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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the Competency Model for Prevention of Adolescent Risk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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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was done to identify fundamental data on competency reinforcement programs to prevent adolescent 
risk behavior by developing and examining a competency model. Methods: In this study, competences on prevention of ado-
lescent risk behavior were identified through competency modeling, and a competency model was developed and tested for 
validity. Results: Competences for prevention of adolescent risk behavior defined by the competency model included the fol-
lowing: self-control, positive mutual understanding between parents and adolescents, and positive connectedness with peer 
group. Validation of the competency model showed the model to be appropriate. Conclusion: The competency model for 
prevention of adolescent risk behavior through competency modeling is expected to be the foundation of an integral approach 
to enhance competency in adolescents and prevent adolescent risk behavior. This kind of approach can be a school-centered, 
cost-efficient strategy, which not only reduces adolescent risk behavior but also improves quality of adolescent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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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오늘날 청소년들은 사회적 압력과 정서적인 갈등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흡연과 음주를 포함한 물질들에 의존하고 폭력, 위험 성행

위 등의 다양한 부정적 행위들을 추구하게 된다(Eaton et al., 2008). 

이러한 일탈행동은 그 행위의 특성상 자신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 

사회성 및 타인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

문에 위험행동(risk behavior)으로 표현된다. 위험행동은 직접적 또

는 잠재적으로 청소년의 건강과 안전을 해치는 동시에 제2, 제3의 

다른 위험까지 초래함으로써 청소년의 정상적이고 긍정적인 발달

에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Kim, M. S., 2008). 즉 위험행동은 청소

년기에 관찰할 수 있는 하나의 특징적이고 독특한 현상으로 이해

할 수 있으며, 이런 행동들이 주로 청소년의 자유의지로 결정되지

만, 경과가 불확실하면서 모험적이고 무모하며 그 행동이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과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Michael 

& Ben-Zur, 2007), 국가적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기존의 청소년의 폭력, 자살, 중독 등과 같은 문제예방 중심의 청

소년정책은 청소년들의 위험행동 또는 위험행동보다 극단적으로 

행동화된 문제행동을 예방하거나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왔

다. 이러한 접근은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더 이상 심화시키지 않도록 

하거나 다른 문제행동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인 효과만

을 얻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문제행동을 종합적으로 다루기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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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문제행동에만 초점을 맞추어 왔으며(Yu, 2005), 대상자도 이미 

문제행위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접근해 왔다(Nam 

& Cho, 2008). 그러나 청소년의 위험행동은 서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며, 같은 특성을 가진 집단에서 중복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므로(Guilamo-Ramos, Litardo, & Jaccard, 2009), 위험행동에 대

한 동시적 개입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예방할 수 있는 비용효과적

인 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청소년의 위험행동 예방과 치료 중심의 

전략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청소년의 긍정적인 성장과 발달을 촉진

하고 성공적인 성인기로의 진입을 지원하며, 청소년의 자원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청소년의 위험행동 예방과 역량강화를 위

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긍정적 청소년 개발을 위해 필요한 핵심역량으로 긍

정적 자신감, 자기조절, 의사결정 기술, 도덕적 신념체계 및 사회적 

연대감을 들고 있으며(Guerra & Bradshaw, 2008), 이들 역량의 개발

과 청소년 위험행동 예방과의 연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 외

에도 청소년 정책에 있어서 예방과 개발의 통합적 접근, 핵심역량과 

청소년 폭력, 핵심역량과 학업중단, 핵심역량과 청소년 물질남용, 핵

심역량과 위험 성행동 등과 같이 청소년 위험행동 예방과 역량강화

의 연계 가능성을 뒷받침해 주고 있으나(Guerra & Bradshaw), 아직

까지 통합적 접근을 지지해 주는 경험적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청소년기에 개발되어야 하는 역량은 사회적·환경적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맥락적 특수성(contextually specific nature)

을 고려해야 하므로(Guerra & Bradshaw, 2008), 우리나라 청소년의 

위험행동 예방과 성인기로의 성공적인 이행을 도울 수 있는 역량을 

추출하여, 이러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또

한 청소년기의 행동은 다양한 요인들과 관련이 있으므로 다체계적 

관점(multi-system perspective)에서 보아야 하며(Haugaard, 2001), 청

소년 연구에서도 한 가지 차원보다는 다차원적인 접근이 효과적이

다(Chen, 2004). 지금까지 수행되어온 청소년 위험행동 예방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단일 체계요인 혹은 제한된 수의 체계요인에 초점

을 두어왔으므로, 청소년 위험행동에 대한 충분한 통찰력을 제시

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청소년의 위험행동과 역량

강화를 위한 통합적 접근을 위해서는 다체계적 관점을 고려한 역

량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다체계적 접근은 Bronfenbrenner (1989)의 생태학적 모델을 기본 

틀로 하고 있다. Bronfenbrenner는 사회적 영향을 이해하는 생태학

적 모델을 개발하였고, 이 모델의 관점에서 본다면 청소년은 체계

의 중심에 있으며,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으면서 가장 즉각적으로 영

향을 주는 미시체계는 가족, 친구, 학교 등으로 볼 수 있다. 이때 청

소년이 다양한 사회적 상황 속에 드나들면서 바뀌기도 한다. 중간

체계는 각 미시체계 상황들 간에 인과관계가 되는 관계를 포함하

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가정에서의 사건이 학교에서의 행동에 영

향을 줄 수도 있고 반대로 학교에서의 사건이 가정에서의 행동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다체계적 접근은 

Kotchick, Shaffer, Forehand와 Miller (2001)의 위험 성행동 모델 개발

에서도 도입된 바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행동과 관련된 

요인으로 체계의 중심인 개인체계 요인, 미시체계인 가족체계 요인 

및 주변 환경체계 요인을 강조하였다. 청소년의 위험행동 예방을 위

한 접근으로 다체계적 역량을 강조하는 전략은 청소년 위험군을 선

별하지 않고 학급단위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전략

은 청소년들에게 문제학생이라는 낙인(stigma) 없이 프로그램을 제

공할 수 있고, 역량강화에 초점을 준 학급단위의 토론을 활성화함

으로써 건강한 청소년의 대응능력을 모델링할 수 있으며, 학생들 

간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청소년 위험행동 예방과 역량강화를 위한 통합적 접근을 달성하

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역량모델링(competency modeling)을 이용

할 수 있다. 역량모델링이란 특정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규명하고, 역량의 차원을 파악하는 과정을 의미하

며, 역량모델링의 결과물인 역량모델을 도출할 수 있다(Lee, 2006). 

역량모델의 개발절차는 선행연구 검토 및 분석을 거쳐 목표 집단의 

과업 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확인하고, 자료 수집 후 잠재적 역량모

델 구축 및 타당도 검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역량모델을 확정한다

(Lee). 역량모델링을 통한 역량모델 개발은 교육훈련을 통해 개발할 

행동과 기술의 목록을 구체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교육

과정 개발 등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Calhoun et al., 2008). 

이에 본 연구자는 역량모델링을 이용하여 다체계적 관점에서 청

소년의 위험행동 예방을 위한 역량을 파악하여 역량모델을 개발하

고, 개발된 역량모델의 타당성 검증을 통해 역량모델 중심 교육프

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청소년의 위험행동 감소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자원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비용효과적인 청소년 전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역량모델링을 통해 청소년 위험행동 예방을 위

한 역량모델을 개발하고 검정하여, 청소년의 위험행동 예방과 역량

강화를 위한 통합적 접근의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위험행동 예방을 위한 역량을 파악하여, 잠재적 역

량모델을 구축한다.

둘째, 청소년 위험행동 예방을 위한 역량모델의 타당도를 검정하

여 모델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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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잠재적 역량모델에 의해 정의된 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한다.

2) 개발된 도구로 역량모델의 타당도를 검정하여 모델을 확정한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역량모델링을 통해 청소년 위험행동 예방을 위한 역량

모델을 개발하는 방법론적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일 대학병원 Institutional Review Board (CR-09-042-

RES-01-R) 승인을 받았으며, 연구대상자는 역량모델 개발 단계에 

따라 세 분류로 나누어진다. 각 단계별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

적, 정보의 비밀유지, 참여의 자발성,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과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연구에 참여하기를 원하

지 않을 때 그만둘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또한 자료 수집은 연

구 목적에만 이용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받았다. 

첫째, 본 연구에서 위험행동 예방을 위한 역량을 파악하고 잠재

적 역량모델을 구축하기 위하여 행동사건 인터뷰를 할 때 준거 집단

의 크기를 최소한 12명의 우수 집단과 8명의 일반 집단이 필요하므

로(Spencer & Spencer, 2005), 2008년 7월부터 8월까지 우수청소년 15

명, 일반청소년 10명을 대상으로 자료 수집을 실시하였다. Koo와 

Keum (2005)의 위기스크리닝 척도로 우수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을 

선별하였고, 이 척도는 개인요인, 가정요인, 또래 및 학교요인, 지역사

회요인인 4개의 위험요인과 가출, 약물사용, 신체적·성적 학대, 학업

중단, 성매매, 인터넷 중독, 범법행위, 자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인 

9개의 위기상태 및 문제행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로 선별한 

우수청소년이란 위기스크리닝 척도 상 총점이 1점 이하이며, 하부영

역 중 위기상태 및 문제행동에는 0점인 청소년을 의미하며, 일반청

소년은 2점 이상으로 측정된 청소년 중 위기스크리닝 척도상 5점 이

상 또는 개인, 가정, 또래 및 학교, 지역사회 중 한 영역이라도 2점 이

상이거나 위기상태 및 문제행동에서 1점 이상으로 측정된 청소년, 

즉 위기청소년을 제외한 청소년을 의미한다(Koo & Keum).

둘째, 본 연구에서 잠재적 역량모델에 의해 정의된 역량을 측정

할 수 있는 도구 개발을 위해 2009년 11월 19일부터 12월 2일까지 지

역 분포를 고려한 6개 중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을 표본으로 추

출하였다. 요인분석을 위한 표본 수는 일반적으로 변수의 4-5배 정

도가 바람직하고, 문항분석을 위한 표본 수는 문항 수의 2-10배가 

이상적임을 고려하여(Ryu, 2006), 탈락률을 감안한 665명을 대상으

로 질문지를 배부하여 자료 수집을 실시하였다. 대상자는 1학년 222

명(33.4%), 2학년 224명(33.7%), 3학년 219명(32.9%)이었고, 남학생이 

372명(55.9%), 여학생이 293명(44.1%)이었다. 

셋째, 본 연구에서 구축된 역량모델의 동시적 구성타당도를 검증

하기 위해 2010년 2월 8일부터 10일까지 지역 분포를 고려한 4개의 

중등학교 재학 중인 청소년을 표본으로 추출하였다. 교육 현장에서 

수행하는 조사연구 시 표본의 크기를 400명 정도로 선정할 경우 모

집단을 추정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Ryu, 2006) 탈락률을 감

안하여 440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배부하여 자료 수집을 실시하

였다. 위기스크리닝 척도를 이용하여 우수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을 

구분할 때, 제2 준거표본의 우수청소년은 300명이고, 일반청소년은 

140명이었다. 제2 준거집단의 대상자는 1학년 141명(32.0%), 2학년 

141명(32.0%), 3학년 158명(35.9%)이었고, 남학생이 248명(56.4%), 여학

생이 191명(43.4%)이었다. 

 

3. 역량모델 개발과정

역량모델링은 특정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역

량을 규명하는 과정으로 다양한 방법이 이용되고 있으나, 대표적

으로 자료 수집과 분석을 위해 기존에 있는 표준화된 역량사전을 

이용하는 ‘표준화 모델(standardized model)’ 과 조직이나 직무의 상

황, 직무의 중요도에 따라 역량모델을 개발하는 ‘연구모델(research 

model)’ 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델 중 준거집단을 이용한 고전적 연구의 단

계로 진행하였다. 고전적인 연구의 단계는 탁월한 사람들의 개인특

성을 추출하고, 우수자를 대상으로 행동사건 인터뷰를 실시하여 

우수자에게만 있는 역량과 공통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역량을 도

출하여 역량모델을 구성하는 방법이다. 구성된 역량모델의 신뢰도

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역량모델을 검정하고 확정할 수 있다. 이 

방법은 개인을 평가하는 방법으로(Spencer & Spencer, 2005), 표준화

모델보다 시간은 많이 걸리지만 특수한 집단의 업무수행 시 요구되

는 역량을 규명하는 데 효과적이며, 표준화모델이 가지고 있는 특

정 문화나 맥락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보완한 맞춤형 모델이

다(Lee, 2006). 따라서 개인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교육과정 개발에 

활용될 수 있으므로(Calhoun et al., 2008), 청소년 위험행동 예방을 

위한 역량모델 개발을 위해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 청소년의 위험행동 예방을 위해 필요

한 역량에 관한 문헌을 검토 및 분석하여, 목표 집단인 우수청소년

의 과업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확인하고, 행동사건 인터뷰와 델파이 

기법 등을 이용하여 역량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역량을 토대로 잠



207청소년의 위험행동 예방을 위한 역량모델 개발

DOI: 10.4040/jkan.2011.41.2.204 www.kan.or.kr

재적 역량모델을 구축하고, 구성타당도를 검정하였으며, 청소년의 

위험행동 예방을 위한 역량모델을 확정하였다(Lee, 2006). 본 연구

의 역량모델 개발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잠재적 역량모델 구축

(1) 선행연구 검토 및 분석

본 연구에서는 역량 도출과 근거모색을 위해 MEDLINE, CINA-

HL, PubMed, KoreaMed, EBSCO, KISS 등의 검색 사이트를 이용하

여, 최근 10년간의 문헌을 탐색하였다.  

청소년 위험행동과 보호요인을 주제어로 하여 탐색한 결과 1,023

편이 검색되었으며, 외국문헌이 839편이었고, 국내문헌이 184편이었

다. 청소년과 역량을 주제어로 탐색한 결과 89편의 관련문헌이 검색

되었고, 외국문헌이 81편, 국내 문헌이 8편이었다. 또한 역량모델을 

주제어로 문헌을 탐색한 결과 532편이었고, 외국문헌이 343편, 국내 

문헌이 199편이었다. 그러나 청소년의 역량모델을 주제어로 검색한 

결과 관련 문헌이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위험행동의 보호요인 중 역량의 구성

요소를 갖춘 보호요인 관련문헌 42편과 청소년과 역량을 함께 다

룬 문헌 15편, 역량모델링과 그 방법론을 주제어로 한 문헌 11편, 총 

68편의 연구들을 중심으로 심층 분석을 통해 청소년 위험행동을 

예방하기 위한 역량을 파악하고, 역량모델의 기초를 개발하였다.

(2) 행동사건 인터뷰 실시

행동사건 인터뷰는 조사대상의 행동에 초점을 두고 경험한 중요

하고 어려운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언급하게 하여 각 상황에 

필요한 역량 파악을 하는 방법을 의미하며, 이 방법은 응답자로부

터 심층적인 정보를 얻어 역량이 표출되는 맥락과 상황을 알아내

고 우수한 행동지표를 도출하는 데 장점이 있다(Lee, 2006).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인 청소년이 목격하거나 경험한 위험행

동에 초점을 두고 청소년의 위험행동과 관련사건을 어떻게 처리했

는지를 언급하게 하여 청소년의 위험행동 예방에 필요한 역량 파악

을 시도하였다. 연구자는 대상자에게 “위기스크리닝 척도를 체크하

면서 가장 유혹을 받은 문항은 무엇이며, 그 사례는 무엇입니까?”, 

“힘든 상황에서 극복할 수 있었던 힘이 무엇입니까?”,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 준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무엇입니까?” 등

의 질문을 하였고, 대상자의 동의를 구한 후 행동사건 인터뷰 과정

을 녹음하였으며, 녹음 결과를 문서화하고, 문서화된 내용을 내용

분석(content analysis)을 이용하여 정리하였다. 이를 기초로 하여 잠

정적으로 역량을 도출하고, 유사한 항목은 묶어서 범주화하였으

며, 범주화된 역량과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설문 문항을 도출

하였다.

 (3) 전문가 패널을 이용한 Delphi 조사

전문가 패널은 해당직무의 성과우수자나 전문가 등을 목적에 따

라 패널로 구성하여 성공적인 직무 수행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역량을 파악해 내는 데 도움이 된다(Lee, 2006). 

본 연구에서는 문헌고찰과 행동사건 인터뷰를 통하여 조사 분석

된 역량의 요소들에 대해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

로 전문가 패널을 이용한 Delphi 조사를 실시하였다. 전문가 패널의 

인원은 20명 정도가 적당하므로(Spencer & Spencer, 2005), 본 연구에

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 및 중재 경험이 있는 간호학과 교수 5

명, 정신전문간호사 4명, 임상심리사 6명, 사회복지사 6명, 총 21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였다. Delphi 조사에서 문헌고찰과 행동사건 

인터뷰 내용분석 결과를 토대로 범주화한 역량 항목에 대하여 전

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도록 요청하였으며, 추가되어야 할 항목과 분

리 및 통합해야 할 범주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선행연구 검토 및 분석, 행동사건 인터뷰, 전문가 패널을 이용한 

Delphi 조사를 통해 도출된 역량으로 청소년 위험행동 예방을 위한 

잠재적 역량모델을 구축하였다.

2) 역량모델의 타당도 검정 및 모델 확정

(1) 잠재적 역량모델에 의해 정의된 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개발

본 연구에서는 역량모델의 동시적 구성타당도 검정의 한 방법으

로 ‘청소년 위험행동 예방을 위한 역량 척도’ 개발을 위해 역량모델

에 의해 정의된 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을 도출하여, 내용타당

도 및 구성타당도를 검정하였으며, 신뢰도 검정을 실시하였다. 

(2) 역량모델의 동시적 구성타당도 검정 및 모델 확정

역량모델의 타당성 검정의 한 방법으로 우수자 집단과 평균 집단 

간의 점수를 비교하는 동시적 구성타당도(concurrent construct vali-

dation)가 있다. 이때 구축된 역량모델이 타당하다면 제2 준거표본

의 우수 집단은 평균 집단에 비해 점수가 높아야 한다(Spencer & 

Spencer, 2005). 

본 연구에서는 역량모델의 동시적 구성타당도를 검정하기 위해 

개발된 도구를 이용하여 우수청소년과 일반청소년 간에 역량의 차

이가 있는지 검정하였다. 구성타당도 검정 뒤 역량 모델을 최종 확

정하였다.

4.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PC WIN 1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

였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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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소년 위험행동 예방을 위한 잠재적 역량모델 구축

(1) 대상자의 행동사건 인터뷰는 내용분석을 실시하였고, 빈도로 

수량화하였다.

2) 청소년 위험행동 예방을 위한 역량모델의 타당도 검정

(1) ‘청소년 위험행동 예방을 위한 역량 척도’ 의 구성타당도 검정

으로 문항분석과 Varimax 회전을 이용한 주성분 분석의 요인분석

을 실시하였고, 신뢰도를 검정하기 위해 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2) 역량모델의 동시적 구성타당도 검정을 위하여 개발된 ‘청소년 

위험행동 예방을 위한 역량 척도’로 우수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역

량정도의 차이를 t-test로 검정하였다. 

연구 결과

1. 청소년 위험행동 예방을 위한 잠재적 역량모델 구축

1) 선행연구 검토 및 분석

청소년의 위험행동 예방을 위한 역량을 파악하기 위해 선행연구

를 검토 및 분석한 결과, 청소년 역량의 개인체계 요인으로 ‘자기통

제’ 가 도출되었다. 자기통제는 보다 크고 장기적인 목표 달성을 위

해 일시적인 충동에 의하거나 즉각적인 만족을 주는 행동을 제지

하고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이다(Hahn & Kim, 2006). 자기통제의 속성

은 갈등적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

고, 비록 자기희생이 따르지만 내적 보상을 감지하면서 바람직하다

고 생각되는 목적을 향해 목표를 설정하고, 내적 동기를 발동시켜 

자기 의지에 의해 스스로 시도하는 인지적 행동이다(Eun et al., 

1999). 자기통제는 시간에 따라 변화될 수 있고, 노력을 통해 학습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Eun et al.), 청소년 관련 연구에서 청

소년 위험행동의 보호요인으로 보고(Hahn & Kim, 2006)되고 있다.

청소년 역량의 가족체계 요인으로 ‘긍정적인 부모 유대감’이 도출

되었다. 부모-자녀 관계는 인간의 초기경험이자 지속적 경험으로서 

자녀의 자아발달, 성격 형성 및 행동양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청소년기 동안 부모와 강한 애착을 유지하면서 자율성을 확

립한 청소년은 그렇지 못한 청소년보다 위험행동에 개입할 확률이 

더 낮은 것으로 보고(Markey, Ericksen, Markey, & Tinsley, 2001)되고 

있다. Markey 등은 청소년기 동안 부모로부터 적절한 감독을 받는 

청소년은 감독을 받지 않거나 부적절한 감독을 받는 청소년보다 위

험행동에 개입할 확률이 더 낮다고 하였다. 애착심, 헌신 및 가치체

계와 같은 유대감의 요소들은 청소년의 비행, 약물 사용, 학교문제, 

과격성 등과 같은 문제행동의 주요 예측 요인이다(Lipsey & Derzon, 

2007). 부모와의 유대감과 자율성이 높을수록 음주 및 흡연, 비행에 

개입하는 비율이 낮으며(Lee & Kwak, 2007),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자녀 간 의사소통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들의 비행 수준, 자살사

고, 폭력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고(Park, 2007; Shim, 2005) 되고 있다.    

청소년 역량의 주변 환경체계 요인으로 ‘긍정적인 또래 유대감’ 이 

도출되었다. 또래집단은 청소년의 발달에 매우 중요한 생태적 맥락

으로서, 이 집단 내에서의 또래 관계는 청소년 이후의 사회성, 성격 

발달을 연결하는 중요한 고리가 된다. 청소년은 청소년기 또래관계

의 독특한 특성으로서 부모의 일방적인 애착관계에서 벗어나 부모

와 또래를 동일하게 주요 애착 대상으로 생각하고, 애착을 형성하

게 된다(Freeman & Brown, 2001). 또래와 친밀한 애착 관계를 형성하

고 있는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타인에게 관대하고, 사

회·정서적 적응력이 뛰어나며, 자아개념도 긍정적이고, 외로움이나 

근심과 같은 정서의 변화에 적응적이다(Choi & Doh, 2000). 청소년

기는 또래집단과의 관계가 깊어갈수록 또래들로부터 더 많은 영향

을 받게 되고, 또래의 행동을 모방하게 되므로, 어느 또래 집단과 관

계를 갖느냐에 따라서 위험 행동과 비행에 가담하는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Rankin & Quane, 2002). 청소년이 비행친구들과 관계를 갖

게 되고 그 집단에 대한 애착이 깊어갈수록 위험한 성적 행위, 약물

남용 등 여러 형태의 심각한 비행에 가담할 수 있다(Kim, J. K., 2008). 

그러나 안정적인 유대감을 갖는 청소년은 친구의 상실, 집단으로부

터의 배척 등에 의해서 쉽게 동요되지 않고, 새로운 환경에의 적응

과 행동 결정에 유익한 결과를 준다(Kim, J. K.). 

이 밖에도 선행연구 분석과 검토 결과 의사결정, 긍정적인 자기가

치감 등이 위험행동 예방을 위한 역량으로 도출되었으나, 이들은 개

인체계 요인인 자기통제와 상관이 높고, 유사한 속성을 가지고 있었

다. 따라서 각 체계별로 위험행동과 상관이 높고, 유의한 예측인자

이며, 유사 개념을 포괄할 수 있는 자기통제, 긍정적인 부모 유대감 

및 긍정적인 또래유대감이 체계별 핵심 역량으로 도출되었다.

2) 행동사건 인터뷰 결과

선행연구 분석 후 우수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을 대상으로 행동사

건인터뷰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내용분석을 실시하여 수량화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인터뷰 내용을 유사한 내용으로 범주화했을 

때 가장 빈도가 높은 것은 ‘긍정적인 부모 유대감’ 과 관련된 것이었

다. ‘부모와의 대화’ 가 자신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이 가장 

많았고, ‘부모와의 신뢰’, ‘부모와의 주고받는 사랑’, ‘부모의 올바른 

해결책 제시’, ‘자연스럽게 의지되는 부모의 존재’ 가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된다고 하였다. 구체적인 행동사건 인터뷰를 정리해보면 갈등

상황에서 부모의 가르침을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고, 부모의 신뢰

와 애착이 청소년 자신의 긍정적인 생각과 올바른 길로 인도하게 

되는 잠재적인 요인이 됨을 알 수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 대화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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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함을 알 수 있었다. 

다음은 ‘자기통제’ 와 관련된 내용이었다. ‘행동의 결과가 미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절한다.’ 는 내용이 가장 많았으며, ‘나도 모

르게 스스로 조절된다.’, ‘결과를 생각해본다.’ 가 극복하는 힘이 된다

고 하였다. 구체적인 행동사건 인터뷰를 정리해보면 미래에 대한 목

표가 있고, 그 목표를 위한 결과를 예측한다면 즉각적인 만족을 주

는 충동적인 행동이나 갈등 상황에서도 청소년 스스로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또래 유대감’ 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갈등

상황에서 ‘또래와의 대화’ 가 힘이 된다고 가장 많이 이야기 하였고,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된다.’, ‘또래와의 신뢰가 극복할 수 있게 

한다.’ 고 하였다. 구체적인 행동사건 인터뷰를 정리해보면 힘든 상

황에서, 그리고 소소한 작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친구에게 이야기

하는 청소년들이 많았다. 따라서 긍정적인 또래관계가 청소년의 위

험행동을 예방하는 완충효과를 해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또래

와의 대화가 그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 밖에도 행동사건 인터뷰 결과 “신을 믿고 의지한다.” 라는 청소

년이 있었으나, 반대로 “신이 아닌 나와 가족을 믿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다.” 라고 한 청소년도 있었으며, 신앙심이 위험행동 예방을 위

한 역량이 된다는 문헌적 근거는 없었다. 또한 “선생님이 힘이 된다.”

라는 청소년이 있었으나, “선생님은 내 고민을 들으시면 오히려 야단

만 칠 것 같다.”, “선생님께 이야기 하는 것이 오히려 성적에 나쁜 영

향을 미칠 것 같다.” 고 한 청소년도 있어서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보

였다.

선행연구 및 행동사건 인터뷰 내용분석을 종합 분석한 결과, 청

소년 위험행동 예방을 위한 역량이 개인체계인 자기통제, 가족체계

인 긍정적인 부모 유대감, 주변 환경체계인 긍정적인 또래 유대감으

로 도출되었다. 

3) 전문가 패널을 이용한 Delphi 결과

선행연구 및 행동사건 인터뷰 내용분석 결과를 토대로 범주화한 

역량 항목에 대해 청소년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전문적 의견 청

취를 하고, 조사 분석된 자료의 타당성과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

해서 Delphi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전문가 패널은 청소년 관

련 전문가 21명으로 구성하여 실시하였다. 사전에 범주화한 역량 항

목에 대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제시를 요청하고 역량 항목의 적절성

에 대해 1차 설문을 한 결과, 역량 항목이 모두 적절하다고 의견일치

를 보여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이어서 역량 각 항목의 정의

와 명칭의 적절성과 명칭에 대한 2차 설문을 한 결과 ‘긍정적 부모-

자녀 유대감’을 의사소통의 요소까지 포함하는 ‘부모와의 긍정적 

소통’ 으로 합의하였다. 

이로써 잠재적 역량모델은 개인체계인 자기통제, 가족체계인 부

모와의 긍정적 소통, 주변 환경체계인 긍정적 또래 유대감으로 구

축하였다.

2. 청소년 위험행동 예방을 위한 역량모델의 타당도 검정 및 

    모델 확정

1) 잠재적 역량모델에 의해 정의된 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개발

(1) 1차 예비도구 작성 

선행연구에서 각 역량의 구성요소가 되는 요인을 바탕으로 도출 

한 61개의 진술문과 행동사건 인터뷰 내용에서 공통적으로 도출된 

11개의 진술문, 총 72개의 진술문을 잠재적 역량모델의 하부 요인별

로 분류하였다. 이때 연구자들은 정기적인 모임에서 토론하고, 합의

하는 과정을 거쳤다. 각 문항에 대해 위험행동을 예방하기 위한 역

량을 반영하는 적절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중복되지 않는지, 적

절한 용어를 사용했는지, 애매한 표현은 없는지, 어법은 정확한 지

와 개념적 기틀의 하부 요인에 부합되는지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이

러한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 합의를 통해 수정·보완하였다. 이에 “나

는 미래를 위해 지금 내 앞에 일시적으로 가질 기쁨은 포기할 수 있

다.” 등의 애매한 표현과 중복되는 문항, “나는 친구의 고민이 어떤 

일이든 비밀로 해줄 수 있다.” 등의 적절한 역량의 의미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항은 제거하였다. 그 결과 자기 통제 12문항, 부모와의 긍

정적 소통 18문항, 긍정적 또래 유대감 6문항, 총 36문항으로 선정되

었다. 각 문항에 대해 ‘매우 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을 배정하여 1차 예비도구

를 작성하였고, 이를 중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자 중학생, 여자 중학

생 각 2명을 대상으로 어휘의 난이도, 응답 용이성, 수정이 필요한 

Table 1. Content Analysis Behavioral Event Interview

Contents n

The result of my behavior will affect my future, which enables me  
   to overcome problems. 

10

I can find myself and control my behaviors. 4

When something harmful comes to me, I think of the results and
   avoid it.

5

I talk with my parents a lot. 12

My parents  trust me absolutely, which enables me to overcome 
   problems.

5

My parents love me, and I love my parents. 4

My parents come up with better solutions because they have 
   a lot of experience.

2

My parents have top priority in my mind without any special reason. 2

When I am in trouble, I always talk with my friends. 8

When my friends just stay with me, even though they can’t give 
   me any suggestions, I feel better. 

3

It really helps that I am loved by my friends.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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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등에 대해 기초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응답 용이성은 

양호하였고,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와 표현이 애매한 어휘는 적절한 

용어로 수정하였다. 본 도구는 Likert 유형의 총화평정척도로 점수

가 높을수록 청소년 위험행동 예방을 위한 역량이 높은 것을 의미

한다.

(2) 내용타당도 검정 및 2차 예비도구 작성

1차 예비도구의 내용타당도를 검정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전문

가를 대상으로 전문적 의견 청취를 하고, 조사 분석된 자료의 타당

성과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Delphi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

구에서 전문가 패널은 청소년 관련 전문가 21명으로 구성하여 실시

하였다. 각 문항의 내용이 청소년 위험행동을 예방하기 위한 역량

을 얼마나 잘 나타내는지를 ‘전혀 적절하지 않다’ 1점, ‘적절하지 않

다’ 2점, ‘적절하다’ 3점, ‘매우 적절하다’ 4점으로 응답하도록 하고, 각 

문항에 대해 3-4점을 준 전문가의 비율을 계산하여 각 문항에 대한 

내용 타당도 지수(index of content validation) .80 이상인 문항을 선

정하였다. 문항의 적절성에 대해 1차 설문을 한 결과 타당성을 지적

받은 4문항은 연구자들이 다시 토의하여 문구를 수정하여 자기 통

제 12문항, 부모와의 긍정적 소통 18문항, 긍정적인 또래 유대감 6문

항, 총 36문항으로 2차 예비도구가 작성되었다. 

(3) 2차 예비도구에 대한 구성타당도

2차 예비도구의 구성타당도를 검정하기 위해 중등학생을 대상으

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일차적으로 문항분석을 통해 문항과 전

체 문항 간 상관계수가 .30 이상 .80 미만인 문항을 확인한 결과 36

문항 모두가 이에 해당되어 모두 선정되었다.

Table 2. Factor Analysis of Final Items

Factors (No of items) Items
Factor 
loading

Eigen 
values

Accumulative 
variance (%)

Positive mutual- 
  understanding 
  with parents (16)

31. My parents listen to me. .81 11.71 32.5

26. My parents respect my feelings. .80

27. I feel happy when talking with my parents. .80

28. I am very pleased with the way my parents  speak. .80

36. My parents help me to understand myself. .77

15. I am loved by my family. .76

16. My parents are warm and comfortable. .76

34. I can have a heart-to-heart talk with my parents. .75

30. I can tell my parents frankly about my feelings. .75

14. I have a happy family. .74

32. I feel free to tell my parents what I think. .73

25. I trust in what my parents say. .73

35. My parents give me an honest answer when I ask about something. .71

13. My parents praise me. .71

17. When I want to feel less burdened in my  mind, rely on my parents. .71

33.  My parents notice that I don’t feel good. .64

Positive 
  connectedness 
  with peer (6)

23. I can rely on my friend when I want to have a heart-to-heart talk. .56  3.40 42.0

20. I feel my friends are like my family. .55

21. My friends accept me as I am. .55

24. My friends give me courage to talk to them about my difficulties. .52

22. My friends and I wonder how each other is doing. .48

19. I trust my friends. .47

Self-control (10)   1. I usually comply with rules. .56  3.03 50.4

  2. I usually complete my assignments when I start working on them. .53

10. I usually concentrate on one thing but don’t do several things at once. .46

  7. I can find solutions myself although I have lots of things to do. .46

  3. I keep a promise whatever may happen. .45

  4. I think prior to answering and acting. .45

11. I can logically deliver my opinion without being angry when my friends oppose it. .42

  6. I can control my emotions when I get upset. .42

  5. I can wait in order to get what I want. .41

12. I never do things that provide me with some pleasure right now, but will lead me in the wrong
        way in the future.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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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자료가 요인분석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Kaiser-

Meyer-Olkin 검정 결과 .91이었으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에서 유의

확률이 p < .001로 본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절함이 확인되었다. 다음

으로 요인을 추출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많은 부분을 설명하는 소

수의 요인을 추출하기 위해 적합한 주성분 분석(principle compo-

nent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요인회전방식은 각 요인의 적재값이 높

은 변수의 수를 최소화하는(Ryu, 2006) 직교 회전방법을 사용하였

다. 요인의 수는 고유치(eigen value) 1 이상인 것과 스크리 도표상 기

울기가 평탄해지는 기점을 기준으로 결정하였다.

일차적으로 36문항을 요인분석하여 공통성이 .40 이하인 문항을 

확인하고 다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총 3요인으로 확인

되었으며, 요인적재값이 .40 이상의 문항을 선택하여 총 4문항을 제

거하였다. 최종적으로 32문항을 다시 요인 분석한 결과 총 3요인으

로서, 본 연구에서 선행연구 고찰 및 행동사건 인터뷰 내용분석에

서 제시된 요인과 일치하였다. 이들 요인에 의해 설명된 총 분산은 

50.4%이었으며, 각 요인과 요인적재값은 .41-.81의 범위였다(Table 2).

(4) 최종도구의 하부요인 명명

요인 1은 애착, 헌신, 신뢰, 유대감, 적절한 자율성, 의사소통을 포

함하는 정서적인 지속적 결속으로서 ‘부모와의 긍정적 소통’이라 하

였다. 요인 2는 애착, 신뢰, 의사소통의 요소를 포함하고, 자아개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친밀한 또래 관계로서 ‘긍정적 또래 유대감’

이라 하였다. 마지막으로 요인 3은 보다 크고 장기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일시적인 충동에 의하거나 즉각적인 만족을 주는 행동을 제

지하고 인내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자기통제’ 라 하였다.

(5) 최종도구의 신뢰도 검증

본 연구에서 개발된 최종도구는 3개 요인의 총 32문항으로, 내적 

일관성 신뢰도 Cronbach’s α는 .93이었다. 요인별로는 요인 1 (부모와

의 긍정적 소통) .94, 요인 2 (긍정적 또래 유대감) .90, 요인 3 (자기통

제) .82로 나타났다.

2) 역량모델의 동시적 구성타당도 검정 및 최종확정

본 연구의 제2의 준거표본의 우수청소년의 역량은 평균 109.51점, 

표준편차 16.09점이고, 일반청소년의 역량은 평균 100.54점, 표준편

차 17.06점이었다. 두 군의 차이를 t-test로 분석한 결과(t =3.29, 

p < .001)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역량의 하위영역에서 

두 군 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자기통제(t=3.29, p = .001), 부모와의 

긍정적 소통(t=3.76, p < .001), 긍정적 또래 유대감(t=2.73, p = .001)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able 3). 그러므로 본 연구의 

역량모델에 의해 정의된 역량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도구로 역량

모델의 동시적 구성타당도가 검정되었다.

3) 역량모델 확정

역량모델에 의해 정의된 역량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도구로 역

량모델의 구성타당도가 검정되었다. 청소년의 위험행동과 역량강

화를 위한 통합적 접근을 위해서 다체계적 관점을 고려한 청소년 

위험행동 예방을 위한 역량 모델은 Figure 1과 같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역량모델링을 이용하여 청소년 위험행동 예방을 

위한 역량모델을 개발하고, 역량모델의 타당성을 검정하였다. 역량

개념의 도입 효과가 입증되어 전해지기 시작하면서, 국내에서도 여

Table 3. Competency due to Level of Crisis

Variables

Level of crisis

t (p)Excellent adolescents
Mean (SD)

Average adolescents
Mean (SD)

Competency 109.51 (16.09) 100.54 (17.06) 3.92 (< .001)

  Self-control  32.72 (4.77)  30.81 (4.25) 3.29 (.001)

  Positive mutual- 
    understanding 
    with parents

 55.30 (11.19)  48.91 (12.81) 3.76 (< .001)

  Positive
    connectedness
    with peer

 21.76 (4.80)  20.43 (5.07) 2.73 (.007)

Figure 1. The competency model for prevention of adolescent risk 
behavior.

Family
system

Environmental
system

Self-control

Personal
system

Positive connectedness
with peer

Positive 
mutual-
unerstanding
with
parents

Intimate relationship with peer groups including
an attachment to a friend, reliability, and communication,
which influence self-concept affirmatively

An emotional and continual bond 
with parents including an 
attachment to parents, devotion,
reliability, connectedness, 
proper autonomy, and 
communication 

Ability to control temporary 
impulses or endure 
temptations which offer 
prompt satisfaction 
in order to accomplish 
a greater and 
long-term goal 

System

Competency

Defi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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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집단에서 역량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고, 최근 사회과학 분야에

서도 역량에 관심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Calhoun et al., 2008).  

본 연구결과를 통해 도출된 역량에 대해 살펴보면 우선 개인체계

에서 자기통제가 도출되었다. 이는 청소년의 위험행동과 관련된 

Guerra와 Bradshaw (2008)의 연구에서 청소년의 역량으로 자기조절

이 도출된 것과 동일한 결과이다. 또한 Yun과 Jang (2007)은 우리나

라 청소년에게 필요한 생활역량으로 자기조절, 자기성취, 대인관계, 

공동체, 창의성, 상황대처 역량을 제안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개인체계로 자기통제 역량이 도출된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이러한 부분일치의 결과는 본 연구에서는 Yun과 Jang의 연구결과

와 달리 청소년 위험행동 예방에 초점을 두고 역량을 도출하였기 

때문이다. 이상의 연구결과와 자기통제가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유

해행동의 가장 강력한 단독 예측인자라는 Kim, M. S. (2008)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청소년의 자기통제 역량강화를 통해 위험행

동을 예방하거나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성공적인 성

인기로의 이행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두 번째로 가족체계에서의 역량은 부모와의 긍정적 소통이 도출

되었다. 미국의 경우 최근 청소년의 위험행동과 관련된 청소년 역량

으로 주로 청소년 개인체계의 심리적, 정서적 역량에 해당된다는 점

에서 본 연구의 결과와 차이가 있다(Guerra & Bradshaw, 2008).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예로부터 가정생활과 교육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

왔으며, 가족 간의 응집력과 부모와의 애착이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기에까지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특

수성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는 청소년의 부모와의 유대감

과 자율성이 높을수록 음주 및 흡연, 비행에 개입하는 비율이 낮으

며(Lee & Kwak, 2007),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수준

이 높을수록 비행 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던 결과(Shim, 2005)

와 일치한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주변 환경체계에서의 역량은 긍정적 또래 유대감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주변 환경체제에서의 역량으로 긍

정적 또래 유대감 이외에 학교 유대감, 교사와의 유대감, 지역사회 

유대감 등은 도출되지 않았다. 이는 행동사건 인터뷰 내용분석 결

과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였는데, ‘선생님은 내 고민을 들으시면 오

히려 야단만 칠 것 같다.’, ‘선생님께 이야기 하는 것이 오히려 성적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 같아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한 우수청소년

이 6명이었다. 이는 Jeon (2009)의 연구에서 선생님과의 관계와 학교 

유대감이 청소년의 위험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결과와 일

치한다. 또한 청소년이 위험행동을 하는 친구와의 친밀도와 비행 또

래와의 애착정도에 따라 심각한 비행 및 위험행동에 가담할 수 있

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기존의 다른 연구들(Kim, J. K., 2008; 

Rankin & Quane, 2002)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수행되어온 대부분의 연구에서 청소년 위험행동 예방

을 위한 접근방안으로 단일 체계요인 혹은 제한된 수의 체계요인에 

초점을 두어왔으므로, 개인체계, 가족체계 및 주변 환경체계의 다

체계적 관점에서 접근한 본 연구의 결과는 단일 차원에서 접근한 

기존의 연구보다 청소년 위험행동 예방과 효과적인 간호중재 방안

에 대해 보다 충분한 통찰력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역량모델의 구성타당도 검정을 위해 역량모델에 

의해 정의된 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였다. 개념적 기

틀, 내용타당도 검정, 전문가 델파이 등을 거쳐 작성한 청소년 위험

행동 예방을 위한 역량 척도 32문항에 대해 문항 분석을 실시한 결

과, 도구에 대한 기여도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요인분석 

결과 고유값 1 이상인 세 개의 요인이 추출되었고, 이들 세 요인은 전

체 변량의 50.40%를 설명하였다. 모든 문항의 요인 적재량이 .40 이

상이었으며, 모든 문항이 유의하였다. 각 요인은 역량도출 결과와 동

일하게 나왔으며,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이 .93이었다. 설문

지를 이용하여 사회과학적 개념을 측정하는 도구의 신뢰도가 .70 

이상이면 신뢰할 만하고, .90 이상이면 높다고 할 수 있으므로(Ryu, 

2006), 본 연구에서 개발된 도구는 신뢰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역량모델 타당도 검정을 위한 방법으로 우수청소년과 일반청소년

의 역량 정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 우수청소년의 역량은 일반청소년

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어, 청소년 역량모델의 동시적 

구성타당도가 입증되었다. 그러나 추후 연구에서는 우수청소년이 

미래에 실제로 우수한 성과 즉, 위험행동을 하지 않은 정도를 검토하

는 예측타당도(Spencer & Spencer, 2005)를 검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역량모델링을 통해 청소년 역량관련 모델 개발을 처음

으로 시도했다는 점에서 중요성과 의의를 들 수 있다. 그러나 본 연

구는 중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청소년 전체

로 일반화하는 데 제한이 있다. 따라서 고등학생을 포함한 추후 연

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반복연구를 통해 본 연구에서 파악하

지 못한 보다 다양한 역량 요인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

의 결과를 기초로 하여 청소년 위험행동 예방을 위한 역량강화 프

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할 것을 제언한다.

결  론

본 연구는 역량모델링을 통해 청소년 위험행동 예방을 위한 역량

모델을 개발하고 검정하여, 청소년의 위험행동 예방과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위험행동 예방을 위한 역량으로 자기통제, 부모와의 긍정

적 소통, 긍정적 또래 유대감이 도출되어 역량모델이 구축 및 검정

되었고, 개발된 역량모델은 청소년의 위험행동 예방을 위한 기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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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우리나라 청소년의 위

험행동 예방과 성인기로의 성공적인 이행을 도울 수 있는 역량프로

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접근은 청소년 위

험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자원의 질을 높

일 수 있는 학교중심의 비용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역량모델링을 통해 청소년의 위험행동 예방을 위한 역

량 모델 개발을 처음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중요성과 의의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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