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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논문에서는 학업중단 청소년의 우울, 자아존중감, 부모애착, 또래애착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우울과 자아
존중감에 대한 부모애착, 또래애착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5차년도(2017) 데이터를 활용하여 결측치를 제외한 학업중단 청소년 315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하
였다. 자료는 SPSS WIN v21.0을 활용하여 기술통계, 상관관계 분석, 매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업중단 청소년의 우울과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에서 부모애착, 또래애착은 매개효
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애착, 또래애착은 우울과 자아존중감에 대해서 정적으로 매개됨이 확인되
었다. 본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부모애착, 또래애착을 향상시켜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실천 및 정책적 제
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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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self-esteem and parental 
attachment·peer attachment. The study also examines the mediating effect of parental attachment·peer 
attachment between depression and self-esteem. For these purposes, 315 school dropout adolescent, 
excluding missing values, were finally analyzed from the 5th School Dropout Adolescent Panel 
Study(SDAPS). Correlation analysis, mediation analysis performed using SPSS(21.0 version). The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it was identified that parental attachment significant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self-esteem. Second, it was identified that peer attachment 
significant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self-esteem. Based on the study 
results, this research suggested the practice and policy implications to increase parental 
attachment·peer attachment, especially to the school dropout adolescent as well as to increase their 
self-este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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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청소년에게 있어서 학교는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성장하고 발달하는 공간이며 교사로
부터 학문적인 지식 습득 외에도 교사와 또래관계를 통
해 사회를 알아가는 대인관계를 학습하는 중요한 장소
이다[1].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다양한 
이유에서 학교 밖을 맴도는 청소년을 “학교 밖 청소년”
이라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로 2015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과거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지칭
할 때 학업중단 청소년, 학교 중퇴, 학업중퇴 청소년 등
과 같이 다양하게 사용되었다[2]. 무엇보다도 이러한 청
소년기에 학교 밖 청소년으로 살아가기에는 주변의 편
견과 차가운 시선, 가족 갈등, 친구관계단절, 사회적 혜
택소외, 미래불안, 심리정서적 영향 등을 야기 시키는 
이중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3].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학업 중단율은 다음과 같다. 먼
저 학업중단자란 엄격한 의미에서 의무교육의 범주에 
들지 않는 고등학교 교육에서 자퇴(질병, 가사, 부적응, 
해외출국 및 기타), 퇴학(품행), 제적, 유예, 면제의 사유
로 중도에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을 말하며,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에는 유예(질병, 장
기결석, 미인정 유학)와 면제(질병, 해외출국)가 해당된
다. 전반적인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학업중단
률은 1980학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1%가 되지 않는 
낮은 학업중단을 보였으며, 2000학년도부터 0.5% 안
팎의 수준을 유지해 왔다. 중학교의 학업중단률은 
1980년부터 1% 내외 수준으로 유지되다가 2010학년
도 이후로 감소 추세로 2018학년도 현재 0.7%로 나타
났다. 

특히, 고등학교 학업중단률은 1985학년도에 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전반적으로 감소하다가 
2015학년도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8학년도
에는 1.6%의 학업중단률이 나타났으며, 이는 의무교육
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비해 두 배 이상인 수치다. 특
히 고등학교 학업중단률의 특징은 고등학교 1학년과 2
학년의 학업중단률이 고등학교 3학년의 학업중단률보
다 휠씬 크다는 것이다. 2018학년도의 경우에도 고등
학교 3학년의 학업중단률은 0.4%인 반면, 고등학교 1

학년은 2.9%, 고등학교 2학년은 1.8%로 나타나 고등학
교 3학년의 학업중단률보다 훨씬 높음을 알 수 있다[4].

현재,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해 교육부에서 학교종합
안전망시스템(wee project)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학
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관련 법률을 통해 제도적 지원도 
마련되어 있다. 그 외에도 2007년 취약 청소년 자립지
원 프로그램(두드림존), 검정고시지원 프로그램(해 ), 
2013년 10월 ‘학업 중단 숙례제’, 전국 202개의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 등이 있다[5]. 이처럼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해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많은 지
원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제도적 혜택은 학업중단 
청소년이 아닌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학교에 다니고 있
는 청소년들에게 집중되어 있다[6].

청소년기 우울은 가정생활, 학교생활 등에서의 부적
응, 문제행동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후 성인기 우울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특히, 청소년기 우울은 성인보다 
더욱 충동적이고 자기조절이 어려워 자살과 같은 극단
적인 선택을 할 수 있으므로 그 심각성이 더욱 크게 문
제화 되고 있다[7].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사고나 생각 
속에 표현되는 자신에 대한 가치판단이며, 한 개인의 
행동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8]. 부모애착의 경우 부모와 애착관계를 형성 하지 못
한 청소년의 부모의 일방적인 기대에 내적 부담감은 일
탈행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9]. 또래애착의 경우 
청소년들은 또래 집단과 어울려 행복을 느끼고 죄의식
이나 긴장감을 감소시킨다. 이 시기 또래관계는 성숙한 
사회인이 되기 위해 사회적 기술 습득과 사회·정서적 
지원을 받으며 사회적 자신감을 높여주는 중요하다. 안
정적인 또래관계는 학교적응에 좋은 영향을 주며 비행
행동이나 정신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보호요인이다[10][11].

선행연구로는 학업중단 청소년 또는 학교 밖 청소년
의 연구는 주로 사회적낙인감과 우울에서 자아존중감
의 매개효과연구[6][12]가 있으며, 사회적 낙임감과 우
울에서 자아탄력성을 다룬 연구[13]로 이루어져 좀 더 
많은 연구들이 필요로 한다. 먼저, 우울과 자아존중감에 
대한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보는 연구로는 [14]가 있다. 
또한 청소년의 우울과 자아존중감에 대한 가정외보호 
여부와 또래애착 연구에는 [15]가 있는데 한정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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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루어졌다. 특히 일반청소년보다 힘든 청소년기를 
지내는 학업중단 청소년의 우울과 자아존중감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또한 학
업중단 청소년은 부모와 또래관계에서 형성된 애착관
계가 성인기 사회화에 큰 힘이 되어주는 것을 감안한다
면 이들의 관계를 보다 심도 있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
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학업중단 청소년의 
우울과 자아존중감 간에서 부모애착, 또래애착의 매개
효과의 연구를 통해 학업중단 청소년의 우울과 자아존
중감에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의 영향을 정확한 실태파
악을 통해 기존 연구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
다. 

이에 본 연구는 학업중단 청소년의 우울가 자아존중
감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고, 우울과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에서 부모애착, 또래애착의 매개효과를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질문
을 검증하고자 한다. 첫째, 학업중단 청소년의 우울, 자
아존중감, 부모애착, 또래애착 간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둘째, 부모애착은 학업중단 청소년 우울과 자
아존중감 간의 관계에 대한 매개효과가 있는가? 셋째, 
또래애착은 학업중단 청소년 우울과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에 대한 매개효과가 있는가? 본 연구는 학업중단 
청소년의 우울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서 부모애착, 또래애착의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학
업중단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원인 중 우울의 대한 부
모애착, 또래애착과 관련된 효과적인 개입방법 및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모색하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될 것
으로 기대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모형
학업중단 청소년의 우울, 자아존중감 및 부모애착, 또

래애착 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본 연구는 우울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
치고[14][15],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의 영향을 주는[15] 
선행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그림 1]의 연구모형이 설정
되었다. 

그림 1. 연구모형

이러한 연구모형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
자 하는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학업중단 청소년의 우울, 자아존중감 및 부모
애착, 또래애착 간에는 정적 및 부적인 상관
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부모애착은 학업중단 청소년의 우울과 자아
존중감 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
다. 

가설 3) 또래애착은 학업중단 청소년의 우울과 자아
존중감 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
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수집한 학업

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5차년도(2017) 조사데이터를 사
용하여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이 데이터는 2017년 6월 
~ 8월에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 318명(1차 구축 패널 
대비 41.0%)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1:1 대면
면접 조사로 실시되었다. 이 중 결측치를 제외한 학업
중단 청소년 315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3.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3.1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에서 분석하여 활용한 학업중단청소년패널 

2017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성별, 연령, 
가정경제수준, 현재 주거형태, 건강상태, 부모와 거주여
부 등에 대한 문항으로 총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3.2 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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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은 박봉선(2019)청소년이 스스로를 불행하거나 
우울하다고 평가하는 정도를 말한다[6]. 본 연구에서는 
박봉선(2019)의 근거하여 우울을 청소년이 자신의 감
정을 조절할 수 없을 정도의 불안과 두려움으로 감정적 
침체로 정의하고자 한다. 

우울의 측정을 위해 이경상 외(2011)의 한국아동청
소년패널조사 중1패널 2차년도 조사에서 사용한 문항 
중 10개를 진단 척도로 사용되었다[16]. 우울 척도는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리커트
(Likert)척도를 이용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4점)로 측정되었다. 우울의 크론바흐 알
파계수는 .904로 나타났다. 

3.3 부모애착
부모애착은 김재엽, 남보영(2012)에서 건강한 부모

로부터 안정적이고 일관된 정서지지를 받아 형성된 관
계를 말한다[17]. 본 연구에서는 김재엽, 최윤희, 장대
연(2019)의 근거하여 부모애착은 부모와 자녀 간에 일
관적인 정서지지로 인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게 된 관계
로 정의하고자 한다. 

부모애착의 측정을 위해 최인재 외(2012)에서 사용
한 진단 척도로 측정되었다[18]. 부모애착 척도는 총 8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리커트(Likert)
척도를 이용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
렇다”(4점)로 측정되었다. 부모애착의 크론바흐 알파계
수는 .898 로 나타났다.

3.3 또래애착
또래애착이란 이수하(2005)에서는 또래와 형성한 정

서적 유대 관계를 의미하며 감정과 사고를 교류하는 상
호작용으로 정의하였다[19]. 본 연구에서는 이수하
(2005)의 근거하여 또래 친구들 간에 형성되는 심리사
회적 상효작용으로 정의하고 한다. 

또래애착 측정을 위해 이경상 외(2011)에서 사용한 
진단 척도로 측정되었다[19]. 또래애착 척도는 총 3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리커트(Likert)척
도를 이용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
다”(4점)로 측정되었다. 또래애착의 크론바흐 알파계수
는 .847 로 나타났다. 

3.4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이란 Rosenberg(1979)는 자기 자신을 

존경하는 정도와 스스로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
는 정도이며, 이러한 자아존중감은 선천적으로 형성되
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형성되는데, 자
신에 대한 타인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타인의 평가가 
많이 미친다[6][20]. 본 연구에서는 Rosenberg(1979)
를 인용하여 자신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타인관계를 
원활히 하는 정도로 정의하고자 한다. 

자아존중감의 측정을 위해 최인재 외(2012)에서 사
용한 진단 척도를 측정되었다[18]. 자아존중감 척도는 
총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리커트
(Likert)척도를 이용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4점)로 측정되었다. 자아존중감의 크론
바흐 알파계수는 .869 로 나타났다. 

표 1. 조사도구의 구성과 내용

4.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수집한 학업

중단 청소년 패널조사(2017)의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청소년의 우울, 자아존중감, 부모애착, 또래애착의 관계
를 알아보기 위해 SPSS 21.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의 분석을 실시화였다. 첫째, 연구대상의 인구사회
학적 특성과 우울, 자아존중감, 부모애착, 또래애착에 
대한 빈도수와 백분율, 평균을 산출하기 위하여 기술통
계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우울, 부모애착, 또
래애착,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Pearson)을 실시하였다. 셋째, 우울과 자아존중감
에 대한 부모애착, 또래애착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
해 매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및 분석

측정변수 조사내용 신뢰도

인구사회학적 특성(6) 성별, 연령, 가정경제수준, 현재 
주거형태, 건강상태, 부모와 거주여부 -

우울(10) 우울(10) .904
부모애착(8)
또래애착(3)

부모애착(8)
또래애착(3)

.898

.847
자아존중감(5) 자아존중감(5) .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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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다음 [표 2]와 같

다. 조사대상자의 성별은 남성 165명(52.4%), 여성 
150명(47.6%)이었고, 연령은 1996년생 112명
(35.6%), 1997년생 85명(27%), 1995년생 68명
(21.6%), 1998년생 28명(8.9%), 1994년생 7명(2.2%)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주거형태로는 부모와 동거는 
223명(70.8%), 월세자취 55명(17.5%0, 친인척 등 아
는 사람(선배, 친구)집은 14명(4.4%), 전세자취 9명
(2.9%), 학교기숙사 6명(1.9%), 회사기숙사 2명(.6%) 
외 기타 6명(1.8%)이며, 가정경제수준으로는 보통 1수
준 132명(41.9%), 매우 못 산다 3수준 71명(22.5%), 
보통 2수준 44명(14%), 매우 못 산다 2수준 41명
(13%), 보통수준 3수준 17명(5.4%), 매우 못 산다 1수
준 10명(3.2%)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건강상태로는 
건강한 편이다 192명(61%), 건강하지 못하다 66명
(21%), 매우 건강하다 44명(14%), 전혀 건강하지 못하
다 13명(4.1%)이며, 부모와 함께 거주여부는 부모와 함
께 거주 220명(69.8%), 부모와 독립 47명(14.9%), 부
모와 일시적 따로 거주 44명(14%), 무응답 4명(1.3%)
로 나타났다. 

표 2. 인구사회학적 특성                       (N=315)

2.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본 연구의 주요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는 다음 [표 3]

과 같다. 우울의 경우 평균 20.78로 최소값과 최대값의 
중간치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애착의 경우 평
균 22.73으로 최소값과 최대값의 중간치보다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또래애착의 경우 평균 9.31로 최소값과 
최대값의 중간수준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의 경우 
평균 14.81로 최소값과 최대값의 중간치보다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표 3.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N=315)

구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우울 10 40 20.78 5.67

부모애착 8 32 22.73 4.67
또래애착 3 12 9.31 1.69

자아존중감 5 20 14.81 2.50

3. 우울, 부모애착, 또래애착 및 자아존중감 간의 
상관관계

학업중단 청소년의 우울, 부모애착, 또래애착 및 자아
존중감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표 4]와 같다. 먼저, 
학업중단 청소년의 우울은 부모애착, 또래애착, 자아존
중감의 모두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애착의 경우 또래애착, 자아존중감 모두 정적인 상
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애착의 경우 자아
존중감에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
라서 본 연구의 “학업중단 청소년의 우울, 자아존중감 
및 부모애착, 또래애착 간에는 정적 및 부적인 상관관
계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 1)은 지지되었다.

표 4. 주요변수의 상관관계 분석
(N=315)

**p<.01.

4. 학업중단 청소년 우울과 자아존중감에 대한 부
모애착, 또래애착의 매개효과

학업중단 청소년의 우울와 자아존중감에 대한 부모

1 2 3 4
1 1
2 -.350** 1
3 -.377** .330** 1
4 -.533** .343** .409** 1

구분
빈도
수

(명)

백분
율

(%)
구분 빈도수

(명)
백분율
(%)

성
별

남성 165 52.4

가정경제
수준

1수준 10 3.2
여성 150 47.6 2수준 41 13

연
령

1994년 7 2.2 3수준 71 22.5
1995년 68 21.6 4수준 132 41.9
1996년 112 35.6 5수준 44 14
1997년 85 27 6수준 17 5.4
1998년 28 8.9

건강상태

전혀 건강하지 
못하다 13 4.1

1999년 15 4.8

현재 
주거 
형태

부모동거 223 70.8 건강하지 
못하다 66 21

월세자취 55 17.5 건강한 편이다 192 61
전세자취 9 2.9 매우 건강하다 44 14

학교기숙사 6 1.9

부모와 
함께 

거주여부

부모와 함께 
거주 220 69.8

회사기숙사 2 .6 부모님과 독립 47 14.9
친인척 등 

아는 
사람(선배, 
친구) 집

14 4.4 부모와 일시적 
따로 거주 44 14

기타 6 1.8 무응답 4 1.3
합계 31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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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착, 또래애착의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5]와 같
다. 먼저, 우울와 자아존중감에 대한 부모애착과 또래애
착에 대한 매개효과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울와 자아존중감에 대한 부모애착의 매개효과를 검
증한 결과, 우울와 자아존중감에 대한 β값은 -.471로 
부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우울와 부모애착의 β값은 
-.350으로 부적으로 유의하였다. 여기에서 부모애착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줄 때의 β값은 .179로 정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부모애착은 우울와 자아존중감 간의 관
계에서 정적인 매개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우
울와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에서 또래애착의 매개효과
를 검증한 결과, 우울과 자아존중감에 대한 β값은 
-.446로 부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우울과 또래애착의 β
값은 -.337로 부적으로 유의하였다. 여기서 또래애착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줄 때의 β값은 .258로 정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또래애착은 우울과 자아존중감에 대해
서 정적으로 매개됨이 확인되었다. 

표 5. 학업중단 청소년 우울과 자아존중감에 대한 부모애착, 또
래애착의 영향

(N=315)

***p<.001.

그림 2. 우울과 자아존중감의 부모애착 매개효과

그림 3. 우울과 자아존중감의 또래애착 매개효과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학업중단 청소년의 우울, 자아존중감 및 
부모애착, 또래애착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학업중
단 청소년의 우울과 자아존중감 간에 작용하는 부모애
착, 또래애착의 매개효과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즉, 본 연구는 학업중단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영향요인으로 우울과 부모애착, 또래애착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나아가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부모애착, 
또래애착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탐색한다는 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로부터 도출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
된다. 첫째, 우울, 자아존중감, 부모애착, 또래애착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우울, 부모애착, 또래애착, 자아존
중감 간에는 모든 변수가 정적 및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울은 자아존중감에 부적으
로 유의하였고, 우울과 부모애착, 또래애착은 모두 부적
으로 유의하였다. 반면 부모애착, 또래애착은 자아존중
감에 정적으로 유의하였다. 따라서 선행연구인 조춘범 
김동기(2010)과 안은미, 이정애, 정익중(2019)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우울과 자아존중감에 대한 부모애착, 또래애착
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학업중단 청소년의 우울은 
자아존중감을 낮추나, 이때 우울의 부모애착 및 또래애
착이 매개함으로써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
났다. 즉, 학업중단 청소년의 우울이 높아짐에 따라 자
아존중감은 낮아지지만, 이때 부모애착, 또래애착과 같
은 보호요인이 영향을 주어 우울과 자아존중감 사이에

B S.E β t R2 F
우울->부모애착 -.289 .044 -.350 -6.613*** ,123 43.726***

우울->자아존중감 -.236 .021 -.533 -11.151*** .284 124.342***

우울->자아존중감 -.208 .022 -.471 -9.391***
.308 70.838***부모애착->자아존

중감 .096 .027 .179 3.562***

우울->또래애착 -.101 .016 -.337 -6.337*** .114 40.161***

우울->자아존중감 -.236 .021 -.533 -11.151*** ,284 124.342***

우울->자아존중감 -.197 .022 -.446 -9.155***
.343 81.601***또래애착->자아존

중감 .383 .072 .258 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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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매개하여 자아존중감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선행연구인 안은미, 이정애, 정익중(2019)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학업중단 청소년의 우울과 
자아존중감 관리 및 부모애착, 또래애착을 향상을 위한 
정책 및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
업중단 청소년들이 자신을 향한 부정적인 시선이나 태
도를 긍정적으로 받아드릴 수 있도록 권리인식 향상 위
한 프로그램 개발해야 한다. 현재 학업중단청소년을 위
한 프로그램은 주로 교육지원과 직업체험 및 직업교육
훈련 이 주를 이룬다. 무엇보다도 학업중단으로 인한 
주변사람들로부터 편견과 차별에 따른 사회적 낙임감
을 해소하는 다양한 개입 방안을 통해 학업중단 청소년
들의 우울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6]. 학업중단 이
후 안정된 생활을 하지 못하고, 다소 방황하는 모습들
이 주위 사람들에게는 부정적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
에서 청소년이 학업중단 이후 속히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프로그램 및 지원프로그램을 제
공해야 한다. 학업중단 청소년이 경험하는 우울의 있어
서 사회적 낙인감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면서도 자아존
중감을 감소시키고, 우울을 높인다는 점에서 볼 때, 우
울을 낮추기 위해서는 사회적 낙인감을 감소시키는 노
력으로 지역사회가 올바른 학업중단 청소년 인식개선 
캠페인과 함께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적극적인 자
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 확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12]. 

둘째,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이 높으면 청소년들의 자
아존중감도 높아지는 것으로, 부모의 충분한 애착형성
을 위한 부모의 각별한 관심을 기울려야 하며, 또래끼
리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쌓아지게 
된 높은 애착은 자신의 가치도 높게 생각하여 자아존중
감이 향상될 수 있다.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는 ‘솔
리언 또래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또래의 고민
을 듣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돕는 친구라는 의
미로 좋은 사례로 볼 수 있다[15]. 이러한 프로그램을 
좀 더 학업중단 청소년들에게도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또래애착과 관련된 프로그램 외에
도 부모애착형성을 높이는 부모와 함께 하는 다양한 상
담 프로그램 보급하여 정착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학업중단 
청소년의 경우, 학업중단으로 인해 주변의 지지체계가 
부족할 수 있는데, 성인 자원봉사자와의 1:1 멘토링 프
로그램을 통해 학업중단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향상 
및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해 나가
는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6]. 특히 자아존중감은 관련 
프로그램으로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다양한 
지지체계의 멘토링을 활성화 해야 된다. 

위에 언급한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다. 첫째, 학업중단 청소년의 
우울과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줄 때 부모애착, 또래애착
에 초점을 맞추어 매개효과를 한정적으로 연구하였다
는 점이다. 이와 같이 부모애착, 또래애착 외에도 자아
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변수를 찾아 매개효과를 검증하
여 어떤 보호요인이 더욱 우울과 자아존중감에 높은 매
개효과를 가지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업중단 
청소년의 우울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영향과 부모애착, 
또래애착의 매개효과를 횡단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는 점에서, 향후에는 종단적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연
구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일반청소년과 학업중
단 청소년의 차이점을 비교연구를 통해 좀 더 연구의 
차별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 본 연구는 2020년 한국산학기술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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