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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논문은 Glasser(1998)의 선택이론 에서 청소년의정서문제와 휴 화의존 그리고학교생활 응의

계구조를 검증함으로 청소년의 학교생활 응 향상을 한 실천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해 한국 아동‧청

소년 패 자료 2차년도 자료가 활용되었다. 분석 상은 학생 2,075명으로 남학생 1,015명(48.9%), 여학생

1,060명(51.1%)이었고, 가설검증을 하여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결과 청소년의 학교생활 응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변수는 공동체의식이었고, 선택이론을 근거로 청소년의 정서문제가 학교생활 응과 휴

화의존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청소년의 휴 화의존은 정서문제와 학교생활 응 간의

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토 로 청소년의 학교생활 응의 향상을 해 공동체의식 함양,

휴 화의존과정서문제를완화를 한상담 로그램개발 상담교사증원과비정규직의개선등을논의하 다.

• 주제어 : 정서문제, 휴 화의존, 학교생활 응, 공동체 의식, 선택이론

Abstract This study attempts to verify the relational structure of adolescent's emotional problems,

smart‐phone dependency and school life adjustment from a perspective of Glasser (1998)’s choice theory.

For this purpose, this study utilized the second year data from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Data. From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e most influential variable affecting adolescent's school

life adjustment was found to be the sense of community, and adolescent's emotional problems were found

to have a effect upon school life adjustment and smart‐phone dependency based on the choice theory. This

study discussed issues of cultivating the sense of community to improve adolescent's school life

adjustment, and developing counseling program and reinforcing the counseling personnel with improvement

of contingent employment to alleviate smart‐phone dependency and emotional problems.

• Key Words : Emotional problems, Smart‐phone dependency, School life adjustment, Community sense,

Choice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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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

청소년들은 부분의시간을학교에서보내므로청소

년의심리, 정서, 행동발달에학교가미치는 향은매우

크다. 학교는 청소년들의 심리·사회 발달 기회를 제공

하고, 지식을 학습하여 사회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기 이다[1]. 반면, 학교생활에

잘 응하지못할경우 비행, 낮은 학업성취와 학업 단,

따돌림등을경험하게되고, 이는성인기의직업 , 경제

수 을낮추는요인이되기도한다[2]. 한 학교생활

부 응청소년은가출, 우울과 자살, 약물 독등의빈도

도높다[1]. 이와같이청소년의학교생활 응은심리, 사

회 건강의 반 이므로 청소년의 학교생활 응을 한

다양한 정책 , 실천 근이 시도되어야 한다.

Glasser(1998)는 선택이론을통해인간은 구나기본

욕구를가지며, 때때로우울, 공격성, 축등을포함하여

자신의 상황에서 최선을 찾는 능동 인 존재라 하 다.

이러한 에서인간은 실에서충족되지않은욕구로

인해 독이나 부 응을 선택하기도 한다고 하 다. 즉,

우울, 주의집 , 공격성 등의 정서문제는 충족되지 않은

욕구의 반 이며, 휴 화의존과 학교생활부 응은 이

에 한개인의선택이라는것이다. 이에본연구는선택

이론 에서청소년의정서문제와 휴 화의존, 학교

생활 응의 계구조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청

소년의 학교생활 응을 한 이론 근거와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론적 배경

2.1 택 론

선택이론은사람들이어떤행동을할때왜특정한방

법으로 하는가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인간은

기본욕구에 따라 행동하고, 자신의 삶을 한다고

제한다. 즉 인간의모든행동은목 이있으며, 기본욕구

를 충족시키기 해 인간이 스스로 선택한다는 것이다.

인간이 행동한다는 것은 인간의 다섯 가지 기본욕구 즉,

생존, 사랑, 힘, 즐거움, 자유 하나이상의욕구를만족

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다[3, 4].

독과 련하여 Glasser(1976)는 힘이 강한 사람은

정 독을 선택함으로 개인의 삶에 오히려 활력을

얻고, 힘이 약한 사람은 부정 독을 선택함으로 본인

의 삶을 괴하게 된다는 것이다. 정 독은 이것을

선택한사람들에게가치있는것이라고믿어지며본인들

이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행하여진다. 사람들

은 기본욕구 하나 이상의욕구를충족시키기 한 행

동을 선택하는데, 항상 행복만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며,

불행인 알면서도더나은선택을할만한능력이자신

에게 없다고 생각하고 불행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부

정 독을 나타내는 선택으로 포기, 증상, 독 등 세

가지가 있다[5]. 즉, 독과 련해서는 실에서의 미충

족 욕구로 인한 인간의 부 응을 부정 독이라고 설

명한다. 다시말해, 기본욕구가충족되지않았을때연약

한 사람들은부정 독을 선택하게된다는 것이다[6, 7].

선택이론은 사람들은 외부 자극에 의해 행동한다는

자극-반응이론과는 반 로, 내 인 개인동기에 의해 행

동한다고주장한다. 인간이행동하는 좋은것과나쁜 것,

즐거운 것과 고통스러운 것, 효율 인 것과 비효율 인

것, 과음하고 그 지 않는 것 등 모든 행동들이 인간의

내면에 있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한 것이라는 것이다.

내면작용에의해우리가생각하고행동하고느끼는모든

것이 일어난다는 것이다[8, 9]. 인간은 상황에 따라 끌려

가는 수동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상황에서 최선의 해

결책으로 우울이나 공격성 때때로 비합리 이고 실

인 안이 되지못하는 것을찾는능동 인존재라는 것

이다[10, 11]. 이에 본 연구는선택이론에근거하여서, 충

족되지않은욕구로 인해나타나는 주의집 , 공격성, 우

울 등의 정서문제와 휴 화의존이 청소년에게 있어서

요한발달과업 하나인학교생활 응에어떠한 향

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2.2 정 문제, 휴대전화 존, 학 생활적  간 

계

정서문제와 학교생활 응의 계에 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주의집 , 공격성, 우울, 신체증상등이학교

응에 부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2, 13]. 학

생을 상으로하여주의집 문제가학교생활 응에직

인 향을 주기도 하고 우울을 매개로 하여 간

향을 주는 것을 보고하고 있다[14]. 성별로 남아는 학

교생활 응의모든 역에있어공격성이유의미한 향

력을나타냈고, 여아는 공격성이학교생활 응의 소속감

과친구 계에유의미한 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15].

정서문제와 휴 화의존의 계에 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청소년의 공격성, 우울 등이 스마트폰 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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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치고, 자기 통제력은 부 상 계 으나 스

마트폰 독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16]. 청소년의 휴 폰 이용실태와 독

이용의연구에서우울증정도가높을수록휴 폰을 독

으로이용하고있는것을확인하 고[17], 휴 폰 독

사용을 측하는 변수 우울이가장 측력이높은 변

인이었다[18]. 련된다수의연구가있다[4, 19, 20, 21, 22, 23].

휴 화의존과 학교생활 응의 계에 한 선행연

구를살펴보면, 휴 화에 의존할수록 수업시간에도 휴

화를 사용하여 산만해지며 성 이 떨어진다고 하

고[24], 휴 화의 독 사용이학교생활부정 향

을 밝힌 연구가 있고[25, 26], 김 순과 김은미의 연구

(2015)에서는청소년의정서문제가스마트폰의존을매개

로 학교생활 응에 미치는 향력을 검증하 다. 본 연

구에서 청소년의 정서문제는 학교생활 응과 스마트폰

의존에 향을미치며, 스마트폰의존의 매개효과도확인

하 다[27. 그러나 본 연구는 학교생활 응에 향을 미

치는 다른 주요 변수들을 통제하지 않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밝힌 학교생활

응의 주요 향요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의 이들 간

계구조를검 하고, 실천과제들을도출해보고자한다.

3. 연 방법

본연구는한국아동‧청소년패 조사 2011 학교 1학

년패 2차년도자료를활용하여분석한다. 2351명의자

료 결측자료와이상치로인해 정규성조건을만족하

지 못하는 자료를 제외한 2075명으로 남학생 1015명

(48.9%), 여학생 1060명(51.1%)의 자료가활용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를 살펴보면, 학교생활 응은

민병수(1991)가 제작한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

다.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 .865이다[28]. 정서

문제는 주의집 못함, 공격성은 조붕환과 임경희(2003)

가 개발한문항을수정한척도를, 우울은김 일, 김재환,

원호택(1983)이 간이정신진단검사를수정한척도를사용

하 다[29, 30].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 .904이

다. 휴 화의존은 이시형, 김학수와 나은 외(2002)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31]. 척도의 신뢰

도 Cronbach's = .897이다. 통제변수로 성별, 건강, 성

, 일탈 비행경험, 공동체의식, 그리고부모의방임과

학 를사용하 다. 본 연구자료분석을 해 SPSS 21.0

과 Amos 19.0을 이용하 다. 정서문제, 휴 화의존, 학

교생활 응, 공동체의식의 신뢰도 검정은 SPSS를 사용

하 고, 학교생활 응과정서문제 휴 화의존간의

계구조를 확인하기 해 AMOS를 사용하여구조방정

식 모형 분석을 하 다.

4. 연 결과 및 해

청소년의 휴 화의존이 정서문제와 학교생활 응

의 계를매개하는구조모형검증에앞서주요변수의특

성과상 계를 살펴보았다. 학교생활 응은 80 만

에 56.9(표 편차 8.1)으로 보통 이상이었다. 정서문제는

평균 48.5(표 편차 10.6)으로 간정도 다. 휴 화의

존은 28 만 에평균이 16.0(표 편차 5.2)로 간이상

이었다. 건강수 은 4 만 에 평균이 3.2(표 편차 .6)

로 높았다. 성 만족도는 4 만 에 평균 2.2(표 편차

.8)로 보통 수 이었다. 공동체의식은 16 만 에 평균

이 10.8(표 편차 2.3)로 보통 이상이었다. 주요 변수간

상 계를 분석한 결과 학교생활 응과 공동체의식은

상 계값이 .451로 비교 높았다. 정서문제와휴

화의존의 상 계 값은 .345, 학교생활 응과 정서문제

의 상 계 값은 -.328로 어느 정도 상 계가 확인되

었다. 성별을 제외한 모든 변수와 학교생활 응은 통계

으로 유의미한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의 정서문제와 휴 화의존이 학교생활

응과어떠한 계구조를지니는지알아보기 해구조모

형 검증을실시하 다. 구조모형검증은연구모형과비교

모형을만든 후서로 포함 계에 있는두 모형을 카이제

곱 검증을 통해더 좋은모형을 선정하는 방법을 선택하

다.

[Fig. 1] Partly mediating model 1 and Perfect mediating 

model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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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2 p df TLI CFI RMSEA

model1 1636.8 .000 214 .884 .910 .057

model2 1631.6 .000 213 .884 .910 .057

*** p <.001

<Table 1> Model Fitness

Table 1은그림 1에제시된 model 1과 model 2의 합

도지수인RMSEA값이 .057로 양호함을보여 다. 다음

으로 model 1과 model 2의 카이제곱 값 차이를 살펴본

결과 5.145로 자유도의 차이 값 1에 한 카이제곱 차이

의 임계치인 3...48보다 큼으로 유의수 .05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 다. 이러한 결과는 다소 복잡

한 모형일지라고model 2가 model 1보다 자료의 속성을

더잘반 하고있다고할수있음으로model 2를 선택하

여변수들간의 계를 악하 다. model 2에 한경로

계수추정치의통계 유의도를살펴보면그림 2와같다.

학교생활 응에 향을미치는변수는정서문제, 휴

화의존, 성 , 공동체의식, 방임경험이었고, 휴 화의

존에 향을미치는변수는정서문제, 성, 건강, 학 경험

으로 차이를 보 다. 표 화 계수를 통해 학교생활 응

에 미치는 향력을 비교해 보면, 공동체의식이 .459로

가장높고, 다음으로정서문제가 -.354, 성 이 .160, 방임

이 -.157 순이었다. 휴 화의존의 향력은 .060로 가

장 낮았다. 즉, 공동체의식이 높을수록, 정서가 안정 일

수록, 자신의 성 에 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방임경험

이 을수록학교생활 응수 이높은것으로확인되었

다. 다음으로 휴 화의존에 미치는 향력을 크기를

비교하면, 정서문제가 .418로 가장높아정서 으로안정

된 학생일수록 휴 화의존 수 이 낮고, 다음으로 성

별에 따라 차이가 -.192로 여학생의 휴 화의존 정도

가 남학생 보다 높음을 알수 있다. 특히, 정서문제와 공

동체의식 등을 통제할 경우 일탈 비행경험가 학교생

활 응과 휴 화의존에 미치는 향력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Fig. 2] Perfect mediating model

5. 결론 및 제언

본연구는청소년의정서문제와 련하여선택이론을

바탕으로 휴 화의존과 학교생활 응에 미치는 향

력을검증하 다. 그리고선행연구에기반하여 청소년의

휴 화의존이 정서문제와 학교생활 응의 계를 매

개하는지 검증하 다.

분석결과 청소년의 정서문제는 휴 화의존과 학교

생활 응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며, 이는 충족되지 않

은욕구는부 응의형태로나타난다는선택이론을뒷받

침해 주는 결과이다. 한, 청소년의 휴 화의존은 그

향력의크기가 크지않으나, 학교생활 응에통계 으

로 유의미한 부 인 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정서문제

와 학교생활 응과의 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학교생활 부 응은 청소년이 지니는

정서 어려움을해결하기 한일종의 응 행동으로

악할 필요가 있다. 학교생활에서 나타나는 부 응 행

동에 을 두어 이를 감소시키기 한 처벌보다는 청

소년의 우울이나 주의집 , 공격성과 같은 정서문제의

원인을 악하여 개입할 필요가 있다. 이를 해 한

문인력배치가우선되어야한다. 재 많은 ‧고등학

교에 상담교사가 거의 한명이고 부분이 계약, 비정규

직이다. 효과 상담을 해상담교사수를늘리고, 정규

직으로 환하여 상담 장의 책임성, 문성 연속성

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휴 화의존은학교생활 응에직 향을미

칠뿐만아니라정서문제와학교생활 응의 계를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의 정서 어려움은

휴 화의존을 높이고, 휴 화 의존은학교생활 응

에 부 인 향을 미침을 의미한다. 부모양육태도, 래

애착, 휴 화의존을 투입하여학교생활 응에 한

향력을 알아본 장석진 외(2011)의 연구에서 휴 화의

존이 학교생활 응에 부 인 향을 미친다는 결과에서

도 확인되었다[32]. 사회에서 휴 화는 청소년들

의 삶의 다양한 역에서 요한 도구이다. 한 사용

은 다양한 정보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자신의 창의

력을 발휘하고, 공통 심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과 물리

제약 없이 소통할 수 있는 도구이다. 그러나 잘못 사

용되면 가상공간에 갇 인 계에 장애를 래하고,

학교생활에도 지장을 다. 재 일부 학교에서 이루어

지는 휴 화를 등교시 보 하 다가 하교시 돌려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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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방식 보다 한 휴 화사용 방법을 교육하고,

휴 화를 독 으로 사용하는 학생들은 이를 개선하

기 한 로그램을 제공하는 보다 극 인 처가 필

요하다.

마지막으로 공동체의식이 학교생활 응에 미치는

향력이가장큰것에 하여논의하고자한다. 이는공동

체의식이 높을수록 학교생활 응에 정 인 향을 미친

다는김태균(2012)과 오미섭(2016)의연구를지지하는결

과이다[33, 34]. 입시 주의 교육과 경쟁 교육환경에서

자라는청소년들에게공동체의식을함양할수있는방안

이 범정부 차원에서 강구되어야 한다. 다양한 문화와 인

종, 종교와 사상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사회에서 공동체의식은 사회통합을 한

가장 기본 인 토양이다. 따라서 재 학진학을 한

사활동이나동아리활동이아니라함께더불어살아가

기 해필요한존 과배려와그리고민주시민으로서의

성장하기 해 필요한소양과인성을 갖출수 있도록 교

육과정의 획기 인 변화가 요구된다. 이상에서 본 연구

는 선택이론에 근거해 청소년의 정서문제가 학교생활

응과 휴 화의존의 요한 원인변수임을 검증한 과

학교생활 응에 미치는 공동체 의식의 향력을 확인함

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한 실천방안 마련의 기

자료를 제공한다는 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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