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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단  단회 집단상담의 효과 연구:

학생의 용돈 요청과 수령의 행동과 정서를 심으로

1)이재규(李在珪)*

본 연구는 학급단위 단회 집단상담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로, 중학생들이 부모로부터 용돈을 요청하
고 받는 과정에서 자신과 부모의 행동과 정서를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자신과 부모의 입장을 동시에 고려하
여 용돈을 요청하고 수령하도록 안내하기 위한 학급단위 단회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를 검증
한 것이다. 연구 대상은 경기도 소재 2개 중학교 2학년 4개 반 133명(실험집단 67명, 통제집단 66명)이었다. 
사전검사 실시 1주일 후에 실험집단에 80분 1회에 걸쳐 학급단위 단회 집단상담을 하였고, 집단상담 실시 4
주후에 사후검사를 하였다. 통제집단에는 아무런 처치도 하지 않았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
험집단과 통제집단 전체의 사전-사후 비교에서 실험집단의‘갈등촉발 용돈요청행동’이 유의하게 감소하였
다. 둘째,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전체의 사전-사후 비교에서 실험집단의‘상호존중 용돈요청행동’이 유의하
게 증가하였다. 셋째,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전체에 대한 정서 영역 사전-사후 비교에서 실험집단의‘불만족 
정서’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연구결과는 학급단위 단회 집단상담이 학생들의 용돈 요청과 수령 행동을 긍
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유용한 방안임을 시사하였다.

￭ 주요어 : 용돈, 용돈 요청과 수령 행동, 용돈 요청과 수령 정서, 학 단  단회 집단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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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본 연구는 학생들에게 부모로부터 용돈을 요청하고 받는 과정에서 자신과 부모의 행동

과 정서를 객 으로 인식하고, 자신과 부모의 입장을 동시에 고려하여 용돈을 요청하고 

수령하도록 안내하기 한 학 단  단회 집단상담 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를 검증한 

것이다.

용돈이란 학교 납부 , 학교 축, 교과서와 참고서 , 특정한 학용품의 구입비 등과 

같이 용도가 정해진 돈을 제외하고, 학생이 자신의 뜻 로 처분할 수 있는 있는 돈으로 정

의된다(이승신, 2000; 홍명희 2004). 용돈은 학생들의 흥미의 신장, 교우 계의 발달을 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하며, 교우 계에서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게 하고, 래들이 하는 

정도의 외모 리 등을 할 수 있게 하므로(하은하, 1991), 학생의 심리  안정, 정  자아

개념, 교우 계와 한 련이 있다(이기춘, 1995). 

학생들  93%에서 95%는 용돈을 마련하는데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는데(김효정, 2001; 이

승신, 2000), 지 않은 학생들은 부모에게 용돈을 요청하고 수령하는 과정에서 용돈의 액수, 

액수 결정방법, 용돈 요청행동 등에서 부모와의 갈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김창  

외, 1994; 박재황 외, 1995). 

학생들에 한 용돈 련 실태조사에서 일부학생들은 용돈의 액수가 부족하다고 응답하

다. 춘천 지역 고등학생 478명을 상으로 한 홍명희(2004)의 연구에서 28.6%의 학생이 용돈

의 액수가 부족 혹은 매우 부족하다고 응답하 다. 남 장성지역 실업계 고등학생 304명을 

상으로 한 이돈희(2004)의 연구에서 30.6%의 학생들이 용돈이 부족 혹은 매우 부족하다고 

응답하 다. 국 ․ ․고교생 2,830명을 상으로 한 박재황 외(1995)의 연구에서도 

40.5%의 학생이 용돈이 부족하다고 응답하 다. 즉, 28.6%에서 40.5%의 학생들이 용돈액수

로 인하여 부모와 갈등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학생들의 용돈 련 실태조사에서 

일부학생들은 용돈 받는 주기(週期)와 련하여서도 불만이 있다고 하 다. 홍명희(2004) 연

구에서 36.4%의 학생이 부모가 일방 으로 용돈 액수를 정한다고 응답하 고, 박재황 외

(1995) 연구에서 31%의 학생들이 용돈 받는 주기(週期)에 해 불만스럽다고 응답하 다. 

박재황 외(1995)의 연구에서 학생들은 모자라는 용돈을 그때마다 더 달라고 하거나(59.1%), 

거짓말을 하고 타거나(15.0%), 아르바이트하거나(6.3%), 친구에게 꾸거나(7.8%), 다른 사람에

게 뺏어서(0.8%) 충당한다고 응답하 는데, 이는 일부 학생들이 용돈 요청에 있어서 어려움

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문제행동을 하고 있음을 보여 다. 박재황 외(1995)에서 학생들은 용

돈 때문에 지난 한달 동안 부모와 1회 이상 다투었거나(31.8%), 주 1회 이상 다투었다(3.8%)



학급단위 단회 집단상담의 효과 연구: 중학생의 용돈 요청과 수령의 행동과 정서를 중심으로  20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고 응답하 다. 한, 학생들의 비행 련 상담사례 보고서(한국청소년상담원, 2003, 2004, 

2005)에서도 학생들의 용돈 요청과 부모의 지 과정은 부모와 학생의 갈등, 학생의 가출, 부

모에 한 폭력 등을 발시키는 계기와 하게 련되어 있었다.

이상의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학생들은 용돈 요청과 수령 과정에서 용돈의 액수, 수령 시

기, 용돈 액수  수령에 한 의사결정 방식과 련하여 부모와 갈등을 겪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부모와 청소년의 갈등을 다룬 상담사례(한국청소년상담원, 2003, 2004, 2005)를 분석해 

본 결과, 용돈과 련된 부모와 자녀의 갈등 유발요인으로 학생들은 지 되는 용돈의 액수, 

용돈지 시기, 용돈액수와 지 시기에 한 부모의 일방 인 결정, 용돈 리에 한 지나친 

간섭 등을 들었으며, 부모들은 자녀들의 갑작스러운 용돈지 요청, 사용처에 한 미보고, 

자신들의 할 일을 하지 않고 요구만 하는 태도 등을 들었다.

용돈이 학생들의 생활에 하게 련되어 있고, 학생들이 용돈 마련과정에서 부모와 갈

등을 겪으며, 그 과정에서의 갈등은 학생과 부모의 갈등, 학생들의 가출, 부모에 한 폭력 

등과 련되어 있다는 을 고려할 때 ,학생들로 하여  부모와 자녀 계와 같은 의존 계

에서 필요한 자원을 요청하는 태도와 기술을 익히게 하며, 부모와의 갈등을 합리 으로 해

결하는데 필요한 태도와 기술을 익히게 하는 용돈 요청과 수령에 한 교육 로그램을 개

발하여 용하는 것은 생활지도에서 매우 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이 돈 요청과 

수령과정에서 자신의 행동과 부모의 행동을 객 으로 인식하고, 조 하는 능력을 배양하

는 것은 학생들이 부모와의 갈등, 가출충동, 부모에 한 폭력 충동을 스스로 조 하는데 유

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생활지도와 학교상담 역에서 용돈의 문제는 잘 다루어지지 

않았으며, 설령 다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용돈 리의 측면에 이 맞추어져 왔고(송휘석, 

2004; 이승신, 2000; 황연옥, 2004), 용돈 요청과 수령 행동에 한 교육은 찾아보기 어려웠

다. 따라서 학생들을 상으로 용돈 요청 과정에 한 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용가능성

을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용돈 요청과 수령 과정에서 부모와 갈등을 겪는 학생들을 지도하는 방식은 개인상담과 지

도, 혹은 집단상담과 지도가 있을 수 있다. 한 학 당 구성원이 35명에서 45명이 이르는 

재의 학교 상황을 고려해볼 때, 학생들 에서 용돈과 련하여 부모와 갈등을 겪는 비율이 

상당한 정도에 이른다는 것을 고려할 때, 용돈 요청과 수령의 문제에 한 개인상담  지

도는 교사들에게 과도한 업무스트 스를 가 시킬 수 있다. 교사들은 다인수 학  체제에서 

학생들 개개인에게 충분한 시간과 마음을 투자할 수 없기 때문이다(강정화, 2003; 박경애, 양

미진, 김혜 , 1999). 

이런 상황에서 집단상담  지도는 한명의 문가 혹은 문가가 여러 명을 동시에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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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으로 지도할 수 있고, 집단원들끼리 상호조력 하도록 진하기 때문에 다인수 학  체

제에서 학생들의 어려움을 지도할 수 있는 실 인 안일 수 있다(정용부, 고 인, 신경일, 

1998; 홍경자, 김태호, 남상인, 오익수, 1996). 그러나, 기존의 사회상담기 에 토 를 둔 집단

상담 모형을 학 에서 그 로 용하는 것은 실 인 어려움이 있다. 재 통상 인 집단

상담의 모형은 한회기 참여자가 8-12명 정도이며, 회기당 60-120분 정도 진행되며, 10-12회를 

지속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이장호, 김정희, 1992; 이형득, 2002). 1981년부터 2001년까지 

․ 등학생을 한 상담 로그램 475개의 경향 분석 연구(이종국, 2003)에 따르면, 8-20회

까지의 회기를 취한 형태가 체 로그램  76%를 차지하 고, 참여자 수가 6-15명인 형

태의 집단상담이 65%를 차지하고 있었다. 학교에서 집단상담을 해 학생과 교사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고려해볼 때, 소수를 상으로 한 다회기 집단상담 모형은 합하지 

않을 수 있다. 교사가 이런 형태의 집단상담을 진행하기 해서는 교사와 학생이 방과 후의 

시간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하지만, 교사와 학생이 재의 학교 상황에서 방과 후에 집단상담

을 한 시간 확보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강정화, 2003). 다수의 교사들이 방과 후 시간에 

행정 인 업무처리로 분주하며 설령 교사들이 집단상담을 한 시간을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학생들은 매우 제한된다. 다수의 학생들은 방과 후에 학원, 과외 

등으로 학교에 남아 있을 수 없는 실이기 때문이다(강정화, 2003; 김정화, 2000). 

이재규(2005)는 교사가 집단상담을 실시하기 해서 확보할 수 있는 시간, 그 시간 내에 

참여할 수 있는 학생의 수, 학교에서의 집단상담 참여자들의 계를 고려하여 학 단  단

회 집단상담의 모형을 구성하 다. 학 단  단회 집단상담은 집단상담을 단회로 진행한다

는 과 집단상담 참여자가 통상의 집단상담에 비하여 많다는  때문에 그것의 효과성에 

해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윤옥희(2004), 이재규(2004), 조명희(2004)는 다양한 

주제로 이재규(2005)가 구성한 학 단  단회 집단상담 모형에 근거하여 학 단  단회집단

상담 로그램을 실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해보았는데, 집단에 참여한 일부 학생들의 어려움

을 극복하는데 정 으로 작용하 다. 

이상의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본 연구는 학생들의 생활과 문제행동에 하게 련된 용

돈받기 과정을 학생들에게 합리 으로 처하도록 가르치기 한 학 단  단회 집단상담 

로그램을 구성하여, 그 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해보고자 하 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 단  단회집단 로그램은 용돈 요청과 수령의 행동에 차이를 가져오는가?

둘째, 학 단  단회집단 로그램은 용돈 요청과 수령 정서에 차이를 가져오는가?

셋째, 학 단  단회집단 로그램은 용돈부족집단의 용돈 요청과 수령의 행동에 차이를 

가져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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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학 단  단회집단 로그램은 용돈부족집단의 용돈 요청과 수령의 정서에 차이를 

가져오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상은 경기도 A시 소재 남녀공학 2개의 학교 2학년 4개 반에 속한 133명(실

험집단 67명, 통제집단 66명; 남65명, 여 68명)이다. 연구 상 학생들  약 34%의 학생(실험

집단의 경우 21명으로 약 31%, 통제집단의 경우 24명으로 약 36%)은 용돈 액수가 부족하다

고 응답하 다. 여기서 용돈 부족은 설문지상의‘실제 수령 용돈 액수에서 필요로 하는 용돈 

액수를 뺐을 때, 그 값이 음수값으로 나타난 경우를 말하는데, 용돈부족집단에서 부족액수는 

한달 용돈 액수를 기 으로 하 을 때 4천원에서 4만5천원 정도 다.

2. ‘즐거운 용돈 받기’ 학급단위 단회 집단상담 프로그램

본 연구에서 사용한 로그램은‘즐거운 용돈 받기를 한 학 단  단회 집단상담 로그

램’이었다. 이 로그램은 연구자에 의해 일차 으로 구성되었고, 로그램의 구성요소와 내

용의 타당성은 상담 공 박사 1명과 학 단  단회 집단상담으로 석사학 논문을 작성한 상

담 문교사 2인이 검토하고 수정해주었으며, 로그램에 사용된 용어가 학생들에게 쉽게 

이해되는지는 학생 3명이 검토하고 수정해주었다. 소요시간과 진행상의 문제를 검토하기 

해서 학교 교사 1명이 학생 12명을 상으로 로그램을 비 실시하 다.  

로그램의 목표, 구성요소와 내용, 그리고 로그램의 구성의 이론  배경은 아래와 같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학 단  단회 집단상담 로그램은 학 단  단회 집단상담의 진행

차에 한 이론  논의(이재규, 2005)와 경험  연구(윤옥희, 2004; 이재규, 2004; 조명희, 

2004)를 기 로 하여 로그램의 구성요소를 설정하 고, 로그램의 내용은 스트 스 리

에 한 논의(김은정, 김향구, 황순택, 2001; Anderson, 1987; Lazarus & Folkman,1984)와 체

계 인 문제해결과정에 한 논의(이재규, 2005; Egan, 2002)를 기 로 하 으며, 로그램에

서 사용한 사례는 학생들의 용돈 실태와 리 행동에 한 연구(송휘석, 2004; 이승신, 2000; 

하승민, 1997; 홍명희, 2004), 용돈받기 과정에서의 학생과 부모의 갈등에 한 일화  상담

사례(김창  외, 1994; 한겨 , 2005. 4. 10; 한국청소년상담원, 2003; 2005)를 기 로 하여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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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 다. 

본 로그램의 목표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 학생들이 용돈 요청  수령 과

정에서 자신들과 부모들의 행동과 정서  반응을 객 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며, 둘째, 

학생들이 자신과 부모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태도와 행동으로 부모님께 용돈을 요청, 수령하

도록 하고 그 결과를 탐색해보도록 하는 것이다.

로그램의 목표를 달성하기 한 로그램의 구성요소와 내용, 그리고 그것들의 이론  

배경과 근거를 각 요소별, 즉 집단구조화, 사례분석  토론, 자기경험 탐색과 나 기, 집단

상담 느낌 나 기, 마무리짓기, 과제  과제피드백하기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과정; 집단구조화는 학 단  단회 집단상담의 특징과 진행 차(이재규, 2005)와 련 경

험  연구(윤옥희, 2004; 이재규, 2004; 조명희, 2004)에 근거하여 4과제로 구성하 다. 제 1과

제는 집단분 기 안정시키기이다. 이는 학생의 특성상 새로운 형태의 수업을 하는 경우에 

흥분하고 산만해지는 것을 고려하여 을 감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이다. 제 2과제는 집단

상담의 목   취지 설명이다. 목   취지 설명에서는 부모로부터 용돈받기 과정에서 학

생들의 행동과 감정, 부모들의 행동과 감정을 로 들어 설명하고 효과 인 처방법을 탐

색해보자고 권유하는 내용이었다. 제 3과제는 집단원의 역할 구조화 다. 학 단 로 집단상

담을 실시할 때, 일부학생들은 주제에 심을 가지나 다른 학생들은 주제에 심을 가지지 

않을 수 있다. 역할구조화는 주제에 심이 없는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을 이해하고 도와주

는 역할을 부여하여 그들이 집단상담 과정 동안에 할 일을 제공하는데 이 맞추어져 있

다. 한, 역할 구조화는 입장과 처지가 다른 학 원끼리 서로를 이해하도록 안내하기 한 

것이었다. 제 4과제는 시간구조화이다. 진행시간을 과정별 소요시간으로 구분하여 알려주는 

것이다. 이것 역시 학 단  집단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주제에 심이 없는 학생들이 집단상

담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기 한 장치이다.

2과정; 사례분석  토론은 사례를 읽고 토론하는 과정이다. 사례의 읽기와 분석은 모델에 

한 찰이 행동의 학습에 향을 끼칠 수 있다는 Bandura(1977)의 주장에 근거하여 학생

들이 사례의 모델을 통해서 련된 역에서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탐색하고 새로운 행동의 

모형을 익히도록 하기 한 것이었다. 제시된 사례의 구성은 체계 인 문제해결의 과정에 

한 논의(이재규, 2005, Egan, 2002), 문제해결과정에서 문제 상황에 한 정보의 기능

(Anderson, 1987), 문제 처과정에서 문제에 한 평가  문제해결행동(Lazarus & 

Folkman, 1984)에 기 하 는데, 가상의 학생이 용돈받기 과정에서 학생과 부모가 보이는 

형 인 행동과 감정, 사고, 갈등, 갈등 처방법과 그 결과를 정 인 경우와 부정 인 

경우가 동시에 드러나도록 구성하 다. 용돈받기 과정에서 학생과 부모의 행동, 정서,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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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식과 그 효과의 구체 인 실례는 한국청소년상담원(2005)의 고민해결백과의 상담사례

를 참고하 고, 구성된 사례의 합성을 학생들에게 검토 받아 수정하 다. 2과정 제 1과제

는 사례 읽고 분석하기 다. 학생들에게, 제시된 사례를 읽고, 용돈받기 과정에서 학생의 행

동과 감정, 부모의 행동과 감정, 부모와 학생사이의 갈등, 그들의 처방식, 처방식의 결과

를 분석하는 과제가 주어졌다. 2과정 제 2과제는 사례에 한 개인 분석을 앞뒤 4 사람이 

소그룹을 이루어 토론하는 것이고, 제 3과제는 1개의 소그룹이 학  체에 발표하는 것이

며, 제 4과제는 발표 내용을 교사가 정리하고 피드백 해주는 것이다. 이 과정은 학생들이 갈

등을 유발하는 용돈요청행동( , 갑작스러운 용돈 요청, 용처를 분명히 하지 않는 용돈 요청, 

부모의 용돈 지  거 에 해서 화를 내는 행동)과 그 결과(부모의 용돈 지  거 , 기꺼워

하지 않는 용돈 지  행동, 부모와 학생의 갈등)를 인식하고, 상호존  용돈 요청행동(자신

이 할 일을 한 후에 용돈 요청행동, 용처를 분명히 밝히는 행동, 등)과 그 결과(부모의 기꺼

운 용돈 지 , 등)를 인식하고, 자와 후자를 비교하여 지각하도록 하는데 이 맞추어져 

있었다.

3과정; 자기경험 탐색과 나 기는 제 2과정에서의 이론  근거에 기 하여 4 가지 과제로 

구성되었는데, 이때 탐색과 토론의 주제들은 용돈 요청과 수령 과정에서 학생 자신들과 부

모들의 행동과 정서, 그리고 자신들의 행동의 결과, 안  행동과 그 결과에 한 탐색이었

다. 제 1과제는 용돈 요청과 수령 과정에서 학생 부모의 행동과 정서, 용돈을 즐겁게 받기 

해서 자신들이 사용하는 방법과 그 결과, 미래에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면 처할 방법, 같

은 입장의 친구에게 조언해주고 싶은 것을 탐색양식에 기 하여 개인별로 분석해보도록 하

는 것이었다. 제 2과제는 자기탐색 결과를 앞뒤 4 사람이 소그룹이 되어 토론하는 것이었고, 

제 3과제는 2개 소그룹이 발표하는 것이었으며, 제 4과제는 교사가 학생의 발표를 정리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이 과정 역시 학생들이 용돈요청 행동과 그 결과를 자신들의 

사례에 비추어서 확인해볼 수 있도록 하는데 이 맞추어져 있었다. 

4과정 집단상담 느낌나 기, 5과정 마무리 짓기는 학 단  단회 집단상담의 진행 차(이

재규, 2005)를 참고하 으며, 통상 인 집단상담의 차(이형득, 2002)에 따른 것이었다.

6과정 과제  과제피드백 하기는 학 단  단회 집단상담은 진행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효과를 공고히 하기 해서는 과제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재규, 2005)에 따라 

첨가된 요소이다.

이상에서 언 한 로그램의 목 , 주 구성요소와 내용, 이론  근거를 표로 정리하여 제

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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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요소 집단상담자의 과제와 집단원의 활동 이론적 근거 시간
도입
단계

제 1과정:
집단구조화

제1과제: 집단분위기 안정시키기
제2과제: 목적 및 취지 설명하기 
제3과제: 역할 구조화하기
제4과제: 시간 구조화하기

학급단위 단회 집단상담의 특
징과 진행절차(이재규, 2005) 10분

진행
단계

제 2과정:
사례분석
및 토론

제1과제: 사례 읽기와 분석
제2과제: 앞 뒤 4명의 소그룹에서의 사례 토론
제3과제: 2개의 소그룹 발표
제4과제: 교사의 피드백 

관찰학습(Bandura, 1977)
문제해결 과정(이재규, 2005, 

Anderson, 1987; Egan, 2002; 
Lazarus & Folkman, 1984)

20분

제 3과정:
자기 탐색 
및 나누기

제1과제: 자신의 용돈받기 과정에 대한 탐색 및 자신의 
용돈 요청 비결 탐색

제2과제: 앞 뒤 4 사람과 토론
제3과제: 2개의 소그룹 발표 
제4과제: 교사의 피드백 

문제해결 과정(이재규, 2005, 
Anderson, 1987; Egan, 2002; 
Lazarus & Folkman, 1984)

30분

제 4과정:
느낌 나누기

제1과제: 앞뒤 4 사람과 느낌 나누기
제2-3과제: 2개의 소그룹 발표와 교사의 피드백 집단상담(이형득, 2002) 10분

종결
단계

제 5과정:
마무리 짓기

제1과제: 집단원에 대한 치하
제2과제: 교사 느낌 표현
제3과제: 시상식
제4과제: 과제 제시 및 추수상담 일정 정하기
제5과제: 집단상담 종료 선언

학급단위 단회 집단상담(이
재규, 2005)
집단상담(이형득, 2002)

10분

과제
수행
단계

제 6과정:
과제 및 

과제 피드백

과제1: 프로그램에서 느낀 점을 부모님과 이야기하기
과제2: 프로그램에서 느낀 점과 부모님께 이야기하기 
과정을 통해서 느낀 점을 학급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친구 3명이 올린 글에 대해서 피드백하기

학급단위 단회 집단상담의 특
징과 진행절차(이재규, 2005) 60분

<표 1> 즐거운 용돈 받기 학 단  단회 집단상담 로그램의 개요

3. 연구도구

연구도구는 연구자가 제작한 것으로, 기 사항(수령 용돈 액수, 필요한 용돈 액수, 용돈 만

족 정도, 용돈을 주는 사람, 등), 용돈 요청과 수령 행동, 용돈 요청과 수령 정서 하  역

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용돈 요청과 수령 행동 검사지

이 검사지는 학생들이 부모에게 용돈을 받기 해서 자주 사용하는 행동의 변화를 확인하

기 한 것으로 총 13개 문항, 5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1 은 행동을  하지 않음을 

나타내고, 5 은 행동을 매우 자주 함을 나타낸다. 이 검사지의 개발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

, 청소년들의 용돈 련 설문지(박재황 외,1995; 이승신, 2000), 용돈 주고받는 과정에서 

한 상담사례(청소년상담원, 2005)의 분석과 학생들에게 용돈받기 한 행동에 한 심층면  

자료의 분석을 통해 14문항을 수집하 다. 경기도 A시 지역 학교 2학년 학생 245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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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갈등 촉발 요청 행동 

5. 화를 내면서 용돈을 달라고 말한다. .819
6. 용돈을 타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 .797
4. 다른 친구들의 용돈 량, 용돈 사용방법을 말해서 은근히 용돈을 

올려주기를 말한다. .643
7. 학교 가기 바로 전에 용돈을 달라고 한다. .632
11. 부모님께 불쌍한 척하여 측은지심이 들도록 한다. .542

애교적 용돈 요청
12. 용돈이 필요한 전날부터 아부와 애교를 떤다.(어깨 안마해 드리

기, 흰머리 뽑기, 구두닦이 등) .796
13. 집안일을 도와 열심히 일한다. (방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빨래 

널기 등) .730
10. 용돈의 절박함을 알리는 편지나 메일을 보낸다. .709

상호존중 용돈 요청
9. 나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한다.(성적 올리기, 악기연주 등) .754
3. 용돈의 사용처를 부모님께 말씀드린다. .735
8. 용돈 받기 3-4일 전에 용돈 사용처와 필요한 일자를 미리 말씀

드린다. .690
감사 표현 행동

1. 용돈을 받을 때마다 감사한 마음을 표현한다. .933
2. 용돈을 쓰고 나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한다. .772

고유가
설명변량

Cronbach ɑ
4.102

31.55%
.77

1.687
12.98%

.72
1.383

10.64%
.60

1.360
10.46%

.80

<표 2> 용돈 요청과 수령 행동 척도의 요인분석 결과

상으로 설문지를 실시하여 각 문항에 한 요인분석을 하여 요인 부하량과 신뢰도 계수를 

고려하여 13개의 문항을 최종 선정하 다. 요인분석방법은 주성분분석이었으며, 요인의 회

은 Varimax방법을 사용하 다. 요인분석 결과 4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제 1요인은 4, 5, 6, 

7, 11개 등 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이 요인에 포함되는 문항들이 부모와 자녀의 갈등을 

발시킬 수 있는 행동들이 포함된 을 고려하여‘갈등유발 요청 행동’으로 명명하 다. 제 

2요인은 10, 12, 13 등 3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이 요인에 포함된 행동들은 용돈을 받기 

해서 부모의 즉각 인 요구를 충족시키려고 노력한다는 을 고려하여‘애교  요청 행동’으

로 명명하 다. 제 3요인은 3, 8, 9번 3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이 요인에 속하는 문항들은 부

모들이 일상생활에서 통상 으로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행동이 자녀의 용돈 요청행동의 수령

과 련된다는 을 고려하여 ‘상호존  요청 행동’으로 명명하 고, 4요인은 1, 2번 문항으

로 구성되었으며, 주로 용돈수령과정과 후에 감사를 표 하는 을 고려하여 ‘감사표 행동’

으로 명명하 다. 요인분석의 결과와 각 요인들의 설명변량, 신뢰도 계수는 <표 2>과 같고, 

검사지의 체 신뢰도 지수는 ɑ=.82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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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인1 요인2 요인3
보은 정서

7. 부모님께 더 잘 해드려야겠다(효도해야겠다.). .801
6. 빨리 커서 부모님께 용돈을 드려야겠다. .771
1. 용돈을 받을 때 감사한 마음이 든다. .708
8. 생각 없이 쓰지 말고 아껴 써야겠다. .496

용돈 요청 어려움 정서
4. 용돈 달라는 말을 기꺼이 할 수 있다. -.927
3. 용돈을 달라고 할 때마다 말하기가 쉽지 않다. .899

불만정서
9. 좀 더 많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799
5. 용돈을 받을 때마다 빨리 경제적으로 독립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761
2. 용돈을 받을 때 치사한 마음이 든다. .575

고유가
설명변량

Cronbach ɑ 
2.183

24.25%
.63

1.910
21.22%

.85
1.417

15.74%
.55

<표 3> 용돈 요청과 수령 정서 척도의 요인분석결과

2) 용돈 요청과 수령 정서 검사지

이 검사지는 용돈 요청과 수령 과정에서 학생들이 부모, 자신, 그리고 용돈의 액수에 해 

가지는 정서를 알아보기 한 것으로 9 문항, 5  척도로 구성되었다. 1 은 용돈받기 과정

에서 그와 같은 감정을  느끼지 않음을 나타내고, 5 은 그와 같은 감정을 매우 강하게 

느낌을 나타낸다. 이 검사지의 개발과정은 다음과 같다. 청소년들의 용돈 련 설문지(박재

황 외, 1995;이승신, 2000), 용돈 주고받는 과정에 한 상담사례(한국청소년상담원, 2003, 

2005)와 학생들에게 용돈받는 과정에서 느끼는 정서에 한 심층면 을 통해 10문항을 수집

하 다. 경기도 A시 지역 학교 2학년 학생 245명을 상으로 설문지를 실시하여 각 문항

에 한 요인분석을 하여 요인 부하량과 신뢰도 계수를 고려하여 최종 9문항을 선정하 다. 

요인분석방법은 주성분분석이었으며, 요인의 회 은 Varimax방법을 사용하 다. 요인분석 

결과 3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제 1요인은 1,6,7,8번 등 4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이 요인

에 포함된 문항들이 용돈을 주는 부모님에 한 감사와 보답하고자 하는 정서가 포함되었다

는 을 고려하여 ‘보은 정서’라 명명하 다. 제 2요인은 3,4번 두 문항으로 구성되었는데, 

이 요인에 포함된 문항들이 용돈 요청의 어렵고 쉬운 정도를 표 하는 문항들이라는 을 

고려하여‘용돈 요청 어려움 정서’로 명명하 다. 제 3요인은 2, 5, 9번 등 3문항으로 구성되

었으며, 이 요인에 포함된 문항들이 용돈수령과정에서의 불만족한 정서를 주로 표 하고 있

다는 을 고려하여 ‘불만 정서’로 명명하 다. 요인분석의 결과와 각 요인들의 설명변량, 신

뢰도 계수는 <표 3>와 같고, 체 신뢰도 지수는 ɑ=.75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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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의 진행과정과 절차

사 검사는 2004년 11월 20-27일 실시하 고, 로그램의 실시는 11월 27-12월 4일에 걸쳐 

학 담임재량시간 80분 동안 실시하 으며, 사후검사는 로그램 용 3주 후에 12월 20-27

일에 실시하 다. 로그램은 교육 학원 4학기에 재학 인 학교 교사 2명이 실시하 다. 

로그램 실시자들은 교육 학원에서 집단상담과목을 1학기 수강하 고, 교수가 진행하는 

학 단  단회 집단상담 2회를 찰하고 토론하 다. 그 이외의 집단상담 참여경험과 실시

경험은 없었다. 실시자에게 로그램에 한 교육을 최소한 정도만 실시하 다. 실시자들에

게 로그램의 이론  배경, 목 , 주의사항 등이 포함된 로그램 개요(A4 용지 3페이지 분

량), 로그램 (A4 용지 6페이지 분량)을 달하여 숙지하도록 하 고, 로그램 실시 교사

들끼리 로그램 진행과정에 하여 의논하게 하 으며, 로그램 진행과정에 해서 의문

이 있으면 연구자와 토론하 다. 로그램 실시자 2명이 로그램의 내용과 진행과정을 

충분히 숙지하 는지를 확인하기 해 연구자가 로그램 실시 2일 에 실시자에게 문답을 

통해 확인하 고, 잘못 이해한 부분에 해서 교정  피드백을 제공하 다. 로그램 실시자

들에 한 교육을 최소화한 이유는 최소한의 교육을 받은 교사들이 로그램을 실시했을 때

의 효과를 알아보기 한 것이었다. 한, 로그램이 정확하게 실시되었는지를 확인하기 

해서 로그램 실시과정을 2개의 캠코더로 진행교사와 참여 학생들을 각각 녹화하여 연구자

와 상담 문교사 1명이 검토하 는데, 실험집단 2개 반에서의 진행은 체로 원활하게 이루

어졌고, 학생들도 교사의 지시에 순응하 고, 반 으로 로그램에 극 으로 참여한 것

으로 평가되었다. 

5. 분석방법

로그램 실시 후의 용돈 요청 과정에서의 용돈 요청  수령 행동과 정서의 변화를 알

아보기 해서 SPSS 10.1을 사용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비교 독립표본 t-test를 하 다. 

로그램이 실험집단 체에 미치는 향이 알아보기 해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체에 

한 독립표본 t-test를 하 고, 그 다음 용돈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하 집단에 어떠한 향

을 끼쳤는지를 알아보기 해 용돈이 다고 응답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학생들만을 비교

해보았다. 용돈부족집단은 수령 용돈 액수가 필요로 하는 액수보다 은 집단을 말한다. 용

돈부족집단은 ‘실제 수령 액수-필요로 하는 액수’를 계산하여 그 값이 음수값인 집단이다. 

한 집단상담과정에서 학생들의 경험내용을 확인하기 해서 로그램 참여소감, 용 과제

물을 수집하여 내용분석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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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 집단 사전검사비교 사후검사비교
N M SD F p N M SD F p

갈등 촉발 실험 67 2.10 .71 2.55 .12 67 1.67 .55 19.53** .00통제 66 2.15 .47 66 2.11 .32
애교적 실험 67 2.28 .89 3.08 .08 67 2.45 .98 1.37 .25통제 66 1.89 .72 66 2.08 .83

상호존중적 실험 67 2.87 .89 .20 .65 67 3.18 .91 22.15** .00통제 66 2.38 .76 66 2.36 .53
감사표현 실험 67 3.36 .91 1.43 .24 67 3.32 .93 1.31 .27통제 66 3.27 1.03 66 3.59 1.09

* p< .05  ** p <.01

<표 4> 로그램이 용돈 요청과 수령 행동에 미친 향: 체집단

영역 집단 사전검사비교 사후검사비교
N M SD F p N M SD F p

불만족 실험 67 2.55 .83 1.41 .24 67 2.64 .84 8.34** .01통제 66 2.69 .70 66 3.01 .61
보은 실험 67 4.33 .61 .11 .74 67 4.21 .63 .35 .57통제 66 4.11 .78 66 4.18 .58

요청의
어려움

실험 67 2.86 1.08 .10 .76 67 2.73 1.13 .65 .42통제 66 2.68 1.18 66 2.91 1.15
* p< .05  ** p <.01 

<표 5> 로그램이 용돈 요청과 수령 정서에 미친 향: 체집단

Ⅲ. 연구결과

로그램이 실험집단 체 학생, 그리고, 용돈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하  집단 학생들의 

용돈 요청과 수령 행동과 정서에 미친 향을 알아보기 해서 각각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사 -사후를 비교하 으며,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프로그램이 용돈 요청과 수령 행동과 정서에 미친 영향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체의 용돈 요청과 수령 행동의 사 -사후검사 수 분석결과, ‘갈

등 발 요청행동’하  척도의 사 검사에서는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사후 

검사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 고(F=19.53, p<.01),‘상호존  요청행동’하  척도의 사 검

사에서는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사후검사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F=22.1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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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측정시기 사전검사의 비교 사후검사의 비교
N M SD F p N M SD F p

불만족 실험 21 2.85 .82  1.59 .21 21  2.74  .86 2.80  .10통제 24 3.13 .67 24  3.06  .66
보은 실험 21 4.21 .65  .15 .70 21  4.09  .66  1.47  .23통제 24 4.06 .89 24  4.12  .55

요청의
어려움

실험 21 3.03 1.09  .16 .69 21  2.80  1.13  .51  .48통제 24 2.94 1.20 24  2.94  1.35

<표 7> 로그램이 용돈 요청과 수령 정서에 미친 향: 용돈부족집단

영역 집단 사전검사비교 사후검사비교
N M SD F p N M SD F p

갈등촉발 실험 21 2.21 .57 .443 .51 21 1.48 .42 4.85* .04통제 24 2.14 .46 24 2.23 .25
애교적 실험 21 2.41 .96 2.70 .11 21 2.67 .99 .36 .55통제 24 2.00 .77 24 2.17 .94

상호존중 실험 21 2.39 .68 .02 .88 21 3.22 1.06 9.64** .01통제 24 1.83 .61 24 2.33 .54
감사표현 실험 21 2.92 .97 .86 .36 21 3.85 .87 1.89 .18통제 24 3.50 1.05 24 3.19 1.11

* p< .05  ** p <.01

<표 6> 로그램이 용돈 요청과 수령 행동에 미친 향: 용돈부족집단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체 학생의 용돈 요청과 수령 정서의 사 -사후검사 수의 분석결

과, 실험집단에서 불만족 하  척도 사 -사후 검사는 차이가 없었으나 통제집단에서 사후검

사가 높아져,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후비교에서 불만족 정서가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F=8.34, p<01).

2. 프로그램이 용돈부족 하위 집단의 용돈 요청과 수령의 행동과 정서에 미친 영향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서 용돈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사 -사후검사 수의 분석

결과, ‘갈등 발 요청행동’하  척도의 사 검사에서는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사후검사에서는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 고(F=4,85, p<.05), ‘상호존  요청행동’ 하

척도의 사 검사에서는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사후검사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9.64, p<.01)

한편,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서 용돈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사 -사후검사 수의 

분석결과, 정서 역 어떤 하  척도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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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유반응에 대한 내용 분석

집단상담 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이 어떤 경험들을 하 는지를 알아보기 해 로그램 

직후 작성된 소감문, 로그램을 통해 느낀 을 부모님과 화한 후 작성한 소감문의 내용

을 분석해보았다. 연구자가 일차 으로 분석하 고, 연구자가 분석한 내용을 상담 공 박사 

1명과 상담 문교사 1명이 검토하 다. 내용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용돈 액수, 용돈 요청 과정, 용돈 요청 행동에 한 객  인식

학생들은 자신의 용돈 사용 실태, 요청 행동과 그 결과에 해서 새롭게 인식할 수 있었

다고 보고하 다. 학생들은 용돈을 요구하고 받는 과정에서 부모님과 갈등이 많았음을 인식

할 수 있었고, 갈등을 일으키는 데는 자신이 부 하게 행동하기 때문이라는 을 깨달았

다고 보고하 다. 련된 학생들의 진술은 67명의 학생 에서 31명의 진술문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련된 진술문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단순한 용돈받기에 해서 이 게 깊게 생각해본 이 없었던 것 같다. 내 행동, 부모님의 입장, 

친구들의 입장 등에 해서 많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서 뿌듯했다.” 

“나보다 더 많은 받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나보다 훨씬 게 받는 친구들도 있었다. 내 용돈 액수

가 은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용돈을 막 썼다는 것이 생각나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 좋았다.”

“이야기에 나오는 친구와 내가 같다는 것을 느 다. 나도 등교하기 직 에 돈을 달라고 해서 

부모님께 자주 혼난다. 생각해보니까 부모님이 그러실 만한 것 같다.” 

“부모님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달라고 떼만 썼다. ( 략) 그래서 서로 기분이 안 좋았

고, 용돈을 받아서 유쾌하지 않고 만족스럽지 않았다.” 

“단지 달라고만 하고 용돈이 왜 필요한지에 해서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 그래서 부모님이 꼬

치꼬치 캐물었던 것 같다. 앞으로는 어디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를 말 드려야겠다.” 

“부모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악을 하지 못하고 그에 합당한 노력은 하지 않고 돈만 달라고 했던 

것 같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돈을 달라는 말에 기분이 좋지 않았던 것 같다.” 

“부모님이 무 용돈을 원하는 로 주셨던 것 같다. 반면, 다른 친구들은 용돈이 부족해서 많이 

힘들어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낭비가 심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부끄러움을 느 다.” 

“엄마에게 화를 많이 냈는데 기분 좋게 용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2) 효과 이고 합리 인 용돈 요청에 한 학습

학생들은 용돈 요청을 효과 으로 하여 자신들의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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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를 통해서, 교우들의 경험 청취를 통해서 학습하게 되었다고 보고하 다. 미리 요청하기, 

부모님이 원하시는 일하고 요청하기, 부모님의 기분 살피기, 감사하는 태도로 받기 등이 

요하다는 을 학습하 다고 보고하 다. 련된 학생들의 진술은 67명의 학생 에서 33명

의 진술문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련된 진술문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사례의) 그 애 이야기를 하면서 아침에 달라고 하지 않고 어도 하루 에 미리 말해야 한다

는 것에 우리 모두 찬성했다.”

“친구가 집안일을 한 것을 말 드리면서 용돈을 받는다고 했다. 나도 사용해보고 싶었다.”

“부모님이 기분 좋게 용돈을 주실 수 있도록 하기 해서는 집안일, 부모님 기쁘게 해드리기 등

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생각만 해서 용돈을 달라고 했는데... 친구들은 부모님의 기분이 어떤지를 살펴서 용돈을 달

라고 했다. 많은 생각을 하게 한 친구 다.”

“친구는 용돈을 기분 좋게 받는 비법으로 설거지, 빨래 개키기, 청소하기. 구두 닦아드리기, 등을 

한다고 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은 그런 것들을 할 때 용돈을 바라지 않고 한다는 이었다.”

“받을 때도 잘해야 한다. 두 손으로 받고, 감사함을 말 드리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먼  감사함을 표 한 뒤에 더 달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것 같다. 컨 , ‘엄마 죄송한데 이걸론 

부족해요. 좀만 더 주세요.’라고 말한다.”

“나는 부모님께 돈을 달라고 했는데 부모님이 좀 그러시면 짜증부터 내었다.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용돈 받기 해서 치사해보일지라도 애교와 아양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다.”

3) 용돈 련 갈등에 한 합리  해결 방안의 학습

학생들은 자주 경험하는 용돈으로 인한 갈등을 어떻게 조정해야 할 지 배울 수 있어서 좋

았다고 보고하 다. 사용처 말하기, 용돈 요청할 때 부모님의 기분 살피기, 당장 용돈을 받

으려고 하기보다는 용돈에 해서 정직하기, 낭비하지 않기, 등이 용돈 련 갈등을 합리

으로 해결하기 한 방안이라고 학생들은 보고하 다. 련된 학생들의 진술은 67명의 학생 

에서 29명의 진술문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련된 진술문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평소에 부모님이 돈을 주실 때마다 어디에 쓸 것인지를 꼬치꼬치 캐물어서 좀 짜증이 났다. 그

런데,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 요한 것을 깨달았다. 친구 한명은 용돈을 쓰고 나서 어디에 썼는지

를 부모님께 말하는데, 부모님이 용돈 사용처를 묻지 않는다고 하 다. 

“친구가 용돈 때문에 엄마와 다투지 않으려면 엄마 기분 안 좋을 때 달라고 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는데, 정말로 맞는 말 같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

“당장 돈을 많이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정직하게 말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친구의 말에 으로 

찬성한다. 용돈 받으려고 거짓말을 하다가 들통 나면 더 죽는다.”

“결국은 내가 무 생각없이 돈을 많이 사용한 것 같았다. 부모와 갈등을 이기 해서는 불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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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것을 사지 말아야겠다.”

“사실, 우리 어머니도 돈을 무척 아끼시는데 나는 내가 필요한 것은 모두 사달라고 했던 것 같다. 

그러니까 부모님도 좀 섭섭하셨던 것 같다.”

4) 용돈 련 교우행동에 한 이해

용돈과 련하여 교우들의 입장, 실태 등에 해서 보다 객 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고 하 다. 학생들은 다른 친구들도 용돈으로 인하여 부모님과 갈등을 경험한다는 , 친

구들 에 용돈을 많이 받는 친구와 게 받는 친구가 있다는  등을 인식할 수 있었으며, 

용돈과 같은 사 인 내용을 친구들과 이야기할 수 있어서 친구들과의 계가 더욱 더 편안

해졌다는 인식 등을 보고하 다. 련된 학생들의 진술은 67명의 학생 에서 27명의 진술

문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련된 진술문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용돈 때문에 다른 친구들도 부모님과 갈등을 겪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조  로가 되었다.”

“.언제나 **이가 부러웠다. 쉬는 시간마다 매 으로 튀고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해보니 용돈을 

받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어 마음이 아팠고 용돈을 게 받는 친구들의 마음을 잘 생각해야겠다.”

“우리 반에 용돈을 받지 못하는 친구가 있는 것을 그동안 몰랐다. 쉬는 시간마다 매 으로 달려

갔던 내 자신을 많이 반성했다.”

“친구들의 고민을 듣게 되었고, 내 마음을 털어놓고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  수 있었다. 재 었

고, 친구들과 괜히 더 친해진 것 같았다.”

5) 부모님과 부모님의 행동에 한 인식 변화

학생들은 용돈주는 과정에서 부모님의 행동의 의미 등을 새롭게 지각하게 되었음을 보고

하 다. 부모님의 입장에 해서 생각해보았으며, 용돈을 게  때 부모님의 심정, 용돈에 

한 질문하는 이유, 용돈 리를 강조하는 이유 등에 해서 이 과 달리 생각하게 되었다

고 하 다. 련된 학생들의 진술은 67명의 학생 에서 35명의 진술문에 포함되어 있었는

데 련된 진술문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용돈을 무조건 받기만 했는데 상담을 받고 나서 부모님의 입장에 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

다.” 

“우리에게 용돈을 게  때 부모님도 속상할 수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부모님이 꼬치꼬치 캐묻는 것은 혹시 우리가 안 좋은 곳에 용돈을 사용할까 하는 마음 때문임을 

알게 되었다.”

“용돈기입장을 으라고 하시는 것은 나에게 성실한 태도를 키워주기 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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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었다. 이 처럼 짜증만 나지는 않을 것 같다.”

“부모님께 무 죄송스러웠다. 힘들게 일하시는데 우리는 이 게 돈을 펑펑 써 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시간에 많은 것을 느 다. 부모님에게 무 죄송했고 용돈을 아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

었다. 나도 처음에 부모님께서 용돈을 주실 때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 시간에 많

은 것들을 느 다.”

“엄마한테 돈 달라고 요즘 경제도 어려운데 많이 떼를 썼던 것 같다.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이제

부터 엄마에게 잘할 거다.”

“용돈을 주는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겠다.”

“안주시는 엄마도  다른 생각이 있다. 그런 엄마를 이해하는 면도 길러야겠다.”

“평소에 용돈을 히 받는 편이라 별 생각이 없었는데 친구들과 터놓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 부

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6) 선생님에 한 인식 변화

학생들은 교사가 자신들의 용돈 문제에 까지 심을 가져  것에 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음을 보고하 다. 련된 학생들의 진술은 67명의 학생 에서 19명의 진술문에 포함되

어 있었는데 련된 진술문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선생님께서 우리들의 용돈 문제까지 심을 가져주셔서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다.”

“선생님도 용돈 때문에 거짓말을 하신 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선생님이 우리들을 잘 이해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았다.”

“(선생님께서) 우리들의 사소한 문제에까지 심을 쏟아주셔서 감사했다.”

“(선생님이) 우리들의 일에 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생각에 부모님과의 딴 문제에 해서도 의논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Ⅳ. 논의

이 연구는 학생에게 상호존 이면서 효과 인 용돈 요청과 수령 행동을 가르치기 

한 학 단회 집단상담 로그램을 개발하여 효과를 검증하기 한 것이었다. 로그램은 연

구자가 일차 구성하여 상담 공 박사 1명, 상담 문교사 2명, 학생 3명에게 각각 내용의 

타당성, 학교에서의 용의 타당성, 사용된 용어의 타당성을 검증받아 완성하 다. 구성된 

로그램을 교육 학원에 재학 이며 로그램에 해 최소한의 교육만 받은 학교 교사 2

명이 학교 2학년생 2개 학 에 용하 고, 로그램의 효과를 확인하기 해서 용돈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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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과 수령 행동과 정서 검사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실시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체

의 사 -사후검사 수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하 집단인 용돈부족집단의 사 -사후검사 

수를 각각 비교하 다.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용돈 요청과 수령 행동 척도에서 실험 

집단과 통제집단 체의 사 -사후검사를 비교하 는데, 하  척도 갈등유발 요청행동 사후

검사에서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하  척도 상호존  요청행동 사후 검사에서 집

단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한, 용돈 요청과 수령과정의 정서 척도에서 실험집단과 통

제집단의 사 -사후검사를 비교하 는데, 하 척도 불만 정서에서 실험집단의 사 검사와 사

후검사 수 간에는 유의한 변화가 없는 반면, 통제집단의 경우에는 사 검사에 비해 사후

검사 수가 증가하여 사후검사 비교에서 두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실험집

단과 통제집단의 용돈부족집단간의 사 -사후검사 비교에서 하 척도 갈등유발 요청행동과 

상호존  요청 행동에서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용돈부족집단간 비교에서 용돈 

요청과 수령 정서 역의 사 -사후 검사를 비교하 을 때는 사후검사의 어떠한 하  척도

에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셋째, 로그램 경험에 한 자유반응의 내용 분석 결

과, 참여한 학생들은 로그램을 통해서 용돈 요청행동에 한 객  인식, 상호존 이고 

효과 인 용돈 요청 행동의 학습, 용돈과 련된 부모와의 갈등에 한 해결 방안의 학습, 

부모에 한 정  정서와 부모의 행동에 객  이해, 교우에 한 친 감과 배려, 교사에 

한 친 감 등을 경험하 다고 보고하 다. 

연구의 주요 결과에 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용돈 요청 행동 역에 한 집단 

체 비교에서 실험집단의 갈등 발 요청행동이 유의하게 감소하고, 상호존  요청 행동이 

유의하게 증가하 는데, 이는 로그램이 효과가 있음을 시사하 다. 로그램의 효과는 용

돈받기 과정에서의 부모와 자녀의 행동과 정서에 한 구체 인 사례의 제시, 용돈 받는 과

정에서의 스트 스에 한 교우간의 공유, 용돈 요청 비법에 한 교우간의 공유 등 로그

램의 주요요소와 련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내용 분석 결과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는데, 

학생들은 사례의 학생이 부모님께 화를 내면서 용돈을 달라고 하는 것을 보고 자신의 행동

을 많이 반성하게 되었다고 보고하 다. 한, 래들이 평소에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고 

나서 용돈요청을 할 때 부모님이 흔쾌히 용돈을 다는 비법공개에 해서도 동의한다는 반

응을 보 다. 

이 연구의 결과는 Anderson(1987)의 연구와 일치하는데, 그에 의하면 문제 상황에 한 

정확하고 구체 인 정보는 문제 상황에 한 객  인식과 통제감을 증가시킬 수 있어 문

제 상황에 한 비생산  처행동을 감소시키고 효율 인 처행동을 증가시킬 수 있다. 

한, 이 연구의 결과는 이재규(2005)와 Bandura(1977)의 주장과 일치하는데, 이재규(2005)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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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행동에 한 찰은 자기 행동에 한 객  인식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하 고, 

Bandura(1977)는 타인의 행동과 그 결과에 한 찰은 련된 행동의 학습에 정 으로 

기여한다고 하 다. 

용돈 요청과 수령과정에서의 정서 역에 한 집단 체 비교에서 실험집단의 사 -사후 

수는 변화하지 않았으나, 통제집단의 사후 불만족 수가 증가하여 사후검사에서 실험집

단과 통제집단의 불만족 수가 유의한 차이를 보 는데, 이는 실험집단 학생들이 효과 인 

용돈 요청과 수령 기술을 사용하여 통제집단에 비해 부정정서가 발생하는 상황을 경험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하 다. 연구결과에 한 이와 같은 해석은 사후검사 시기의 학생들이 

처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사후검사는 12월 말경에 이루어졌는데, 이 시기는 크리스마스 

연휴로 인하여 친구들에게 선물 제공, 친구들과의 야외활동 증가로 인하여 학생들이 여분의 

용돈을 부모에게 더 요청하는 시기이며, 용돈과 련하여 부모와 학생들 간의 갈등이 증가

될 수 있는 시기다. 이런 시기동안 통제집단에서 용돈에 한 불만정서가 증가된 반면 실험

집단에서 용돈에 한 불만 정서가 증가되지 않았다는 것은 실험집단의 학생들이 용돈 요청

의 과정을 효과 으로 다루었음을 시사하 다.

한편, 용돈부족 하 집단간 사 -사후검사비교에서 실험집단의 갈등 발 요청행동 하  척

도 수가 유의하게 감소하 고, 실험집단의 상호존  요청행동 하  척도 수가 유의하게 

증가하여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반면, 정서 역에서는 어떠한 하  척도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용돈부족 하 집단간 비교에서 갈등 발 요청행동과 상호존  요청

행동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서 역의 어떤 하  척도에서도 유의한 차

이가 없었던 것은 용돈부족 하 집단에서 용돈에 한 불만은 기본 으로 용돈 액수와 련

되어 있으며, 용돈 액수에 한 문제는 학생들의 용돈 요청행동에 의해서 쉽게 변화할 수 

있는 역이라기보다는 학생이 속한 가정의 사회경제  지 와 보다 하게 련되어 있

을(박재황 외, 1995)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이상의 연구 결과의 그 논의에 비추어볼 때, 용돈 요청과 수령에 한 학 단  단회 집

단상담은 부분 으로나마 학생들의 용돈 요청 행동과 정서에 정 인 향을 끼칠 수 있다

고 결론지을 수 있다. 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로그램은 다인수 학  체제에서 교사들이 

학생들의 용돈 요청과 련 행동을 가르치는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로그램이라고 결

론지을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로그램의 실시가 집단상담과 로그램에 해서 최소

한의 교육만 받는 교사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을 고려해볼 때, 본 로그램은 교육

장에서 일반교사들이 활용하기에 합한 로그램임을 시사하 다.

하지만, 이상의 연구 결과와 논의는 몇 가지 에서 조심스럽게 해석되어져야 한다. 첫째, 

연구에서 사용된 용돈 요청과 수령 정서 검사에서 불만 정서의 내  합치도(Crombach 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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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가 낮았다는 , 둘째, 1회의 효과검증 연구 다는 에서 연구의 결과는 조심스럽게 해

석되어져야 할 것이다. 와 같은 연구의 제한 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결과는 학 단  단

회 집단상담이 문제에 한 통제감을 증가시켰다는 선행연구(이재규, 2004; 조명희, 2004)와 

일 된 연구 결과를 보여 다는 을 고려할 때, ․고등학생의 생활지도를 한 유용한 

근방법임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와 련하여 앞으로 진행되어야할 연구들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속 인 

반복연구(replication study)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로그램에 한 일회의 연구로는 로

그램의 효과가 입증되었다고 하기에는 미흡하기 때문이다. 둘째, 로그램에 한 소감문 자

유반응에 한 분석에서 본 로그램은 래에 한 친 감, 래 행동에 한 이해, 래에 

한 배려, 담임교사에 한 친 감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 다. 추후 연구에서는 

로그램이 래와의 계, 교사와의 계에 미치는 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셋째, 즐거

운 용돈받기 집단상담의 효과에 한 임상 인 의미를 확인하기 한 연구가 수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즉, 로그램의 효과를 학생의 용돈행동에 한 부모의 평가 등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이 연구에서는 로그램의 효과를 실시 4주후에 측정하 는데, 추후 연

구에서는 로그램 실시 2-6개월 후에 추수검사를 실시하여 로그램의 장기 인 효과를 검

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다섯째, 로그램을 진행함에 있어서 세 번 이루어지는 4인 소그룹 

토론활동를 지도하는 보조지도자를 활용하 을 때의 효과와 보조지도자가 없는 진행의 효과 

차이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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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xploratory Study on the Effect of One Session Group 

Counseling in the Classroom on Students' Behavior 

and Emotion in Asking for Allowance 

2)Jae-Kyu Lee*

This research was performed to examine the effect of one session group counseling in 

the classroom of middle school on students' behavior and emotion in asking their parents 

for allowance. Subjects were 133 students of 8th grade in Anyang City Kyonggi Province 

Korea. The research design was pretest-posttest with control group design. The 

experimental group were treated one session group counseling during 80minutes plus 

homework. No treatment was in the control group. The instruments of measurement 

used in this study were 'The Scale of Behavior and Emotion in asking their parents for 

allowance(SEBA)'.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 First, the frequency of conflict 

causing behaviors such as lying, anger, etc in asking their parents for allowance was 

significantly decreased in experiment group. Second, the frequency of behavior such as 

doing their best in studying, asking for allowance in advance was significantly increased 

in experimental group. 

Key words: allowance, behaviors of sking for allownce, emotions of sking for allownce, 

one session group counseling in the class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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