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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교사들이 인식하는 생활지도의 내용과 방법을 개념도 분석을 통해 체계화 하는 것이다. 개

념도 분석 절차에 따라 “교사로서 생활지도를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라는 초점 질문을 개발한 

후 총 13명의 중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아이디어 생성을 위한 면담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아이디어 진술문을 

생성하였다. 이후, 예비조사를 통해 확정한 생활지도 내용 영역 35개, 방법 영역 63개 아이디어 진술문에 대해  

총 21명의 중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유사성 분류 및 문항평정을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생활지도 내용 개념도는 

‘학교규칙 및 행동규범-심리적응 및 태도’와 ‘사회적 발달-개인발달’의 두 차원으로 구분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진술문의 영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생활지도 내용은 크게 1) 학교규칙 준수, 2) 사회 

규범 행동, 3) 신체, 관계 및 언어폭력, 4) 대인 관계, 5) 적응 심리 및 행동, 6) 개인 역량 및 태도, 7) 교사-학

생 관계 및 학습태도의 일곱 가지 내용으로 분류되었다. 생활지도 방법의 경우, 다차원척도 분석을 통해, ‘교사의 

내적 자원 활용 방법-교사의 외부 자원 활용 방법’과 ‘비지시적 방법-지시적 방법’의 두 차원이 확인되었다. 

군집분석 결과, 생활지도 방법은 크게 1) 학생 이해 및 소통, 2) 간접적 개입, 3) 직접적 개입, 4) 학부모 및 

교내외 지지체제와 연계, 5) 교내 교사와 협력, 6) 교사 학습 기회 활용의 여섯 개 영역으로 분류되었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생활지도와 교과의 균형적 구성의 필요성, 교사 외부 자원과의 연계를 위한 지원의 필요성 및 

예비교사교육 및 현직교사 연수 필요성 측면에서 시사점을 제시하고 논의하였다. 

주요어 : 생활지도, 생활지도 내용, 생활지도 방법,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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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학교폭력, 학업 중단, 청소년 자살 등이 시급한 교육문제로 부각되면서, 전문상담교사의 역할

에 대한 강조뿐만 아니라(오인수, 2010), 일반 담임교사의 학교생활지도 역량의 중요성이 강조되

고 있으며 생활지도 역량을 체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교육 현안에 대한 다양한 대응책이 

논의되고 있다(구본용 외, 2010). 교육부는 ‘2013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및 정보공시 분석결과 

발표’에서 금품갈취나 강제 심부름 등 밖으로 드러나는 학교폭력 유형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

만 언어폭력, 집단따돌림, 사이버 괴롭힘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했으며, 학

교폭력에 대한 단속과 규제를 강화하는 대처보다 학생생활 강조와 또래문화 개선이 필요하다고 

분석하였다. 이는 학교문제에 대한 거시적 차원의 대처가 갖는 한계를 인식하고 그 대안으로 미

시적 차원, 곧 생활지도를 강조하는 최근의 경향을 반영하는 결과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10; 박

효정 외, 2011; 홍석기, 이규미, 2011).

최근 교과교육에 치중한 입시위주 한국 교육의 취약성에 대한 반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교

과교육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생활지도영역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홍석기, 이규

미, 2011). 수업상황에서 드러나는 학생의 행동관리문제가 학교 생활지도의 실패에서 기인한다

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박효정 외, 2011). 또한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일반교사를 평가할 때 

평가영역을 ‘학습지도 영역’과 ‘생활지도 영역’으로 구성하여, 교사 역할에서 차지하는 생활지도

의 비중을 교과교육과 동일하게 두는 것은 학생 생활지도의 중요성을 입증하는 사례이다(교육

과학기술부, 2010).

특별히 교육부는 예비 교사에게 학생생활지도 준비가 필요한 현실을 교원양성과정에 반영하

여 교원자격 검정기준에서 6과목 이상 이수를 필수로 정하는 교직이론과목에 생활지도 및 상담

을 포함시키고 있다. 교직이론 영역의 ‘생활지도 및 상담’은, “학생발달단계에 적합한 생활지도 

및 상담방법에 중점을 두는” 교과목이다(교육부, 2017).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이 사회문제로 대

두되면서 관계부처에서 합동으로 발표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17년도 시행계획(2017.3.)’에

서는 5대 분야별 세부계획, 곧 1) 인성 교육 중심 학교폭력 예방 강화, 2) 학교폭력 예방 안전 

인프라 확충, 3) 공정한 사안처리 및 학교 역량 강화, 4) 피해학생 보호‧치유 및 가해학생 선도,

5) 전 사회적 대응체제 구축을 제시하였다. ‘공정한 사안처리 및 학교 역량 강화’ 계획에 대해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에서는 예비교원의 생활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교육부는 먼저, 예비교원을 대상으로, 2017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교

직소양 3개 과목에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의 이해’를 포함시켰다(「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

교 등의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16.12.23.) 제6조). 다음으로, 이 교직소양과목인 ‘학

교폭력 예방 및 학생의 이해’ 교과목에 ‘인성교육’, ‘학생생활문화’, ‘학생생활지도’, ‘학생정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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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발달’의 네 가지 기본교수요목을 연계‧운영하도록 개정하였다. 이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의 

이해’ 과목은 “교사로서 학생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인성교육’, ‘학생생활문화’, ‘학생생활지

도’, ‘학생정서행동발달’을 학습하여 학교폭력, 학생정서행동발달 문제 등 교육활동 전반에서 발

생할 수 있는 상황을 관리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네 가지 기본교수요목을 포함한다(교육부,

2017). 특히 기본교수요목 중, ‘학생생활지도’는 학교현장에서 제기되는 생활지도의 필요를 반영

하여, “상담의 이론과 실제와 연계하여 생활지도의 이해, 생활지도 방법, 생활지도 관련 업무처

리, 부적응학생 지도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교육부, 2017). 이처럼 기존의 ‘생활지도 및 상

담’ 교직이론과목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의 이해’ 교과를 교원양성과정에 반영하는 

노력에서, 현재 예비교사교육에서 차지하는 생활지도의 비중이 더욱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생활지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학교 현장에서도 나타나는데, 학교 컨설팅 요구조

사를 실시한 결과, 교사들은 학급운영, 생활지도, 진로 및 진학지도, 특별활동지도, 창의적 체험 

활동, 방과 후 학교 운영의 여섯 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된 교과외 교육활동영역 중, 생활지도를 

컨설팅이 가장 시급한 영역으로 꼽았다(박효정 외, 2010). 또한 생활지도는 초임교사가 어려움을 

겪는 대표적인 영역임에도 불구하고(김재춘, 박정순, 2010), 예비교사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을 뿐만 아니라(홍석기, 이규미, 2011),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한 데 비해 이론적 논의나 

연구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특별히 우리나라 생활지도의 내용 및 방법과 같은 생활지도 개념의 체계에 대해서는 학문적 

논의가 충분하지 않은데, 소수의 선행연구들은 매뉴얼 자료(구본용 외, 2010), 특수아동 대상(김

윤옥, 2000), ADHD 학생 대상(정종성, 최진오, 2010), 초등학교 교사 대상 질적 연구(김재춘, 박

정순, 2010), 초등학교 교사의 생활지도 효능감 척도 개발 연구(홍석기, 이규미, 2011), 생활지도

의 어려움에 대한 연구(길말선 외, 2016; 김지연, 이자명, 2016)와 같이 생활지도의 특정 영역 혹

은 주제에 국한되어 진행되어 왔다. 또한 몇몇 연구에서는 교사효능감의 하위영역 중 하나로 생

활지도 효능감을 포함하기도 하는데(김아영, 김미진, 2004), 이 역시 생활지도 개념 자체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생활지도와 관련 있는 몇 가지 설문문항들을 포함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생활

지도의 내용과 영역에 대해 분석한 연구는 초등학교 원로교사가 인식하는 생활지도를 해석학적

으로 분석한 사례를 들 수 있는데(이정희, 2008), 이 연구는 원로교사의 ‘경험’을 이해하는 데 초

점을 두는 질적연구라는 점에서 본 연구와는 연구 대상과 목적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생활지

도는 광범위하고 복잡한 교육활동을 의미하는 활동이라는 점에서(이지혜, 이재신, 2013), ‘무엇’

(내용)을 ‘어떻게’(방법) 지도해야 하는가에 대한 학교현장의 현실적 요구를 반영한 체계적인 연

구의 필요성이 더욱 커진다.

생활지도의 개념에 대해서는 매우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는데 가장 널리 소개되는 개념은 미

국의 가이던스(guidance) 개념이 한국에 유입되어 적용되면서 생겨난 개념이다(김계현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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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이 개념은 원래 학교상담자(school counselor)의 역할 모형에 기반하는 개념인데, 가이던

스(guidance)가 ‘생활지도’로 번역되어 통용되면서 국내에 소개되었다. 그러나 가이던스

(guidance)는 미국의 학교상담자(한국의 경우 전문상담교사 혹은 전문상담사에 해당됨)의 역할

인 반편, 생활지도는 일반 담임교사의 역할이기 때문에 가이던스(guidance)와 생활지도는 매우 

다른 특징을 보인다. 한편 학교 현장에서 일상적으로 생활지도를 하게 되는 담임교사를 위한 생

활지도의 내용과 역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론적으로 접근되지 못한 채 체계화의 필요성만이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구본용 외, 2010). 미국에서도 전문적인 상담훈련을 거치지 않은 일반 

교사를 포괄하는 생활지도 이론을 정립할 필요가 제기되었으나(Muro & Kottman, 1995, 재인

용), 꾸준히 내용을 체계화하고 이론을 정립한 ‘전문영역으로서’의 학교상담과 달리, 생활지도는 

‘교육자 모두의 책무’로만 남겨둔 상황이다(Schmidt, 1999, 2000). 결과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필

요로 하는 생활지도는 영역과 방법에 대한 체계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국내에서도 교

육부가 생활지도 교과목을 교직 이론 과목으로 지정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예비교사의 생활지

도 역량 함양을 강조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래서 교원양성과정에서는 여전히 예비교사에게 

현장에 밀접한 생활지도보다 학교상담 영역에 해당하는 ‘가이던스(guidance)'를 교육하는 상황

이다. 그렇기에 교원자격검정에서 요구하는 모든 과정을 이수하더라도 예비교사는 학생지도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생활지도는 난관(難關)이 된다(김재춘, 박정순, 2010; 박효정 외, 2010).

Veenman(1984)은 이를 ‘현실 충격(reality shock)’으로 개념화했다. 교직적응단계 교사들은 생활

지도 시, 교원양성과정에서 다루지 않았던 장면에 맞닥뜨리게 된다(성병창, 2007; Veenman,

1984). 가령, 많은 교사들이 교직 입문 전 기대했던 학생들과의 친밀한 관계와 실제 생활지도 

시 유지하게 되는 학생들과의 심리적 거리감의 차이를 인식하고 고민하게 되는데(길말선 외,

2016; 김지연, 이자명, 2016), 이 역시 현실 충격의 한 예이다(Veenman, 1984). 실제로 생활지도

는 교사들이 인식하는 ‘가장 어려운 영역’으로(김재춘, 박정순, 2010; 박효정 외, 2010), 생활지도

를 주제로 하는 선행연구들에서 구체적인 어려움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길말선 외, 2016; 김지

연, 이자명, 2016). 뿐만 아니라 생활지도는 특히 교직적응단계 교사에게 모호하고 혼란스러운 

영역으로 나타나는데(길양숙 외, 2005; 김희규 외, 2016), 이러한 ‘실제’ 생활지도의 어려움은 현

실충격의 한 예라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실충격에 직면하는 신규 교사들은 교직의 적응에 어려움

을 겪을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 현장에서 요구되는 생활지도의 역량이 부족한 채 교단에 서기 

때문에 교사효능감이 떨어질 가능성 또한 높아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교 현장에 있는 교사가 인식하고 있는 실제적인 생활지도의 영역과 방

법을 분석하여 체계화하고자 하였다. 특별히 발달 단계상 변화의 폭이 가장 심한 사춘기를 포함

하는 중학교 교사가 생활지도에 가장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길말선 외, 2016; Eccles, Midgley,

& Adler, 1984), 중학교의 교사들이 인식하는 실제적인 생활지도의 개념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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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교사를 위한 실제적인 생활지도의 내용과 방법을 체계화하여, 효과적인 생활지도를 

위한 지원 방안과, 예비교사 교육 및 현직 교사 연수 등의 교사교육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특별히 본 연구의 결과는 예비교사를 양성하는 교원양성과정에서 ‘현장에서 필요한’ 생

활지도 역량을 신장시키는 교육 내용을 구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교 현장에 

있는 교사가 인식하는 생활지도의 영역과 방법은 무엇인가? 둘째, 중학교 현장에 있는 교사가 

중요하게 인식하는 생활지도 내용 및 방법과 실제 수행도는 어떠한가?

Ⅱ. 이론적 배경

1. 생활지도 개념

생활지도는 가이던스(guidance)가 번역된 용어인데 이는 원래 ‘안내하다, 인도하다, 이끌다

(guide)’에 어원을 둔다. 가이던스(guidance)의 시작은 파슨스(Frank Parsons)의 직업지도운동으

로, 직업을 선택하고 준비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후 정신위생지도, 아동지도운동, 심리측정운

동과 같은 사회운동을 배경으로 점차 발달해왔고, 로저스(Carl. R. Rogers)의 인간중심치료의 영

향을 받아 기존의 지시적이고 권위적인 방법에서 내담자 중심의 가이던스(guidance)로 발전하

게 되었다(김충기, 1998). 이처럼 가이던스(guidance)는 직업운동으로부터 시작하여 심리치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배경을 바탕으로 발전해 온 개념이다. 미국의 가이던스(guidance)라는 용어

가 한국에 유입된 시기는 미국의 아동중심 교육사상이 한국에 보급된 1945년 이후였다(김계현 

외, 2009). 강압적인 방식의 훈육(訓育)이 중심이던 한국의 교육 상황에서 이처럼 상담에 기반하

는 가이던스(guidance)는 대안적 교육방법으로 인식되었다. 도입 초기에는 ‘가이던스’로 통용되

었으나, 1960년대 이후에는 ‘생활지도’로 번역되어 사용되었다(조붕환, 임경희, 2013). 이에 따라 

생활지도로 번역된 학교상담적 개념인 가이던스(guidance)와 한국의 훈육 중심 교육 상황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던 생활지도 개념이 혼용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미국에서 유입된 가이던스

(guidance) 개념은 대체로 상담자의 전문적인(professional) 영역이나 활동에 초점을 두는 반면,

현재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생활지도 개념은 ‘교과지도 이외의 모든 교육활동’을 지칭

한다(김계현 외, 2009). 한편 미국의 경우에는 1960년대 이후 가이던스(guidance) 영역에서 상담

활동의 비중이 커지면서, ‘가이던스(guidance)’라는 용어는 학교상담(school counseling)이라는 

용어로 대체되어 사용되고 있다. 미국과 한국에서의 가이던스(guidance) 개념의 변화를 정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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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다음 [그림 1]과 같다.

[그림 1] 가이던스(guidance) 개념의 변화 

미국에서 유입된 가이던스(guidance)는 훈련받은 전문가, 곧 상담자의 역할에 초점을 두는 모

형이다(조붕환, 임경희, 2013; Hatch, 1951; Hatch, Dressel, & James, 1963; Schmidt, 1991). 이 

가이던스(guidance) 프로그램에서 학교 상담자는  수업 시간을 활용하여 교과 내용에 예방적 내

용을 통합하여 교수하거나 정보수집 및 제공, 교실 환경 개선 등 다양한 활동을 실시한다(Hatch,

1951; Hatch, Dressel, & James, 1963; Schmidt, 1991). 이처럼 가이던스(guidance) 프로그램에 관

한 체계와 이론은 학교 상담자의 역할에 초점을 두어, 정작 교실에서 학생을 일상적으로 대면하

는 교사가 맞닥뜨리는 생활지도의 실제적인 내용과 방법을 포괄하지는 않는다.

국내 생활지도 교재들은 생활지도의 개념을 설명할 때 상담(counseling)과 심리치료(psy-

chotherapy)와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다(김계현 외, 2009; 이장호, 2005). 이러한 문헌에 소개된 

생활지도는 상담과 별개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상호관련성을 가지나 대상과 목적 및 주요문제, 그

리고 서비스 제공자에 따라 어느 정도의 구분은 가능하다(김계현 외, 2009; 오만록, 2011, 이장호,

2005; 홍강의, 1993). 상담은 사고나 심리적 갈등을 다루고 행동과 태도의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훈련을 거친 전문가의 활동인 반면, 생활지도는 정보를 제공하고 조언을 통해 의사결정에 도움

을 주는 동시에, 학생의 행동과 태도의 변화를 목적으로 한다(이장호, 2005). 이때, 생활지도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 전문가의 역할이기보다 기본적으로 모든 교사가 맡아야 하는 

교육활동의 일환이다(김계현 외, 2009). 이처럼 미국의 상담모형에서 출발한 가이던스(guidance)

와 한국에서 통용되는 생활지도는 각 영역의 중심적인 내용이나 활동에서 차이가 나는 개념임

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에서는 두 용어를 이론적 차원과 실제적 차원에서 혼용하고 있다.

2. 생활지도 영역 및 방법

이처럼 생활지도 개념이 이론과 실제에서 다르게 통용되고 있다면, 과연 현재 국내 문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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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는 구체적인 생활지도의 영역과 방법은 무엇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특별히 교직이론과목인 생활지도 및 상담에 활용되는 국내 출간 교재의 생활지도 영역 및 방법

을 살펴보고자 한다. 예비교사양성과정에서 다루는 이론은 학교 현장의 ‘실제’를 간과할 수 없다

는 점에서 실제에 가까운 내용(이론)이 제공되리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본 

장에서 분석 및 정리한 예비교사양성과정의 내용(이론)과 추후 분석을 통해 구조화한 실제 학교 

현장에 있는 교사가 인식하는 생활지도의 영역 및 방법의 비교는 교직적응단계 교사들이 맞닥

뜨리는 현실 충격(Veenman, 1984)의 요인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기대된다.

국내 문헌에서 분류하는 생활지도의 영역은 ‘문제’에 따른 영역으로 구분된다. 다수의 문헌에

서 생활지도 영역으로 분류하는 문제는 교육 또는 학업지도, 진로 또는 직업지도, 인성, 정서 또

는 성격지도, 건강지도, 여가(선용)지도, 사회성지도, 가정생활지도 등이며, 소수의 문헌은 도덕

(성)지도, 종교지도, 생활습관 및 행동지도, 성에 관한 지도, 창의성지도를 포함하고 있다. 생활지

도 영역(국내)을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고영남(2011) ○ ○ ○ ○ ○ ○

김영봉 외(2014) ○ ○ ○ ○ ○ ○ ○ ○ ○ ○

김청자, 정진선(2010) ○ ○ ○ ○ ○ ○ ○ ○

김충기(1998) ○ ○ ○ ○ ○ ○ ○ ○

김태호(2004) ○ ○ ○ ○ ○ ○

김헌수, 이난(2009) ○ ○ ○ ○ ○ ○ ○ ○ ○

박선환 외(2013) ○ ○ ○ ○ ○ ○ ○

오만록(2011) ○ ○ ○ ○ ○ ○ ○ ○

이경숙, 정찬기오(2012) ○ ○ ○ ○ ○ ○

조붕환, 임경희(2013) ○ ○ ○ ○ ○ ○ ○

계(10) 10 10 10 10 10 9 5 3 3 2 2 1

*1.교육/학업, 2.진로/직업, 3.인성/정서/성격, 4.건강, 5.여가(선용), 6.사회성, 7.가정생활, 

8.도덕(성), 9.종교, 10.성에 관한 지도, 11.생활습관 및 행동, 12.창의성

<표 1> 생활지도 영역(국내)

그러나 생활지도 내용을 문제에 따른 영역으로 제시한 경우에는 진보주의 교육 운동을 배경

으로 하는 연구에서 제시한(Mckown, 1938), 문제별 영역을 그대로 준용한 것이다. 이 시기에는 

‘새교육’ 운동의 영향으로 학교 활동(school activity)을 단순히 교과교육 이외의(extracurricular)

활동이 아니라 학교 프로그램의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하게 되면서, 학교에 기대하는 교육적 역

할이 1) 개인지도(personal guidance), 2) 교육지도(educational guidance), 3) 사회성 지도(so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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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ance), 4) 도덕지도(moral guidance), 5) 시민성 지도(civic guidance), 6) 레크리에이션 지도

(recreational guidance), 7) 건강지도(health guidance), 8) 직업지도(vocational guidance)로 확장

되었다(Mckown, 1938). 이처럼, 진보주의 교육에서 제시한 문제별 영역은 특정한 영역이나 활

동이기보다 ‘교육 전반’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사용하는 생활지도보

다 광의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1930년대 미국에서 논의되었던 세부 교육 영역으

로 현재 한국의 생활지도 내용을 대체하기에는 시대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큰 간극이 있다.

생활지도 방법 역시, 국내 다수의 문헌에서 제시한 생활지도의 방법은 학생조사 혹은 학생이

해 활동, 정보제공 또는 진로정보활동, 상담활동, 정치(배치)활동, 추수(추후)지도활동이고, 소수

의 문헌은 교사 및 관련 인사를 위한 봉사활동과 자문활동까지 생활지도 방법에 포함시킨다. 생

활지도 방법(국내)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구분* 1 2 3 4 5 6

고영남(2011) ○ ○ ○ ○ ○

김영봉 외(2014) ○ ○ ○ ○ ○

김청자, 정진선(2010) ○ ○ ○ ○ ○

김충기(1998) ○ ○ ○ ○ ○

김태호(2004) ○ ○ ○ ○ ○ ○

김헌수, 이난(2009) ○ ○ ○ ○ ○

박선환 외(2013) ○ ○ ○ ○ ○

오만록(2011) ○ ○ ○ ○ ○

윤운성, 김홍운(2001) ○ ○ ○ ○ ○

이경숙, 정찬기오(2012) ○ ○ ○ ○ ○

이재창(2005) ○ ○ ○ ○ ○

조붕환, 임경희(2013) ○ ○ ○ ○ ○ ○

계(12) 12 12 12 12 12 2

*1.학생조사(이해), 2.정보제공(진로정보), 3.상담, 4.정치/배치, 5.추수(추후)지도, 

6.자문/교사 및 관련 인사를 위한 봉사활동

<표 2> 생활지도 방법(국내)

그러나 국내 생활지도 교재에서 제시하는 생활지도의 방법은 과거 미국 학자들(Froehlich,

1950; Hatch, 1951; Hatch, Dressel, & James, 1963)이 제시한 가이던스(guidance) 활동영역의 분

류를 따라(이재창, 2005), 1) 학생조사활동, 2) 정보제공 활동, 3) 상담, 4) 배치활동, 5) 추수지도

활동의 다섯 가지 활동영역(Hatch, 1951; Hatch, Dressel, & James, 1963)을 준용한 것이다(윤운

성, 김홍운, 2001; 이재창, 2005). 그러나 이 다섯 가지 가이던스(guidance) 활동은 기본적으로 

상담을 중심활동으로 둘 뿐만 아니라, 훈련을 거친 전문가, 곧 상담자의 역할을 가정한다.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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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는 ‘상담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는데, 초등 교사의 경우 상담자에게 학생 정보제공,

교실 환경 개선 등의 역할을, 중등 교사는 상담활동 지원을 위해 학생정보 수집 및 제공, 학생의 

필요를 반영한 수업, 학생과의 친밀한 관계 유지, 학생의 진학 관련 정보수집 등의 역할을 담당

한다(Hatch, 1951; Hatch, Dressel, & James, 1963).

이상의 국내 문헌에서 다루는 이론적 개념의 생활지도는 그 내용과 방법이 실제 학교 현장의 

생활지도, 곧 ‘교과지도 이외의 모든 교육활동’을 지칭하는 생활지도 개념과는 간극이 있음을 

알 수 있다(김계현 외, 2009). 이는 실제적인 생활지도 개념을 체계화할 필요를 뒷받침한다.

Ⅲ. 연구 방법

1. 개념도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개념도 방법(concept mapping)은 아이디어 생성, 분석, 유사성 분류, 다차

원 척도법과 군집분석 등의 일련의 과정을 거쳐 개념을 구조화하는 연구 방법이다(Kane &

Trochim, 2007). 개념도 방법은 개념의 산출 및 구조화 과정에 이해당사자(stakeholder)인 연구 

참여자의 관점을 최대한으로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을 갖는 연구방법으로, 특별히 개념과 관련한 

이론체계가 충분하지 않은 분야를 탐색하는 데 적합하다(Johnse, Beigl, & Shafra, 2000; Paulson,

Troscott, & Stuart, 1999). 주로 현상의 영역이나 구성요소, 잠재적 구조 등을 밝히는 데 유용하

기 때문에(Paulson, Troscott, & Stuart, 1999; Trochim, 1989), 현장 교사가 인식하는 생활지도 

개념을 탐색하고자 하는 본 연구에 적합한 연구방법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Kane과 

Trochim(2007)이 제시한 개념도 방법 절차를 준수하고, 개념도 방법을 활용한 선행연구(민경화,

최윤정, 2007; 이지은, 2014)의 절차를 참고하여 진행하였다.

2. 연구참여자

첫째, 아이디어 진술문 생성을 위한 인터뷰에 사용될 초점질문(focus statement) 개발에 교육

상담심리전공 박사과정생 1인과 교육상담심리 교수 1인이 참여하였다. 예비조사에 담임경력이 

최소 2년부터 최대 12년인 중학교 교사 4인이 참여하여, 초점질문에 대한 검토와 자문을 토대로 

“교사로서 생활지도를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라는 초점질문을 확정하였다.

둘째, 아이디어 생성과 유사성 분류 단계에 적합한 참여자 수는 최소 10명에서 최대 40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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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져 있다(Kane & Trochim, 2007). 본 연구에서는 초첨질문 개발 및 예비조사를 거쳐 확정한 

초점질문을 가지고 예비조사 대상자 4명을 포함한 중학교 교사 총 13명을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

하여 연구 개념에 관한 아이디어 생성 단계(brainstorming)를 거쳤다. 기본적으로 면담 대상자 

선정에는 3년차 이상 교사를 대상으로 스노우볼 표집(snowball sampling)을 사용하였다. 스노우

볼 표집 시 추천을 통해 표본을 추출하게 되므로 선정된 표본이 편향될 가능성이 높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성태제, 시기자, 2010), 다양한 경력을 지닌 연구 대상을 의도적으로 표집하였

다. 결과적으로, 중학교 담임경력 3년차에서 20년까지 다양한 경력의 연구 참여자가 포함되었다.

셋째, 동일한 의미의 문장은 하나로 묶어 문장의 수를 감소하고, 한 문장에 하나의 의미를 담

도록 아이디어를 분석하는 단계를 거쳤다(Kane & Trochim, 2007). 아이디어를 종합하고 편집하

는 과정에 교육상담심리전공 박사과정생 1인과 교육상담심리 교수 1인이 참여하였다.

넷째, 아이디어 진술문의 유사성 분류 및 문항평정에는 담임경력 3년차 이상인 중학교 교사 

21명이 참여하였다. 이때, 중학교 담임 경력 3년차 이상인 교사부터 중학교 담임 경력 10년 이상

인 교사도 포함되도록 표집하였다. 결과적으로, 중학교 담임 경력이 3년차에서 19년까지 비교적 

다양한 경력의 연구 참여자를 포함하여, 연구 참여자의 편향이라는 스노우볼 표집의 제한점(성

태제, 시기자, 2010)을 보완하였다.

3. 연구절차

1) 초점질문 개발 및 예비조사

초점질문 개발 및 예비조사는 초점을 명료화 하는 과정으로, 개념도분석의 중요한 첫 단계이

다. 아이디어 생성을 위한 면담에 사용하는 초점질문은 그 형식보다 ‘실제 연구 참여자가 이해하

기 수월한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비조사가 필수적이다(Kane & Trochim, 2007). 따라서 개

발한 초점질문으로 중학교 교사 총 4명을 대상으로 비구조화된 형식으로 면담을 진행하였고, 초

점질문의 이해와 면담에 무리가 없음을 확인하여 최초 개발한 초점질문 “교사로서 생활지도를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를 확정하였다.

2) 아이디어 생성

아이디어 진술문 생성을 위해 총 9명의 중학교 교사의 면담을 예비조사와 동일하게 비구조화

된 형식의 면담을 추가적으로 진행하였다. 예비조사 대상자를 포함한 총 13명의 중학교 교사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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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에는 최소 10분에서 최대 50분이 소요되었고 평균 소요시간은 25분이었다. 기본적으로 Kane

과 Trochim(2007)은 개념도 방법의 아이디어 생성 단계에서 적합한 연구 참여자를 10~40명으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경력의 교사를 표집 할 뿐만 아니라 면담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아이디어가 포화단계에 이르는 지점인 13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3) 아이디어 진술문 종합 및 편집

아이디어 진술문 종합 및 편집 단계는 1) 한 문장에 하나의 유일한 아이디어를 포함, 2) 연구 

목적과 관련 있는 문장 선별, 3) 유사성 분류에서 다루기 수월한 문장으로 문장 수 감소, 4) 문장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명료화의 네 가지 목적을 갖는다(Kane & Trochim, 2007). 가장 먼저, 연구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진행한 녹음 자료의 내용을 목적에 맞는 내용만 선정하여 전사하거나 재구

성하지 않고 ‘그대로 옮겨 적는 방법(김영천, 2012)’으로 전사하였다. 전사한 자료는 일차적으로 

개방코딩의 두 단계, 곧 세그멘팅(segmenting)과 초기코딩을 거쳤고(김영천, 2012), 이를 통해 총 

309개의 문장으로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하나의 문장에 포함된 생활지도의 내용과 방법에 관한 

내용을 각각 분리하여 정리하고, 중복되는 내용을 검토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네 차례에 걸쳐 수행

하여 생활지도 내용 영역 총 39개, 방법 영역 총 95개의 아이디어 진술문을 추출하였다. 이후 진행

할 유사성 분류 및 문항평정에 앞서, 가장 많은 아이디어를 냈던 교사 1인을 대상으로 진술문 검토

와 유사성 분류 및 문항평정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를 통해 발견한 수정사항을 반영하

여 최종적으로 작성한 아이디어 진술문은 생활지도 내용 영역에 35개, 방법 영역에 63개였다. 상대

적으로 내용 영역에 비해 방법 영역의 진술문 수가 많았는데 이는 하나의 내용이라도 이를 적용하

는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였다. 적절한 진술문의 수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 유사성 

분류에서 다루기 적합한 수는 100개 이하로 권장된다(Kane & Trochim, 2007).

4) 유사성 분류 및 문항평정

중학교 교사 총 21명의 참여로, 아이디어 분석을 거쳐 정리한 생활지도 내용 35개 진술문과 

생활지도 방법 63개 진술문을 유사성에 근거하여 분류하고, 각 진술문의 중요도와 수행도를 평

정하였다. 유사성 분류의 경우, 네 가지 주요 지침을 제시하고 연구 참여자의 판단을 근거로 유

사한 진술문을 하나의 묶음으로 분류하도록 하였다. 적용한 유사성 분류의 네 가지 지침은, 1)

모든 진술문을 하나의 묶음으로 분류할 수 없고, 2) 하나의 진술문을 하나의 묶음으로 분류할 

수 없으며, 3) 하나의 진술문은 여러 묶음에 중복적으로 분류될 수 없으며, 4) 전체 진술문의 1/3

이상을 하나의 묶음으로 분류할 수 없다는 기준이었다(민경화, 최윤정, 2007; 이지은, 2014; Be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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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이 네 가지 지침 외에는 연구 참여자가 자유롭게 분류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실제 

유사성 분류 작업은 각 진술문을 담은 카드 형태로 제시하였고, 분류한 결과를 조사지에 작성하

도록 하였다(Kane & Trochim, 2007). 또한 문항평정은 각 진술문에 대한 중요도와 수행도를 조

사하는 질문지를 배부하여, 유사성 분류 작업이 끝난 후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때, 중요도는 ‘제

시된 생활지도 내용과 방법이 학교 현장에서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응답을 5점 

리커트 척도로 조사하였고, 수행도는 ‘제시된 생활지도 내용을 가지고 실제 학교 현장에서 얼마

나 자주 지도를 하고 계시는지, 또는 제시된 생활지도 방법을 실제로 얼마나 사용하고 계시는지’

에 대한 응답을 5점 리커트 척도로 조사하였다. 유사성 분류 및 문항평정은 직접 조사와 우편조

사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이루어졌다.

5) 결과분석 및 해석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 먼저, 총 21명의 유사성 분류 응답지를 토대로 각각의 유사성 행렬표

(similarity matrix)를 작성하였고, 이를 합산하여 하나의 집단 유사성 행렬표(group similarity

matrix)로 변환하였다. 응답지에 묶음의 주제를 기입한 17명의 경우에는 묶음의 주제를 행렬과 

함께 작성해두어 추후 개념도의 차원 해석에 참고하였다. 다차원 척도(ALSCAL) 분석 시 IBM

SPSS 18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유사성 행렬을 비유사성 행렬로 변환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차원(dimension)보다 관계성(relationality)에 초점을 두는 개념도 방법에 적합한 2차원으

로 결과를 산출하였고(Kane & Trochim, 2007), 척도화 모형에는 유클리디안 거리를 적용하였다.

다음으로 위계적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이때 개념도 방법의 제안에 따라 다차원척도 분석에

서 산출한 2차원 좌표값을 유사성 행렬 분석에 사용하였다(Kane & Trochim, 2007). 군집분석 

결과는 다차원척도 분석을 통해 얻은 2차원 도표를 해석하고 개념도를 작성하는 데 활용하였다.

이때, 각 군집명은 2차례에 걸쳐 교육상담심리 전공 박사 1인과 교원교육 내용 전문가 1인(교육

행정 전공 박사)의 검토 및 자문을 구하여 확정하였다. 예를 들어, 생활지도 방법 영역의 교사학

습기회 활용(군집-6)의 경우, 1차 자문을 통해 ‘교사 전문성 신장’에서 공식적 학습기회뿐 아니라 

비공식적인 학습의 기회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인 ‘교사 학습 기회(teachers’ leaning

opportunities)’로 수정하였고(송경오, 허은정, 2011), 2차 자문을 통해 ‘교사 학습기회 활용’으로 

수정하여 다른 군집명과 동일한 수준이 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 참여자가 평정한 각 

문항의 중요도와 수행도는 평균점을 바탕으로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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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1. 생활지도 내용 개념도

생활지도 내용 개념도의 양축의 경우, 좌표값 양 극단에 위치한 진술문의 내용을 토대로 ‘학

교규칙 및 행동규범-심리적응 및 태도’라는 차원(축)과 ‘사회적 발달-개인 발달’이라는 차원(
축)으로 명명하였다. 또한 군집분석 결과를 토대로 총 7개 군집 곧, 1) 학교규칙 준수, 2) 사회 

규범 행동, 3) 신체, 관계 및 언어폭력, 4) 대인 관계, 5) 적응 심리 및 행동, 6) 개인 역량 및 태도,

7) 교사-학생 관계 및 학습태도로 명명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으며, 각 차원명과 

군집명을 반영하여 작성한 개념도는 다음 [그림 3]과 같다.

군집 생활지도 내용 진술문*

군집1.

적응심리 

및 행동

9 문제에 대한 방어적 태도에 대하여 지도한다.

23 정체성과 관련하여 지도한다.

21 정서조절에 대하여 지도한다.

2 개별 학생의 심리적 욕구와 관련하여 지도한다.

14 심리적 문제에 대하여 지도한다.

1 가정 상황 및 문제에 대하여 지도한다.

20 장애와 관련하여 지도한다.

26 충동적 행동에 대하여 지도한다.

군집2.

개인 역량

및 태도

10 문제해결능력과 관련하여 지도한다.

22 정직한 태도에 대하여 지도한다.

24 주의산만과 관련하여 지도한다.

25 진학 및 진로에 대하여 지도한다.

군집3.

대인관계

4 건강 상태 및 질병과 관련하여 지도한다.

27 친구 관계 갈등에 대하여 지도한다.

28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 하는, 소외에 대하여 지도한다.

18 이성교제와 관련하여 지도한다.

군집4.

신체,관계

및 

언어 폭력 

15 싸움과 같은 신체적 다툼에 대하여 지도한다.

31 학교폭력에 대하여 지도한다.

3 개인 위생에 대하여 지도한다.

17 언어생활습관에 대하여 지도한다.

<표 3> 생활지도 내용 진술문 군집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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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교사가 인식하는 생활지도 내용 개념도

생활지도 내용의 중요도 및 수행도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분석하고, 중요도와 수행도 평균의 

차를 정리한 결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이 중 중요도 평균 상위 10개 진술문은 학교규칙준수 

영역, 곧 학교규칙 및 행동규범 차원에 가까운 영역을 제외하고 모든 영역에 분포하였다. 수행도 

군집 생활지도 내용 진술문*

군집5.

사회규범 

행동

11 비행과 관련하여 지도한다.

13 식사예절에 대한 지도 및 급식지도를 한다.

16 안전에 대하여 지도한다.

5 공동체 생활에 대하여 지도한다.

군집6. 

교사 학생

관계 및 

학습 태도

6 교사에 대한 예의에 대하여 지도한다.

12 수업태도에 대하여 지도한다.

7 교사와 학생 간 갈등에 대하여 지도한다.

35 학습 습관 형성을 지도한다.

군집7.

학교 규칙 

준수

8 명문화된 학교규칙준수에 대하여 지도한다.

30 학교생활규정과 관련하여 지도한다.

33 학생에게 기대되는 교내 행동 규범과 관련하여 지도한다.

29 학교 체제에 대한 부적응(계획적이고 일괄적인 학교 체제)에 대하여 지도한다.

34 학생자치와 관련하여 지도한다.

32 학사안내와 관련하여 지도한다.

19 자립성 및 책임감과 관련하여 지도한다.

*진술문은 덴드로그램 결과와 동일한 순서로 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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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상위 13개 생활지도 내용 진술문은 모든 영역에 분포하였으나 심리적응 및 태도 차원에 

해당하는 영역, 곧 적응 및 심리행동과 개인 역량 및 태도 영역에는 비교적 적게 분포하였다.

또한 중요도 평균과 수행도 평균의 차 상위 12개 및 하위 3개 생활지도 내용 진술문은 신체, 관

계 및 언어폭력 영역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 분포하였다. 중요하게 인식하지만 실제 수행 정도 

평균은 중요도보다 낮은 경우는 대체로 적응 심리 및 행동 영역에 포함된 반면, 중요하게 인식하

는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으나 많이 수행하게 되는 내용은 대인관계와 학교규칙 준수 영역에 분

포했다. 또한 표준편차가 1이상인 문항, 곧 ‘학생자치와 관련한 지도(진술문34)’와 ‘문제에 대한 

방어적 태도에 대한 지도(진술문9)’의 경우, 중요도에 대한 인식과 다르게 교사마다 실제 수행에

서는 차이를 보이는 내용임을 알 수 있다.

2. 생활지도 방법 개념도

생활지도 방법 개념도의 양축의 경우, 좌표값 양 극단에 위치한 진술문의 내용을 토대로 ‘교

사의 내적 자원 활용방법-교사의 외부 자원 활용 방법’이라는 차원(축)과 ‘비지시적 방법-지시

적 방법’이라는 차원(축)으로 명명하였다. 또한 군집분석 결과를 토대로 총 6개 군집 곧, 1)

군

집
진술문

중요도(I) 수행도(P)
I-P

군

집
진술문

중요도(I) 수행도(P)
I-P

M SD M SD M SD M SD

1

9 4.33 0.658 4 1 0.33
4

3 3.48 0.814 3.24 0.831 0.24

23 4.14 0.727 3.57 0.811 0.57 17 4.76 0.436 4.57 0.598 0.19

21 4.52 0.512 4.33 0.658 0.19

5

11 4.57 0.507 4.1 0.768 0.48

2 4.76 0.436 4.14 0.727 0.62 13 3.33 0.73 3.29 0.902 0.05

14 4.62 0.498 4.14 0.793 0.48 16 4.76 0.539 4.52 0.68 0.24

1 4.62 0.669 3.62 0.805 1 5 4.86 0.359 4.52 0.68 0.33

20 4.1 0.7 3.57 0.926 0.52

6

6 4.95 0.218 4.76 0.539 0.19

26 4.19 0.814 3.9 0.995 0.29 12 4.76 0.436 4.76 0.436 0

2

10 4.33 0.73 3.9 0.944 0.43 7 4.62 0.59 4.33 0.658 0.29

22 4.81 0.512 4.76 0.436 0.05 35 4.33 0.796 3.9 0.889 0.43

24 3.9 0.7 3.9 0.889 0

7

8 4.19 0.68 4.33 0.73 -0.14

25 4.52 0.68 4.19 0.814 0.33 30 4.1 0.831 4.05 0.74 0.05

3

4 4 0.837 3.81 0.75 0.19 33 4.1 0.7 4.05 0.921 0.05

27 4.76 0.539 4.86 0.359 -0.1 29 4.29 0.845 4.05 0.865 0.24

28 4.67 0.658 4.33 0.856 0.33 34 3.81 0.873 3.62 1.071 0.19

18 3.43 0.87 3.38 0.669 0.05 32 3.62 0.805 3.71 0.956 -0.1

4
15 4.76 0.539 4.57 0.811 0.19 19 4.38 0.669 4.1 0.889 0.29

31 4.95 0.218 4.81 0.512 0.14

<표 4> 생활지도 내용의 중요도 및 수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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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이해 및 소통, 2) 간접적 개입, 3) 직접적 개입, 4) 학부모 및 교내외 지지체제와 연계, 5)

교내 교사와 협력, 6) 교사 학습 기회 활용으로 명명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 <표 5>와 같으며,

각 차원명과 군집명을 반영하여 작성한 개념도는 다음 [그림 4]와 같다.

생활지도 내용의 중요도 및 수행도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분석하고, 중요도와 수행도 평균의 

차를 정리한 결과는 다음 <표 6>과 같다. 이 중 중요도 평균 상위 15개 생활지도 방법 진술문은 

대체로 학생 이해 및 소통 영역과 간접적 개입에 집중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수행도 평균 상위 

12개 생활지도 방법 진술문은 대체로 비지시적 방법에 가깝게 위치하였고, 학생 이해 및 소통영

역과 교내 교사와 협력에 가장 많이 분포하였다. 또한 중요도 평균과 수행도 평균의 차 상위 10

개 및 하위 2개 생활지도 방법 진술문은 교내 교사와 협력 영역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 분포하였

다. 중요하게 인식하지만 실제 수행 정도 평균은 중요도보다 낮은 경우는 대체로 교사 내적 자원 

활용 차원에 위치했다. 반면, 중요하게 인식하는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으나 많이 수행하게 되는 

내용은 직접적 개입 영역에 포함되었다. 또한 표준편차가 1이상인 문항은 수행정도에 비해 중요

도에 대한 인식에서 차이를 나타낸 ‘잘못에 대한 무관용 원칙 준수(진술문27)’와, 중요도와 달리 

수행에서 차이를 나타낸 ‘낙관적 태도를 가짐(진술문7)’, ‘생활지도를 위해 학생자치활동 활용(진

술문15)’, ‘생활지도를 학교 밖 영역으로 확장(진술문16)’, ‘선배교사의 조언 구하기(진술문17)’,

‘학생생활지도에 우선순위 두기(진술문21)’, ‘전문상담교사의 자문 구하기(진술문28)’, ‘훈육(진

군집 생활지도 방법 진술문

군집1.

학생이해 

및 

소통

37 청소년기(중학생)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여 학생을 이해한다.

57 학생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50 학생과 소통할 때, 솔직하고 진실된 태도를 보인다. 

51 학생과 신뢰관계를 형성한다.

58 학생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한다.

49 학생과 반복적으로 소통한다.

56 학생의 ‘눈높이'에 맞춘 의사소통을 한다.

53 학생과의 소통 채널을 확보한다.

40 평상 시 관찰을 통한 학생의 패턴을 파악한다. 

41 표준화된 서식 활용하여 학생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한 면담(interview)을 한다.

60 학생 이해를 위한 맥락적 정보를 파악한다. 

10 담임교사로서 개별 학생의 고민에 대해 심리상담을 한다.

52 학생과의 격차(세대차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

9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학생을 이해한다.

21 업무에 매몰되지 않고 학생 생활지도에 우선순위를 둔다.

62 효과적인 의사소통기법을 활용한다.

12 모든 학생의 다양한 필요에 골고루 관심을 둔다.

19 성별의 차이를 감안하여 학생을 이해하고 지도한다. 

7 낙관적 태도를 가진다.

25 인내와 끈기 및 여유를 가진다.

<표 5> 생활지도 방법 진술문 군집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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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집 생활지도 방법 진술문

군집2.

간접적

개입

23 이해와 통제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다.

59 학생의 잘못을 간접적으로 지적한다.

31 즉각적 개입을 유보한다.

22 위험군 학생을 모니터링 한다. 

47 학생 간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한다.

33 지도 시, 일관성을 유지한다.

군집3.

직접적

개입

27 잘못된 행동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준수한다.

32 즉각적으로 행동을 제재한다.

24 익숙해지도록 반복적으로 가르친다.

13 문제를 선제적으로 예방한다. 

16 생활지도를 학교 밖 영역으로 확장한다. 

5 교사가 세분화된 생활규칙을 정한다.

30 조례 및 종례시간을 활용하여 지도한다. 

34 직접적으로 잘못을 지적하고 꾸중하고 되묻는 등의 훈육(discipline)을 한다.

8 다양한 상황에 즉각적으로 적용가능한 주관적/내적 상위 기준을 확립한다.

63 효과적인 행동기법을 사용한다.

36 책임감 향상을 위해 1인 1역을 활용한다.

군집4.

학부모

및 

교내외

지지체제

와 연계

4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해 징계를 준다.

54 학생부나 선도위원회에 위임한다. 

46 학부모와 신뢰 관계를 유지한다.

45 학부모와 개별적으로 면담을 한다.

42 학교와 가정의 일관적 지도를 위해, 학부모와 협력하여 생활지도를 한다. 

6 구조화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44 학부모 상담을 위한 역량을 기르기 위해 노력을 한다.

11 또래도움활동을 활용하여 지도한다.

15 생활지도를 위해 학생자치활동을 활용한다. 

55 학생을 외부기관에 의뢰한다. 

1 교과 내용 및 방법과 연계하여 지도한다.

군집5.

교내교사

와 협력

3 교사 간 학생정보를 공유한다.

38 타 교과 교사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학생의 생활지도를 공조(cooperation) 한다.

2 교내 교사 간에 협력적으로 전체 수준의 생활지도를 한다.

17 선배교사의 조언을 구한다.

14 생활지도 관련 정보를 교사 간에 공유한다.

61 해결책을 찾기 위해 교사들과 논의한다.

39 타 교사를 모델링한다.

군집 6.

교사학습 

기회 

활용

4 교사 자신의 개성에 맞는 ‘나만의 방법’을 찾는다.

20 시행착오를 거치며 해결책을 만들어 본다.

48 학생과 교사의 특성을 동시에 고려한 최적의 방법을 찾는다.

35 진학 및 진로정보 등의 학생에게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한다.

18 성공적인 생활지도 경험이나, 문제해결 경험을 활용한다.

26 자율적으로 연수를 받는다.

28 전문상담교사에게 자문(consulting)을 구한다. 

29 전문상담교사에게 학생의 상담(counseling)을 의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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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교사가 인식하는 생활지도 방법 개념도

술문52)’, ‘학생과의 소통채널 확보(진술문53)’였다. ‘1인1역 활용(진술문36)’, ‘학교폭력대책자치

위원회를 통한 징계(진술문43)’, ‘학생부나 선도위원회에 위임(진술문54)’, ‘학생을 외부 기관에 

의뢰(진술문55)’의 경우 교사마다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정도와 실제 수행에서 차이를 나타내는 

문항이었다.

군

집

진술

문

중요도(I) 수행도(P)
I-P

군

집

진술

문

중요도(I) 수행도(P)
I-P

M SD M SD M SD M SD

1

37 4.67 0.577 4.33 0.796 0.33

3

30 4.33 0.913 4.29 0.902 0.05

57 4.9 0.301 4.57 0.507 0.33 34 3.24 0.995 3.52 1.078 -0.29

50 4.81 0.512 4.76 0.539 0.05 8 4.19 0.68 3.9 0.831 0.29

51 4.9 0.301 4.67 0.483 0.24 63 4.52 0.75 4.05 0.805 0.48

58 4.95 0.218 4.48 0.602 0.48 36 3.86 1.014 3.76 1.136 0.1

49 4.95 0.218 4.52 0.68 0.43

4

43 3.81 1.078 3.52 1.167 0.29

56 4.86 0.359 4.43 0.598 0.43 54 3.29 1.189 2.95 1.161 0.33

53 4.24 0.889 3.86 1.062 0.38 46 4.67 0.577 4.38 0.74 0.29

40 4.76 0.436 4.33 0.658 0.43 45 4.57 0.598 4.29 0.845 0.29

41 4.43 0.676 4.19 1.078 0.24 42 4.86 0.359 4.1 0.995 0.76

60 4.86 0.359 4.43 0.746 0.43 6 3.43 0.926 2.48 0.928 0.95

10 4.86 0.359 4.48 0.75 0.38 44 4.05 0.74 3.48 0.981 0.57

52 4.29 0.956 4 1.049 0.29 11 3.76 0.831 3.1 0.995 0.67

9 4.38 0.669 4.14 0.854 0.24 15 4.29 0.902 3.86 1.014 0.43

21 4.48 0.75 3.71 1.007 0.76 55 3.62 1.396 3.05 1.465 0.57

62 4.71 0.463 3.9 0.944 0.81 1 3.81 0.75 3.52 0.75 0.29

<표 6> 생활지도 방법의 중요도 및 수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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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3가지 관점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생활지도의 내용에 대한 교사들의 개념을 분석한 결과 학교규칙 및 행동규범을 관리하

는 것과 학생의 심리적응 및 태도를 돕는 부분이 중요한 축으로 도출되었다. ‘심리적응 및 태도’

의 축은 충동적 행동, 심리적 욕구, 정체성과 같은 ‘적응 심리 및 행동’ 영역과 정직한 태도, 문제

해결능력, 진로 등의 ‘개인 역량 및 태도’ 영역과 소외, 친구관계 갈등, 이성교제 등의 ‘대인관계’

영역을 포함한다. 이는 교사들이 생활지도를 통해서 학생의 적응을 돕고 문제해결력을 신장시키

며 사회적 기술을 함양시키는 것을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으로는, 학교

규칙 및 행동규범의 지도에 초점을 두는, 학교규칙 준수와 같은 일종의 ‘사회화’에 해당하는 생

활지도 영역도 한 축으로 도출되었는데, 이를 통해 기존의 훈육중심 생활지도가 여전히 학교현

장에 남아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는 기본적으로 학교라는 체제에 학생이 적응하면서 규칙을 준

수하고 규범을 익히는 연습의 장을 제공하는 사회화 기관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오

욱환, 2003). 그러나 본 연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이러한 규칙과 규범을 강조하는 것뿐만 아니

라 학생의 적응을 돕고 역량을 함양시키는 상담적 활동이 생활지도의 중요한 요소로 도출되었

다는 점은 학교 현장에서의 생활지도 개념이 기존 훈육중심의 생활지도로부터 변화가 있음을 

시사한다. 같은 맥락에서 생활지도 방법 개념도의 경우에도 기존의 전형적인 생활지도 방법으로 

알려진 지시적 방법이외에 ‘비지시적 방법’이 중요한 축으로 도출되었다. 이는 학생을 지도할 

군

집

진술

문

중요도(I) 수행도(P)
I-P

군

집

진술

문

중요도(I) 수행도(P)
I-P

M SD M SD M SD M SD

12 4.81 0.402 4.05 0.921 0.76

5

3 4.57 0.811 4.48 0.873 0.1

19 4.86 0.359 4.48 0.602 0.38 38 4.62 0.59 4.33 0.796 0.29

7 4.71 0.644 4.1 1.044 0.62 2 4.67 0.577 4.52 0.602 0.14

25 4.95 0.218 4.05 0.805 0.9 17 4.43 0.676 4.19 1.03 0.24

2

23 4.86 0.359 4.24 0.7 0.62 14 4.62 0.498 4.1 0.944 0.52

59 4.33 0.796 3.9 0.889 0.43 61 4.86 0.359 4.48 0.814 0.38

31 4.43 0.676 3.9 0.768 0.52 39 4.05 0.805 3.86 0.793 0.19

22 4.9 0.301 4.19 0.814 0.71

6

4 4.62 0.59 4.57 0.598 0.05

47 4.86 0.478 4.48 0.68 0.38 20 4.62 0.59 4.24 0.7 0.38

33 5 0 4 0.949 1 48 4.48 0.75 4.05 0.669 0.43

3

27 4.05 1.071 3.67 0.966 0.38 35 4.19 0.873 3.62 0.973 0.57

32 4.48 0.814 4.29 0.902 0.19 18 4.48 0.602 4.24 0.768 0.24

24 4.38 0.973 4.1 0.889 0.29 26 4.1 0.889 3.38 0.973 0.71

13 4.52 0.75 4.19 0.873 0.33 28 4.19 0.981 3.81 1.03 0.38

16 4.05 0.921 3.29 1.231 0.76 29 4.29 0.902 4.1 0.995 0.19

5 3.86 1.108 3.9 1.338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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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학생의 잘못에 대해 직접적 훈육, 즉각적 행동 제재, 잘못에 대한 무관용 원칙 준수 등 통제나 

질서에 초점을 둔 생활지도뿐만 아니라 학생의 맥락적 정보를 바탕으로 학생을 이해하고, 솔직

하고 진솔한 태도를 취하고, 다양한 소통 채널을 확보하는 등 학생과의 이해와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교사들이 실제 생활지도 시 어려움을 인식하는 지점은 어느 영역인가?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교원양성과정에서 다루는 학문적 차원의 생활지도는 상담적 

내용 및 활동을 중심으로 한다. 그러나 연구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 실제 학교 현장에서의 

생활지도는 학생의 심리적응 및 태도뿐만 아니라 학교규칙 및 규범준수를 강조하는 활동 역시 

하나의 축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학교 현장에서 인식하는 생활지도가 강압적 훈육중심으로부

터 상담적 활동 중심으로 그 개념이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생 생활지도는 학교의 사

회화 역할 역시 수행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실제로, 중학교 교사들이 학생 생활지도에서 이해와 

통제 사이의 균형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에서(길말선 외, 2016) 생활지도의 비지시적인 

방법과 지시적인 방법 모두를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잘 사용하는 노련함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담임교사는 학생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상담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가르치고 평가하는 교육

자의 역할도 동시에 수행하므로, 상담관계에 영항을 미치는 이중관계 문제뿐만 아니라(강진령,

유형근, 2003; 신효정 외, 2016), 다수의 학급 학생을 가르치고 사회화하는 지도에서 학생과의 

적절한 심리적 거리감 유지나 자율과 질서 사이에서 균형 잡기와 같은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한

다(김지연, 이자명, 2016). 이와 같은 결과는 기존의 ‘상담과 생활지도’ 교재가 초점을 두고 있는 

상담에 기반한 가이던스(guidance) 위주의 내용에 덧붙여 ‘학교규칙 및 행동규범-심리적응 및 

태도’ 두 차원을 모두 포괄한 내용으로 교재가 구성될 필요가 있다는 점, 특별히 이 학교규칙 

및 행동규범의 차원을 포괄할 수 있는 생활지도의 ‘원리와 기법으로서의 상담(김계현 외, 2009)’

을 포함한다면 교직적응단계의 교사들이 겪는 현실충격 완화에 도움이 되리라 기대할 수 있다.

둘째, 일반적으로 생활지도를 개념화할 때 교사 자신의 지도 역량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데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는 교사의 외적 자원과 연계하는 역량이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생활지도 방법 개념도의 경우 ‘교사 내적 자원 활용 방법’ 뿐만 아니라 ‘교사 외부 자원 활용 

방법’이 중요한 축으로 도출되었다. 최근 생활지도가 필요한 학생의 문제들은 복합적 욕구

(complex needs)에 기반한 경우가 많아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입 역시 다양하고 전문적인 개

입을 필요로 한다. 예를 들어, 학생이 겪는 심리‧행동적 문제의 경우에는 전문상담교사라는 교내 

전문 인력에 의뢰하거나(강석영 외, 2014), 하나의 전문적 지원으로 충분하지 않은 복합적 욕구

를 지닌 학생의 경우에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전문기관의 연계가 필요하기도 하다(Burnside,

2012). 교사가 인식한 생활지도 방법 중 교사 외부 자원을 활용하는 차원에는 학생부, 선도위원

회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사안을 회부하거나, 문제 해결을 위해 학생을 외부 기관에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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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전문상담교사에 학생 상담을 의뢰하는 등의 문제에 대한 대책 차원의 연계가 많았다.

담임교사가 모든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담임교사는 학생

을 관찰하고 학생의 필요를 파악하여 일차적 상담을 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교사 외부 자원에 

연계해야 한다(김계현 외, 2009).

현재 예비교사 교육에 사용되는 생활지도 교재는 대부분 주요 상담의 이론과 각 이론에서 제

시하는 상담 기술의 소개에 초점을 둔다. 그러나 현장의 필요를 반영하는 교재라면, 생활지도의 

원리나 기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담의 이론 및 기술뿐만 아니라(김계현 외, 2009), 교사들이 

전문적 지원의 필요 여부를 판단하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심리‧행동적 문제의 종류나 특징 

등에 대한 내용 역시 포함할 필요가 있다(이상란, 2017). 뿐만 아니라, 학생 개인의 심리‧행동적 

적응 문제의 해결을 넘어서는 가정이나 환경적 문제 지원을 위한 전문적 개입이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의 전문기관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관의 종류나 기능 등을 목록화 하여 제공하거나

(김현수, 2016), 학생을 의뢰하는 교사와 각 기관들을 연계할 수 있는 중간기구(김경년, 정지윤,

2014)를 마련하는 등의 제도적이고 체제적인 지원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교사가 인식한 생활지도 방법의 중요도 및 수행도 평정을 비교한 결과 예비교사 양성 

및 현직교사의 연수 과정에 1) 교사 자신의 특성 이해, 2) 학부모와의 협력적 관계 형성 및 유지 

및 3) 효과적인 의사소통기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먼저, 수행도 평균이 중요도

보다 높은 방법에는 교사가 자신의 개성에 맞는 ‘나만의 색깔’을 찾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는 

방법이 포함되었다. 효과적인 생활지도를 위해서는 교사의 성향과 장점에 따라 개별 교사에게 

‘맞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는데, 현장 교사들은 다양한 시행착오를 통해 ‘나만의 색깔’을 탐색

하고 만들어간다. 이를 예비교사교육에 반영하여, 교사로서의 전문성과 소양을 갖추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예비 교사 자신의 개인적 특성을 파악하여 그에 맞는 효과적인 의사소통기법과 효과

적인 행동기법 등을 고민하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교원양성과정이 교육실습과 긴밀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강현석, 2013), 교직이론과목인 상담과 생활지도 교과를 통해 예비

교사가 자기 자신의 특성을 파악한 후, 현장실습을 통해 이를 적용하고 연습할 수 있도록 상담과 

생활지도 교과목을 운영할 수 있다.

또한, ‘나만의 색깔 찾기’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의 실제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구체화하고 

정교화 할 수 있으므로 예비교사교육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특별히, 개인의 특성에 맞는 생활지

도 방법을 탐색하는 시기인 교직 경력 10년 미만 교사의 경우(길양숙, 2005), 비공식적인 학습 

기회, 곧 교사학습공동체와 같은 학습기회를 활용할 수 있다. 교사학습공동체는 1) 동료교사 간

의 ‘비판적 동지애’와 2) ‘전문가와 초보자의 협력’, 곧 멘토링과 같은 형태를 모두 취할 수 있다

(서경혜, 2009). 따라서 교직 경력 10년 미만 교사들 간의 협력을 통해, 교사 개별적으로 개인의 

특성과 생활지도 방법에 대한 성찰뿐만 아니라 ‘비판적 동지애(서경혜, 2009)’를 바탕으로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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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성과 그에 맞는 의사소통 방법이나 행동기법 등의 다양한 생활지도 방법에 대해 협력적으

로 학습할 수 있다. 또한, 교직 경력 10년 미만 교사 간의 협력뿐만 아니라 선배 교사와의 협력,

곧 멘토링을 통해 고민하는 문제 상황에 대한 선배 교사의 ‘노하우’를 듣고 적용하고 또 고민하

는 기회 또한 가질 수 있다. 교사학습공동체는 학생의 학습에 초점을 두는 사례가 대다수이다.

하지만 교사 학습의 공동체적 접근은 교사 간 협력을 통해 실천적인 지식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Hord, 1997), 이 실천의 영역을 학생의 학습뿐만 아니라 학생생활지도에까지 확장한다면, 교사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성장, 나아가 교육의 질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중요도 평균 상위 방법에는 학교와 가정의 일관적 지도를 위해 학부모와 협력하여 

지도하는 방법이 포함되었으나 중요도에 비해 실제 수행이 낮게 나타났다. 학부모는 협력의 대

상임과 동시에 생활지도의 어려움의 한 요소이기도 하다는 점(구본용, 김영미, 2014; 길말선 외,

2016; 김지연, 이자명, 2016; 이윤식, 김광범, 2007)은 교사들에게 학생을 대하는 상담의 원리와 

기술뿐만 아니라, 학부모와의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교육 또한 필요함을 시사

한다. 우선적으로, 교사교육에서 학부모와의 협력적 관계 형성을 위한 기본적인 태도와 기법들

을 다룰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교사들을 대상으로 학부모와의 협력적 관계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장애요인을 조사하고, 구체적인 문제 상황에 대한 대처 방법 매뉴얼 또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를 통해 밝힌 바 있듯, 자녀의 문제 상황에 대해 학부모의 뜻대로 처리하

길 요구하거나 학생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 학부모의 이기적인 행동(구본용, 김영미, 2014), 자

녀의 모든 문제를 교사에게 일임하거나 자녀의 말만 듣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않거나 

사소한 일에도 민원을 제기하는 등 비협조적인 경우(길말선 외, 2016), 학부모가 관리자를 통해 

우회적으로 압력을 가하는 경우, 초임 담임교사를 노골적으로 못마땅해 하는 태도(이윤식, 김광

범, 2007), 학부모의 학교상담실 도움 거부, 이혼 등 학생지도와 관련한 가정의 일을 공유하지 

않는(김지연, 이자명, 2016) 등의 요인들은 학부모와의 협력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생활지도

는 분명 가변적인 상황이나 대상을 전제로 하는 활동이지만(박효정 외, 2011; 김지연, 이자명,

2016), 다수의 교사들이 공통적으로 인식하는 학부모 협력의 장애요인의 경우에 대해서는 일반

적인 대처에 대한 매뉴얼을 제공한다면, 교사가 경험하는 당혹감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제에 대응하는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요성에 비해 수행도 평균이 낮은 방법에 자발적 연수나 효과적인 의사소통기

법 사용이 포함되며 유사한 맥락에서 중요도에 비해 수행도가 높은 방법에 직접적인 훈육이 포

함된다는 결과를 통해, 교사를 위한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법 교육 및 실습이 필요함을 알 수 있

다. 효과적인 의사소통기법 연수를 통해 비폭력대화나 수용적 경청태도 같은 언어적 의사소통 

방법(곽한영, 최윤정, 2013; 김윤경 외, 2017; 이효숙, 정성경, 2009; Rosenberg & Molho, 1998),

눈 맞춤, 얼굴 표정, 침묵과 같은 비언어적 의사소통 방법(조규락, 2011; 허영주, 2007),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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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 도구 활용(장혜진 외, 2016)등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소개하고 연습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연구의 제한점은 크게 다음의 두 가지와 같다. 첫째, 개념도 방법 수행에 적합한 연구 참여자 

수를 준수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실제 면담에 참여한 연구 참여자 수가 13명이므로, 개념도 

방법의 아이디어 생성과정에서 구체적인 생활지도 내용과 방법이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

러나 연구를 통해, 생활지도 내용의 ‘학교규칙 및 행동규범-심리적응 및 태도’와 ‘사회적 발달-개

인 발달’과, 생활지도 방법의 ‘교사 내적 자원 활용-교사 외부자원 활용’과 ‘비지시적 방법-지시

적 방법’이라는 인식의 차원을 도출하였으므로,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생활지도 내용과 방법은 각 해당 차원에 위치시켜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진술문의 

내용이 포화단계에 이를 때까지 면담을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소수의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수집하였다. 개념도 방법이 탐색적 연구방법임을 감안할 때,

연구결과의 외적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한 교차타당도 분석이 추가적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다.

둘째, 생활지도 내용과 방법의 각 문항 평정에 총 21명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정교한 통계적 분석에는 충분하지 않은 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1명의 중요도와 

수행도 평균값을 기준으로, 상위 평균을 단순 비교하였다. 만약, 문항 평정 시 통계적 검증을 수

행하기에 충분한 수의 조사대상자를 확보한다면 중요도-수행도 분석(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IPA)과 같은 정교한, 추가적인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진행한 단순 

평균비교로는 개별 문항의 상대적인 중요도에 근거한 우선순위를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

다. 따라서 추후 문항의 쌍대비교(Pairwise Comparison)조사 및 AHP 분석(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실시한다면 각 문항의 중요도를 정교하게 비교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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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Exploring Content and Method of Guidance

in Middle School Level*
1)2)

Kim, Hyeon-Su**

Oh, In-So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content and method of guidance that perceived

by middle school teachers. Following procedure of concept mapping analysis, focus question

“how do you perform guidance with what contents and which activities as a teacher?” was

developed and confirmed by a pilot test. Generating ideas was conducted by interviewing with

13 teachers. Synthesizing and editing statements were performed by researchers. 21 teachers

sorted statements by similarity and rated the statements which was confirmed by the pilot

test. The result of multi-dimensional scaling revealed two dimensions on guidance contents,

‘school rule and behavioral norm versus personal psychological adjustment and attitude’ and

‘social development versus personal development’. Hierarchical cluster analysis showed 7

clusters; 1)school rule compliance, 2)social normative behavior, 3)physical, relational and verbal

abuse, 4)interpersonal relationship, 5)psychology and behavior for adjustment, 6)personal

competence and attitude, 7)teacher-student relationship and learning attitude. On the guidance

activities, two dimensions are also revealed by multi-dimensional scaling analysis: ‘internal

resource of teacher versus external resource of teacher’ and ‘indirect method versus direct

method’. Hierarchical cluster analysis showed 6 clusters; 1)understanding of students and

communication, 2)indirect intervention, 3)direct intervention, 4)connecting with parents and

support system, 5)cooperating with teachers in school, 6)using teacher’s learning opportunities.

Three implications that deduced by this study were 1)the necessity of balance in ‘school

guidance’ subject that is one of teaching profession subjects, 2)necessity of connecting external

resources of teachers, 3)pre-service teacher education and in-service teacher training.

Key words: Guidance, contents of guidance, activities of guidance, concept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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