
서 스스로의 존재 자체를 형성하게 된다. 요컨대, 일의 내재적 측면에서 보면 일은 곧 인간
이 자기 스스로를 실현하는 과정이다. 인간은 일을 통하여 자신의 삶을 만들고 일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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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본성을 획득하며 더 나아가 자신을 만들어 간다. 일의 목적을 5가지로 분류한
Krznaric(2013)은 첫째, 돈을 버는 것, 둘째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는 것, 셋째 더 나은 세
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 넷째 열정을 따르는 것 다섯째, 재능을 활용하는 것으로 보았
다. 이런 정의는 일의 내·외재적 관점을 잘 설명한 주장이라고 판단된다.
둘째, 일의 묵시적 측면이다.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기술을 익히는 데에는 서로 다른 두
가지 과정이 있다. 그 하나는 보조식(補助識, subsidiary awareness)이고, 다른 하나는 초
점식(焦點識, focal awareness)이다. 초점식은 어떤 활동을 수행할 때 당사자가 활동에 숙
달되거나 몰입하여 활동이나 그 활동의 대상이 되는 것과 혼연일체가 되어 있는 경우를 말
하며, 보조식은 초점식 총체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세부 요소들이기는 하지
만 초점식이 활용되는 순간에는 좀처럼 의식이 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요리를 예로 들
면, 지금 막 능숙하게 자유자재로 요리를 할 때 활용되는 능력이 초점식이라면, 초점식 이
전에 이미 몸에 내면화하고 있던, 좋은 요리 재료를 고르는 방법에 대한 이해, 재료를 잘
다듬을 줄 아는 것, 재료를 넣는 순서에 대한 지식 등이 보조식에 해당한다. 한편, 초점식
은 보조식의 특수한 세부 요소들이 통합되어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이지만, 그 통합된 결과는
보조식의 세부 요소들에 들어 있지 않은 속성을 지닌다. 따라서 그것을 뒤에서 가능하게 해
준 보조식으로 환원시켜 초점식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설사 보조식의
세부 요소들을 망라한 후에 각각으로 분리하여 열거할 수 있을지라도, 그 일단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 비통합적으로 주의를 주는 순간 그것들은 그것들이 가져오는 통합적인 의미
를 상실하고 비교적 의미 없는 것이 되고 만다. 우리가 일의 성사 과정에 대하여 말로 설명
할 수 있는 것보다 그렇지 못한 영역이 일의 성립에 있어서 보다 중요한 작용을 한다(김승
호, 2017b). 굳이 비유하자면, 일의 성립에 있어서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수면 위 빙산
의 일각이라면 그렇지 못한 영역은 수면 아래 보이지 않는 빙산 전체에 해당한다.
셋째, 일의 여가적 측면이다. 진정한 여가(schole)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한 관조적 삶
(vita contemplativa)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일과 사실상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
다. 요컨대 여가는 총체로서의 세계를 보는 충만하고 완전한 인간성의 온상(溫床)이다. 여
가로 말미암아 인간은 오로지 기능인, 전문가, 노동자로 전락하는 것으로 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 가능해 진다. 그러나 현대로 오면서 온전한 일에서 일적인 측면 또는 일의 비중만 강
조됨에 따라서 일의 여가적 측면은 지나치게 폄하되거나 훼손되어 왔다. 그러나 분명히 말
하면, 여가의 측면이 결여된 일은 이미 제대로 된 일이 아니다. 여가의 핵심 의미 요소인
관조(contemplation)는 단순히 바깥 세계를 바라본다는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자아의 성장을 이룩하는 것을 포함하며, 더 나아가서는 그 관조 속에서 인간 이상의 것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
넷째, 일의 교육적 측면이다. 마르크스는 일을 통하여 자신의 모든 능력의 전면적 계발을
성취하는 것이 모든 인간의 사명이자 운명이요, 또한 과업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결국 일
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한 경제적 목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과 관련하여 자신의 지성과 재
능을 계발하는 데 있다. 인간이 일하는 오직 한 가지 이유가 그의 신체를 유지하는 것, 즉
의식주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야말로 인간의 존엄성을 더럽히는 망상에
불과하다(Fröbel, 1887). 인간은 자신의 일을 하는 동안 내내 인간으로서 존재해야 하고 또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하며, 그 궁극적인 끝인 완전한 자아의 실현, 곧 전인(whole man)에
도달해야 한다. 일이 이런 목적에 이바지 하는데 이것이 일의 교육적 측면이다. 듀이
(Dewey)가 일은 유목적적인 활동이다 라고 했을 때 유목적적인 활동은 결코 외적 결과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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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일 자체의 추진 논리가 있다는 뜻이다. 듀이에 의하면, 어떤
일을 순수하게 하다보면 예견된 목적이 생기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강구되며, 그
리하여 예견된 목적이 달성되면 그것이 또 수단이 되어 또 다른 예견된 목적을 위하여 기여
하게 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일 자체의 힘에 따라서 활동을 계속 하다보면 행위자의 내면에
서 끊임 없는 성장이 이루어지게 된다(김승호, 2017a). 따라서 전인적 측면이 빠져나간 일
은 이미 온전한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노동의 의미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별견
하는 것이며, 노동의 의미는 찾지 않으면 발견할 수 없다(Pattakos, 2012).
지금까지 서술된 일의 다양한 의미를 인류학자와 역사학자들의 견해를 빌어서 정리해보
자. 그들에 의하면 일은 생존을 위해 그리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인간이 노력하여
얻어낸 문명의 도구하고 본다. 이러한 일의 다양한 목적을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인 측면
에서 분류하여 설명하면 표 1과 같다(안이환, 2013). 일의 내ㆍ외재적 측면은 경제적, 사회
적 측면과 유사성이 높으며 심리적 측면은 여가적, 교육적 측면의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 일이 주는 다양한 목적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됨
‧ 소원이나 욕구를 만족시킴

‧ 친구를 사귈 수 있음

‧ 자긍심을 부여해줌

‧ 물리적인 재산의 획득

‧ 인간관계를 맺게 해 줌

‧ 정체감을 형성시켜줌

‧ 미래의 예기치 않은 사건에 대한

‧ 직장과 가족에게 사회적지위를

‧ 질서와 안정감을 느낌

대비
‧ 투자나 지연만족을 주는 유동자산
‧ 상품과 서비스 등의 구매 가능
‧ 개인적인 성공의 증거
‧ 여가 생활 등을 즐길 수 있음

부여
‧ 타인들로부터 가치 있는 존재로
지각됨
‧ 타인들로부터 필요한 존재로 지
각됨

‧ 기대감과 신뢰감의 형성
‧ 숙달과 유능감을 느낌
‧ 자기효능감을 느낌
‧ 참여를 높임
‧ 개인적 평가

‧ 책임감

Ⅱ. 일과 직업가치
1. 직업가치의 정의와 유형
가치는 욕구의 인지적 표상물로서 개인의 중요한 기본 신념이다. 개인마다 신성하게 간직
하고 있는 이 가치는 곧 동기의 원천이자 개인적인 충족의 근거가 된다. 물적 대상이든 심
적 대상이든 간에 개인에게 긍정적 유인가가 높은 것은 강력한 접근행동을 유발하며, 부정
적 유인가가 높은 것은 회피행동을 유발한다(Rokeach, 1979). 직업장면에서 주로 관심의 대
상이 되는 부분은 긍정적인 유인가와 부정적인 유인가가 함께 공존할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있다. 또한 직업가치는 공식적으로 측정이 어려워 흥미검사의 수준만큼 체
계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다양한 질문지(inventories)나 체크리스트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Ginzberg(1952)는 직업에 대한 가치를 내재적 형태(직업활동 자체), 외재적 형태(경제 및
위신), 부수적 형태(사회적, 환경적 가치)로 구분하였다. Super(1962)는 이타성, 창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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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성, 지적자극, 심미성, 성취, 관리 등을 내재적 영역으로 보았으며, 생활방식, 안정성,
위신, 보수 등을 외재적 영역으로 간주하였다. 이 밖에 Rokeach(1973)는 인간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궁극적 가치(terminal values)와 궁극적 가치를 추구하는 데 수단이 되는 도구
적 가치(instrumental values)로 크게 구분하였다. 한국의 백영균(1980)은 내발적 측면으로
봉사성, 이론성, 자아표현, 만족, 흥미, 독립을 간주하였다. 외발적 측면으로는 보수, 명
예, 안정성, 권력, 생활양식, 상향성 등과 같은 12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학자
들의 견해를 종합해 볼 때 외재적 가치와 내재적 가치로 크게 구분된다. 외재적 가치는 경
제적인 도구, 권력추구, 개인주의와 사회인식을 중시하는 등 직업을 도구적 가치로 보는 측
면이다. 반면에 내재적 가치는 자기능력을 발휘하고 사회에 헌신하며 인간관계를 중시하고
이상을 추구하며 직업을 통하여 자기를 표현하고자 하는 직업 그 자체에 가치를 두는 것이
다(김병숙 외, 1999).
직업가치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수행되면서 직업가치 요인도 더욱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차원에서 규명되고 있다(Marini et al., 1996). 예컨대 내적보상과 외적보상으로만 분류되
던 직업가치는 타인을 돕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중시하는 ‘이타적 보상’, 많은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고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기회에 의미를 두는 ‘사회적 보상’,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여유 시간을 남겨둘 수 있고 관리 감독으로부터 자유로우며 천천히 일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그리고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해주는 직업인지의 여부를 중시하는
‘여가와 안정성에 대한 보상’ 등으로 세분화되고 있다.
2.직업가치 검사와 상담
직업가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속성이 강해서 안정성이 매우 약하다. 그렇지만
초년기와 성인기의 진로개발 연구에서 가치와 행동간의 관계성에 대한 연구 때문에 중요하
다. 직업가치는 직업만족도와 관련지어 연구되는데 직업만족도가 직업가치를 결정한다는 연
구결과도 나타나고 있다.
직업가치를 측정하는 척도를 살펴보면, Rokeach의 가치척도(Value Survey: VS)는 36개의
삶의 가치를 정의하였고, Braithewaite와 Law(1985)는 VS에서 14개를 줄여야 한다고 보았
다.

Super(1970)는

14개의

직업가치검사(Work

Value

Inventory:

WVI)를

개발했으며,

Bolton(1980)은 6개의 가치목록을 6개의 2차 요인으로 묶어서 사람들의 직업동기를 상위요
인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외에도 Lofquist와 Dawis(1978)는 미네소타 직업
가치 질문지(Minnesota Importance Questionnaire: MIQ)를 요인분석하여 6개의 가치요인 구
조가 타당하다고 보았다. Macnab와 Fitzsimmons(1987)는 VS, WVI, MIQ, 직업양상선호척도
(Work Aspects Preference Scale)의 4가지가 비슷한 요인을 측정한다고 주장하였다. Crace
와 Brown(1996)이 개발한 생애가치검사(Life Value Inventory)도 14개의 생애가치를 도출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와 같이 다양한 학자들의 가치척도를 종합해 보면, 인간이 직업에 대
해 갖는 가치의 총계는 8-20개 정도로 판단할 수 있다(박종원 등, 2011).
상담장면에서는 직업가치를 여러 개 제시하고 순서대로 나열하게 하는 직업가치항목표의
사용, 다양한 직업가치를 읽어보고 긍정적으로 생각되는 항목들을 골라내게 한 다음에 자신
의 직업가치를 만들어보는 긍정적 가치항목표의 방법, 내담자들이 과거에 내렸던 의사결정
의 이유를 물어보고, 그 이유를 말하게 함으로써 내담자의 가치를 평가하게 하는 과거선택
의 회상기법, 저명 인사를 나열한 목록을 제시하고 자신이 되고 싶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고르게 하는 저명인사 가치평가법 등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직업가치를 확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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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도 사용되고 있다(전진수, 김완석, 2003). 이와 같이 직업가치를 알아보기 위한 다양한
검사와 상담방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직업가치 연구와 조사
1995년 인구센서스를 모집단으로 한 15세 이상의 전국국민을 대상으로 2650명을 표본조사
한 결과, 외재적 가치(4점에 평균 2.92; 경제적 수단, 사회인식 중시, 권력추구, 안정추구,
개인주의, 경제적 자립, 인정받기, 사회적 지위, 가족을 위해, 노후대책)와 내재적 가치(4
점에 평균 2.78; 자기능력, 이상주의, 자기표현, 사회헌신, 인간관계중심, 일 자체, 자아실
현, 삶의 의미, 사회구성원의 의무감, 인간관계 중시)로 구분했을 때, 외재적 가치의 일부
분이 부정되고 있어서 타인을 의식하는 체면과 겉치레의 영역과 관점이 부분적으로 개선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직도 경제적 관점이나 사회적 위신과 같은 외재적 가치
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직업을 통해 부와 권력추구의 경향성을 보여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 조사가 지금부터 15년전의 결과이므로 새로운 조사가 필요하
고 결과도 바뀔 것으로 예측되지만, 한국인은 권위주의, 형식중시, 직위지향 등에 대한 관
점이 바뀌어야 하며, 특히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의 단계에서 직업에 대하여 이상적인 신념을
갖도록 하는(내재적 가치) 교육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김병숙 등(1999)은 한국인이 갖추어
야 할 바람직한 직업의식으로 내재적 가치, 일지향과 사회활동 지향의 태도, 일의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인내주의, 직무몰입, 소명의식에 대한 새로운 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직장인들의 직장 행복요인으로 ㉠만족감 ㉡즐거움 ㉢가치가 있어야 하
는 것으로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만족감은 즐거움과 가치의 결과물이라고 보는 것이 타
당하기에 키워드는 결국 일에 대한 즐거움과 가치로 압축된다(이관춘, 2018). 일반적으로
직업에 대한 가치는 사회문화적인 영향이 많은 작용을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4. 초ㆍ중등학생의 직업가치
직업가치관은 초등학교 아동기에 구체화되기 시작하고 직업계획 및 만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일찍부터 고려하여야 하며, 미래의 진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직업에서 강조하는 직업흥미와 가치관은 강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
기 때문에 중요하다. 선행연구들은 직업가치관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
였지만, 직업포부 및 직업선택 분석과정의 일부분으로 다루거나 진로성숙의 하위요인으로
인식하여 측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진로성숙 관련 연구를 보더라도 진로성숙의 개념에 지식, 기능, 태
도 및 가치관과 관련한 요인을 포함시킴으로써 Crites(1978)의 연구에서 처럼 직업가치관을
진로성숙의 하위요인으로 인식하는 경향성이 있었다. 특히 초등학생 대상의 직업가치관 연
구가 부족한 첫 번째 이유는, 진로성숙을 개인의 발달과업에 따른 도달 정도라고 정의한
Super(1953)의 진로성숙 모형에 Crites(1978)가 능력과 태도를 주요 변인으로 추가하면서,
능력의 일부분을 차지하는 직업가치관이 진로성숙의 하위요인으로 인식되었던 경향 때문이
다. 두 번째 이유는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너무 빨리 가치관을 측정한다고 보는 국내
초등학교의 현장 상황에 대한 인식 때문이다. 하지만 성장 시기별 진로포부 발달단계 이론
을 제시한 Gottfredson(1981)에 의하면 너무 높거나 낮은 사회적 지위를 갖는 직업을 자신
의 가치체계에서 제외시키는 연령이 9~13세로 나타났으며, 초·중등 학생들의 내·외재 직
업가치의 변화를 연구한 이옥(1993)의 연구에서도 초등학생 시기를 직업가치관이 형성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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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로 보고 있다. 세 번째 이유는 초등학생을 위한 적절한 직업가치관 측정도구 자체가 존
재하지 않아 연구를 수행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국외의 경우 초등학생 5~6학년을 대상으로
한 직업가치관 측정도구(Fenner, 1972)가 있고, 국내의 경우 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가치관 측정도구(백영균, 1980;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1)가 있으며, 최근에는 컴퓨터
를 이용한 가치측정 도구들이 많이 나타났다. 또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직업가치관 측
정도구의 개발 연구(김남경, 정진철, 2018)가 진행되었다.
2004년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직업가치에 대한 한국청소년패널조사를 실시한 결과, 직
업에 대한 가치요인에서 부모의 학력 수준과 직업, 학생의 성별, 그들의 교육포부 수준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체적으로는 학생의 가정배경 변인보다 성별, 학
업성취, 학생의 교육포부 수준, 성역할 태도가 가치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김정숙, 2006). 이러한 조사결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가운데 부모의 교육수준 및 직업지위는 부모가 중시하는
직업가치와 연결되어 있으며, 이것이 자년들의 직업포부 및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부모의 지위가 높을수록 자녀들에게 자기주도성을 강조하는 반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부모일수록 사회에 대한 순응성과 적응을 가치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부모의 수준과 자
녀의 수준이 상응할 것으로 예견되었으며, 실제로 이러한 예측이 정확성을 가진 것으로 나
타났다. 둘째, 직업가치에 있어서의 성별 차이는 대학에서의 전공선택 및 직업선택에서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학생은 높은 지위와 보수를 주는 전공을 선택하지
만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개인적인 흥미를 중요시 한다. 또한 시장성이 약한 전공을 선택하
므로 이러한 차이가 임금의 격차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시사되고 있다. 남학생들
은 외적보상을 중시하지만 여학생들은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사회적보상과 남을 돕는 이타적
보상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패널조사의 결과는 서양의 청소년에 대한 연구내용
과 일치한다. 그러나 성별간에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도 많아지고 있다. 셋째, 직업가치에
영향을 주는 또다른 변인이 성역할(sex role) 사회화다. 성역할 태도는 남성과 여성에게 성
역할에 대한 상이한 가치를 내면화 시킴으로써 성별에 따른 직업선택의 정형화 현상을 유발
시킬 수 있다. Marini와 동료들(1996)에 의하면, 성역할 태도가 남성과 여성에게 상이한 직
업가치를 추구하게 하며, 직업성취에서의 성별 격차는 직업가치에서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넷째, 직업포부 수준이 직업가치와 동일하지는 않지만 직업가치가 직업
포부 수준의 근간이 되는 개념이라고 볼 때, 교육포부 수준이 직업가치 요인에 대한 선호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학업성취의 수준이 직업포부와 연결되어 있고, 직업에 따라 상
이한 수준의 능력과 자격이 요구되므로 학업성취는 직업가치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러한
예상이 실제적인 결과로 나타났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직업가치의 연구는 측정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는 일이
중요하다. 직업에 대한 내ㆍ외재적 가치에서 ‘이타적 보상’, ‘사회적 보상’, ‘여가와
안정성에 대한 보상’과 같은 세분화된 요인들이 현재 주목을 받고 있다. 따라서 직업가치
에 대한 측정 내용을 보다 현실화하고 정교화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국외의 선행연구들과
달리 한국적 맥락에서 각 직업가치 요인들은 독특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한국의
직업과 관련된 사회적 조건이 서구와는 상이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 적합한 직업가치
요인을 찾고 개발하여 이것을 바탕으로 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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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직업 윤리
1. 직업윤리의 개념과 분류
직업은 대체로 성인들이 경제적 소득 등을 위해서 수행하고 있는 일상적이고 생산적인 활
동이라고 개념을 정의할 수 있다. 현대사회로 오면서 직업은 직분으로서의 성격이 크게 강
조된다. 직분은 생계, 조직체, 그리고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 협동정신과 봉사정신을 강조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직업윤리라고 하면 직업 활동에서 부딪히는 윤리적
문제는 물론 직업에 대한 의식, 신념, 가치, 태도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인식한다. 그러
므로 넓은 의미로 해석할 때 직업윤리는 사회에서 직업이 차지하는 역할, 직업인의 행위 등
에 함축되어 있는 윤리 및 가치와 관련된 모든 주제를 포함한다(Bayles, 1995).
직업 윤리의 개념은 이를 정의하는 학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어떤 직업
을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행동 규범을 말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직업 윤리의 예
로, 정직·성실·책임·신의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치들은 모든 인간에게 일
반적으로 요구되는 윤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즉, 직업 윤리란 일반 윤리의 한 특수한 형태
이다. 따라서 직업 윤리와 일반 윤리를 서로 대립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되며, 두 윤리
가 상호 보완적 관계 속에서 잘 운영되게 하여야 한다. 이는 일반 윤리의 원칙을 바탕으로
삼고, 그 바탕 위에서 각 직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직업 윤리를 정립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일반 윤리에 어긋나는 직업 윤리는 옳은 규범이 아님을 내포하고 있다.
직업윤리를 하위 영역별로 구분한다면 우선 순위는 지역사회 윤리>직업윤리>개인윤리의
순서로 따라가야 한다. 왜냐하면 생명의 존엄성과 가치는 개인윤리나 직업윤리나 동일하지
만 그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한 방법이 경찰직이나 의료직 등 직업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
문이다. 또한, 우리는 직업 윤리를 크게 두 개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직업에 관계없이
모든 직업인에게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윤리와, 각 직업과 직무에 따라 특수하게 요구되는
윤리가 바로 그것이다. 전자를 직업 일반의 윤리, 후자를 직업별 윤리라 명명한다(이관춘,
2018).
직업 일반의 윤리란, 직업에 상관 없이 모든 사람들이 직업 활동을 하면서 이를 지키는
것이 사회적으로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일련의 행동 규범들을 말한다. 직업별 윤리가 직업
생활에서 외적인 규제로 나타나는 데 반해, 직업 일반의 윤리는 내적인 가치체계로서 나타
난다는 차이가 있다. 직업별 윤리란, 어떤 특수한 직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 이를 실행하지
않고는 그 직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그러한 덕성을 말한다. 근로자의 윤리, 기업가의
윤리, 법조인의 윤리가 그 예이다. 직업별 윤리에서 요구하는 특수성을 지나치게 강조한다
면 윤리적 상대주의나 회의주의로 빠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구분을 절대적인 것으
로 생각해서는 안되고, 두 윤리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2. 직업윤리의 기본 원칙과 전문직
직업윤리는 기본원칙으로 크게 사회적 책임, 규범준수, 전문성, 인간애와 연대의식의 4가
지 내용으로 분류할 수 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천직, 소명 의식, 사회적 책임
으로 자신의 능력과 역량에 따라 맡은 직분을 직업적 양심을 가지고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
을 말한다. 둘째, 각종 행동 강령이나 규범의 준수다. 이것은 단체 이익을 위해 조합이나
협회가 제정한 각종 행동 강령이나 규범을 준수하는 것이다. 셋째, 전문성으로 이것은 맡은
업무를 탁월하게 수행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을 지니는 것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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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막스 베버(Max Weber)는 자본주의의 특징으로 금욕주의적 직업윤리, 즉 직업의 천직
관과 전문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인간애와 연대 의식이다. 이것은 사람이 남과 더불
어 살아가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이 속해 있는 직업 공동체를 건강하게 가꾸어야 하
는 것을 뜻한다. 홍용희(1998)는 직업윤리의 기본 원칙으로 직업적인 양심과 정직성, 연대
의식과 타인에 대한 배려,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의 연마 및 장인정신, 직장과 가정에서의
원만한 인간관계, 인간애로 정리를 시도하였다.
현대사회는 점점 더 많은 직업들이 전문직화 되고 있다. 정보화사회를 대표하는 직업이
전문직이고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지고 일을 하는 직업의 종류와 전문직업인이 늘어
나고 있다. 지금까지 서술된 직업윤리의 기본 원칙이 가장 철저하게 요구되는 분야가 전문
직이다. 21세기를 ‘윤리의 시대(the era of ethics)’라고 지칭할 정도로 윤리를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국제 경제시장에서도 투명한 거래를 구축하려는
‘부패방지라운드’와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정부차원에서 부패척결 작업을 추진하는
‘윤리 인프라’ 구축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미 국제사회는 윤리와 준법, 절차적 정의
와 신뢰가 인프라로 구축된 사회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조성호, 2003). 선진국들은 윤리
와 준법, 절차적 정의와 신뢰가 인프라로 구축된 사회를 지향하고 있으며 이제는 이러한 사
회적 가치를 인프라로 갖추지 않고는 사회 기능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기대할 수 없으며 국
제사회로부터 외면 당할 수 밖에 없다.
전문직업인은 다른 어떤 직업인보다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가 요구된다. 그들이 가지고 있
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비윤리적으로 사용되었을 때 나타나는 사회적 파장과 결과는 매우
치명적이다. 그러므로 전문직업인의 윤리는 자율적으로 규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전문직
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노력도 있었지만 전문 직업인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의 이익
보다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사회는 다양한
기회 제공과 비용 및 전문지식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혜택을 제공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
다. 따라서 그들은 사회로 부터 받은 혜택을 전문지식과 기술을 통해 다시 사회에 환원할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현대사회에서 전문 직업인들이 누리는 높은 사회적
지위와 명예 및 그가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갖는 자율성은 사회 전체를 위해서 봉사하는
데 행사할 것이라는 전제에 근거해서 부여된다고 할 수 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직업윤리
에 대한 논의는 주로 기업윤리나 전문직업인의 윤리(professional ethics)가 핵심적인 부분
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이유는 위에서 서술한 내용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3. 바람직한 직업 윤리
플라톤(Platon)은 군인이 군인답고 목수가 목수다울 때에 덕(德)이 생겨난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서, 그는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맡은 바 직분에 따라 최선을 다하여 일하는 것을
바로 덕으로 파악한 것이다. 또한 베버는 금욕적인 프로테스탄티즘의 이념, 즉 신의 은총을
위해 끊임없이 일하고, 노동을 신에 대한 봉사로서 파악하며, 게으름과 태만을 모든 악의
근원으로 보아 항상 근면하며, 쾌락이나 자기만의 이익 추구를 철저히 배격하고 박애주의적
목적으로 기업의 이윤을 기꺼이 사용하는 태도를 금욕적 직업 윤리라고 하였다. 베버의 직
업윤리는 칼뱅적 프로테스탄티즘을 기초로 한 윤리이므로 기독교적인 전통이 없거나 약한
사회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 청교도 정신도 종교적인 구원의 목적이 있었
기 때문에 근면, 성실, 정직, 검약 등을 직업활동의 신조로 삼을 수 있었다. 그러므로 소명
의식에 입각한 직업윤리는 철저한 믿음과 신용을 생명으로 하였다. 이러한 금욕적 직업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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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합리적이고 자주적인 근대적 시민 사회의 윤리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난 기업 윤리는 서구와 같은 종교적인 배경이 없었는데도 불
구하고 금욕적인 직업 윤리의 정신을 그대로 본받은 대표적인 예라고 하겠다. 일본에 있어
서 기업 내의 모든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평등하다는 생각이 주류를 이루었고, 신용과 정직
성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였으며, 기업이 이를 잘 실천함으로써 대중들로 하여금 기업은 기
본적으로 사회에 유익한 존재라는 인식을 갖게 하였다. 이러한 인식과 지지를 통해 일본의
기업은 더욱 발전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때, 금욕적인 직업 윤리를 우리 나라의 전통과
현실에 맞게 변형시켜 적용하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직업 윤리를 정립하는 근본 원리라고
하겠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직업이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직업에 의
의와 가치를 부여해야 할 것이며, 모든 사람들은 소명 의식과 사명감 및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 직업에 임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자신의 직업을 인생의 도(道)와 서로 떼어
서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일을 통해 스스로의 인간됨을 완성시켜 나아가려고 했던 장인 정
신은 현대인들이 배우고 계승해 나가야 할 귀중한 직업윤리이다.

나가며
오늘날 서구사회의 종교적 소명은 많이 약화되었으며 따라서 금욕적인 윤리 또한 퇴색되
었다. 직업이 사회적 분업의 수행이라고 할 때, 직업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의 상호관계는
날로 증대하고 있다. 사회전체가 하나의 유기체이기 때문에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개인들은
유기체를 구성하는 세포에 해당되므로 세포(각 개인) 하나 하나가 부여된 역할과 기능을 충
실히 이행할 때 사회가 온전해진다는 ‘국가 유기체 이론’이나 ‘생물학적 이론’과 같은
폐쇄주의 전통사회에서는 직업의 세습과 전체주의적 직업관이 정당화되었다. 그러나 산업화
가 가속화되면서 인간의 능력은 기계화와 자동화로 대체되었고, 일에 대한 개인의 기여도
및 역할 분담이 약화되면서 인간소외가 나타났다. 이런 시기에 직업을 개인의 욕구를 충족
시키는 수단으로만 해석하여 이기주의적 직업관이 나타났다(홍용희, 1998). 이러한 이기적
인 직업관을 막기 위하여 직업윤리에 대한 중요성이 설득력을 얻게 되었다.
직업윤리는 특별한 것이 아니고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일반윤리를 직업에 적용한 용어
로 사용된다. 직업윤리를 구분하여 직업인에게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윤리를 ‘직업일반의
윤리’라고 부르며 내적인 가치 체계를 말한다. 그러므로 포괄적인 성질을 갖는다. 반면에,
각 직업과 직무에 따라 특수하게 요구되는 윤리를 ‘직업별 윤리’라고 부른다. 따라서 직
업별 윤리는 외적인 규제로 나타나며 직업일반의 윤리보다 협의의 성질을 갖는다. 일반적으
로 직업인의 태도와 자세를 설명할 때 사회에서 직업인이 차지하는 역할, 직업인의 행위 등
에 함축되어 있는 윤리와 가치를 중시한다. 이런 이유로 직업윤리와 직업가치는 동전의 양
면과 같은 성질을 갖는 측면이 있다.
이 논문에서 제시한 일의 의미와 구조, 일의 내·외재적 측면, 여가, 교육적 측면과 같이
일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와 관점들은 직업별 윤리보다 직업일반의 윤리
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영향력이 한 개인의 직업에 대한 가치형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직업윤리는 크게 일반적 윤리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성질을 갖는 반면에, 직업가치와 같은 요인들은 특정한 국가나 사회가
처하고 있는 사회문화적 환경이나 독특성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두 개념은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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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성을 공유한 상호 포함관계에 있을 수도 있지만 차별화된 개념으로 사용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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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BTQ(성소수자) 아동의 이해와 학교상담
정애경
경인교육대학교

본 발표에서는 LGBTQ 아동을 이해하고 적절한 학교상담 개입을 위하여 1) 주요 개념을
소개하고, 2) LGBT와 관련한 정신의학과 심리학의 역사를 살펴보며, 3) 정신건강 관련 이
론과 4)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조력하기 위한 학교 상담자로서 역량 발달 및 훈련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1. 기본 주요 개념 소개

본 발표에서는 성소수자, LGBTQ,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시스젠더 등 기본적인 개념을
소개하고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및 사례를 설명할 것이다. 또한 이성애중심주의/이성애정
상성, 미묘한 차별 등 LGBTQ 아동의 경험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주요 개념을 간략
하게 다룬다.
2. LGBT 정신의학과 심리학 역사

LGBT 진단 및 진단 철폐 등과 관련한 정신의학 및 상담심리 역사를 살펴보면서 LGBT
병리화에 대한 오해와 전환치료의 비과학성과 위해를 다룬다. 구체적으로, 과거 정신장애 진
단에서 동성애와 트랜스젠더가 어떻게 병리화/질병화되었으며, 어떠한 이유에서 제외되고,
현재 어떻게 언급되고 있는지를 배운다. 또한 전환치료의 위해에 대한 축적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전환치료를 실시하는 것이 상담자로서 중대한 윤리적 위반임을 최근 한국 및 외국
의 사례를 통해 설명한다.
3. LGBT 정신건강이론과 학교 상담 이슈

성소수자의 정신건강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소수자 스트레스 이론과 내재화된 편견을 소개
하며 (초등)학교상담에서의 이슈를 다룬다. 혐오표현, 괴롭힘과 왕따, 정신건강(자살사고/자
해) 등 관련 통계 및 사례를 다룬다.
4. 아동청소년 성정체성 발달을 조력하기 위한 학교 상담자 역량 발달 및 훈련 과제

아동/청소년 성정체성과 관련한 학교 상담자 역량을 다문화 역량 중 하나로 개념화하여
접근하며, 상담자 인식, 지식, 기술로 나누어 상담자 역량 발달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다루어본다. 구체적으로, 상담자의 자기 성찰 및 이해-종교적 신념과의 갈등, 상담윤리, 언
어사용, 학부모 교육/상담, LGBT 공동체 및 교육 자료, 수퍼비전 및 자문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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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기반 학교상담의 실제와 방향 :
성격강점 개입을 중심으로
김광수
서울교육대학교

우리의 삶의 실존에는 결함이나 문제나 약점, 고통과 같은 어두운 부분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며 기존 심리학은 이의 감소와 제거, 치료에 집중을 하였다. 긍정심리학은 인간의 어
둡고 부정적 측면에 지나치게 치우진 기존 심리학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하였지만 인간의
약점이나 결손, 문제, 고통을 무시하거나 간과하지 않는다. 다만 인간의 결손이나 약점을 감
소시키거나 해결한다고 해서 인간이 바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며 인간의 긍정적 특성이
발달하지 않으면 문제나 약점, 결손이 감소되었거나 해결된 것처럼 보여도 이후 재발되는
경우가 높다는 것을 발견하고 보다 근원적인 문제해결과 행복증진을 위해서 인간의 강점과
긍정적 발달 촉진에 주목하게 되었다. 요컨대, 긍정심리학은 인간의 부정적 측면, 증상, 문제,
약점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으며 약점이나 문제, 증상 등의 부정적 측면의 제거에만 멈추지 않고
문제의 제거를 넘어 개인을 그 이상의 상태로 나아가게 하여 행복한 삶으로 이끄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김광수, 2012).
긍정심리학은 인간의 행복에 대한 과학적 탐구를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한 여러 가지 실행 방
법을 탐구하고 제안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긍정 심리치료, 강점 기반 상담, 삶의 질 치료, 웰빙
치료, 강점 중심적 치료, 희망 치료, 긍정 심리코칭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권성만,
2019; Magyar-Moe, 2012). 행복과 안녕을 증진하는 다양한 접근과 방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이 모든 방안과 접근의 핵심은 각 개인이 갖고 있는 긍정적 자원과 강점을 발견하고 이를
최적으로 활용하도록 돕는 것에 있다. 오늘날 우리의 학교교육 현장은 교육의 본연의 목표인
학생과 교사를 포함하여 인간 모두의 행복 증진을 위한 교육과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요구하
고 있다(김광수, 2013, 2016; 김광수, 한선녀, 2015). 이러한 요구와 필요에 비추어볼 때, 인간의
다양한 증상이나 문제를 제거 극복하는 것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이에서 더 나아가 인간의 강
점과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계발하여 안녕과 행복 증진을 지향하는 긍정심리학 연구는 학교교육
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특히 긍정심리학 연구에서 행복을 증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의 하
나로 제시되는 성격강점의 이해, 발견 및 이를 다양한 장면(일과 놀이, 인간관계, 학업, 진로 및
문제해결)에 활용하는 방안은 학교교육 현장에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시사점을 주고 있어서 이에
주목하고 이를 실제적으로 적용하고 그 효과를 실증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구체적 연구가 진행되
고 있다(김광수, 2019).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강점 중에서 긍정심리학 성격강점에 초점을 두고 성격강점 기반 상담교
육의 실제로 성격강점 검사와 성격강점 카드 활용 상담교육 방안1)을 제시하고 놀이활용 성격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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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프로그램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리고 성격강점 활용 학교상담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방향에 대해서 제시하고자 한다.
1. 아동 성격강점 검사 활용 학교상담교육 : 진로상담을 중심으로

진로상담과 교육에서 진로관련 심리검사는 진로발달 정도를 평가하고 진로개입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특히 진로교육과 상담에서 심리검사의
실시와 해석은 진로개입의 효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개입방법의 하나로 진로발
달 촉진의 매개로도 활용될 수 있다(공윤정, 2015). 진로발달에 있어서 의미 있는 중요한 변
인인 대표강점을 인식하고 이의 중요성과 가치를 이해하고 소중히 여기며 자신의 다양한
삶의 영역, 특히 진로개발에 활용하도록 돕는 심리검사로 개발된 아동용 성격강점검사
(KICS, Korean I nventory of Character Strengths for Children)의 구성, 실시, 해석과 활용
을 살펴보고 진로교육 및 상담에의 활용방안과 유의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김광수 외,
2018)
가. 검사의 구성과 특징
우리나라 아동의 발달 특성과 사회문화적 차이를 고려하여 개발되고 타당화된 검사도구
인 KICS는 VIA(Value In Action) 성격강점 분류체계에 의해 개발되어 24개의 성격강점을
측정하는 24개의 하위척도(6개 덕목)로 구성되어 있다. 24개의 하위척도가 각 4 내지 5개의
문항으로 측정되는 KICS의 문항은 모두 117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문항은 피검자에 의해
Likert 5 점 척도로 평정된다(그림 1).
KICS의 특징은 먼저 검사결과를 피검자 아동들이 보다 흥미롭고 직관적으로 이해하도록
그림, 캐릭터 등의 시각자료를 활용하여 핵심덕목, 상위강점을 그래프로 제시하고 덕목별 캐
릭터, 강점별 아이콘 스티커를 제작해 제시한 점이다. 또한 검사결과를 통해 자신의 성격강
점을 이해하고 탐구해보도록 웍크북 형태의 결과보고서를 제작하여 제시해주고 있다. 이 결
과보고서에는 · 검사결과의 신뢰도를 알아보는 ‘검사결과의 타당성’ · 덕목별 원점수 평균을
알아보는 ‘핵심덕목 프로파일’ · 자신의 상위 덕목을 확인하는 ‘나는 이런 사람’ · 상위 5개
강점을 알아보고 탐색해보는 ‘성격강점 프로파일’, ‘나의 대표 강점’ · 대표강점의 의미를
알고 그와 관련된 경험을 탐색하는 ‘대표강점 결과해석’ · 강점별 대표인물과 자신과의 공통
점, 차이점을 탐구하는 ‘대표강점을 가진 인물’ · 대표강점의 추후 활용방안을 탐구해보는
‘대표강점 활용방안’ · 향후 자신의 대표강점을 더 탐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추천자
료’ · 친구들과 서로의 대표강점을 소개하는 ‘강점을 통해 서로 이해하기’ · 활동 후 검사 결
과에 대한 소감과 각오를 정리하는 ‘자랑스런 나에게’ 의 내용이 포함되고 있다. 이 결과보
고서는 개별적으로 혹은 집단적으로 검사결과를 이해하고 자신의 성격강점을 탐구하며 자신
의 강점과 자원을 확인하고 서로 간에 긍정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상호작용하는 데 활용될
수 있으며 30-40분 정도의 활동시간이 소요된다.

1) ‘성격강점 활용 진로교육과 상담: 실제와 과제’(김광수, 2019)이 내용을 토대로 구성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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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의 숫자는 문항수
그림 1. KICS의 기본구조(김광수 외, 2018)
나. 검사의 실시 및 채점
인터넷 온라인 검사(홈페이지: http://www.inpsyt.co.kr)를 통해 실시하고 바로 결과를
출력해서 볼 수 있고, 또한 검사지를 구입하여 현장에서 실시한 뒤 검사 홈페이지에 로그인
하여 채점 프로그램에 피검자의 답안을 입력하면 웹상에서 바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집
단으로 검사지를 현장에서 실시한 후 답안지를 검사 기관에 보내면 일주일 안에 웍크북 형
태의 결과보고서를 받아볼 수도 있다.
다. 검사의 결과 해석과 활용
KICS검사는 일차적으로 아동의 덕목과 성격강점을 확인하기 위해 제작되었는데 검사해
석을 할 때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위 5개의 대표강점을 확인한다.
24가지의 성격강점 점수 중 상위 점수 다섯 개의 강점을 ‘대표강점’이라고 정의하며, 대표강
점결과는 아동의 일상생활에서 대표강점들을 확인하고 이를 강화, 활용하게 하는 과정을 통
해 아동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 둘째, 하위강점보다 대표강점에 초점을 맞춘다. 개인의
약점이나 결핍된 점을 바꾸고 치료하는 것보다 강점과 미덕을 개발하고 내적 자원과 긍정적
인 면을 끌어내어 활용함으로서 진정한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는 긍정심리학의 관점에 따라
성격강점검사는 하위강점을 찾고 보완하는 것보다 상위 대표강점을 발견하고 이를 계발, 활
용하게 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셋째, 검사결과를 타인과 비교하지 않는다. 대표강점이란 아
동의 긍정적 자원으로서 아동에게 자주 관찰되는 개인적 성격특성이다. 24가지 성격강점이
모두 대표강점으로 나타나지 않으며 상대적으로 하위 강점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검사결과를 주변 다른 아동들과 비교하여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느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
으며 검사결과는 개인 내에서 자신의 특성을 발견하고 활용하는 기회로 사용되게 한다.
다음으로 검사결과 활용과 관련하여 아동의 자기성장 촉진, 부모의 자녀교육에의 활용, 학
교에서의 학생교육지도, 아동대상 상담에의 활용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아동
의 자기성장 촉진과 관련하여 첫째, 성격강점의 인식을 통해 아동의 자아개념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평소 자신은 아무 강점이 없다고 생각하던 아동은 자기만의 대표강점을
통해 자신에 대한 긍정적 인식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예컨대 평소에 엉뜽한 행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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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지적을 많이 받아 자신감을 잃은 아동의 대표강점이 창의성, 유머, 용감성 등으로 확인된
경우 강점을 중심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긍정적 시각을 갖고 자아상을 보다 긍정적으로 변화
시킬 수가 있다. 둘째, 대표강점을 인식한 후 이를 더 계발해나갈 수 있다. 여러 상황과 영
역에서 아동은 의도적으로 강점을 사용하려고 하고 궁리하면서 자신의 강점을 더 높은 수준
으로 계발해나갈 수 있다. 셋째, 아동의 행복이 더 증진될 수 있다. 아동이 자신의 강점을
활용하면서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결과들이 나타나면서 만족감과 성취감을 느끼고 주변의 칭
찬과 격려, 보상의 결과는 자신의 강점을 더 발전시키도록 동기부여하여 자기성장과 행복증
진의 선순환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결과들이 여러 성격강점 연구를 통해서 입증되고 있
다(김광수, 2019).
다음으로 부모의 자녀교육에의 활용과 관련하여 첫째, 부모가 아동의 강점을 인식한다면
아동을 바라보는 관점이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 강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녀의 강
점을 깨닫게 된다면 자녀를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게 되고 자녀가 가진 강점에 따라 풍성하
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도울 수 있게 된다. 또한 간혹 있을 수 있는 부모-자녀 간 갈등상황
에서도 아동의 대표강점을 중심으로 아동을 긍정적으로 이해하게 된다면 이는 부모와 자녀
간 상호작용 증진과 관계개선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둘째, 부모는 아동의 강점을 길러주
는 중요한 역할을 보다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다. 아동의 자연스런 행동양식을 볼 수 있
는 가정에서 부모는 아동의 강점이 발휘되는 순간을 목격할 수 있으며 그 순간에 이를 칭찬
해주고 격려해줌으로서 강점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또한 강점이 적절한 활동영역에서
발휘되도록 기회를 만들어 아동의 강점이 보다 심화, 발전되도록 유도할 수가 있다. 셋째,
부모는 아동의 대표강점 이해를 통해 아동의 진로를 현실적이고 건설적으로 이끌 수 있다.
부모의 비현실적인 진로인식은 자녀와의 관계 및 장래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가
장 바람직한 진로교육은 아동이 자신의 재능과 강점을 펼칠 수 있는 다양한 분야를 소개해
주고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며 대표강점의 확인은 바로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또한 학교에서의 학생교육과 관련하여 첫째, KICS검사결과는 아동의 강점을 체계적이며
구체적으로 파악하도록 도와주고 교사의 학생 이해의 폭을 긍정적 방향으로 확장시켜 줄 수
있다. 부정적 특성이나 행동을 보이는 아동의 경우도 아동의 행동을 강점 발현의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러한 관점의 긍정적 전환은 교사의 학생행동에 대한 긍정적 이해의 폭
을 넓혀주며 교사-학생 간 관계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둘째 강점계발을 통해 아동의 성
장을 촉진시킬 수 있다. 교사는 성격강점 검사를 통해 나타난 아동의 강점이 발휘되는 상황
을 관찰하고 이를 칭찬, 격려함으로서 아동이 자신의 대표강점을 계발, 발전시키도록 조력할
수 있다. 또한 아동의 대표강점을 중심으로 아동을 바라보고 이를 학급활동과 수업 등의 다
양한 장에서 활용하도록 효과적으로 이끌어 주면서 아동의 성장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셋째, 아동의 진로교육에 중요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초등진로교육은 직업의 선택에 초
점을 두기보다 긍정적 자아개념의 형성을 통해 즐거움과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활
동이 무엇인지 탐색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성격강점 검사를 통해 아동이 자신
의 강점을 명료히 이해하게 하는 것은 초등진로교육의 시작점이 될 수 있으며 직업탐색에도
활용될 수 있다.
이 밖에도 문제 아동대상 상담과 관련하여 부정적 인식과 위기 상황 극복에 활용될 수 있
는데, 첫째 KICS 결과는 아동의 강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위기상황에 있는
아동의 경우 부적응 행동이 눈에 띄는데 반해 강점은 파악하기 힘든 경향이 있다. 성격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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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아동의 강점과 재능을 인식하도록 도와주어 교사나 상담자가 내담자의 부정적 측면
이 아닌 내적자원인 강점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 균형 잡힌 상담을 진행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둘째, 아동 역시 자신의 부정적인 면뿐 아니라 긍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
여 더 빠른 상담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자신의 강점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내담자의
자아존중감 상승, 상담목표 달성에 대한 낙관적 기대 증진 등을 가져올 수가 있다(김광수,
2019; Joseph & Linley, 2008).
라. 진로교육 및 상담 관련 활용방법
성격강점 검사를 아동의 진로교육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재되어 있으면
서 인간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데 필요한 긍정적 특성이자 자원으로서 성격강점의 의
미와 중요성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하다. 특히 검사결과에 비추어 자신의 대표강점을 인
식하고 대표강점의 의미와 가치 및 중요성을 알아가며 이를 소중히 여기는 태도와 이 대표
강점을 삶의 여러 장면, 즉 학습, 놀이, 친구 및 가족 관계, 진로탐색 등에 다양하게 활용하
도록 지지하고 동기를 부여하고 강점 활용을 통한 보상과 유익을 경험하도록 돕는 지도가
필요하다. 특히 진로교육과 관련하여 성격강점 검사로 나타난 대표강점 결과해석을 통해 대
표강점의 의미와 가치를 이해하고 그러한 대표강점이 나타난 과거나 최근의 경험을 회상해
보게 하며 자신의 대표강점을 가진 인물들에 대한 이해와 대표강점 관련 직업들을 살펴보
고, 대표강점 관련 자신의 별칭 짓기, 대표강점 관련 자신의 롤 모델을 정하여 탐구해보기,
대표강점 관련 직업 중 하나를 선택해서 조사하고 발표하기, 대표강점이 반영된 자신의 미
래 명함 만들기, 대표강점 관련 내 인생의 꿈지도 그리기, 대표강점이 발휘되는 내 인생 최
고의 순간(BPS, Best Possible Self) 적기 등 다양한 진로개발 관련 활동으로 발전, 심화시
켜 나갈 수 있다.
2. 성격강점 카드 활용 학교상담교육의 실제

학생의 삶에 긍정 정서, 강점 및 의미를 구축하여 궁극적으로 학생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긍정심리 진로교육과 상담의 관점에서 성격강점카드 활용 진로상담의
실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성격강점카드 활용의 필요성과 유익
상담이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체계적 조력 과정이지만 지나치게 언어에만 의지하는
상담은 상담자나 내담자에게 비효율적이고 좋지 않을 수가 있다. 특히 언어 사용이 미숙하
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아동에게는 상담보조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 따라서
교육이나 상담도구를 활용하면 라포 형성이 보다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상담에 대한 거리
낌이나 저항,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방어를 줄일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아동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상담에 임할 수 있어서 효율적인 상담교육이나 지도가 가능해진다. 이러한 맥락에
서 아동의 발달수준 및 특성에 적합한 상담교육지도를 위해 성격강점 카드가 개발되었다(김
광수 외, 2017). 성격강점 카드는 KICS 아동성격강점 검사를 토대로 다양한 탐색과 놀이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개발되었는데 특히 일회적 검사의 한계를 보완
하여 지속적으로 성격강점 탐구와 활용이 이루어지도록 구성되었다. 이 도구를 통해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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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신의 성격강점을 탐색해보고, 성격강점이 잘 드러난 인물을 통해 자신의 꿈을 그려볼
수 있다. 그리고 성격강점과 관련된 직업목록들을 살펴봄으로써 진로를 탐색해보고, 다양한
활용방안을 통해 성격강점을 더욱 증진시킬 기회가 마련될 수가 있다.
나. 카드의 구성과 특징
(1) 발견카드의 구성과 특징
발견카드는 총 51장(성격강점카드 48장 + 여분 카드 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동성격강
점검사(KICS) 117문항에서 24개 성격강점별로 변별력이 높은 문항 각각 2개씩 뽑아서 24개
강점의 48문항을 각각의 카드에 포함하였다. 카드 앞면에는 각각의 성격강점을 상징하는 그
림이 있고 그 아래에는 해당 덕목과 성격강점이 표기되어 있다. 오른쪽 상단에는 일련번호
가 표기되어 카드를 다 사용한 후 정리와 분류가 용이하도록 구성되었다. 덕목별 카드 앞면
배경 색깔(지성-녹색, 인간애-노랑, 용기-빨강, 절제-연두, 정의-파랑, 초월-보라)을 달리하
여 덕목 내 유사성과 덕목들 간 다양성을 한눈에 파악할 수가 있다. 덕목별 색깔은 활동내
용에 따라 유사성을 암시하는 힌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뒷면은 모두 똑같이 흰색 배경과
회색 배경 그림으로 되어 있으며 각 성격강점에 해당하는 문항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그림
2). 각 강점별로 2개의 카드에 각각 한 개 문항씩 제시되어 있어 각 카드 문항을 읽고 자신
을 잘 표현하는 정도(매우 일치함, 보통으로 일치, 일치하지 않음)를 판단하여 반응하고 정
도별로 분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 활용카드의 구성과 특징
활용카드는 총 2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24개 성격강점별로 한 장씩 배정하여 각 강점별
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카드 앞면에는 성격강점을 상징하는 그림이 상단
에 배치되어 있고, 하단에는 덕목과 성격강점, 그 강점의 정의가 제시되어 있다. 각 강점의
정의는 아동이 이해할 수 있는 평이한 문장으로 진술되었다. 오른쪽 상단에는 활용카드라는
표시와 일련번호가 제시되어 카드 활용이 용이하게 되어 있다. 발견카드와 마찬가지로 덕목
별로 색깔을 통일하여 성격강점과 덕목과의 관계성을 이해하도록 되어 있다. 카드 뒷면에는
대표인물, 관련 직업, 활용방안이 제시되어 있다. 각 강점별 대표인물은 그 강점을 잘 발현
하고 있다고 합의된 역사적 인물 중에서 대표위인 2-4명씩 제시되어 있다. 관련 직업은 각
성격강점이 잘 발휘되는 직업영역 중에서 아동들이 학습했거나 그 특성을 이해하기가 비교
적 쉬운 직업들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각 강점을 활용하고 계발하기 위해서 아동들이 일상
에서 실행할 수 있는 활용 방안들이 제시되어 있다(그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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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발견카드 예시

그림 3. 활용카드 예시
다. 진로 교육과 상담 관련 활용 방법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의하면 초등학교 진로교육의 목표는 자아이해와 사회적 역량, 일
과 직업세계의 이해역량, 진로탐색역량, 진로디자인과 준비역량의 개발에 두고 자아이해와
긍정적 자아개념 형성,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역량개발, 변화하는 직업세계의 이해, 건강한
직업의식의 형성, 학습의 중요성 이해와 바른 학습태도를 갖고 다양한 교육기회 및 직업정
보 탐색, 진로의사결정 능력의 개발과 진로설계와 준비를 위한 진로개발 역량의 기초를 개
발하는 것이다(교육부, 2015, 황매향 외, 2018). 따라서 이러한 진로교육의 목표를 고려하여
학급에서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성격강점카드를 활용하는 다양한 활동을 성격강점의 의미
와 가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이해활동(1차시)과 자신의 대표적인 성격강점과 타인의 대표
적인 성격강점을 인식하도록 돕는 인식활동(2~3차시) 그리고 진로개발을 포함하여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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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성격강점카드 활용 프로그램 개요
단계 회기

주제
성격
강점의

이해

1

의미와
가치
이해
나의

2

대표
강점
찾기

인식

타인의
3

대표
강점
찾기
관계에

4

활용할

활용

▸친구들의 강점을 발견하기
▸관계에

도움이 되는 강점 및

활용 방법 찾기

찾기

에 대한 동기와 실천력 높이기

배움

▸배울 때 활용해온 강점 및 활용

강점
찾기

6

인식하기

▸관계에 도움이 되는 강점 활용

활용할

방법 발견하기

▸앞으로 배울 때 활용할 강점과
활용방법에 대한 의견 제시하기

진로에

▸희망직업 분야에서 활용할 강점

활용할

을 찾고 그 활용 계획 세우기

강점
찾기

활동내용

성격강점카드 분류하기
▸성격강점의 체계 및 의미 이해 •• 도입:
활동1: 강점 골든벨
하기
•
상황을 통해 강점의 가치 이해하기
▸성격강점의 가치를 내면화하기 • 활동2:
정리: 소감 나누기
나의 강점 추측하기
▸자신의 대표강점을 명료하게 •• 도입:
활동1: 자신을 잘 설명하는 카드 고르기
인식하기
•
강점과 어울리는 별칭 짓기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느끼기 • 활동2:
정리: 소감 나누기
• 도입: 강점 텔레게임
▸친구들이 생각하는 나의 강점 • 활동: 내 친구의 강점은?

강점

활동에
5

목표

▸진로와

관련하여 강점 활용에

대한 동기 높이기

- 모둠을 바꾸어 가며 친구의 강점을
찾아주기

• 정리: 소감 나누기
• 도입: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탐색하기
• 활동1: 좋은 관계에 숨은 강점 찾기
• 활동2: 갈등 관계를 해결할 강점 찾기
• 정리: 소감 나누기
• 도입: 내가 좋아하는 배움 활동은?
• 활동1: 친구가 활용한 강점 추측하기
• 활동2: 활용강점을 추천하고/ 선택하기
• 정리: 소감 나누기
• 도입: 희망직업 떠올리기
• 활동1: 진로에서 활용할 강점을 찾고 활
용방법 계획하기

• 활동2: 활용할 강점카드 모으기 놀이
• 정리: 소감 나누기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성격강점을 활용하도록 촉진하는 활용활동(4~6차시)으로 구성하여 제
시하면 표 1과 같다.
2015 진로교육과정 목표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의 진로탐색과 개발의 중요한 자산이
되는 성격강점의 의미와 가치를 이해하고 자신의 대표강점을 찾아가는 과정은 자아이해와
긍정적 자아개념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더불어 타인의 대표강점을 찾아주며 타인의 강점
을 이해하는 활동과 좋은 관계에 기여하고 갈등관계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강점을 찾
아 실행하는 활동은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역량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 배움 활동에 활용할
강점 찾기는 진로탐색 역량개발과 관련하여 진로에서 학습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좋은 학습
태도를 갖고 교육기회와 직업정보 탐색을 하는데 기여할 수가 있다. 관심이 있는(희망하는)
직업에 활용할 강점 찾기는 직업과 강점의 관계를 다양하게 이해하면서 자신의 대표강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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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발하고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진로의사결정을 타당하게 할 능력을 개발하고, 진로를
설계하며 준비해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다. 위에서 제시된 성격강점카드 활용 프로그램을 집
단상담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초등학생에게 실시한 정해린(2018)의 연구는 본 프로그램이
통제집단에 비해 초등학생의 적응유연성과 진로성숙도에 유의한 효과를 가져왔으며, 진로성
숙도의 하위요인인 자기이해, 독립성, 계획성, 일에 대한 태도에서 유의미한 향상을 가져옴
으로써 본 프로그램이 초등학생 진로교육에 효과적 방안이 될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또
한 이필주(2018)는 다문화학생의 교우관계를 증진하기 위해 성격강점카드 활용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효과를 검증하였는데, 특히 아동의 언어적 한계를 최소화하고 아동들이 자신의 강
점을 직접 손으로 고를 수 있게 하는데 성격강점카드 활용이 효과적이었음을 보고하고 있
다.
성격강점 검사와 카드를 활용한 진로교육과 상담을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성격강점을 익히기, 대표강점을 발견하기, 대표강점을 활용하기 활동을 보다 다양하게 진행
할 필요가 있다. 아동의 성격강점에 대한 이해(성격강점 익히기)의 촉진을 위해서 강점 기억
놀이, 강점 빙고놀이, 강점 분류놀이, 강점 스피드 퀴즈, 강점 모션 게임, 강점 골든벨 등과
같은 놀이 활동을 할 수 있다. 또한 아동의 대표강점 발견을 촉진하기 위해서 대표강점 찾
아라, 강점 월드컵, 강점 경매, 대표강점 선물하기, 내 강점을 말해줘 등의 놀이 활동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아동의 대표강점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희망직업과 성격강점, 직업보고
성격강점 찾기, 성격강점보고 직업 찾기, 성격강점 관련 경험 말하기, 강점 활용 보드게임,
강점 릴레이 스토리텔링 등의 게임을 활용할 수 있다(김광수 외, 2019). 특히 아동의 대표강
점 활용하기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려면 아동의 대표강점에 대한 교사나 상담자
의 관심과 지지 속에서 아동의 대표강점 활용에 대한 강화와 칭찬과 격려를 통해 구체적이
고 창의적으로 대표강점 활용이 꾸준히 실천되도록 조력할 필요가 있다. 강점 일기(지)쓰기,
강점나무 키우기, 강점 반영 별칭과 명함 만들기, 내 강점 롤 모델 찾고 탐구하기, 강점 반
영 내 인생의 꿈 지도 그리기, 대표 강점이 발휘되는 내 인생 최고의 순간(BPS, Best
Possible Self)을 다양하게 표현해보기 등의 활동을 통해 아동의 진로개발 및 발달을 위해
자신의 대표강점을 구체적으로 활용하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김광수, 2019).
참고로 성격강점 활용 놀이를 정리해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김광수 외, 2019)
□ 성격강점 이해를 위한 카드 놀이
① 성격강점 기억놀이
② 성격강점 빙고 놀이
③ 성격강점 분류 놀이
④ 성격강점 스피드 퀴즈
⑤ 성격강점 모션 게임
⑥ 성격강점 인물 맞추기
⑦ 성격강점 짝궁 찾기
⑧ 성격강점 인기 리스트
⑨ 성격강점 골든벨
⑩ 같은 성격강점을 찾아라
⑪ 인물의 성격강점은?
□ 성격강점 발견을 위한 카드 놀이
① 대표강점을 찾아라 I ② 대표강점을 찾아라 II
③ 성격강점 월드컵
④ 성격강점 경매
⑤ 나의 대표 강점 찾기

⑦ 내 성격강점을 말해줘!

⑥ 성격강점 선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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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격강점 활용을 위한 카드 놀이
① 성격강점 관련 경험 나누기 ② 희망직업과 성격강점
③ 성격강점 보고 직업 찾기
④ 직업 보고 성격강점 찾기
⑤ 성격강점 활용 보드게임
⑥ 성격강점 릴레이 스토리텔링
⑦ 내가 활용한 성격 강점 맞추기 ⑧ 성격강점 찾기 I-좋은 관계
⑨ 성격강점 찾기 II-갈등 해결 ⑩ 성격강점 추천하기 I-일상 생활
⑪ 성격강점 추천하기 II-배움
⑫ 성격강점 추천하기 III-진로
3. 놀이 활용 성격강점 프로그램 2)

학교현장에서 학급응집력을 증진하기 위해 구성되어 적용된 놀이를 활용한 성격강점 프로그램
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본 프로그램은 학급의 학급응집력 증진을 목표로 구성된 프로그램이다. 본 프로그램의 재
구성의 준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신의 대표강점을 인식하고 이를 활용하는 데 중점을
두고 활동내용을 구성하였다. 자신이 인식한 자신의 대표강점과 타인이 인식한 자신의 대표
강점을 비교해 보고 스스로 자신의 대표강점을 결정하는 과정을 통해 대표강점의 이해를
높이고 이를 자신이 가꾸고 발전시켜야 할 긍정적 자산 중 하나임을 인식할 수 있게 하였
다. 둘째, 초등학생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참여 동기가 높은 놀이를 중심으로 프로그램 활
동을 구성하였다. 추상적 표현보다 구체적인 활동을 통해 성격강점의 이해 및 실천성을 높
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프로그램에 학생이 친숙한 놀이, 교과서에 등장한 놀이, 가벼운
신체 놀이, 보드게임 놀이를 포함하였다. 셋째, 학급응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학급응집력
의 하위 요인 관련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였다. 5∼9회기에서 다루는 성격강점인 감사, 낙관
성, 사랑, 사회지능, 시민의식과 학급응집력의 하위 요인인 학급분위기, 상호신뢰, 사기, 일체
감, 의사소통 중 관련이 높은 요인을 선정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해당 요인을 신장시킬 수
있게 하였다. 넷째, 학급 교육과정과 운영에 맞게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초
등학교의 정규수업시간에 활용할 수 있게 1차시 수업시간인 40분 혹은 2차시 수업시간인
80분에 맞게 매 회기를 구성하고 학급 전체 구성원이 프로그램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하
였다. 또한 학급교육과정에 창의적체험활동 혹은 국어, 도덕, 체육 등의 교과와 연계하여 프
로그램의 진행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프로그램을 재구성함에 있어 김광수 외(2017)의 아동성격강점카드 전문가지침
서, 오석준(2011)의 놀이 중심 학급 집단상담 프로그램, 이현주(2011)의 강점기반 집단상담
프로그램, 김수연(2013)의 성격강점기반 행복증진 프로그램, 하성희(2014)의 학급응집력 강화
프로그램, 홍정희(2014)의 학급응집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에서 활용된 활동을 추출한 후
초등학교 고학년 수준에 적합하게 반영하였다. 위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 활동에 놀이를 추
가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였고 프로그램 내용 타당도와 현장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
문가의 자문을 받았다.
놀이를 체계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성지현(2007) 외가 놀이 성향 척도 개발 시 사용한 놀
이 분류 유형을 활용하였으며 놀이를 모르는 선생님도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구
2) ‘놀이 활용 성격강점 프로그램이 학급응집력에 미치는 영향’(조영선, 2019)의 일부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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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인 지도방안과 활동지 자료를 함께 제시하는 형태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프로그램
의 내용타당도 및 현장 적합성 검토는 초등상담 박사 2인과 초등상담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초등교사 3인에게 연구자가 개발한 프로그램의 적합성에 관한 평가 설문지를 발송, 피드백
을 받아 반영하였고 이후 최종적으로 초등상담 대학교수 1인에게 검토 및 자문을 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예비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으며 구성된 프로그램으로 예비실험 실시 후 결과
를 분석하여 최종 프로그램의 구성에 반영하였다. 아동에게 제시되는 성격강점 안내 자료를
자세하게 보충하였고 목표 달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함과 동시에 학생들의 참여를 늘리기 위
해 몇몇 놀이 활동을 교체하였으며 아동 안전에 부적합한 놀이 활동을 다른 활동으로 대체
하는 등의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수정하였다. 각 회기 활동도 40분으로 부족한 회기는 80분
으로 늘이고 아동의 과제 부분을 부분적으로 수정하였다. 최종 구성된 프로그램은 1회기 당
40분 혹은 80분씩 총 10회기로 매주 2~3회씩 총 4주간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전체 개요는
표 2와 같다.
최종 프로그램의 단계별 활동을 살펴보면 1회기는 도입 단계로 친밀감 형성,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 및 성격강점에 대한 소개를 진행한다. 2회기부터 3회기 까지는 대표강점 이해하
기 단계로 성격강점 검사 결과 확인과 친구가 골라준 나의 성격강점 확인을 통해 나와 친구
의 대표강점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강화하며 강점일기 쓰기 활동으로 스스로 대표강점을 키
울 수 있는 방법을 익히도록 하였다. 4회기는 대표강점 활용하기 단계로 상황카드 이용 놀
이를 제시하여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대표강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게 하였
다. 5회기부터 9회기까지는 성격강점 함양하기 단계로 각 회기마다 주제가 되는 성격강점을
정하고 이를 키울 수 있는 다양한 놀이와 활동을 통해 목표한 성격강점이 함양될 수 있게
하였다. 마지막 10회기는 성격강점 정리하기 단계로 지금까지 학습했던 성격강점에 대한 내
용을 다시 한 번 정리하고 자신의 대표강점을 돌아보며 성격강점 활용에 대한 지속적인 관
심과 의지를 높이고 활용 계획을 세우는 성격강점 경매 놀이, 스스로 자신에게 성격강점 상
장을 수여하고 서로 응원 및 격려해주는 활동을 제시하였다.
표 2. 놀이를 활용한 성격강점 프로그램
단계

회
기

제목

회기목표
-스타와

도입

1

안녕?

성격강점을

성격강점

이해하기

시

활동내용

간

팬 놀이 하기

-프로그램

40

만나기

나와
2

대표

친구의

성격강점은?

대표 강점
파악하기

강점

나의

인식
하기
3

자라라

대표강점을

성격강점

키우는
방법 찾기

대표

4

활용하자

나의

-성격강점카드
-자신의
-강점

고르며 대표강점 파악하기

대표강점 소개 명함 만들며 대표강점 다지기
명함 맞히기 놀이하며 대표강점 확인하기

-강점사전

만들고 발표하며 대표강점

-강점일기

쓰는 법 배우기

-성격강점

골든벨 놀이하며 이해 확인하기

-강점

성격

대표
40

강점

릴레이 놀이하며 대표강점 나누기

-성격강점

-과제:

강점

강점

스내치 놀이로 정리하기
-초성퀴즈 놀이를 통해 성격강점 종류 확인하기
-성격강점카드

나의

성격

모든

소개하기

-성격강점과

관련

up하기

대표
40

강점

강점일기 써오기 제시
접어 놀이하며 대표강점 점검하기

80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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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

대표강점을

활용

성격강점

하기

방법 찾기

5

6

모두에게

감사

감사하는

성격강점

우리 반

기르기

긍정적으로

낙관성

생각하는

성격강점

우리 반

기르기

성격

누구나

강점

사랑하고

향상

활용하는

7

사랑받는
우리 반

하기

사랑
성격강점
기르기

-관계,

학습, 진로 분야에서 대표강점 활용법 생각해보기

-상황카드

-나만의
-감사

-감사한

대표강점 활용계획 세우기
점 찾기 브레인스토밍 활동하기

-감사

말판 놀이하며 여러 상황에서 감사할 점 찾기

-주변

사람에게 감사편지 쓰며 감사 실천하기

-두

·비관적 관점의 글 읽고 토의하며 낙관성 느껴보기

-활동지

활용하여 낙관성 연습하기

-낙관성

발휘 놀이하며 낙관성 활용하기

-외톨이

놀이를 통해 사랑 없는 환경 느껴보기

-사랑

관련 영상보고 사랑의 정의에 대하여 생각해보기

-친구

인터뷰 놀이를 통해 친구에게 관심 갖기

-우리

반 사랑 나무 만들기 활동하며 사랑 표현하기

사회지능

-다양한

내 마음인

성격강점

우기

우리 반

기르기

다하며 서로
믿는 우리
반
성격

성격강점과

강점
정리
하기

10

-손

성격강점

-협동!

지금까지

함께하는

활동

우리 반

정리하기

40

낙관성

80

사랑

공감놀이하며 사회지능 열기
사회
80

-하나비

시민의식
기르기

감사

상황에 대해 공감하는 연습하며 사회지능 키
보드게임하며 사회지능 다지기

-텔레파시

9

40

가지로 보이는 사진보고 관점의 차이 알기

-낙관

네 마음이

자기 역할

강점

관련 영상보고 감사에 대해 마음열기

-나도나만

8

보고 강점 활용법 말하기 놀이하며 상황에

따른 대표강점 사용법 찾아보기

놀이하며 정리하기

엇갈려 잡고 일어나기 활동을 통해 시민의식 느끼기
목걸이 전달놀이와 힘 모아 공 넘기기 놀이하기

-성격강점

도미노 만들기 놀이하며 시민의식 다지기

-성격강점

시장에 가면 놀이하며 성격강점 복습하기

-성격강점

경매 놀이하며 성격강점 활용 다짐하기

-자신에게

성격강점 상장주며 앞으로의 활용 격려하기

-소감문

지능

쓰고 활동 마무리하기

시민
80

의식

모든
80

성격
강점

조영선(2019) 논문자료

4. 학교강점 기반 상담의 추후 연구와 실행 방향

강점 기반 상담은 내담자의 강점을 고양시키는 전략이 상담효과를 높이고 변화를 위한 추
가적 이점을 가져온다는 관점 하에, 상담 회기마다 내담자의 강점을 파악하여 상담진행과
개입에 이를 통합, 적용하는 상담이다(Padesky & Mooney, 2012). 인간의 고통이나 문제를
경감시키는 것보다 강점과 경험을 고양시키는 방법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
요하다는 인식하에 기존의 상담 모형에 내담자의 긍정적 특성 개발 전략, 특히 행복, 탄력
성, 이타심, 긍정 정서와 행동 등을 강조하는 긍정심리학 연구와 함께 발전된 전략들을 포함
하는 확장된 상담모형의 필요성 강조한다(Lopez & Snyder,2011). 강점기반 상담은 내담자의
탄력성(심리적 유연성)을 개발하고 강화함으로써 내담자가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세상과 긍
정적인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는 새로운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조력한다.
강점 기반 학교상담의 구체적 적용방안의 일례로 위에서 제시된 성격강점 활용 상담교육이
보다 효과적으로 적용, 실천되기 위해서 필요한 추후 연구 실행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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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학생의 행복증진에 초점을 두는 진로교육과 이를 지원하는 학교환경의 구성이 필요하다.
행복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긍정심리연구들은 ‘행복이 삶의 종속변인이 아니라 독립변인임을 입
증하고 있으며 이후의 행복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의 행복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학교에서
행복을 가르쳐야 하고 경험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Furlong, Gilman, & Huebner, 2017). 그
이유는 학생의 행복의 증진이 학생의 개인적, 학업적, 관계적, 진로적 영역에서 더 나은 긍정적
발달을 가져오고 있기 때문이다(Galassi & Akos, 2009, 김광수, 2012, 2019). 행복도가 올라가면
서 나타나는 학생의 긍정적 변화와 발달을 보고하는 연구결과들은 학생의 행복의 증진이야말로
효과적인 진로교육을 위한 훌륭한 토양과 기반을 구축하는 일이 됨을 시사해 준다.
둘째, 학생 발달의 과정에 가장 관련이 높은 성격강점을 밝히고 이를 상담교육과 상담에 효과
적으로 적용하는 연구와 실행이 필요하다. 예컨대 구체적으로 학생의 진로발달 과정에 가장 관련
이 높은 성격강점을 밝히고 이를 진로교육 및 상담에 효과적으로 적용, 실행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진로상담 학자 Krumboltz(2009)는 호기심, 끈기, 개방성, 낙관성, 용감성과 같은 성격강점을
계발하는 것이 향후 진로 선택 과정에서 우연한 기회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될 수
있음을 제안했는데, 이러한 제안이 학교교육 장면에서의 경험적 연구를 통해 검증될 필요가 있으
며, 더불어 여러 성격강점 중에서 진로발달 변인들과 관련이 높은 성격강점들을 밝혀내고 이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저학년용 성격강점검사의 개발과 활용이 필요하다. 현재 고학년용 성격강점검사(KICS)가
개발되어 있는 반면, 아직 저학년용 성격강점검사는 개발되어 있지 않고 있다. 아동기 초기 발달
시기에 아동의 인성과 진로개발의 중요한 자원인 성격강점을 발견하고 이의 발달촉진의 매개로
활용하도록 돕고 동기를 부여하는 저학년용 성격강점검사의 개발이 요구된다. 이는 현장교사의
아동에 대한 긍정적 이해와 학부모의 자녀에 대한 긍정적 이해를 돕고 아동이나 자녀와의 긍정
적 상호작용을 통한 인성계발과 진로개발에 활용되어 보다 효과적인 교사역할과 부모역할 수행
을 돕는 교육적 도구이자 매개 역할을 할 수 있다.
넷째, 증거에 기반한 성격강점 프로그램 개입과 활용을 통한 상담교육과 상담이 이루어질 필요
가 있다. 현재 성격강점에 기반한 프로그램이 개발, 적용되어 어느 정도 그 효과성이 검증되고
있지만 아직은 미진한 상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진로. 인성, 학습 발달 관련 다양한 변인과 관
계가 높은 성격강점이나 대표강점 활용 등을 통해 학교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성
격강점 활용 프로그램이 개발, 적용되고 그 효과성에 기반한 프로그램이나 상담교육 방안과 방법
들이 적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성격강점 카드를 활용한 프로그램도 대상에 맞게 재구성되거나
재개발되어 적용되고 그 효과를 검증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가장 효과적 프로그램이나 적용방
안의 도출과 활용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끝으로 현행 학교교육 및 기존 교과, 기존 프로그램 및 교사의 강점과 통합되는 강점활용 진로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성격강점 활용 진로교육과 상담은 이미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상적 학교교육과 기존교과, 기존 프로그램에 자연스럽게 통합되고 융합되어 적용될 필요
가 있다. 또 다른 교육과정이나 교육내용으로 따로 적용하기 보다는 기존의 교과와 통합하여 적
용될 필요가 있으며 교사의 강점과 교사의 일상적인 교직 업무(수업, 학생생활지도와 상담, 학부
모상담, 창체활동 등)와 연계 통합되어 적용됨으로써 기존의 교육활동이나 직무를 대치하여 새롭
게 해야 한다거나 기존의 직무나 업무에 부과해서 더 해야 한다는 의식을 갖지 않는 것이 필요
하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나 학교가 성격강점의 의미나 가치와 중요성을 먼저 인식하고 구체적
적용방안에 대한 연수와 학습을 통한 습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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