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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부모가 인식하는 자녀의 사회‧정

서적 특성을 탐색하는 것이다. 이에 개념도 방법을 적용하여 경계선 지능 청

소년의 사회‧정서적 특성에 대한 차원과 군집, 중요도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뷰에 앞서 4인의 초점질문개발

참여자들이 초점질문을 개발하고 확정하였다. 둘째,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부모 15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여 아이디어 진술문을 도출하였다. 셋

째, 진술문 종합 및 피드백 과정 참여자 5인이 진술문을 분리 또는 통합하

고, 타당성 검증을 위한 검토와 피드백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54개의 진술

문을 확정하였다. 넷째, 최종 진술문에 대한 부모 인식을 확인하기 위하여

부모 참여자 20명을 대상으로 유사성 분류 및 중요도 평정 작업을 수행하였

다. 이후 유사성 분류 자료를 바탕으로 다차원척도 분석과 군집분석을 실시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다차원척도 분석 및 군집분석 결과,

2개의 차원과 5개의 군집이 도출되었다. 1차원 X축은 자녀에 대한 이해의

초점(Focus of Understanding)이라는 관점에서 ‘성장 가능성 초점-상처/좌절

초점’으로 명명하였다. 즉, 자녀의 고유한 특성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과 실패

경험이 누적되어 형성된 부정적인 인식이 1차원 상의 주요 개념으로 상반되

어 나타났다. 2차원 Y축은 자녀가 보이는 행동 문제의 맥락(Context of

Behavioral Problems)이라는 관점에서 ‘개인 내 맥락-관계 내 맥락’으로 명

명하였다. 자녀의 행동 문제에 대한 부모 인식이 자기표현 및 조절이 어렵다

는 개인 내 맥락과 실질적인 관계 형성이 어렵다는 관계 내 맥락으로 서로

대비되어 나타났다. 5개의 군집은 포함하고 있는 진술문의 속성에 따라 ‘성

장 가능한 기질, 서툰 자기표현, 개인의 정신/심리적 위기, 사회성/관계적 측

면의 문제, 사회 적응상의 미성숙’으로 명명하였다.

다음으로 부모가 인식하는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사회‧정서적 특성에 대한

중요도를 확인하였다. 중요도 평균은 4.17점으로, 부모 참여자는 전반적인 진

술문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부모들은 ‘47. 초등학교 입학 후에 처음에

는 어느 정도 어울려 지내는 것처럼 보이나 점차 또래관계에서 어려움이 생

기고 고학년이 될수록 고립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를 가장 중요하게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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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이어 ‘43. 왕따를 당하거나 학교 폭력에 노출되기 쉽다(배척, 언어폭

력, 성적인 괴롭힘 등).’, ‘38. 친구를 사귀는 기술이 부족하여 친구 관계를 맺

고 싶어도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모른다.’ 순으로 나타나 학교에서의 또래관

계 문제를 나타내는 진술문의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군집별 중요도는 ‘사

회성/관계적 측면의 문제’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회 적응상의 미성숙’이

두 번째로 높은 중요도로 나타났다. 이어 ‘성장 가능한 기질’, ‘서툰 자기표

현’, ‘개인의 정신/심리적 위기’ 순으로 뒤를 이었다. 군집별 중요도에서도 사

회성 부족으로 인한 또래관계에서의 어려움에 관한 군집이 가장 높게 평가

되었다.

본 연구는 부모 인식에 따라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사회‧정서적 특성에 초

점을 맞추어 개념화를 시도하였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초등학교 시기부

터 성인기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부모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자녀가

보이는 사회‧정서적 특성이 어느 한 시점의 것이 아닌 장기간에 걸쳐 지속

되고 심화되는 양상임이 드러났다. 이에 경계선 지능 청소년을 위한 지원은

학령기에 국한되거나 각각 구분되어서는 안 되며, 지속적으로 연계되는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부모 인식에서 자

녀의 사회‧정서적 특성 중 강점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고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이들의 잠재력과 강점은 개별적인 지원 과정에서 고

려해야 할 점이며 진로를 계획하고 결정하는 과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

요소임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부모와 교사, 학생 등 관련 주체를 대상으로

한 인식 개선 과정에서 경계선 지능 청소년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갖게

하여 보다 포용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활용 가능한 자료를 제시하였다

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주요어 : 경계선 지능, 사회‧정서적 특성, 개념도 연구, 부모 인식

학 번 : 2020-22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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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은 지능지수 하나로 설명할 수 없다. 최근 들어 관심이 높아진 경

계선 지능은 그 어감에서 인지적, 학업적 어려움이 먼저 떠오른다. 그러

나 지능은 여러 요소를 내포하는 개념으로 문제해결을 비롯한 폭넓은 인

지적 수행능력과 관련이 있으며, 지적기능에 어려움이 있으면 학업성취

뿐만 아니라 정신 및 사회적 지위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하므로(Hassiotis

et al., 2008) 지능은 인간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를 수치화

한 지능지수는 조작적 정의를 내릴 수 있고 이에 근거하여 의학적, 정책

적 접근할 할 수 있어 유용한 척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법이나 규정,

학술적으로 사용되는 용어 및 정의는 행정적인 집행의 근거가 되며 계획

을 수립하거나 실행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대한 고찰은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김동일 외, 2021). 아울러 지원 대상에 대한 정의는 이

들의 특성을 나타내므로 이후 적절한 지원과 관련 부서 및 기관 간 상호

작용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한홍석, 2004) 경계선 지능이라는 용어

가 주는 표면적인 어감을 넘어 내포하는 의미와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

향을 살펴보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경계선 지능의 정의부터 살펴보면, 평균 범주의 지적기능과 지적장애

사이인 –1에서 –2 표준편차 사이, 즉 IQ 71에서 84 사이를 의미한다

(김동일 외, 2021).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편람(DSM-Ⅳ)에서는 경계선

지능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주의해야 할 발달장애군’으로 정의하였

으나, 새롭게 개정된 DSM-Ⅴ에서는 그 내용을 삭제하여 이를 정의하고

진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 경계선 지능을 지닌 대상은 전체 인구의

약 13.6%를 차지하여 특수교육대상자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이나, 어떠한

장애군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지원이나 연구는 미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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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다(강옥려, 2016).

그러나 교육사각지대에 놓인 학습지원대상학생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김애화 외, 2018), 느린학습자 법이 발의되면서 경계선 지능 학생에 관

한 관심도 함께 고조되었다(김진아, 2017). 느린학습자 지원법이라 불리

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및 시책)에

서는 경계선 지능 아동을 학습부진의 한 유형으로 보았으며, 학습능력향

상을 위한 지원과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교원연수 등의 지원책을 명시

하였다. 또한, 2014년 교육부에서 공고한 기초학력향상 지원 사업이 시행

되면서 기초학력미달이나 학습부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습종합클리닉센

터와 두드림학교를 운영하는 방식의 지원이 이루어졌다(김애화 외,

2018). 이처럼 교육사각지대 학생들을 위한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 경계

선 지능 학생도 지원 범위에 포함되었으나, 실제 학교현장에서는 경계선

지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체계적인 선별 과정이 마련되지 않았으며,

선별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부모의 이해가 부족하여 교육적 지원을 위한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김진아, 2017).

앞서 제시한 경계선 지능 학생들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살펴보면 학

업적 지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교육부에서

제시한 지원방안이므로 교육청 및 학교에서 제공 가능한 기초학습 관련

요소에 집중될 수 있지만, 정서나 사회성 등 학교생활에 있어 더없이 중

요한 다른 영역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

이 성적 위주의 우리나라 교육현장 분위기에서는 경계선 지능 학생들 역

시 지나치게 학습 상황에만 내몰리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이금진, 2011)

이들이 겪는 학업적 부담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특히 경계선 지능 자

녀를 둔 부모들은 자녀가 겪는 문제들이 능력이 아닌 태도의 문제라고

여겨, 자녀를 지지하기보다는 다그치거나 과도한 학습을 시키는 경우가

많아 부모-자녀 간 관계까지 악화되는 것으로 드러났다(정희정, 이재연,

2008; Kaznowski, 2003). 그러나 경계선 지능 청소년들은 1차적으로 지

적인 어려움을 겪지만, 2차적으로 사회, 정서 및 행동적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강옥려, 2016) 이들이 가진 다양한 문제에 관한 관심의 폭을 넓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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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자세히 살펴보면, 경계선 지능 학생들은 인지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학

습뿐만 아니라 자아존중감 및 자아개념 등의 정서적 영역에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게 되고, 이로 인하여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등, 심각한 사회⸱정서적 문제에 부딪히는 것으로 나타났

다(김동일 외, 2021; 정희정, 2006; Gabriele et al., 1998; Weisz et al.,

1993). 경계선 지능 아동의 약 75%가 사회적 행동 및 또래관계에서 부

적응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에서도 이러한 사회⸱정서적 어려움의 심각성

을 확인할 수 있다(Kavale & Forness, 1996). 아울러 박찬선, 장세희

(2018)에 따르면 서울시 소재 기관의 경계선 지능 아동을 지도하는 실무

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참여자의 30%가 또래관계라고 답하였고 학습적

어려움은 23%로 집계되었다. 이와 더불어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34%가 사회성 향상이라 답하였고,

25%가 정서적 안정이라고 답하여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경계선 지능 아

동이 지니는 사회성 문제와 정서적 어려움을 매우 심각한 문제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어려움은 서울시 경계선 지능 청소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보고서(김동일 외, 2021)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능검사와 고용다양성

검사에 따른 결과 프로파일을 근거로 후기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개인

간 차이를 구분하는 흐름도를 살펴보면, 구분의 기준으로 사회⸱정서적

영역에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지의 여부가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BIF 사회⸱정서적 지원 요구 집단과 BIF 전반적 지원 요구 집단으로 나

누고 있으며, 이중 BIF 사회⸱정서적 지원 요구 집단은 정서, 사회관계,

자기관리 능력이 현저하게 낮아 사회⸱정서적 지원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집단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정서적 특성이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적응 및 취업 이후의 고용 유지에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김동일 외(2021)에서 부모, 교사, 기관종사자와의 면담을 기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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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생애주기별 특성을 살펴보았을 때, 영⸱유아기

에 관찰된 불안이 초등학교 시기에서 감정 조절의 어려움과 또래관계 맺

기의 어려움, 사회성 기술 부족으로 발전되어 나타났으며, 중⸱고등학교

시기로 이어지거나 정서적 불안정, 학교폭력 피해, 학교 부적응 등으로

심화되어 나타났다. 이러한 어려움은 성인기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드러

나는데,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거나 고립된 생활을 하며, 범죄에 이용

당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 결과(Hassiotis et al., 2008;

Karande et al., 2008; Weiser et al., 2010)와 전반적인 양상이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참여자들의 상당수가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사

회 적응 및 대인관계 문제와 정서적 불안정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인식

하고 있었으며, 성장하는 과정에서 유지⸱심화되는 양상을 우려하고 있었

다. 이에 김동일 외(2021)에서는 사회 적응, 정서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경계선 지능 학생의 정서 지원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 운

영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안전망 구축,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언론 홍보 등을 제시하였고, 이와 더불어 정서 및 사회성, 적응 지원

을 위한 후속 연구를 제안하였다.

이처럼 경계선 지능 분야에서 사회⸱정서적 영역에 초점을 맞춘 후속

연구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경계선 지능 집단과 평균 지능 집단의 사회적, 정서적 프로파일

비교(Alesi et al., 2015; Gigi et al., 2014; Predescu et al., 2020; Smirni

et al., 2019), 치료 중재에 대한 집단 간 효과 비교(송지환, 김중형, 2017;

Blasi et al., 2017; 2020), 치료 및 프로그램 중재의 효과성(김은진, 원희

랑, 2013; 이금진, 2011; 임성미, 2018; 장세희, 2018; 정대영 외, 2018; 정

혜경, 2016; 추언아, 남현우, 2017; 하정숙, 김자경, 2017; Nestler et al.,

2011), 경계선 지능의 특성 및 인식 조사(이금진, 2017; 정희정, 이재연,

2005; 2008), 당사자 및 부모 면담을 기반으로 한 인식 연구(주은미, 최

승숙, 2018) 등의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주로 검사 도구를 활용한 측정

결과에 따라 사회⸱정서적 특성을 비교, 조사하거나, 중재 효과를 실험하

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온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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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선 지능의 사회⸱정서적 영역에 관하여 이루어진 연구를 종합하여

보면 대부분 유아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김근하, 2007;

변관석, 신진숙, 2017) 중고등학생 시기 및 성인기 경계선 지능인을 포함

하는 연구나 개인의 생애를 다룬 종단연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대다수의 연구가 경계선 지능의 사회성 부족, 낮은 자아존중감,

불안/우울, 위축 등 사회⸱정서적 취약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이들의 강

점이나 보편적인 특성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마지막으로 경계선 지능 청

소년의 사회⸱정서적 프로파일 연구(Alesi et al., 2015; Gigi et al., 2014;

Predescu et al., 2020; Smirni et al., 2019)나 특성 연구(정희정, 이재연,

2005; 2008)를 살펴보면 검사를 통한 결과 분석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

어 체계적인 자료를 얻을 수 있으나, 측정된 결과치 외의 사회⸱정서적

특성에 대한 세부적인 묘사나 실제로 드러나는 양상과 변화 등의 정보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변관석, 신진숙(2017)은 경계선

지능 관련 연구의 대상 범위를 영유아에서 성인기까지 확대할 것과 주로

이루어져 온 실험연구 외에도 보다 다양한 방법의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

다는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는 학령기부터 초기 성

인기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사회⸱정서적 강/약점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특성을 드러내고자 하였으며, 이에 대한 질적 자료를 얻고자 경계선 지

능 청소년의 부모를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였다.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부모가 지닌 양육 태도는 자녀의 자존감 및 성

장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이다(Fenning et al., 2007). 이는 곧 자

녀의 특성을 얼마나 파악하고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부모 인식과 태도가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사회⸱정서적 특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안타깝게도 경계선 지능 청소년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

어 주 양육자인 부모, 특히 어머니가 양육 부담을 오롯이 떠안게 되는데,

많은 경우 경계선 지능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숙자, 2016). 경계선 지능 자

녀를 인식하는 과정은 부모마다 다르지만(김동일 외, 2021), 보통은 유아

기 자녀의 언어발달이 상대적으로 느리고 또래와 잘 섞이지 못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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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더라도 이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 발견이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박숙자, 2016). 주로 학교 입학 후에 학습과 교우관계 문제가 발생하여

알게 되는데(최말옥, 2014), 교사나 관련인의 제안을 듣고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으며 자녀가 경계선 지능으로 진단을 받았을 때 부모는 큰 정

서적 혼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숙자, 2016). 이때 부모가 경계선

지능 자녀의 미흡한 부분을 태도의 문제라 여겨 무리한 학습을 시키거나

야단을 치는 등의 과도한 부담을 주게 되는 경우, 자녀는 부모를 원망하

거나 자신감을 잃게 되는 등의 심리적 문제를 겪게 된다(박찬선, 장세희,

2018). 반대로 관대한 양육 방식을 지닌 부모의 경우에도 자녀가 적응상

의 대처와 문제해결 능력을 배울 기회가 적기 때문에 정서적 어려움과

행동문제를 보일 수 있다(Kashyap, Singh, & Arun, 2020). 이처럼 경계

선 지능 자녀에 대한 명확하지 않은 인식, 그 과정에서 오는 정서적 혼

란은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태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렇게 형성된

부정적인 양육 태도는 자녀의 정서적, 적응적 특성에 그대로 반영되어

성인기까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Schmidt et al., 2010). 이처럼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사회, 정서적 특성을 살펴볼 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인식을 확인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주

로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가 대상인 것을 알 수 있다(김고은, 김혜리,

2018; 박숙자, 2016; 임희진, 구자경, 2019; 최말옥, 2014; 홍경숙, 2021).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시기부터 초기 성인기까지의 경계선 지능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자녀가 보이는 사회⸱

정서적 특성의 심각성과 변화 양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또한, 부모의 양육 경험을 바탕으로 생생한 진술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경계선 지능 청소년을 양육하여 온 부모가

인식하는 개념을 탐색함으로써 부모를 포함하는 가족 구성원과 주변 사

람들이 경계선 지능을 보다 바르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제

시하고자 하였다.

위와 같은 질적인 데이터를 얻는 것과 동시에 이를 체계적으로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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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개념도 연구 방법을 적용하였다. 개념도 연

구는 특정 주제에 대한 관련 집단의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이를 구조화하

기 위한 연구 방법이다(Kane & Trochim, 2007; Goodyear, Claiborn,

Lichtenberg & Wampold, 2005). 질적연구와 양적연구의 통합적인 방법

으로서 현상을 경험한 대상자의 인지 구조를 드러내는 데 효과적이며,

자료를 수집하고 조직화하는 과정에 연구참여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

므로 연구자의 주관적 해석이 최소화된다는 장점이 있다(민경화, 최윤정,

2007; Kane & Trochim, 2007; Paulson, Truscott, & Stuart, 1999). 또

한, 이론적 기반은 있으나 체계가 불충분한 영역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Kane & Trochim, 2007),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사회⸱정서적 특성에 관한 부모 인

식 구조를 체계적으로 탐색하는 데 적합한 방법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개념도 연구 방법을 통하여 부모가 도출해내는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다양한 사회⸱정서적 특성을 도출하고 자

료를 구조화하여 이들에 대한 실제적인 이해와 인식 개선을 도울 수 있

는 의미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즉, 경계선 지능 청소년을 자녀

로 둔 부모의 경험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를 통하여 경계선 지능 청소년이

갖는 가장 심각한 어려움은 무엇인지, 지도의 초점을 맞추어야 할 강점

과 역량은 무엇인지 등의 실제적이고 폭넓은 자료를 얻고자 하였다. 이

는 경계선 지능 자녀를 둔 다른 부모들이 자녀의 사회적, 정서적 특성을

이해하고 접근하는 과정을 도울 수 있고, 양육 과정에서 마주하게 되는

주변인에게 자녀의 특성을 설명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주관적 개입이 최소

화되는 방식으로 자료를 분석하여 이론적 토대가 될 수 있는 기틀을 마

련하고자 하였다. 이는 부모뿐만 아니라 교육현장 및 사회에서 경계선

지능 청소년과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이 경계선 지능을 정확히 이해하고

접근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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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문제

본 연구는 부모가 인식하는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사회⸱정서적 특성

을 탐색하고 개념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경계선 지능 청소

년을 자녀로 둔 부모를 대상으로 질적 자료를 수집한 후, 양적 분석을

통하여 경계선 지능 청소년이 보이는 사회적, 정서적 특성의 양상을 드

러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에 근거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가 인식하는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사회⸱정서적 특성은 무

엇인가?

둘째, 부모가 인식하는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사회⸱정서적 특성의 차

원과 군집은 무엇인가?

셋째, 부모가 인식하는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사회⸱정서적 특성의 중

요도는 어떠한가?

3. 용어 정의

가. 경계선 지능 청소년

본 연구에서 경계선 지능 청소년이란 경계선급 지적 기능의 만 9세에

서 만 24세의 청소년을 뜻한다. 여기에서 경계선급 지적 기능이란

DSM-Ⅳ 진단기준을 근거로 표준화 지능검사 결과 IQ 71-84에 해당하

여 적응행동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연령 범위는 청소년기본

법 제3조 1항에 의거하여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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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회⸱정서적 특성

사회성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주도성을 갖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지시에 따르거나 요구하는 행동으로, 환경에 적절

히 대처하고 적응하는 능력이다(Walker et al., 1988). 특수교육학 용어사

전(2018)에서 정의하는 사회성은 개인의 사회 적응력이나 대인관계에서

의 원만한 정도를 말하며, 사회성 기술이란 인간관계 및 주변 사회환경

에 균형 있고 조화롭게 적응하는 데 필요한 기술이다. 또한, 정서적 특성

은 개인이 가정 및 학교, 지역사회에서 성장하고 생활하면서 보이는 환

경에 대한 정서적 반응과 이로 인하여 표출되는 행동적 반응을 의미한다

(Kauffman, 1993). 내재화 정서⸱행동과 외현화 정서⸱행동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Achenbach & Edelbrock, 1983), 내재화 정서⸱행동은 개인이 자신

의 감정을 외부로 드러내지 않고 내부에서 다루려는 성향이며, 외현화

정서⸱행동은 감정을 행동으로 외부에 드러내는 성향을 말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의 사회⸱정서적 특성은 광범위한 개념으로서

개인이 생활하는 환경에서 나타나는 타인과의 관계적 특성과 적응능력,

그리고 개인의 내⸱외부로 드러나는 정서적, 행동적 특성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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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특성

경계선 지능 청소년은 지능의 정규분포 곡선상에서 –1에서 -2 표준

편차 사이에 위치하여 같은 연령대의 약 13.6% 정도를 차지한다. ±1 표

준편차의 평균 범위 지능을 가진 대다수 청소년과 -2 표준편차 이하의

지적장애 청소년의 사이에 위치하여 구분되는 특성을 보이게 된다. 물론

같은 경계선 지능 범주에 있다 하더라도 이들은 개인 간 특성에 차이가

있는 매우 이질적인 집단이다(김진아, 2017; 정희정, 이재연, 2005;

Mardis et al., 2000). 그러나 보편적으로 경계선 지능 청소년들은 제한된

인지기능과 성장하면서 겪는 사건, 경험, 그리고 환경과의 결합으로 인하

여 인지, 학업, 정서 및 사회성 측면에서 평균 지능 범주의 청소년과는

다른 특성이 나타난다(강옥려, 2016; 진현정, 2016). 경계선 지능 청소년

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제한적인 지적기능이 각 영역에

파생되어 나타나는 ‘영역별 특성’과 성장 과정에서 발달 및 환경적인 요

소와 맞물려 드러나는 ‘생애주기별 특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가. 영역별 특성

1) 인지적 특성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인지 프로파일은 개인마다 다른 양상을 보여

합의된 결론을 찾기는 어려우나(Mardis et al., 2000), 공통적으로 일반적

인 발달군과 유사한 인지 발달을 보이지만 각 발달 단계에 이르는 시기

가 느린 것으로 밝혀졌다(김주영, 김자경, 2016; 서민정, 성현란, 2000).

그러나 상위인지기능 발달에는 도달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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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briele et al., 1998). 특히, 추상적 사고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로 인하

여 학습할 때 구체적인 설명과 자료가 필요하며, 추상적인 내용을 다룰

수록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점차 학습 동기마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찬선, 장세희, 2018; Singh, 2004; 강옥려, 2016 재인용). 박현

숙(2018)은 이러한 추상적 사고의 어려움을 작업기억과 연관 지어 설명

하고 있는데, 추상적 개념이 이해나 암기 없이 단기기억에 들어올 경우,

의식에 머무르기 어렵고 결국 장기기억으로 저장되기 어렵다고 언급하였

다. 이러한 점에서 미루어 볼 때 경계선 지능 청소년들은 작업기억 처리

능력에도 결핍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경계선 지능 청소년은 지식을 조직화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있는

데(강옥려, 2016, 박현숙, 2018), 이들은 습득한 개념을 체계적으로 계획

하고 조직하는 과정에서 미숙함을 보이며 새로운 정보와 기존 정보 간의

관계를 연결 지어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보인다(Verguts & Deboeck,

2001). 결과적으로 배운 내용을 체계적으로 저장하지 못하여 기억해내는

데 오래 걸리거나 실패할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들은 문제해결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찬선, 장세희

(2018)는 경계선 지능을 가진 청소년들은 전략적인 사고에 어려움이 있

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문제나 해결

순서, 예측되는 결과 등을 생각해내지 못한다고 언급하였다. 이로 인하여

적절한 전략을 세우지 못하고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

이 반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의력 측면에서도 어려움이 있다.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을 할 때는

길게 집중할 수도 있으나, 대개 주의집중 지속시간이 짧아서 과제 수행

이나 수업상황에 오래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과제와 관련 없는 자극

을 무시하지 못하여 산만해지기 쉬운 것으로 나타났다(김근하, 2007; 박

현숙, 2018). 이는 흥미가 낮거나 어려워하는 활동 시간일 때 집중하지

못하여 과잉행동을 보이거나 이탈하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박찬선,

장세희, 2018; Karande et al,. 2008). 또한, 주변인들로부터의 부정적인

피드백으로 인하여 학습 동기가 저하되는(최윤미, 2016) 부차적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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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불러올 수도 있다.

2) 언어적 특성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대다수가 발달 초기에 느린 언어발달을 보였음

을 보고한 연구(김동일 외, 2021; 정희정, 이재연, 2005; Silva, 1980)를

통하여 언어발달 지체가 이후의 인지 및 학업적 문제를 예측해주는 중요

한 지표임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언어이해, 언어표현, 내적언어 전반에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나(Reddy et al., 2013), 언어표현에서의 어려움이

주된 특징으로 보인다(박찬선, 장세희, 2018; 유경 외, 2007). 특히 어휘

력이 부족하고 표현의 순서, 배열, 선택성에 취약하여 자신이 무엇을 말

해야 할지 모르거나 말하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Reddy et al., 2013). 아

울러 적절한 단어를 떠올리고 결합하는 데 있어서의 미숙함, 이로 인한

심리적 위축 또한 표현언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 중 하

나로 밝혀졌다(Chauhan, 2011).

이렇듯 연령에 비하여 어휘력이 부족하다는 점은 경계선 지능 청소년

의 주요한 특징인데(김후비, 2012; Reddy et al., 2013), 기억력과 주의력

이 낮다는 특성이 성장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익혀야 할 어휘들을 습득하

기 어렵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박찬선, 장세희, 2018). 기본적으로 언어와

사고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연관적 개념이므로 어휘를 적절히 사

용하는 사람은 동시에 효과적으로 사고한다는 것을 뜻하며, 어휘의 확장

은 경험을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짐을 의미한다(Reddy et al., 2013).

이처럼 개인이 성장함에 따라 효과적으로 사고하고 이를 확장해나가기

위해서는 적절한 언어발달이 필수임을 알 수 있다.

경계선 지능 청소년은 언어이해와 내적언어 능력의 결함도 나타난다.

먼저 이들은 듣기와 읽기에서 또래아동보다 낮은 수행을 보이는데(김주

영, 김자경, 2016; Karande et al., 2008), 언어표현의 문제처럼 부족한 주

의력이 듣기능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민경, 2015). 이

처럼 언어이해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지시사항을 한 번에 이해하기 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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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다른 단서 없이 청각적 전달만으로는 과제를 수행하기 어려우며, 듣

고 반응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김민경, 2015; 김주영, 김자경,

2016; Karande, 2008). 이와 더불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정보와 자신의

생각을 연결지어 이해하는 내적언어 처리에도 어려움이 나타나는데, 앞

서 다룬 인지적 특성 중 지식의 조직화와 작업기억의 결함으로 인하여

내적 언어를 통한 정보 저장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Shaw, 2008).

이렇듯 전반적인 언어능력의 부진은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사고과정

뿐만 아니라 학업성취와 사회성 함양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

에(박현숙, 2018), 언어는 성장과 기능의 핵심적인 요인임을 알 수 있다.

3) 학업적 특성

앞서 살펴본 인지 및 언어 영역의 결핍은 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보고된다. 먼저, 학습과 인지에 관한 선행연구(김근하, 2007;

Reis, McGuire, & Neu, 2000)에 따르면 상위 인지 능력의 결함은 학업

성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고된다. 경계선 지능 청소년은 낮은

상위인지 능력으로 인하여 학업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기초학습기능

뿐만 아니라 모든 교과에서 낮은 수행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Gabriele et al., 1998). 학습장애와 경계선 지능을 비교하면 그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학습장애 학생들은 국어나 수학과 같은 특정 학습영

역에서 낮은 수행을 보인 반면, 경계선 지능 학생들은 교과영역 전반에

서 낮은 수행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동일 외, 2021; 박찬선, 장세

희, 2018). Eva(2003, 박현숙, 2018 재인용)에 의하면 경계선 지능 학생은

과제에 대한 시간 관리나 분량 배분을 효율적으로 계획하기 어렵고, 이

를 수행하는 자신의 학습능력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파악하지 못하였다.

또한, 학습 내용의 전체와 부분을 파악하려는 시도 없이 기계적으로 외

우려는 특성을 보여 학업적인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경계선 지능 청소년은 어휘력이 부족하고 언어적 추론능력

이 낮아 학습할 때 습득 속도가 느리고 추상적 개념을 떠올리는 데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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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Jankowska et al., 2014). 또한, 자기 의견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어려움을 보이고(정희정, 이재연, 2005), 일반

학생에 비하여 상식, 어휘이해력, 상위 언어능력이 낮게 나타났으며(유경

외, 2007), 관용어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 글의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되었다(김수진, 2015). 경계선 지능 아동의 경우 단어인지 및

읽기 유창성에 비하여 읽기이해 영역에서의 향상 정도가 현저히 낮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는데(김주영, 2018), 쓰기에서의 어려움은 읽기 영역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이기정, 2016).

이렇듯 경계선 지능 학생은 일반학생에 비하여 읽기, 쓰기 등의 기초

학습기능을 익히는 속도가 느리고 성취가 낮다는 점 때문에 학습 실패의

경험이 누적되면서 결국 학교에서 보충학습이나 재시험의 대상이 된다

(Peacaut, 1991; 김주영, 2018 재인용). Gabriele 외 연구진(1998)은 경계

선 지능 학생들이 학업 실패를 반복하여 경험하다 보면 학습결과에만 지

나치게 신경 쓰게 되어 평가받는 상황을 불안해하게 된다고 보고하였다.

결국, 당사자는 학습 상황에서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불안해하며, 그 상황

을 회피하려 하면서 학습적으로 더욱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교과 내용이 심화되어 경계선 지능

학생의 학업 성취도는 떨어지고 일반학생들과의 격차는 점점 커지게 된

다(김동일 외, 2021; 김근하, 김동일, 2007). 그러나 인지적 자극이 주어

지지 않으면 지적기능은 약화될 수 있으므로, 추론 및 언어 학습을 통한

인지기능 훈련은 지속하여야 한다(Gabriele et al., 1998; Jankowska et

al, 2014).

4) 사회 및 정서⸱행동적 특성

경계선 지능 청소년이 보이는 인지적 특성과 학업 실패는 이차적으로

사회 및 정서⸱행동 문제를 유발하는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정희정,

2006). 여러 선행연구에서 경계선 지능 청소년이 낮은 자아존중감과 부

정적인 자아개념을 지닌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데(김동일 외,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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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briele et al., 1998; Weiser et al., 2010), 이러한 특성은 성장 과정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과업을 수행할 때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놀랍게도 경계선 지능 아동의 약 75%가 사회적 행동 및 또래관계에

서의 부적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Kavale & Forness, 1996). 이들

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보이며 대인관계에

있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다(김동일 외, 2021; Gabriele et al., 1998;

Weisz et al., 1993). 또한, 또래 아이들에게 거절당하는 경험이나 부모의

지지적이지 않은 태도, 부적절한 교수 등의 경험이 누적되어 사회적, 정

서⸱행동적으로 더욱 복잡하고 심각한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Chauhan,

2011).

경계선 지능 아동의 정서 및 행동적 특성을 다룬 연구(정희정, 이재

연, 2005)에서 경계선 지능 아동을 대상으로 K-CBCL을 실시한 결과, 주

의집중과 위축, 사회적 미성숙 척도가 임상 범위로 도출되었다. 경계선

지능 아동의 부모 역시 자녀의 주의력 결핍을 주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주목할만한 부분은 아동이 집중하고자 노력할수록 우울 및 불

안과 같은 정서적 불안정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이로써 주의력은 앞서

다룬 언어 및 학습뿐만 아니라 정서적 영역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

을 알 수 있다.

박찬선, 장세희(2018)는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정서적 욕구가 어린아

이처럼 미숙하여 의존적이고 관심받고자 하는 욕구가 크며, 비교적 단순

하고 순수한 측면이 드러난다고 하였다. 또한, 학업 및 사회적 실패의 경

험이 누적되어 정서적, 행동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우울감과 위축의

내재화된 특성을 보이거나 공격성 및 충동성과 같이 외현화된 특성을 보

인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특성은 또래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며,

자기 스스로 감정과 행동을 조절할 수 없는 경우는 훗날 품행장애로 발

전할 위험성을 지닌다(박현숙, 2018). 그러나, 추상적이고 논리적인 사고

를 요구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일반 아동과 별다른 차이 없이 적응을 잘

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Gabriele et al., 1998)도 존재한다. 이를 통하여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원만한 사회 적응을 위해서는 꾸준한 인지⸱학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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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과 함께 사회적 기술 훈련 및 정서적 지원, 이를 통한 대인관계에서

의 성공 경험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나. 생애주기별 특성

1) 영⸱유아기

Gabriele 외 연구진(1998)은 경계선 지능 영유아가 발달 초기에 보이

는 기질적 특성이 이후의 행동 양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밝혔는데,

이들은 너무 순하거나 까다로운 기질을 지닌다고 보고하였다. 전자의 경

우, 발달 초기에는 무감각하거나 무관심한 경향을 보이나, 자라면서 실패

의 경험이 누적되어 낮은 자아존중감과 위축된 대인관계, 우울한 양상을

보인다고 하였다. 후자의 경우 초기에 화를 잘 내고 성급하며 과잉행동

이나 주의력이 부족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후 학령기가 되면 학습 문

제뿐만 아니라 감정과 행동 조절의 어려움을 갖게 되며, 충동적이고 적

대적인 행동 문제가 동반된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경계선 지능을 가진 영유아는 일상생활능력 및 신체 및 감각 기

능, 언어능력 등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발달이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박

찬선, 장세희(2018)에 의하면 경계선 지능 영유아는 발달 초기에 신변처

리, 식습관 등의 일상생활능력 습득이 늦고, 잡기, 걷기, 뛰기 등의 대근

육 운동기술과 단추 채우기, 가위질 등의 소근육 운동기술에서 서툰 모

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시각적 인식 및 기억, 변별과 같은

시각 처리와 청각적 인식 및 변별, 차례 및 혼합 등의 청각 처리에서도

어려움을 보여 감각 기능 과제에서도 낮은 수행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

다.

특히 경계선 지능 영유아의 대부분이 ‘말이 늦었다’라고 보고되는데

(Silva, 1980), 보통 5-6세가 되면 간단한 일상 대화가 가능하나 경계선

지능을 가진 유아는 표현하는 말의 문장 단위가 짧고 구성이 단순하며,

시제나 조사 사용에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임종아, 황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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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정희정, 이재연(2005)에 따르면 경계선 지능 유아는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보이고 상대방이 추상적이거나 어려운 단어를 사

용하면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어려움은

일상적인 대화에서 눈에 띄지 않아 조기에 발견되지 않다가 보통 유치원

에 입학한 후 또래보다 미성숙한 모습을 보이며 사회적 부적응 양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초등학교 시기

학령기가 시작되면 학업적 실패와 또래관계의 어려움이 가장 두드러

지게 나타난다(정희정, 이재연, 2008). 박찬선, 장세희(2018)에 의하면 경

계선 지능 아동은 초등학교 입학 후 갖추어야 할 수업 준비 및 착석, 지

시 수행 등의 수업준비기술을 또래 아동에 비하여 빠르게 습득하지 못하

고, 교과 진도를 따라가기 힘들어 수업시간에 집중하지 못하는 특징을

보였다. 특히 읽기, 쓰기, 셈하기에서 성취 수준이 낮은데, 구체적으로 살

펴보면 글을 읽을 때 글자를 빠뜨리거나 읽던 줄의 위치를 잃어버리고,

쓰기 활동에서도 줄에 맞춰서 쓰거나 띄어쓰기, 맞춤법에서 낮은 수행을

보이며 사칙연산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도 시공간 처리에서도 어려움이 있어 색칠, 가위질 등의 정교

한 수행이 요구되는 활동에서 서툰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박찬

선, 장세희; 2018; 정희정, 2006). 이러한 양상은 김동일 외(2021)에서도

나타나는데, 연구에 참여한 부모와 교사는 경계선 지능 자녀 또는 학생

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뒤 학업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눈-손 협응과 소근

육운동이 요구되는 종이접기나 자르기, 대근육운동인 줄넘기 등의 활동

에서도 낮은 수행을 보이며 경계선 지능으로 인한 양상이 눈에 띄게 드

러난다고 언급하였다.

무엇보다 경계선 지능 아동이 학령기에 들어서서 직면하게 되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교우관계와 학교 적응이다. 이들은 보통 유연하게 사

고하지 못하고 상황 전체를 파악하기 어려워 상황에 맞는 적절한 행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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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못하므로, 교우관계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고 학교 적응에 어려

움을 보인다(정희정, 이재연, 2005). 흔히 ‘눈치가 없다’고 표현되는데, 상

대방의 의도와 집단 내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하여 상황에 맞지 않는 행

동을 보이게 되고, 또래보다 미숙하고 순진하다고 여겨진다(김동일 외,

2021). 만약 이러한 점이 자기중심적인 사고 패턴으로 지속될 경우, 저학

년 때는 크게 드러나지 않다가 고학년이 되었을 때 더욱 문제시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김진아, 2017). 또한, 상대방을 이해하고 타협하는 등, 관

계 맺기에 필요한 기술이나 집단 내에서 지켜야 할 규칙을 익히고 실행

하는 데 어려움을 보이기 때문에(박찬선, 장세희, 2018), 이러한 사회적

미숙함은 경계선 지능 아동을 더욱 고립시키고 학교 부적응을 심화시키

는 것으로 보고된다(정희정, 2006).

3) 중⸱고등학교 시기

중⸱고등학교 시기는 자아, 신체, 학습, 교우관계, 학교생활 등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경계선 지능 청소년은 해당 시기의 변화에 매우 취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Gabriele et al., 1998). 특히 청소년기라 불리는 이

시기에 요구되는 과업과 맞물려 자아존중감이 더욱 떨어지거나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겪게 되며, 위험 및 비행행동에 노출될 가능성이 올라가는

시기이다(Weiser et al., 2010).

이 시기에는 앞서 밝힌 초등학교 시기의 어려움이 심화, 발전되어 나

타난다. 초등학생 때 보인 학습 또는 교우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한 우울,

불안감, 문제행동 등의 부적응 양상이 중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품행 문

제, 이성 문제, 자퇴, 자살 시도 등의 접근하기 어려운 수준의 문제로 발

전하게 되고, 학습과 대인관계에서 형성된 무력감이 누적되어 사회적⸱행

동적 특성이 더욱 심각한 양상으로 발전하게 된다(장세희, 2018). 박찬선,

장세희(2018)에서도 중고등학교 시기의 경계선 지능 학생들은 반복적인

학업 실패로 인하여 형성된 부정적인 자아개념 및 자기효능감이 다른 영

역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학습에 대한 흥미를 잃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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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보다 낮은 성취에 좌절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낮은 집중력과 충

동적 특성을 가진 경계선 지능 청소년은 인터넷이나 게임에 중독되는 경

향도 보였다. Karande & Kulkarni(2005)에서도 이 시기의 경계선 지능

청소년들은 일반학급에서 소외되고 시험에서 낮은 성취를 보이며 학교를

중퇴하거나, 불안, 위축, 공격 등의 심한 스트레스 양상을 보이는 등의

심각한 정서⸱행동적 위기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성인기 이후

경계선 지능 청소년이 아동기에 보이는 사회⸱정서적 어려움은 성인이

되었을 때 더욱 심각해진다고 보고된다(Hassiotis et al., 2008; Gigi et

al., 2014). 적절한 교육의 미비, 자존감 저하,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 지

원 부족 등은 이들이 자립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주은미, 2017).

박찬선, 장세희(2018)는 경계선 지능 청소년이 성인기에 들어서는 시

기에 불안정한 학업 과정으로 인하여 졸업 또는 대학 진학을 못하거나

취업을 위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하였다. 이로 인하

여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일 가능성

이 높으며, 이러한 어려움이 계속되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의 2차

부적응 문제가 불거질 수 있음을 우려하였다. 진현정(2016)은 경계선 지

능 성인의 자립과정은 개인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장애인과 비장애인, 어

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모호한 입장에서 비장애인보다 더 복합적인 사회

문제에 더 많이 부딪히게 된다고 보고하였다. 취업면에서도 단순 작업이

나 단기 근무 형태인 직종에 국한되며, 업무에 능숙해지지 못하여 장기

적으로 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김동일 외(2021)에서는 경계선 지능 청소년이 성인이 되어도 여전히

인지나 학습, 행동 측면에서 느린 특성을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학령기

에서 나타나는 교우관계의 문제가 성인기에 조직 내 적응 문제, 이성친

구 문제로 확장되어 나타났고,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고 고립된 생활을

하거나 반대로 충동적, 공격적인 행동으로 감정을 표출하는 정서적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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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동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도 기초 체력이 부족하다는 점

과 남자의 경우 군대 입대 및 적응 문제가 거론되었다.

김동일 외(2021)에서 부모, 교사, 기관종사자와의 인터뷰를 기반으로

제시한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생애주기별 특성은 <표 Ⅱ-1>과 같다.

<표 Ⅱ-1>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생애주기별 특성

시기 영역 특성

영·유아기

신체 느린 운동발달, 출산 시 어려움

언어 느린 언어발달

인지⸱학습 느린 학습과 행동

정서⸱행동 불안, (ADHD)주의력 부족/산만함, 자조기술 부족

사회성 또래와 어울리지 못함

초등학생

시기

신체 대근육, 소근육 발달 지연

인지⸱학습
국어/언어, 수학 연산/문장제에서의 어려움, 고학
년이 될수록 어려움 심화됨, 집중력 부족, 낮은 기
억력, 학습된 무기력

정서⸱행동 감정 조절의 어려움, 상황인지능력 부족, 사춘기
및 자기 어려움 인식으로 인한 정신적 고민

사회성 또래관계 맺기의 어려움, 사회성 기술 부족

학교적응 담임교사의 역할의 중요성

중⸱고등학생
시기

인지⸱학습
국어/언어에서의 어려움, 일반화의 어려움, 대안학
교의 학력 미인정으로 검정고시/온라인 학습 실시

정서⸱행동 상황인지능력 부족, 정서적 불안정

사회성 또래관계 맺기의 어려움

학교적응 학교 부적응

전환
졸업 이후 갈 곳이 없음, 복지카드가 없어 지원받
는 부분이 없음

성인기

신체 기초체력 부족

인지⸱학습 여전히 느린 학습

정서⸱행동 여전히 느린 행동, 정서적 불안정

사회성 대인관계 맺기 및 유지의 어려움

학교적응 대학생활 적응 상의 어려움

취업⸱자립 자립능력의 다양함, 복지카드가 없어 참여하는 곳
이나 지원받는 부분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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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사회⸱정서적 특성 연구 현황

서울시 경계선 지능 청소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보고서(김동일 외,

2021)에 따르면 경계선 지능 청소년에 관한 국내외 연구는 최근 10년 동

안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국외 연구의 경우, 1981년에서 2000년의 20년

동안 4편의 연구가 이루어진 반면, 2001년에서 2010년 사이에 9편, 2011

년에서 2020년 사이에는 24편으로, 2000년을 기준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1년부터 출판 연구의 수가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내 연구의 경우, 2000년을 기준으로 그 전에는 관련 연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가 이후부터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2001년에

서 2010년 사이에 7편, 2011년에서 2020년 사이에 30편의 연구가 이루어

진 것으로 보아 경계선 지능에 관한 관심은 최근 10년 동안 급증한 것으

로 보인다. 경계선 지능 청소년에 관한 국내 연구는 국외에 비하여 조금

늦게 시작되었지만, 증가하는 추세는 비슷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사회⸱정서적 특성을 집중적으로 다

루고자 하는 연구로, 사회⸱정서적 영역을 다룬 국내외 연구를 대상으로

세부 주제, 대상, 유형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가. 국외 연구 현황

국외 연구 중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사회⸱정서적 영역을 다룬 논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을 때, 사회⸱정서적 영역에만 초점을 맞춘 연구에 비

하여 인지, 학습, 신체 등의 다른 영역을 함께 다룬 혼합주제 연구들을

더 많이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 유형으로는 비교에 의한 조사연구가 대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실험연구가 뒤를 이었다. 아울러, 질적연구는 찾지

못하였다.

먼저 가장 많이 이루어진 연구는 집단 간 특성을 수치화하여 비교하

는 방법을 적용한 조사연구였다. Smirni 외(2019)는 경계선 지능 중학생

집단과 평균 지능의 중학생 집단의 정서 인식, 주의, 기억, 실행기능,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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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처리를 비교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결과적으로 경계선 지능 집단은

비교집단에 비하여 높은 수준의 인지 과제가 주어졌을 때 낮은 수행을

보이고 감정표현 불능 지수는 높게 도출되어, 경계선 지능이 상위 인지

뿐만 아니라 감정을 구별하고 관찰하는 능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Alesi 외(2015) 연구에서는 8-10세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경

계선 지능, 평균 지능, 영재 집단으로 나누고 표준화 검사를 통하여 인지

적, 정서적 프로파일을 비교하였다. 결과적으로 경계선 지능 아동이 다른

집단에 비하여 더 낮은 수준의 자아존중감과 더 높은 수준의 우울, 학교

불안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Predescu 외(2020)는 경계선 지능 아동

과 ADHD 아동, 일반적인 발달을 보이는 아동의 실행기능 및 정서조절

능력을 비교하는 연구로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능검사와 정서

및 행동척도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적응형 정서조절 기능과 실행기능

간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일반아동에 비하여 경계선 지능 아

동과 ADHD 아동의 실행기능이 유의하게 낮았고 적대적 반항 성향 및

품행 문제는 더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 연구는 정서조절과 실행기능

이 임상적 증상과 연결된다는 가설을 뒷받침하였다. Gigi 외(2014)에서는

이스라엘에서 입대 시 필수적으로 치르는 검사와 면담 결과를 바탕으로

16-17세 남성을 경계선 지능 집단과 평균 지능 집단으로 나누어 비교하

였다. 그 결과, 경계선 지능 집단이 비교집단에 비하여 사회적 기능이 낮

고, 정신과적 진단 및 약물 이용 확률이 높게 나타나 사회적, 정신적 위

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암시하였다.

다음으로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사회·정서적 영역을 다룬 실험연구는

실험통제집단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Blasi 외(2017)는 경계선 지

능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두 가지 치료법의 효과를 비교하였는데, 하나는

운동, 인지, 사회·정서 영역에 초점을 맞추어 게임 플랫폼을 활용한 게임

치료적 접근법인 MCNT(movement cognition and narration of the

emotions) 치료이고 다른 하나는 학업적 능력 훈련에 초점을 둔

SST(standard speech therapy) 치료였다. 본 연구에서는 뇌 가소성을 근

거로 아동기 개입의 중요성을 주장하였으며, 효과성에 관한 결과는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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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밝히고 있다. 이어지는 Blasi 외(2020)에서 경계선 지능 아동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MCNT 치료와 SST 치료의 효과를 비교 연구한 결

과, 지적 및 적응기능과 행동적 기능 전반에서 다중적인 접근에 해당하

는 MCNT 치료가 더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되었고, SST 치료를 받은 집

단의 경우 행동이 악화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는 경계선 지능 아동의

인지적, 적응적 및 행동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접근은 단일 영역적 접근

이 아닌 다중적인 접근이 효과적임을 말해준다. 또한, Nestler 외(2011)

는 경계선 지능을 지닌 고등학생과 성인을 대상으로 경계선 지능 청소년

을 위하여 개발된 사회적 역량 훈련 접근법인 인지 행동 집단 훈련을 실

시하고 이들의 사회적 역량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훈련

을 받은 집단의 사회적 역량, 특히 사회적 문제 해결 및 개인행동에서의

목표 달성 영역에서 유의한 향상이 나타나 해당 접근법의 유용성을 입증

하였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사회⸱정서적 특성을 대상

으로 한 국외 연구에서는 사회⸱정서적 특성뿐만 아니라 인지적 특성을

함께 살펴보는 연구가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초등학생을 대

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었고 고등학생이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

는 매우 적은 수인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주제를 특정하여 초점화하는

연구와 미취학 아동에서 성인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

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나. 국내 연구 현황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사회⸱정서적 영역을 다룬 국내 연구는 주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을 때, 사회⸱정서적 영역에만 초점을 맞추어 연구한

경우와 사회⸱정서적 영역과 더불어 인지, 학습, 신체 등을 함께 다룬 혼

합주제 연구가 혼재되어 있었다. 연구 유형으로 살펴보면, 양적인 방법에

서 실험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고, 조사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

었다. 한편, 질적연구는 양적연구에 비하여 현저히 적게 수행된 것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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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였고 문헌연구도 일부 찾아볼 수 있었다.

먼저 가장 많이 진행된 실험연구 중 단일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

구를 살펴보면 모두 종속변인에 사회성 요인을 포함하고 있었다. 장세희

(2018)는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사회성 발달에 독서치료가 미치는 효과

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경계선 지능을 가진 초, 중학생을 대상으로 인지

능력에 따라 집단을 구분한 후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그 결

과, 인지능력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하여 사회성이 높게 나타났

고, 두 집단 모두 사전-사후검사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도출되어 독서치

료가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였다. 이금진(2011)에서는 경

계선 지능 아동의 사회성숙도와 자존감에 멘토링이 미치는 효과를 분석

하기 위하여 경계선 지능으로 분류된 초등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공한 결과, 대상 아동의 사회성숙도 중 사회적 유

능감이 유의하게 향상되었고, 자아존중감은 큰 변화가 없었다. 정대영 외

(2018) 연구에서는 FIE-B(EM) 프로그램이 경계선 지능 아동의 사회성

기술과 정서 지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경계선 지능을 지닌

초등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중재를 제공하였다. FIE-B(EM) 프로그램이

란 Feuerstein 등(1979, 정대영 외, 2018 재인용)이 인지기능을 계발하기

위하여 고안한 프로그램으로, 정대영 외(2018)에서는 이를 연구 특성에

맞게 정서인식 프로그램으로 변용하였다. 결과적으로 정서지능 측정도구

에 의하여 정서 이해 및 조절, 정서 지각, 정서적 사고 촉진 영역이 모두

유의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일집단을 대상으로 한 실험연구 중

2편은 주제가 혼합되어 있었는데, 먼저, 하정숙, 김자경(2017)의 연구에서

는 자아존중감, 학습동기와 함께 음운인식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였다.

경계선 지능을 가진 초등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학습, 정의, 사회적 중재

를 포함하는 다각적인 중재를 투입한 결과, 정서적 중재가 학습 동기를,

사회적 중재가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데 유의미한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

났다. 다음으로, 임성미 외(2018)의 연구는 쓰기능력과 더불어 사회적 상

호작용을 종속변인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가정 연계 FIE-B(EM)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해당 프로그램이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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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과 함께 아동과 어머니와의 소통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실험연구 중 실험통제집단을 대상으로 설계한 연구를 살펴보

면, 송지환, 김중형(2017)은 정서⸱행동 및 협응능력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경계선 지능을 지닌 초등학생을 실험군과 통제군으로 나누어 매트운동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사회 성숙도 검사에 의한 사전-사후 측정 결과,

또래와의 상호작용, 안정적인 학교 적응, 성취감 요인에서 유의미한 향상

을 확인하였다. 단일대상연구로 추언아, 남현우(2017)에서는 경계선 지능

아동의 정서조절에 무용동작치료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경계선 지

능 초등학생에게 개별치료를 실시하였다. 신체적, 형태적, 공간적, 질적

기준에 따른 동작관찰분석 결과, 충동성 및 공격성 행동이 일부 감소하

였고, 긍정적 상호작용이 크게 상승하였다. 실험연구 중 사례연구에 해당

하는 정혜경(2016)의 연구는 경계선 지능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을 투입하고 지능과 함께 학교 적응 요인의 변화를 살펴보

았다. 이에 학교 적응을 중심으로 결과를 살펴보았을 때, 학습뿐만 아니

라 과잉행동, 우울 등의 정서⸱행동 영역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은진, 원희랑(2013)은 청각장애 어머니를 둔 경계선 지능

아동의 사회성과 문제행동을 개선하기 위하여 가족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그 결과, 해당 미술치료가 대상 아동의 사회성 및 우울/불

안, 위축, 주의집중 문제, 사회적 미성숙, 사고의 문제를 개선하는 데 효

과적이었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조사연구는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특성을 분석하거나 당사

자의 인식을 조사한 연구로 이루어졌다. 먼저 정희정, 이재연(2005)에서

는 경계선 지능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KEDI-WISC 검사와 K-CBCL

검사 결과의 척도를 비교하여 대상자의 특성을 서술하였다. 이들은

KEDI-WISC 검사의 모든 영역에서 낮은 점수를 보였고, K-CBCL 검사

결과와 상관 분석을 실시한 결과, KEDI-WISC의 청각적 기억능력과

K-CBCL의 우울/불안 척도가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KEDI

-WISC의 지각적 조직화 및 정신운동속도와 K-CBCL의 주의집중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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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 상관을 보였다. 다음으로, 정희정, 이재연(2008)은 경계선 지능으로

판별된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지능검사와 학습검사, 정서

및 행동척도를 실시하여 경계선 지능 아동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

과, 지능검사 영역 전반에서 낮은 수행을 보였고, 학습검사에서 가장 낮

은 학습수준으로 나타났다. 정서검사에서는 소외감, 자존감, 우울감, 공격

성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으며, 행동척도에서는 주의력 문제와 사회적 미

성숙에서 임상적인 문제가 드러났다. 그 밖에도 이금진(2017)은 경계선

지능 아동의 학교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알아보고자 당사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인식 조사를 진행하였다. 요인 분석 결과, 학교에 대한 경계선

지능 아동의 인식 유형은 참여적-의존형과 방관적-위축형의 두 가지 유

형으로 도출되었고, 이는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가족의 지지체계의 양상

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계선 지능의 사회⸱정서적 영역에 관한 질적연구인 주은미, 최

승숙(2018) 연구에서는 경계선 지능 중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생

활 경험과 지원 요구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자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

다. 면담 결과, 학생 당사자들은 일반학급 수업 내용이 어려워 주의 깊게

참여하기 힘들고, 또래 학생 및 교사와 원만한 관계를 맺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학부모들은 경계선 지능 학생의 특성에 맞

는 적절한 교육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앞서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사회⸱정서적 영역을 다룬 국내 연구를 통

하여 이들이 겪는 정서, 대인관계, 사회 적응상의 어려움을 확인하였다.

정리하여 보면 국내 연구의 절반 정도가 학습 및 인지, 신체 영역을 함

께 다루고 있었으며 실험연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연구대상

으로는 주로 초등학생을 선정하였으며, 고등학생이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는 국외와 비슷한 양상으로 국내 연구

역시 다양한 연령층과 방법을 적용한 후속 연구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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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부모

경계선 지능 자녀를 둔 부모가 자녀의 특성을 인식하는 양상은 다양

하다. 자녀의 수준을 실제보다 더 심각하게 여기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실제보다 덜 심각하게 여기는 경우도 있다(Mcloughlin et al., 1987). 김

동일 외(2021)에 의하면, 부모가 경계선 지능으로 인한 자녀의 특성을 인

식하는 시기도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유아기에 보이는 느린 언어발달

이나 보육기관에서 또래와 잘 어울리지 못하는 특성에 민감하게 반응하

여 조기에 진단 기관을 찾는 경우가 있는 반면, 중고등학교 시기까지 자

녀의 어려움이 경계선 지능으로 인한 것임을 모르다가 주변의 권유나 대

안학교 입학을 위한 절차 등을 이유로 진단을 받게 되는 경우도 나타났

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자녀가 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경계선 지능

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박숙자, 2016). 이렇듯 부모가 경계

선 지능 자녀의 특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데는 경계선 지능에 대한 사회

적 인식이 낮고 정보가 부족한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나타났다(김남희,

2010).

부모의 인식은 양육 태도와도 연결된다. 아동의 사회적, 정서‧행동적

발달 과정에는 부모의 민감하고 온정적인 반응이 중요하나 경계선 지능

자녀를 둔 부모는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고 긍정적 참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Fenning et al., 2007). Kashyap, Singh, & Arun(2020)의 연구

에 따르면 규제 능력을 갖추고 있어 정서 조절이 뛰어난 부모는 자녀의

정서적 조절 및 사회화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경계선 지능 자

녀의 부모는 지나치게 허용적인 양육 태도를 갖추고 있어 자녀가 적응

과정에서 필요한 대처나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을 익히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녀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부모는

자녀 수준을 고려한 학습이 아닌 학년 수준에 맞추기 위한 과도한 학습

을 시키기도 한다(Kaznowski, 2004). 그러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또래와

의 차이가 눈에 띄게 나타나면서 경계선 지능 자녀의 부모는 실망감과

당혹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Trimble,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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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경계선 지능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는 부모가 미처 예상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잇따르며 도움이 필요함에도, 경계선 지능은 사회적 관

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문제를 감당하며 길러내는 역할은 오롯이 부

모의 몫이다. 특히 어머니가 주양육자로서 경계선 지능 자녀에 대한 양

육 부담을 안게 된다(김고은, 김혜리, 2018). 박숙자(2016) 연구에 참여한

경계선 자녀의 어머니는 자녀 양육에서 오는 어려움을 남편과 함께 나누

기를 바라지만 오히려 이해받지 못하는 경험을 하고 양육 부담을 혼자

짊어지면서 느끼게 되는 서럽고 힘든 감정을 토로하였다. 이러한 과정에

서 느끼는 심리적 고통은 어머니와 자녀 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

게 된다는 악순환의 양상도 드러났다. 결국, 경계선 지능 아동의 성장과

발달 과정에는 부모의 정확한 인식과 가족 구성원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

요하며 사회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박찬선, 장세희(2018)에서는 경계선 지능 자녀를 양육

하는 부모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먼저, 자녀를 지도할 때 학습에 치중하

기보다 일상생활에 잘 적응하는 데 필요한 문제해결 경험 등의 기본적인

생활 지도가 중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전반적인 영역에서 느린 발달

을 보이는 자녀를 대할 때 인내심을 가지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기다리는

자세를 갖추어야 하며, 자녀를 훈육할 때는 짧고 효과적으로 할 것을 강

조하였다. 아울러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돕기 위하여 유아기 자녀가 다

른 아이들과 놀 수 있는 환경으로 자주 나가고 부모가 놀이하는 분위기

를 조성하여 다른 아이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의 방법을 제시하였다.

학령기에 들어선 자녀의 학교 적응을 위하여는 교사와 원활한 소통을 유

지하며 협력 관계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렇듯 부모의 인식과 양육 태도는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전반적인

발달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성 및 정서 형성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

다. 따라서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사회, 정서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할 때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현실적 문제와 심리적 어려움에 부딪히며 자

녀의 사회, 정서적 발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인식을 알아보

는 일은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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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본 연구는 경계선 지능 청소년이 보이는 특성 가운데 사회⸱정서적 특

성에 초점을 맞추어 탐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경계선

지능 청소년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서 이들의 다양한 특성과 변화를 관찰

하고 경험해 온 부모를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였다. 경계선 지능 청소년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자녀가 보이는 여러 가지 사회⸱정서적 특성에 관한

부모 인식을 도출하고, 그 인식의 내용과 구조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개

념도 연구방법(Concept Mapping Methods)을 활용하였다.

개념도 방법은 Trochim(1985)에 의하여 개발된 연구방법으로 이해당

사자들로 구성된 집단에 의하여 귀납적으로 구조화된 개념들을 양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방법이다. 즉, 양적연구와 질적연구의 통합적인 방법으로

서, 대상이나 현상에 대한 연구참여자의 주관적인 경험과 인식을 다차원

척도법과 위계적 군집분석이라는 통계적 방법으로 분석하여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혼합연구방법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Goodyear, Tracey,

Claiborn, Lichtenberg & Wampold, 2005; Trochim, 1989).

개념도 연구법은 현상을 경험한 대상자의 인지 구조를 나타내기 때문

에 그들이 경험한 현상 및 구성 요소, 잠재적인 구조 등을 드러내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며, 연구를 진행할 때 자료를 수집하고 조직화하는 과정

에서 연구참여자들의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참여가 필수이므로 연구자의

주관적 해석이 최소화된다는 장점을 지닌다(민경화, 최윤정, 2007; Kane

& Trochim, 2007; Paulson, Truscott, & Stuart, 1999). 또한, 연구에 참

여하는 구성원이나 집단이 요구하는 프로그램을 기획 또는 구성, 평가할

때 적용할 수 있는 공통의 틀을 개발하는 데 효과적이고, 이론적 기반은

있으나 체계가 불충분한 분야를 탐색하는 단계에서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다(Kane & Trochim, 2007).

개념도 방법의 절차로 Trochim(1985)은 개념화를 위한 주요 3단계를

제시하였다. 첫째, 참여자 집단은 개념화된 주제를 드러낼 수 있는 큰 단

위의 진술문을 생성한다. 둘째, 연구참여자는 진술문 사이의 개념적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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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셋째, 다차원 척도 및 군집분석 절차를 적용하

여 진술문의 개념도를 형성한다.

이후 Kane과 Trochim(2007)은 개념도 연구 절차를 6단계로 구체화하

여 정리하였다[그림 1]. 첫째, 개념도 연구를 위한 준비 단계로서, 초점

질문을 구성하고 아이디어 생성을 위한 연구참여자를 선정하는 단계이

다. 초점 질문을 개발할 때 개념화할 영역을 좁혀나가야 한다는 점을 염

두에 두어야 하고, 연구 참여 인원은 최소 8명에서 40명 정도가 적당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민경화, 최윤정, 2007).

둘째, 아이디어 생성 단계는 참여자들이 연구 주제에 관한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표현하는 과정이며, 개념도 연구의 중심이 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브레인스토밍 방식이 가장 많이 활용되는데, 연구참여자들이 아

이디어를 자유롭게 표현하되 연구 주제나 초점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각

아이디어 간 연결을 강조하며, 방식은 일대일 면담, 현장 모임, 우편, 인

터넷 사이트 등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다. 수집된 아이디어는 검토와 편

집, 종합하는 과정을 거친 후 최종적인 진술문 목록으로 도출된다.

셋째, 진술문 구조화 단계로 연구참여자들이 이전 단계에서 도출된 진

술문들을 분류하고 평정하는 과정이다. 참여자들이 유사하다고 생각하는

진술문끼리 묶는 분류 작업(grouping)을 거친 후, 중요도와 우선순위에

따라 평정하는 작업으로 이어진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분류 방법은 카

드 형태의 진술문을 보고 직접 분류하도록 하는 방식이고, 중요도 평정

은 리커트 척도(Likert scale)가 주로 사용된다(민경화, 최윤정, 2007).

넷째, 개념도 분석 단계로 지금까지 구조화된 진술문들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개념도를 산출하는 과정이다. 연구자는 세 단계에 걸쳐 개념적

영역의 지도를 생성하게 되는데 먼저, 분류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참여자

개인별 유사성 행렬표를 만든 후, 이를 합산하여 집단 유사성 행렬표

(GSM: Group Similarity Matrix)를 제작한다. 다음으로, 다차원 척도법

(MDS: Multidimensional Scaling)을 실시하여 두 개의 차원 지도 위에

진술문들을 별개의 점으로 표시하게 되는데, 진술문 간 유사성이 클수록

가깝게 위치하고 유사성이 작을수록 멀리 위치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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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적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전 단계에서 산출된 좌표값인 점들을 선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개념도를 그린다.

다섯째, 개념도 해석 단계로 연구 목적에 따라 여러 개념도 방식에 근

거하여 해석할 수 있다. 진술문과 군집목록, 군집 지도(cluster map), 포

인트 지도(point map), 군집 평정 지도(cluster rating map), 포인트 평정

지도(point rating map), Go-zone 등의 개념도를 적용할 수 있다. 개념도

상의 각 공간적 차원을 구분하는 기준을 정하고, 군집분석 결과에 따라

군집의 수와 이름을 결정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여섯째, 개념도 활용 단계로 연구 결과인 개념도를 본래의 목적에 맞

게 활용한다.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척도 개발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

용할 수 있다.

준비
1단계

준비

Ÿ 초점질문 개발하기

Ÿ 연구참여자 선정하기

자료

수집

2단계

아이디어 생성

Ÿ 연구참여자 대상 브레인스토밍 실시하기

Ÿ 생성된 아이디어 분류, 종합하기

3단계

진술문 구조화

Ÿ 진술문 형태로 편집하여 제시하기

Ÿ 연구참여자에 의한 유사도 분류 및 중요

도 평정하기

자료

분석

4단계

개념도 분석

Ÿ 통계적 기법을 적용하여 개념도 산출하기

-유사성 행렬표 만들기

-다차원 척도법에 따라 차원지도 만들기

-위계적 군집분석을 통하여 클러스터 지도

산출하기

구조

해석

5단계

개념도 해석

Ÿ 도출된 차원과 군집에 따라 개념도 해석

하기

6단계

개념도 활용
Ÿ 연구 목적에 따라 개념도 활용하기

[그림 1] 개념도 연구 절차(Kane & Trochim,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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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참여자

본 연구는 개념도 연구 절차에 따라 연구참여자를 선정하였다. 단계별

연구참여자의 구분과 선정기준은 <표 Ⅲ-1>에 제시하였다.

<표 Ⅲ-1> 연구참여자 구분 및 선정 기준

가. 초점질문개발 참여자

초점질문개발 참여자는 경계선 지능 청소년에 관한 연구 경험과 전문

적인 지식을 지닌 자로 선정하였다. 경계선 지능 프로젝트 연구원 경력

이 있는 자 3명과 교육학 박사학위자 1명으로 연구자 외 전문가 총 4명

이 본 과정에 참여하였다. 경계선 지능 프로젝트 연구원 경력을 지닌 전

문가 3명은 모두 관련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문헌연구와 현황조사, 검사

실시, 면담 등의 연구 경력과 함께 경계선 지능 중학생 지도 경험이 있

구분 선정 기준 인원(명)

초점질문 개발

참여자

교육학 박사학위자,

경계선 지능 프로젝트 연구원 경력자
4

인터뷰 참여자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부모 15

진술문 종합 및

피드백 과정 참여자

교육학 박사학위자,

경계선 지능 프로젝트 연구원 경력자,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부모

5

진술문 유사성 분류

및 중요도 평정

참여자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부모 20

계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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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교육학 박사학위 소지자 1인은 초등교사 경력을 지닌 자로 경계선

지능 아동을 지도한 경험과 개념도 연구 경험이 있는 전문가이다. 이들

은 연구자가 사전에 작성한 인터뷰 초점질문의 타당성과 적절성을 검토

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아울러, 인터뷰 참여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질문

을 수정⸱보완하고, 면담자가 지녀야 할 방향성과 자세에 대한 피드백을

주고받는 과정이 이루어졌다.

나. 인터뷰 참여자

본 연구는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특성 중에서도 사회⸱정서적 영역에

서 보이는 강점과 약점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 온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부모를 인터뷰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Kane과 Trochim(2007)은 개념도 연구의 연구참여

자 수를 최소 8명에서 40명 이하가 적당한 것으로 보았으나, 그 이전에

Trochim(1989)은 연구 경험을 기반으로 10명에서 20명 정도가 실행 가

능한 인원수라고 제시하였다. 또한, 개념도 연구방법을 적용한 선행연구

(김은삼, 2021; 김주선, 2018; 이미지, 2017; 이윤희, 2015; 장혜명, 2018)

에서 인터뷰 참여자를 보통 10명에서 20명 정도로 선정한 점을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는 15명 이상의 인터뷰 참여자를 모집하고자 하였다.

아이디어 생성을 위한 인터뷰는 2021년 6월부터 8월 사이에 진행되었

다. 인터뷰 참여자 모집은 2020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이루어진 서

울시 경계선 지능 청소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를 중

심으로 이루어졌다. 문자와 전화 연락을 통하여 연구 주제와 참여 방법,

기간 등을 안내한 후 자발적 참여 의사를 묻는 방식으로 참여자를 선정

하였다. 또한, 선정된 참여자의 추천을 받아 추가 모집을 진행하여 15명

의 인터뷰 참여자를 확정하였다. 이때 선정 기준은 병원, 치료실 등의 기

관에서 실시한 검사를 통하여 자녀가 경계선 지능으로 진단받은 경우로

한정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기준으로 삼은 청소년기는 만 9세에서 24

세이므로, 인터뷰가 이루어지는 시기를 기준으로 1996년 6월부터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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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까지가 출생일인 자녀를 둔 부모로 한정하였다. 이때 경계선 지능 청

소년의 사회⸱정서적 특성을 폭넓게 살펴보기 위하여 참여자 자녀의 연령

비율이 특정 시기에 치우치지 않고 초, 중, 고, 성인기에 고르게 분포하

도록 하는 것을 주안점으로 삼았다. 서울시에서 주최한 연구에 참여하였

던 대상자 중심으로 모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참여자 모두 서울, 경기

에 거주하였고, 주 양육자가 대부분 어머니인 경우가 많아 아버지인 참

여자는 1명이었다. 인터뷰 참여자의 구체적인 정보는 <표 Ⅲ-2>와 같

다.

<표 Ⅲ-2> 인터뷰 참여자 정보

참여자 성별 거주지 자녀 연령 자녀 구분

부모 1 여 서울 만 10세 초

부모 2 여 서울 만 10세 초

부모 3 여 서울 만 12세 초

부모 4 여 경기 만 12세 초

부모 5 여 서울 만 14세 중

부모 6 남 서울 만 15세 중

부모 7 여 서울 만 16세 중

부모 8 여 경기 만 17세 고

부모 9 여 경기 만 17세 고

부모 10 여 서울 만 17세 고

부모 11 여 경기 만 18세 고

부모 12 여 서울 만 19세 성인

부모 13 여 경기 만 20세 성인

부모 14 여 서울 만 23세 성인

부모 15 여 서울 만 24세 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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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진술문 종합 및 피드백 과정 참여자

진술문 종합 및 피드백 과정은 교육학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경계선

지능 관련 연구 경험이 있는 자로 구성하였다. 먼저 진술문을 종합하는

과정에는 연구자와 함께 경계선 지능 프로젝트 연구원 경력이 있는 특수

교사 2명이 참여하였다. 핵심어를 중심으로 아이디어를 분류하고, 하나의

진술문이 내포하는 의미 수준을 정하여 아이디어를 분리하거나 통합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다음으로 진술문에 대한 피드백 과정에는 교육학 박

사학위 소지자 1인과 경계선 지능 관련 연구에 참여한 경력을 지닌 박사

과정생 1인이 참여하였다. 도출된 진술문이 연구의 주제에 적합한지, 의

미 전달이 명확한지, 연구자의 주관성 개입은 없는지, 중복되는 요소는

없는지 확인하는 검토 작업을 수행하고 연구자에게 피드백을 제공하여

수정‧보완 작업을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인터뷰 참여자 2인이 진술문

을 검토하며 자신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었는지, 문장 표현에 오해할만한

소지가 없는지, 직관적으로 내용 이해가 되는지, 추가 또는 삭제해야 할

문장이 있는지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를 최종 진술문에 반영하

였다.

라. 진술문 유사성 분류 및 중요도 평정 참여자

진술문 구조화를 위한 유사성 분류와 중요도 평정에 참여하는 대상은

진술문이 내포하는 주제에 대한 이해가 가능한 자로 선정해야 한다

(Trochim, 1989). 따라서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특성을 가장 잘 파악하

고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진술문의 유사성 분류와 중요도 평정을 수행하

였다. 먼저 인터뷰에 참여한 15명의 부모를 대상으로 본 작업에 대하여

안내하고 동의를 구하였다. 이후 기존 참여자의 추천에 따라 5명을 추가

모집하여 총 20명의 부모를 대상으로 본 작업을 의뢰하였다. 아울러 본

과정에 참여하는 대상자 또한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초등에서 성인기

까지 고르게 분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진술문 유사성 분류 및 중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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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 참여자의 인적사항 정보는 <표 Ⅲ-3>에 제시하였다.

<표 Ⅲ-3> 진술문 유사성 분류 및 중요도 평정 참여자 정보

참여자 성별 거주지 자녀 연령 구분

부모 1 여 서울 만 10세 초

초등

6명

(30%)

부모 2 여 서울 만 10세 초

부모 3 여 서울 만 11세 초

부모 4 여 서울 만 12세 초

부모 5 여 서울 만 12세 초

부모 6 여 경기 만 12세 초

부모 7 여 서울 만 14세 중

중등

4명

(20%)

부모 8 여 서울 만 15세 중

부모 9 남 서울 만 15세 중

부모 10 여 서울 만 16세 중

부모 11 여 경기 만 17세 고

고등

6명

(30%)

부모 12 여 경기 만 17세 고

부모 13 여 서울 만 17세 고

부모 14 여 서울 만 17세 고

부모 15 여 서울 만 18세 고

부모 16 여 경기 만 18세 고

부모 17 여 서울 만 19세 성인

성인

4명

(20%)

부모 18 여 경기 만 20세 성인

부모 19 여 서울 만 23세 성인

부모 20 여 서울 만 24세 성인



- 37 -

2. 연구 절차

본 연구는 부모가 인식하는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사회⸱정서적 특성

을 탐색하기 위하여 개념도 연구방법에 따른 절차를 적용하였다. Kane

과 Trochim(2007)은 개념도 연구 절차를 6단계로 소개하고 있으나, 이

방법은 연구 주제나 목적에 맞게 방법이나 절차를 일부 수정할 수 있는

특징을 지닌다(민경화, 최윤정, 2007). 이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개념

도 연구 준비, 아이디어 생성, 진술문 구조화, 개념도 분석, 개념도 해석

의 5단계로 수정된 절차를 적용하여 진행하였다.

가. 개념도 연구 준비하기

첫 번째 순서는 개념도 연구 준비하기 단계로 초점질문을 개발하고

연구참여자를 선정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개념도 연구는 단계별로

개념화할 영역을 좁혀나가야 하므로 적절한 초점질문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민경화, 최윤정, 2007). 우선 연구자가 경계선 지능 연구에 참여

한 경험과 선행연구 조사를 바탕으로 연구 주제와 관련한 기본 개념을

추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1차 초점질문을 구성하였다. 초점질문을 개발할

때 이윤희(2015)를 참고하여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부모들이 자녀의 사

회‧정서적 특성에 대한 의견을 원활하게 낼 수 있는지, 질문을 쉽게 이

해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았다. 이후 경계선 지능 프로젝트 연구원

경력이 있는 자 2명과 교육학 박사학위자 1명으로 이루어진 초점질문개

발 참여자들이 1차 초점질문의 타당성과 적절성을 검토하고 피드백을 제

공하였다. 이 과정에서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사회적 특성과 정서적 특

성을 구분하여 질문하는 것은 대답에 제약을 가할 수 있으므로 이를 통

합한 질문이 좋을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안내서와 진술문에는 ‘경계선

지능 청소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실제 구어적 표현에서는 ‘느린학

습자’라는 용어가 더 부드러운 표현일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었다. 이러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수정을 거친 후 아이디어 생성을 위한 인터뷰 초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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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을 확정하였다.

<표 Ⅲ-4> 초점질문

초점질문

Ÿ 자녀(경계선 지능 청소년/느린학습자)가 보이는 가장 두드러지는 사회⸱정
서적 특성은 무엇입니까?

보충질문

Ÿ 자녀가 보이는 대표적인 특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Ÿ 자녀가 생활하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와 사회 적응에서 보이는 특성은

무엇일까요? 또한, 정서 및 행동적 특성은 무엇일까요?

Ÿ 강점이라고 생각하시는 사회⸱정서적 특성은 무엇일까요?

초점질문을 개발한 후 아이디어 생성을 위한 인터뷰 참여자를 선정하

였다(1-나. 인터뷰 참여자 참고).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참여자 선정기준

을 마련하고, 서울시 경계선 지능 연구에 참여하였던 대상자를 중심으로

문자와 전화 연락을 통하여 1차 모집이 이루어졌다. 이후 선정된 참여자

의 추천을 통하여 추가 모집을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미리 제작된 안

내문에 따라 연구 주제와 참여 방법, 기간 등을 설명하고 자발적인 참여

의사가 있을 때 인터뷰 참여자로 확정하였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인터

뷰 참여자를 모집하였으며, 확정된 인터뷰 참여자에게는 사전에 초점질

문지를 발송하여 미리 연구 주제와 방향성을 확인하도록 하였다.

나. 아이디어 생성하기

본 단계에서는 연구자가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부모를 대상으로 브레

인스토밍 방식을 적용한 개별 면담을 진행하였다. 연구가 이루어지는 시

기가 COVID-19 유행 상황임을 고려하여 대면뿐만 아니라 전화 및 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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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방식을 유연하게 적용하였다. 인터뷰는 2021년 6월에서 8월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참여자에게 사전 연락을 취하여 본 연구의 목적과 인터뷰

내용 및 방식을 설명한 후 인터뷰 일정과 방식을 정하였다.

인터뷰 시 참여자를 대상으로 연구의 방향성과 인터뷰 진행 방식, 그

리고 소요시간을 간략히 소개하면서 시작하였다. 아울러, 인터뷰 과정을

녹음하고 전사하는 과정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연구윤리에 따른다는 점

을 설명하였다. 개방형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

고 자유로운 표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먼저 이루어진 인터뷰

이후에는 바로 연구자가 녹취록을 전사하고 전사본을 충분히 숙지한 후

다음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는 여러 참여자와 인터뷰를 진행하다 보면

더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도출되지 않는 포화 상태가 나타난다는 선행연

구(김은삼, 2021; 이미지, 2017; 이윤희, 2015)에 따라 아이디어의 포화

지점을 찾고자 함이다.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부모

로부터 자녀의 사회⸱정서적 특성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도출되지 않는다

고 판단한 15번째 참여자와의 면담을 마지막으로 인터뷰를 마무리하였

다.

인터뷰 종료 후 전사한 내용을 토대로 아이디어 진술문 목록을 만들

었다. 진술문을 종합하고 편집하는 과정에는 연구자와 경계선 지능 프로

젝트 연구원 경력이 있는 특수교사 2인, 교육학 박사학위 소지자 1인이

참여하였다. 도출되는 진술문의 양이 상당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Kane과 Trochim(2007)이 제시한 핵심어 추출법을 적용하여 진술문을 추

출하였다. 핵심어 추출법의 과정은 [그림 2]와 같으며, 본 연구에서는 네

번째 단계와 다섯 번째 단계를 통합하여 핵심어와 진술문 목록을 도출하

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연구자가 전체 전사본을 읽으면서 부모 인식에

따른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사회⸱정서적 특성에 관한 문장을 찾아 엑셀

파일에 정리하여 총 534개의 1차 진술문 목록을 구성하였다. 이후 각 진

술문에 포함된 핵심어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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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어 선택

전사본 상에서 핵심어를 찾아 표시해나가며 불필요한 아이디어 제거하기


2. 아이디어 조직

핵심어, 주제, 개념을 기반으로 아이디어 묶기


3. 아이디어 선택

유사한 아이디어끼리 하나의 개념으로 분류하기


4. 명료화

아이디어의 기존 의미를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더 많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료화하기


5. 복합적인 아이디어 분리

하나의 진술문에 두 개 이상의 개념이 포함된 경우, 각각의 진술문으로

분리하기


6. 진술문 확인

도출된 아이디어에 대한 참여자의 일치도 확인하기

[그림 2] 진술문 추출 과정(Kane & Trochim, 2007)

두 번째 단계에서 연구자와 경계선 지능 프로젝트 연구원 경력이 있

는 특수교사 2인이 전 단계에서 도출된 핵심어를 중심으로 진술문들을

종합해나가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공통 핵심어를 지닌 문장 중에서 연구

주제와 개념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문장을 선택하였다. 예컨대 ‘또래

관계 맺기가 어려웠다.’, ‘친구를 잘 사귀지 못했다.’, ‘또래 아이들에게 어

떻게 다가가야 할지 잘 몰랐다’라는 문장들은 공통적으로 또래관계 맺기

기술의 어려움이라는 의미를 지니므로 대표가 될 수 있는 문장을 선택하

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진술문이 의미하는 아이디어가 유사할 경우

하나의 개념으로 묶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예를 들어 ‘눈치가 없다는 말

을 많이 듣는다.’와 ‘상황 파악을 잘 하지 못한다’라는 문장은 하나의 문

장으로 합쳐서 표현하였다. 이 단계까지 총 65개의 진술문이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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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네 번째 단계에서는 연구자와 경계선 지능 프로젝트 연구원 경

력이 있는 특수교사 3인이 진술문 목록을 검토하면서 의미가 모호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명확화하고, 중복된 개념의 문장은 통합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어서, 하나의 문장이 복합적인 아이디어를 내포할 경우,

분리하는 작업을 하였다. 다섯 번째 단계로 인터뷰에 참여하였던 대상자

2인이 도출된 아이디어 목록을 보고 자신들의 의견이 적절히 반영되었는

지, 추가하거나 삭제해야 하는 내용은 없는지 확인하여 피드백을 제공하

는 과정이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경계선 지능 청소년에 대하여 보편

적으로 사용하기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진술문 1개를 삭제하고

(‘사춘기 때 또래와 비슷한 변화를 겪는다.’), 일부 문장의 표현을 수정하

였다(‘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성향이 있어 남을 돕는 것을 좋아한다’ →

‘남을 돕는 것을 좋아한다’). 이후 경계선 지능 연구에 참여한 경험이 있

는 박사학위 소지자 1명과 경계선 지능 관련 연구에 참여한 경력을 지닌

박사과정생 1인이 진술문 목록을 최종 검토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

여 최종적으로 54개의 진술문 목록이 구성되었다.

다. 진술문 구조화하기

전 단계에서 도출된 54개의 진술문을 구조화하기 위하여 유사성 분류

와 중요도 평정 작업이 이루어졌다. 이를 위하여 아이디어 생성하기 과

정에 참여한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부모 15명이 본 작업에도 이어서 참

여하였고, 5명의 대상자를 추가로 모집하여 총 20명이 진술문 구조화 작

업에 참여하였다. 유사성 분류와 중요도 평정 작업은 연구참여자의 일정

과 COVID-19 상황을 고려하여 대면과 비대면 방식을 모두 제시하였다.

그러나 유사성 분류 및 중요도 평정 방식에 관한 연구참여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가능하면 대면으로 뵙기를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20명

중 19명의 참여자가 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대부분 연구자와 참여자

가 일대일로 만나서 평정 작업을 수행하였다. 참여자 간 친분이 있는 한

번의 경우에만 2명의 참여자가 함께 작업에 참여하였다. 본 과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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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연구참여자에게 연구 목적을 소개하고 동의를 구한 후, 참여 방법에

따라 분류 및 평정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1명의 참여자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였는데, 먼저 연구자가 연구참여자에게 우편으로 연구

목적이 포함된 동의서와 참여 방법에 대한 안내문, 중요도 평정 설문지,

유사성 분류를 위한 진술문 카드를 발송하였다. 이어 전화통화를 하면서

평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고 작업한 결과물은 우편으로 송부하도

록 요청하여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중요도 평정은 각 진술문의 중요도를 평정하는 작업으로, 5점 리커트

척도를 적용하였다. 참여자들은 54개의 진술문이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사회⸱정서적 특성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지 판단하여 1점

부터 5점으로 평정하였다. 다음으로, 유사성 분류는 의미가 비슷하다고

여기는 진술문끼리 하나의 집단으로 묶는 작업이다. 연구자는 진술문 당

하나씩, 54개의 진술문이 적힌 6㎝× 4㎝ 카드를 만들어 참여자에게 제시

하고, 비슷한 의미라고 생각하는 진술문끼리 묶도록 안내하였다. 이때 모

든 진술문을 하나의 집단으로 묶을 수 없고, 하나의 진술문이 둘 이상의

집단에 중복되어 포함될 수 없으며, 하나의 진술문만으로 집단을 만들

수 없다는 기준과 함께 집단의 수는 제한이 없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유

사도 분류 작업 결과, 적게는 4개의 집단부터 많게는 13개의 집단까지

나타났다. 이와 같은 진술문 구조화 작업은 2021년 10월 중에 이루어졌

다.

라. 개념도 분석하기

개념도 분석은 연구참여자들의 구조화 결과를 바탕으로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사회⸱정서적 특성에 대한 차원과 개념도, 군집 등을 도출하는

단계이다. 통계적 분석을 위하여 먼저, 20명의 참여자가 작업한 유사성

분류 결과를 개인별 유사성 행렬표(similarity matrix)로 제작하고, 같은

집단으로 분류된 진술문은 0, 다른 집단으로 분류된 진술문은 1로 코딩

하여 집단 유사성 행렬표(group similarity matrix)로 통합하였다. 다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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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차원척도법 중 ALSCAL 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ALSCAL 분석 결과 도출된 차원의 좌표값을 토

대로 위계적 군집분석(Ward 방법)을 실시하여 개념도를 도출하였다. 아

울러, 중요도 평정 결과의 평균 및 표준편차와 함께 군집별 중요도를 산

출하였다.

마. 개념도 해석하기

개념도 해석은 진술문, 군집목록, 군집 지도를 해석하는 과정으로 이

루어졌다. 먼저, 다차원척도 분석은 다차원 공간에서 유사도가 높을수록

대상 간의 거리가 가깝고, 유사도가 낮을수록 대상 간의 거리가 멀게 나

타난다. 이에 따라 도출된 차원의 수와 각 차원의 의미를 결정하는데 이

과정에서 연구자와 경계선 지능 프로젝트 연구원 경력이 있는 특수교사

2인이 차원의 축과 양극단의 의미를 논의하였다. 이후 교육상담 전공 교

수 1인과 교육심리 전공 교수 1인의 검토 및 피드백에 따라 축명을 확정

하였다. 다음으로, 군집분석 결과로 도출된 군집의 수와 군집명을 결정하

였다. 이때 각 차원에 속하는 진술문의 성격과 군집의 위치 및 크기에

따라 개념을 해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가장 높은 중요도 평정 결과와 가

장 낮은 평정 결과에 해당하는 진술문과 군집을 확인하여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사회⸱정서적 특성에 대한 부모 인식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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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1.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사회‧정서적 특성

부모가 인식하는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사회‧정서적 특성을 탐색하기

위하여 경계선 지능을 지닌 자녀를 둔 부모 15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결과 도출된 534개의 진술문을 대상으로 분류, 수정,

편집, 종합하는 작업을 거쳐 최종적으로 54개의 진술문을 확정하였다. 최

종 진술문 목록은 <표 Ⅳ-1>과 같다.

<표 Ⅳ-1> 최종 진술문 목록

최종 진술문

1 자신을 방어하려고 공격적으로 행동할 때가 있다.

2
공부는 노력해도 안 된다는 생각에 스트레스가 심해져서 결국 포기하게

된다.

3
성장하면서 타인의 평가를 신경 쓰거나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

지 시선을 의식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4
어릴 때는 말(언어 발달)이 느려서 울거나 드러눕는 등의 행동으로 표출

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5 놀이나 문화적 관심이 또래에 비해 어리다(유아틱하다는 말을 들음).

6
관계에서 오는 상처로 스트레스가 쌓이고, 어떻게 해소할지 몰라서 신체

화 증상(몸이 아픔→등교 거부)으로 나타난다.

7
감정 조절이 서투르다. 특히 화가 나거나 분노할 때 조절하는 것이 어렵

다.

8 자존감이 매우 낮다.

9
사춘기가 지나면서 집에서도 학교,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말을

안 하고 자기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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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남에게 악의적으로 상처 주거나 계산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순수함,

순진함).

11 정신과 상담이나 약물의 도움을 받고 있다(불안, 우울 문제).

12
처음엔 밝고 긍정적이어서 금방 회복이 되다가, 상처받는 경험이 누적되

다 보니 우울감이 오거나 우울증 진단을 받게 된다.

13
또래로부터 배척당하고 괴롭힘당하는 과정이 이어지면서 학교를 견디면

서 다니게 되고, 점점 학교에 대한 거부감이 심해진다.

14 이성 문제에 관해 잘 모르거나 현실적이지 못하다.

15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눈에 빤히 보이는 거짓말을 할 때가 있다.

16
다른 사람이 재촉하거나 자신이 무언가 말, 행동을 해야하는 상황에서

쉽게 위축된다.

17 수업시간에 참여하지 못하고 멍하니 있는 경우가 많다.

18 사소한 것에 쉽게 삐치고 토라진다.

19
익숙한 활동과 환경일 때는 무리 없이 잘 생활하는 반면, 낯선 상황에

대해 불안 수준이 높다.

20
자신이 경계선 지능인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부정, 충격, 받아들임 등의

심적 변화를 겪는다.

21 친구를 사귄다 해도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

22
자기 능력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한다(예: 미흡해도 주변에서 잘 한다고

칭찬하면 그렇게 생각하고 믿는 모습)

23
일을 할 때 손님을 대하거나 사람들을 대해야 하는 일을 특히 불안해한

다.

24 칭찬받는 것을 좋아하고 인정 욕구가 강하다.

25
가족들과 있을 때는 주고받고 하는 소통이 되는데, 상대적으로 외부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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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자신을 어린아이 대하듯 잘 맞춰주는 사람들(대안학교 선생님, 선배 등)

을 좋아한다.

27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잘 믿고, 허황된 이야기나 헛소문도 다 진

짜라고 생각한다(예: 루머, 가짜 뉴스 등)

28

점점 자기 세계가 강해진다. 자신만의 생각이 강하고 잘 바뀌지 않다 보

니 다른 사람의 생각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입장을 바꿔 생각하지

못한다.

29
어릴 때 ADHD, ADD 성향이 보인다는 소견을 듣거나 진단을 받은 경

우가 있다.

30 학교에서 거의 혼자 시간을 보내서 외로움을 느낀다.

31 주어진 일은 힘들어도 끝까지 해내려고 노력한다(성실함).

32
상대방은 장난으로 말하거나 행동했을 때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상처를

받는다.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한다.

33
멘토링 같은 사회성 프로그램에 참여해도 금방 잊어버리고 일반화하지

못한다.

34
학급 내 또래들이 같은 모둠이 되는 것을 꺼려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

다.

35
관계에서 오는 상처가 쌓이면서 점차 자신이 먼저 누군가한테 연락하거

나 만나려고 하지 않고, 혼자 시간을 보내려고 한다.

36 남을 돕는 것을 좋아한다.

37

다른 사람들이 싫어할 말이나 행동이라는 것을 모르고 할 때가 있다(수

업시간에 과도한 질문하기, 선생님께 이르기, 지나치게 솔직하게 말하

기). 사회적인 눈치가 부족하다.

38
친구를 사귀는 기술이 부족하여 친구 관계를 맺고 싶어도 어떻게 다가가

야 할지 모른다.

39
좋아하는 영역과 싫어하는 영역 간 편차가 크다. 특정 영역에 관심이 집

중되며, 자신이 흥미 있고 좋아하는 부분은 쉽게 잘 받아들인다.

40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많아 무언가 배우는 활동을 좋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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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상대방의 표현에서 보이지 않는 의미,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한다.

42

말을 해야 하는 상황(예: 억울한 감정이 들 때)에서도 실패 경험이 많으

니까 결국 자기표현을 안 하고 입을 닫아버린다.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것처럼 보인다.

43
왕따를 당하거나 학교 폭력에 노출되기 쉽다(배척, 언어폭력, 성적인 괴

롭힘 등)

44
성장하면서 점점 밖에서는 감정을 조절하고 행동을 조심하려고 하는데,

집에서는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굴 때가 있다.

45
실제 친구 관계를 맺기 어려워서 온라인 채팅, SNS, 게임 등에 많이 노

출되고 부적절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올라간다.

46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

47

초등학교 입학 후에 처음에는 어느 정도 어울려 지내는 것처럼 보이나

점차 또래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기고 고학년이 될수록 고립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48
유아기에는 눈에 확 띄지는 않았지만,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또래와 잘

섞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49
자기가 노력한 부분에 대해 성취감을 느꼈을 때 조금씩 발전하는 것이

보인다(검정고시, 배움활동 등).

50
사람을 그리워하고 좋아하다 보니 역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용당하기 쉽

다.

51
또래와 놀더라도 의미 있는 교류(관심사 공유, 원활한 대화 등)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52
어린이집에 다닐 때는 잘 드러나지 않다가 초등학교 입학하면서 또래관

계 문제, 학교적응 문제가 급격히 두드러졌다.

53
정해진 틀이 있을 때 편안해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대로 지키려는 성향이

강하다(FM 성격).

54 자기 조절이 어려운 편이어서 스마트폰이나 게임에 중독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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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사회‧정서적 특성 개념도

가.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사회‧정서적 특성 차원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부모가 자녀의 사회‧정서적 특성을 어떠한 차

원에 따라 인식하는지 확인하고자 경계선 지능 청소년을 자녀로 둔 부모

20명을 대상으로 진술문 유사성 평정을 진행하였다. 각 부모 참여자가

진술문 의미에 따라 비슷한 것끼리 분류한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별 유사

성 행렬표를 작성한 후, 집단 유사성 행렬표로 합산하였다. 이 결과를 다

차원척도법으로 분석하였다.

1) 차원의 수

다차원척도법은 분석 데이터를 공간상의 상대적 거리로 시각화하여

나타내는 분석법으로, 다차원 공간에서 적합도 개선을 위한 작업을 반복

적으로 수행하여 대상 간 상대적 거리의 정확도를 높이고자 하는 방법이

다. 다차원척도 분석에 있어서 중요한 작업 중 하나는 본래의 데이터를

최대한 반영하면서도 차원의 수는 가장 낮게, 단순한 공간에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박광배, 2000). 일반적으로 차원의 수는 합치도, 해석

가능성, 효율성을 기준으로 결정된다(최한나, 2008). 먼저, 합치도는 유사

성 평정 결과가 차원에서 나타나는 거리와 어느 정도로 일치하는지를 보

여주는 값으로 스트레스(Stress) 수치로 나타낸다. 즉, 합치도 값이 작을

수록 일치하는 정도가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해석가능성은

구분된 차원을 실제 자료의 속성에 따라 해석할 수 있는지의 정도를 의

미한다. 마지막으로 효율성은 합치도와 해석가능성에 근거하여 가능한

가장 단순하고 차원의 수가 낮은 지점을 찾는 것이 바람직함을 의미한

다. 차원의 수가 높아지면 설명량이 증가하는 대신 해석가능성은 감소하

므로 차원의 수를 결정할 때 합치도와 해석가능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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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다차원척도 분석 결과는 <표 Ⅳ-2>와 같다. 스트레스 값을

기준으로 1차원에서 .604(R²=.142), 2차원에서 .333(R²=.480), 3차원에서

.237(R²=.630), 4차원에서 .161(R²=.746), 5차원에서 .126(R²=782)으로 나타

났다.

<표 Ⅳ-2> 차원의 수에 따른 합치도(Stress)와 설명량(R²)

Kane과 Trochim(2007)은 개념도 연구의 적정 평균 스트레스 값 범위

를 0.205에서 0.365로 제시하였다. Kruskal과 Wish(1978)는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 .10 이하의 스트레스 값이 적정하다고 보았으나, 스트레스 값은

데이터에 결측치나 동점이 많이 포함될수록 감소하고 데이터 수가 많을

수록 높아지는 특성이 있으므로 무조건 스트레스 값이 낮다고 해서 이상

적이라 할 수는 없다(박광배, 2000). 개념도 연구를 수행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이미지(2017)에서 .22, 이윤희(2015)에서 .29, 정혜영, 장성숙

(2017)에서 .30, 권해수, 강호성(2020)에서 .34, 민경화(2012)에서 .35로 나

타났다. 이러한 전문가 관점과 선행연구 결과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0.205-0.365 사이에 위치하는 값을 기반으로 차원의 수를 결정하고자 하

였다.

또한, 차원의 수를 결정하기 위한 추가적인 방법으로 스트레스 플롯

방식을 적용하였다. 차원이 증가할수록 합치도 값이 작아지는 양상을 스

트레스 플롯으로 나타내는데, 이 플롯이 크게 꺾이는 지점(elbow)을 차

원의 수로 결정할 수 있다(Kruskal & Wish, 1978). 그 이유는 elbow 지

차원의 수 합치도(Stress) 설명량(R²) R² 변화량

1 0.604 0.142 -

2 0.333 0.480 0.338

3 0.237 0.630 0.150

4 0.161 0.746 0.116

5 0.126 0.782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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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보다 차원의 수가 증가하더라도 스트레스 값의 변화가 크지 않을 것이

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차원에 따른 스트레스 값을 스크리 도

표로 나타낸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결과에 따라 본 연구의 개념도는

스트레스 값이 급격히 완만해지는 지점인 2차원에 나타내는 것으로 결정

하였다.

[그림 3] 차원에 따른 스트레스 플롯

2) 차원에 따른 진술문 분포 및 차원 해석

부모가 인식하는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사회‧정서적 특성 차원을 2차

원으로 설정하고, 각 좌표값을 기준으로 54개의 진술문을 2차원 상에 배

치한 결과는 [그림 4]와 같다. [그림 4]의 점과 숫자는 각 진술문의 위치

와 번호를 의미하며, 진술문들의 위치와 거리는 부모가 유사하게 여기는

정도를 나타낸다. 같은 집단으로 묶인 빈도가 높을수록 진술문 간 거리

가 가까워지므로, 근접한 진술문들은 참여자들이 그 의미를 비슷하게 인

식한다고 볼 수 있다. 반대로 진술문 간 거리가 멀수록 참여자들이 다르

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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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다차원척도 분석 결과

2차원상에서 1차원 가로축을 X축으로, 2차원 세로축을 Y축으로 보고,

각 차원이 의미하는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사회‧정서적 특성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좌표의 양극단에 위치하는 진술문들을 살펴보았다.

먼저, 1차원 X축에서 정적 방향(우측) 극단에 위치한 진술문은 다음과

같다.

31. 주어진 일은 힘들어도 끝까지 해내려고 노력한다(성실함). (좌표

값: 1.63)

40.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많아 무언가 배우는 활동을 좋아한다.

(좌표값: 1.63)

24. 칭찬받는 것을 좋아하고 인정 욕구가 강하다. (좌표값: 1.61)

49. 자기가 노력한 부분에 대해 성취감을 느꼈을 때 조금씩 발전하는

것이 보인다(검정고시, 배움활동 등). (좌표값: 1.58)

10. 남에게 악의적으로 상처 주거나 계산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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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함, 순진함). (좌표값: 1.55)

1차원 X축에서 부적 방향(좌측) 극단에 위치한 진술문은 다음과 같다.

20. 자신이 경계선 지능인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부정, 충격, 받아들임

등의 심적 변화를 겪는다. (좌표값: -1.35)

6. 관계에서 오는 상처로 스트레스가 쌓이고, 어떻게 해소할지 몰라서

신체화 증상(몸이 아픔→등교 거부)으로 나타난다. (좌표값:

-1.33)

35. 관계에서 오는 상처가 쌓이면서 점차 자신이 먼저 누군가한테 연

락하거나 만나려고 하지 않고, 혼자 시간을 보내려고 한다. (좌표

값: -1.23)

3. 성장하면서 타인의 평가를 신경 쓰거나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

게 보는지 시선을 의식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좌표값: -1.18)

12. 처음엔 밝고 긍정적이어서 금방 회복이 되다가, 상처받는 경험이

누적되다 보니 우울감이 오거나 우울증 진단을 받게 된다. (좌표

값: -1.16)

위에서 제시한 X축의 양극단에 있는 진술문의 내용을 기반으로 위치

에 따른 축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먼저, X축의 정적 방향(우측)은

경계선 지능 청소년이 보이는 성실성, 호기심과 배움에 대한 동기, 인정

욕구, 노력에 따른 성취감, 순수함이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발전 가능성과

성장하고자 하는 의지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에 따라 ‘성장 가

능성 초점’이라 명명하였다. 다음으로, X축의 부적 방향(좌측)은 경계선

지능 청소년이 겪는 자기 인식에 따른 심리 변화, 대인관계에서의 상처

와 좌절, 누적된 상처 경험으로 인한 정신적 문제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상처받는 경험의 누적과 심리적 좌절이라는 의미가 나타났다. 이에

‘상처/좌절 초점’이라 명명하였다. 이러한 양극단의 의미를 종합하여 X축

의 이름을 ‘이해의 초점(Focus of Understanding)’ 축이라 명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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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2차원 Y축에서 정적 방향(상단) 극단에 위치한 진술문은 다

음과 같다.

25. 가족들과 있을 때는 주고받고 하는 소통이 되는데, 상대적으로 외

부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은 어렵다. (좌표값: 1.45)

1. 자신을 방어하려고 공격적으로 행동할 때가 있다. (좌표값: 1.36)

7. 감정 조절이 서투르다. 특히 화가 나거나 분노할 때 조절하는 것이

어렵다. (좌표값: 1.31)

18. 사소한 것에 쉽게 삐치고 토라진다. (좌표값: 1.27)

4. 어릴 때는 말(언어 발달)이 느려서 울거나 드러눕는 등의 행동으로

표출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좌표값: 1.26)

2차원 Y축에서 부적 방향(하단) 극단에 위치한 진술문은 다음과 같다.

30. 학교에서 거의 혼자 시간을 보내서 외로움을 느낀다. (좌표값:

-1.45)

45. 실제 친구 관계를 맺기 어려워서 온라인 채팅, SNS, 게임 등에 많

이 노출되고 부적절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올라간다. (좌표값:

-1.45)

51. 또래와 놀더라도 의미 있는 교류(관심사 공유, 원활한 대화 등)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좌표값: -1.43)

38. 친구를 사귀는 기술이 부족하여 친구 관계를 맺고 싶어도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모른다. (좌표값: -1.40)

48. 유아기에는 눈에 확 띄지는 않았지만,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또래

와 잘 섞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좌표값: -1.37)

위에서 제시한 Y축의 양극단에 있는 진술문의 내용에 따라 위치별 축

의 의미를 살펴보면, Y축 정적 방향(상단)에 위치한 진술문 내용은 경계

선 지능 청소년이 보이는 감정 조절의 어려움과 부적절한 행동 표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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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현의 어려움으로 모두 개인 차원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개인 내 맥락’이라 명명하였다. 이어서 Y축 부적 방향(하단)에 위치한

진술문 내용은 경계선 지능 청소년이 실질적인 대인관계를 맺기 어려워

나타나는 문제들로 다른 이들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어려움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관계 내 맥락’이라 명명하였다. 이러한 양극단의 의

미를 모두 고려하여 Y축의 이름을 ‘행동 문제의 맥락(Context of

Behavioral Problems)’이라 명명하였다.

나.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사회‧정서적 특성에 대한 군집

본 연구에서는 부모가 인식하는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사회‧정서적

특성에 대한 54개의 진술문이 어떠한 속성으로 묶이는지 알아보기 위하

여 군집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때 Kane과 Trochim(2007)은 다차원척도

분석 결과 도출된 좌표값을 사용하여 계층적 군집분석의 하나인 Ward

법을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2차원 상의 좌

표값을 활용하여 Ward 법에 의한 군집분석을 수행하였다. 추가로 김동

일 외(2019)에 따라 다차원척도 분석 결과와 Ward 방법 결과를 비교하

고 군집 내 진술문끼리의 유사도와 군집 간 차이를 확인하여 가장 적절

한 군집의 수를 찾아 나가는 방식을 도입하였다.

1) 계층적 군집분석 결과

다차원척도 분석 결과 도출된 2차원 상의 좌표값을 계층적 군집분석

중 하나인 Ward 법으로 분석한 결과는 [그림 5]와 같다. [그림 5]에 제

시된 덴드로그램을 살펴보면 적용 가능한 군집의 수는 3-7개 사이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진술문 종합 및 피드백 과정에

참여하였던 연구자 3인과 함께 각 군집에 속하는 진술문의 의미, 차원상

의 진술문 위치, 참여자들의 유사도 평정 내용 등을 확인, 비교하는 과정

을 거쳐 최종 군집의 수를 5개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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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좌표값을 활용한 군집분석 덴드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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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집분석 결과

군집분석 결과, 최종 군집의 수는 5개로 확정되었다. 각 군집에 속하

는 진술문들이 유사한 속성을 보이는지 재확인한 결과, 8번 진술문은 덴

드로그램에서 군집 1에 속하였으나 군집 5에 더 가까운 성격으로 보였고

차원상의 위치도 군집 1과 5 사이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

념도 연구 경험이 있는 교육학 박사학위 소지자와 협의하여 8번 진술문

을 군집 5에 포함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이어 각 군집의 이름을 정하

기 위하여 군집에 속하는 진술문의 특징을 확인하였다. 또한, 다차원척도

분석에 따른 2차원 축의 속성과 유사도 평정 과정에서 연구참여자들이

서술한 분류의 의미를 살펴보며 각 군집의 이름을 결정하였다. 군집의

순서는 1사분면(우측 상단)에 위치한 군집을 시작으로 반시계방향 순에

따랐다. 각 군집명과 해당 진술문은 <표 Ⅳ-3>에 제시하였다.

<표 Ⅳ-3> 최종 군집 및 군집별 진술문

군집 진술문

1. 성장 가능한

기질

10
남에게 악의적으로 상처 주거나 계산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순수함, 순진함).

15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눈에 빤히 보이는 거짓말

을 할 때가 있다.

22

자기 능력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한다(예: 미흡해

도 주변에서 잘 한다고 칭찬하면 그렇게 생각하고

믿는 모습)

31
주어진 일은 힘들어도 끝까지 해내려고 노력한다

(성실함).

36 남을 돕는 것을 좋아한다.

39

좋아하는 영역과 싫어하는 영역 간 편차가 크다.

특정 영역에 관심이 집중되며, 자신이 흥미 있고

좋아하는 부분은 쉽게 잘 받아들인다.

40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많아 무언가 배우는

활동을 좋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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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자기가 노력한 부분에 대해 성취감을 느꼈을 때

조금씩 발전하는 것이 보인다(검정고시, 배움활동

등).

53
정해진 틀이 있을 때 편안해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대로 지키려는 성향이 강하다(FM 성격).

2. 서툰 자기표현

1 자신을 방어하려고 공격적으로 행동할 때가 있다.

4
어릴 때는 말(언어 발달)이 느려서 울거나 드러눕

는 등의 행동으로 표출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7
감정 조절이 서투르다. 특히 화가 나거나 분노할

때 조절하는 것이 어렵다.

18 사소한 것에 쉽게 삐치고 토라진다.

25

가족들과 있을 때는 주고받고 하는 소통이 되는

데, 상대적으로 외부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은

어렵다.

42

말을 해야 하는 상황(예: 억울한 감정이 들 때)에

서도 실패 경험이 많으니까 결국 자기표현을 안

하고 입을 닫아버린다.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것처럼 보인다.

3. 개인의

정신/심리적 위기

2
공부는 노력해도 안 된다는 생각에 스트레스가 심

해져서 결국 포기하게 된다.

3

성장하면서 타인의 평가를 신경 쓰거나 다른 사람

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 시선을 의식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6

관계에서 오는 상처로 스트레스가 쌓이고, 어떻게

해소할지 몰라서 신체화 증상(몸이 아픔→등교 거

부)으로 나타난다.

8 자존감이 매우 낮다.

9

사춘기가 지나면서 집에서도 학교,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말을 안 하고 자기 감정을 겉으

로 드러내지 않으려고 한다.

11
정신과 상담이나 약물의 도움을 받고 있다(불안,

우울 문제).

12

처음엔 밝고 긍정적이어서 금방 회복이 되다가,

상처받는 경험이 누적되다 보니 우울감이 오거나

우울증 진단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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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른 사람이 재촉하거나 자신이 무언가 말, 행동

을 해야하는 상황에서 쉽게 위축된다.

19
익숙한 활동과 환경일 때는 무리 없이 잘 생활하

는 반면, 낯선 상황에 대해 불안 수준이 높다.

20
자신이 경계선 지능인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부정,

충격, 받아들임 등의 심적 변화를 겪는다.

23
일을 할 때 손님을 대하거나 사람들을 대해야 하

는 일을 특히 불안해한다.

29
어릴 때 ADHD, ADD 성향이 보인다는 소견을

듣거나 진단을 받은 경우가 있다.

32

상대방은 장난으로 말하거나 행동했을 때도 심각

하게 받아들이고 상처를 받는다.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한다.

4. 사회성/관계적

측면의 문제

13

또래로부터 배척당하고 괴롭힘당하는 과정이 이어

지면서 학교를 견디면서 다니게 되고, 점점 학교

에 대한 거부감이 심해진다.

17
수업시간에 참여하지 못하고 멍하니 있는 경우가

많다.

21 친구를 사귄다 해도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

28

점점 자기 세계가 강해진다. 자신만의 생각이 강

하고 잘 바뀌지 않다 보니 다른 사람의 생각을 쉽

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입장을 바꿔 생각하지 못한

다.

30
학교에서 거의 혼자 시간을 보내서 외로움을 느낀

다.

34
학급 내 또래들이 같은 모둠이 되는 것을 꺼려한

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35

관계에서 오는 상처가 쌓이면서 점차 자신이 먼저

누군가한테 연락하거나 만나려고 하지 않고, 혼자

시간을 보내려고 한다.

38
친구를 사귀는 기술이 부족하여 친구 관계를 맺고

싶어도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모른다.

43
왕따를 당하거나 학교 폭력에 노출되기 쉽다(배

척, 언어폭력, 성적인 괴롭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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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실제 친구 관계를 맺기 어려워서 온라인 채팅,

SNS, 게임 등에 많이 노출되고 부적절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올라간다.

47

초등학교 입학 후에 처음에는 어느 정도 어울려

지내는 것처럼 보이나 점차 또래관계에서 어려움

이 생기고 고학년이 될수록 고립되는 양상으로 나

타난다.

48

유아기에는 눈에 확 띄지는 않았지만, 유치원, 어

린이집에서 또래와 잘 섞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

다.

51
또래와 놀더라도 의미 있는 교류(관심사 공유, 원

활한 대화 등)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52

어린이집에 다닐 때는 잘 드러나지 않다가 초등학

교 입학하면서 또래관계 문제, 학교적응 문제가

급격히 두드러졌다.

54
자기 조절이 어려운 편이어서 스마트폰이나 게임

에 중독되기 쉽다.

5. 사회 적응상의

미성숙

5
놀이나 문화적 관심이 또래에 비해 어리다(유아틱

하다는 말을 들음).

14
이성 문제에 관해 잘 모르거나 현실적이지 못하

다.

24 칭찬받는 것을 좋아하고 인정 욕구가 강하다.

26
자신을 어린아이 대하듯 잘 맞춰주는 사람들(대안

학교 선생님, 선배 등)을 좋아한다.

27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잘 믿고, 허황된 이

야기나 헛소문도 다 진짜라고 생각한다(예: 루머,

가짜 뉴스 등)

33
멘토링 같은 사회성 프로그램에 참여해도 금방 잊

어버리고 일반화하지 못한다.

37

다른 사람들이 싫어할 말이나 행동이라는 것을 모

르고 할 때가 있다(수업시간에 과도한 질문하기,

선생님께 이르기, 지나치게 솔직하게 말하기). 사

회적인 눈치가 부족하다.

41
상대방의 표현에서 보이지 않는 의미,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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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사회‧정서적 특성 개념도

부모가 인식하는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사회‧정서적 특성을 나타내는

개념도를 산출하고자 다차원척도 분석과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라 54개의 진술문을 2차원 상에서 5개의 군집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각 군집에 속하는 진술문의 속성에 따라 군집명을 부여한 개념

도는 [그림 6]와 같다.

[그림 6]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사회‧정서적 특성 개념도

44

성장하면서 점점 밖에서는 감정을 조절하고 행동

을 조심하려고 하는데, 집에서는 여전히 어린아이

처럼 굴 때가 있다.

46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

50
사람을 그리워하고 좋아하다 보니 역으로 다른 사

람에게 이용당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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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도출된 개념도를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진술문들

은 2차원상에 전반적으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었으나 군집 3 ‘개인의 정

신/심리적 위기’에서 상대적으로 진술문들이 가깝게 분포하는 것을 확인

하였다. 군집 5 ‘사회 적응상의 미성숙’의 경우 다른 군집들에 비하여 진

술문들이 퍼져 있었다. 군집 내 진술문 간의 거리는 연구참여자들의 인

식이 어느 정도로 개념화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은혜경, 2010),

진술문끼리 모여 있는 형태는 곧 참여자들이 뚜렷하게 개념화하고 있음

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군집 3 ‘개인의 정신/심리적 위기’와 관련된 내

용은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부모들이 비교적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진술문들이 가장 넓게 분포하고 있는 군집 5 ‘사회 적

응상의 미성숙’은 부모들의 인식이 명확히 개념화되지 않았거나 공통적

인 의견이 부족하거나, 혹은 경험 및 인식이 다양하다는 점을 의미한다

(최수미 외, 2018).

둘째, 차원(성장 의지 초점-상처/좌절 초점, 개인 내 맥락-관계 내 맥

락)을 기준으로 보면 진술문들은 4개의 사분면에 고루 분포하였다. 먼저,

1사분면은 성장 가능성 초점-개인 내 맥락에 해당하고, 경계선 지능 청

소년 개인 차원의 특성 중 성장 가능성이 있는 특성을 나타낸다. 여기에

는 군집 1 ‘성장 가능한 기질’이 위치하며, ‘순진함, 성실함, 호기심, 성취

감’ 등을 나타내는 진술문들이 속한다. 2사분면은 상처/좌절 초점-개인

내 맥락에 해당하며, 부정적인 경험 누적으로 인한 개인 내적 어려움을

나타낸다. 군집 3 ‘개인의 정신/심리적 위기’가 여기에 포함되며, ‘우울,

불안, 위축, 낮은 자존감’ 등의 진술문들이 여기에 속한다. 군집 2 ‘서툰

자기표현’의 경우, 1사분면과 2사분면 사이에 위치하나 의미상 좌측의 상

처/좌절 초점에 가깝다. 여기에는 ‘자기표현 및 소통의 어려움, 감정 조

절의 어려움’ 등의 진술문이 포함된다. 3사분면은 ‘상처/좌절 초점-관계

내 맥락’이며, 대인관계에서의 부정적 경험으로 인한 상처와 좌절을 나타

낸다. 여기에는 군집 4. ‘사회성/관계적 측면의 문제’가 포함되어 있으며,

‘사회성 부족과 이로 인한 또래관계에서의 소외, 괴롭힘, 학교폭력 등의

문제’를 나타내는 진술문들이 속해있다. 4사분면은 ‘성장 가능성 초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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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내 맥락’이며 사회적 관계에서 성장 가능성을 지닌 사회‧정서적 특성

을 의미한다. 군집 5 ‘사회 적응상의 미성숙’이 위치하며, ‘또래보다 어린

성향과 관심, 부족한 상황인지 능력, 문제해결능력 미비, 분별력 부족’ 등

의 진술문이 이에 속한다. 성장 가능성과 관련된 사분면에 위치하나 군

집 1에 속하는 진술문들이 경계선 지능 청소년 개인의 순수한 특성 중

강점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이루어진 반면, 군집 5는 이러한

특성이 더딘 발달을 보이며 대인관계와 사회 적응적 측면에서 어리고 미

숙한 특성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진술문으로 구성되었다.

3.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사회‧정서적 특성 중요도

가. 내용별 중요도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사회‧정서적 특성을 나타내는 54개의 진술문에

대하여 연구참여자인 부모 20명이 5점 리커트 척도에 따라 중요도를 평

정하였다. 중요도를 판단하는 기준은 각 진술문이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사회‧정서적 특성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인식의

정도이다. 중요도 평정 결과에 따른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 Ⅳ-4>에 내

림차순으로 제시하였다.

<표 Ⅳ-4>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사회‧정서적 특성에 대한 중요도

번

호
최종 진술문 평균

표준

편차

47

초등학교 입학 후에 처음에는 어느 정도 어울려 지내는

것처럼 보이나 점차 또래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기고 고학

년이 될수록 고립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4.90 0.30

43
왕따를 당하거나 학교 폭력에 노출되기 쉽다(배척, 언어폭

력, 성적인 괴롭힘 등)
4.80 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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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친구를 사귀는 기술이 부족하여 친구 관계를 맺고 싶어도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모른다.
4.75 0.54

52

어린이집에 다닐 때는 잘 드러나지 않다가 초등학교 입학

하면서 또래관계 문제, 학교적응 문제가 급격히 두드러졌

다.

4.75 0.54

41
상대방의 표현에서 보이지 않는 의미, 의도를 잘 파악하

지 못한다.
4.70 0.56

51
또래와 놀더라도 의미 있는 교류(관심사 공유, 원활한 대

화 등)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4.65 0.48

21 친구를 사귄다 해도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 4.60 0.73

22
자기 능력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한다(예: 미흡해도 주변

에서 잘 한다고 칭찬하면 그렇게 생각하고 믿는 모습)
4.55 0.59

46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 4.55 0.59

7
감정 조절이 서투르다. 특히 화가 나거나 분노할 때 조절

하는 것이 어렵다.
4.50 0.59

30 학교에서 거의 혼자 시간을 보내서 외로움을 느낀다. 4.50 0.67

25
가족들과 있을 때는 주고받고 하는 소통이 되는데, 상대

적으로 외부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은 어렵다.
4.45 0.74

17 수업시간에 참여하지 못하고 멍하니 있는 경우가 많다. 4.40 0.86

19
익숙한 활동과 환경일 때는 무리 없이 잘 생활하는 반면,

낯선 상황에 대해 불안 수준이 높다.
4.40 0.86

6

관계에서 오는 상처로 스트레스가 쌓이고, 어떻게 해소할

지 몰라서 신체화 증상(몸이 아픔→등교 거부)으로 나타

난다.

4.35 0.85

8 자존감이 매우 낮다. 4.35 1.06

13

또래로부터 배척당하고 괴롭힘당하는 과정이 이어지면서

학교를 견디면서 다니게 되고, 점점 학교에 대한 거부감

이 심해진다.

4.35 0.57

16
다른 사람이 재촉하거나 자신이 무언가 말, 행동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쉽게 위축된다.
4.35 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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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잘 믿고, 허황된 이야기나

헛소문도 다 진짜라고 생각한다(예: 루머, 가짜 뉴스 등)
4.35 0.85

50
사람을 그리워하고 좋아하다 보니 역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용당하기 쉽다.
4.35 0.91

24 칭찬받는 것을 좋아하고 인정 욕구가 강하다. 4.30 1.10

42

말을 해야 하는 상황(예: 억울한 감정이 들 때)에서도 실

패 경험이 많으니까 결국 자기표현을 안 하고 입을 닫아

버린다.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것처럼 보인다.

4.30 1.10

54
자기 조절이 어려운 편이어서 스마트폰이나 게임에 중독

되기 쉽다.
4.30 0.71

10
남에게 악의적으로 상처 주거나 계산적인 행동을 하지 않

는다(순수함, 순진함).
4.25 0.89

37

다른 사람들이 싫어할 말이나 행동이라는 것을 모르고 할

때가 있다(수업시간에 과도한 질문하기, 선생님께 이르기,

지나치게 솔직하게 말하기). 사회적인 눈치가 부족하다.

4.25 1.18

39

좋아하는 영역과 싫어하는 영역 간 편차가 크다. 특정 영

역에 관심이 집중되며, 자신이 흥미 있고 좋아하는 부분

은 쉽게 잘 받아들인다.

4.25 0.99

48
유아기에는 눈에 확 띄지는 않았지만, 유치원, 어린이집에

서 또래와 잘 섞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4.25 1.04

49
자기가 노력한 부분에 대해 성취감을 느꼈을 때 조금씩

발전하는 것이 보인다(검정고시, 배움활동 등).
4.25 0.89

26
자신을 어린아이 대하듯 잘 맞춰주는 사람들(대안학교 선

생님, 선배 등)을 좋아한다.
4.20 0.93

45

실제 친구 관계를 맺기 어려워서 온라인 채팅, SNS, 게임

등에 많이 노출되고 부적절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올라

간다.

4.20 1.03

28

점점 자기 세계가 강해진다. 자신만의 생각이 강하고 잘

바뀌지 않다 보니 다른 사람의 생각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입장을 바꿔 생각하지 못한다.

4.15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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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학급 내 또래들이 같은 모둠이 되는 것을 꺼려한다는 점

을 인지하고 있다.
4.15 1.06

12

처음엔 밝고 긍정적이어서 금방 회복이 되다가, 상처받는

경험이 누적되다 보니 우울감이 오거나 우울증 진단을 받

게 된다.

4.10 0.89

14 이성 문제에 관해 잘 모르거나 현실적이지 못하다. 4.10 1.22

32

상대방은 장난으로 말하거나 행동했을 때도 심각하게 받

아들이고 상처를 받는다.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한

다.

4.10 0.99

3
성장하면서 타인의 평가를 신경 쓰거나 다른 사람이 자신

을 어떻게 보는지 시선을 의식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4.05 1.16

5
놀이나 문화적 관심이 또래에 비해 어리다(유아틱하다는

말을 들음).
4.05 1.07

29
어릴 때 ADHD, ADD 성향이 보인다는 소견을 듣거나 진

단을 받은 경우가 있다.
4.05 0.97

31 주어진 일은 힘들어도 끝까지 해내려고 노력한다(성실함). 4.05 0.86

33
멘토링 같은 사회성 프로그램에 참여해도 금방 잊어버리

고 일반화하지 못한다.
3.95 0.86

44

성장하면서 점점 밖에서는 감정을 조절하고 행동을 조심

하려고 하는데, 집에서는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굴 때가

있다.

3.95 0.80

53
정해진 틀이 있을 때 편안해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대로

지키려는 성향이 강하다(FM 성격).
3.90 1.04

4
어릴 때는 말(언어 발달)이 느려서 울거나 드러눕는 등의

행동으로 표출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3.75 1.13

23
일을 할 때 손님을 대하거나 사람들을 대해야 하는 일을

특히 불안해한다.
3.70 1.27

36 남을 돕는 것을 좋아한다. 3.70 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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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개 진술문에 대한 부모 참여자들의 중요도 평정 결과, 전체 평균은

4.17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는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부모들이

자녀의 사회‧정서적 특성을 나타내는 위 진술문들에 대하여 중간 수준

이상으로 중요하게 판단하였음을 의미한다. 진술문의 중요도 점수 범위

는 최소 3.40점에서 최대 4.90점으로 나타났다.

부모들이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사회‧정서적 특성으로 가장 중요하다

고 판단한 진술문은 ‘47. 초등학교 입학 후에 처음에는 어느 정도 어울려

지내는 것처럼 보이나 점차 또래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기고 고학년이 될

수록 고립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4.90)’로, 학령기에 들어서서 또래관계

문제가 불거지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점 심각해진다는 부분에 대다수

부모가 동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43. 왕따를 당하거나 학

1 자신을 방어하려고 공격적으로 행동할 때가 있다. 3.65 1.01

9

사춘기가 지나면서 집에서도 학교, 밖에서 무슨 일이 있

었는지 잘 말을 안 하고 자기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

으려고 한다.

3.65 1.11

15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눈에 빤히 보이는 거짓말을 할 때

가 있다.
3.65 1.06

20
자신이 경계선 지능인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부정, 충격,

받아들임 등의 심적 변화를 겪는다.
3.65 0.85

2
공부는 노력해도 안 된다는 생각에 스트레스가 심해져서

결국 포기하게 된다.
3.60 1.07

40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많아 무언가 배우는 활동을

좋아한다.
3.55 1.16

35

관계에서 오는 상처가 쌓이면서 점차 자신이 먼저 누군가

한테 연락하거나 만나려고 하지 않고, 혼자 시간을 보내

려고 한다.

3.50 1.16

11
정신과 상담이나 약물의 도움을 받고 있다(불안, 우울 문

제).
3.40 1.46

18 사소한 것에 쉽게 삐치고 토라진다. 3.40 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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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폭력에 노출되기 쉽다(배척, 언어폭력, 성적인 괴롭힘 등)(4.80)’, ‘38.

친구를 사귀는 기술이 부족하여 친구 관계를 맺고 싶어도 어떻게 다가가

야 할지 모른다(4.75)’, ‘52. 어린이집에 다닐 때는 잘 드러나지 않다가 초

등학교 입학하면서 또래관계 문제, 학교적응 문제가 급격히 두드러졌다

(4.75)’, ‘41. 상대방의 표현에서 보이지 않는 의미,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한다(4.70)’, ‘또래와 놀더라도 의미 있는 교류(관심사 공유, 원활한 대

화 등)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4.65)’가 중요도 평정값이 높은 순

으로 뒤를 이어 또래관계 관련 어려움이 부모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는 특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 군집별 중요도

부모들이 인식하는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사회‧정서적 특성에 대한 4

개의 군집별 중요도 결과는 <표 Ⅳ-5>와 같다.

<표 Ⅳ-5> 군집별 중요도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부모가 인식하는 자녀의 사회‧정서적 특성에

대한 군집별 중요도를 살펴보았을 때, ‘군집 4. 사회성/관계적 측면의 문

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또래관계 문제 양상의 심각화와

군집 평균 표준편차

군집 4 사회성/관계적 측면의 문제 4.42 0.27

군집 5 사회 적응상의 미성숙 4.25 0.21

군집 1 성장 가능한 기질 4.02 0.15

군집 2 서툰 자기표현 4.01 0.20

군집 3 개인의 정신/심리적 위기 3.98 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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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한 학교적응의 어려움에 대하여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군집 3. 개인의 정신/심리적 위기’는 중요도 평균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참여자들이 사회적 관계에서 오는 문제보다는 개인의 정신적, 심리

적 어려움에 대하여 덜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관련 특성

에 대하여 참여자들의 인식이 낮거나 개인이 경험한 양상이 다양하게 나

타난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 군집 4에 이어 중요도가 높은 순서는 ‘군

집 5. 사회 적응상의 미성숙’, ‘군집 1. 성장 가능한 기질’, ‘군집 2. 서툰

자기표현’으로 나타났다. 군집별 중요도 평균 범위는 최대 4.42에서 최소

3.98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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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1. 요약 및 논의

가. 부모 인식에 따른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사회‧정서적 특성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 인식을 기반으로 경계선 지능 청소년이 보이

는 사회‧정서적 특성을 탐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만 9-24세의 경

계선 지능 청소년을 자녀로 둔 부모 15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

다. 인터뷰에 앞서 3인의 초점질문개발 참여자들과 함께 ‘자녀(경계선 지

능 청소년/느린학습자)가 보이는 가장 두드러지는 사회⸱정서적 특성은

무엇입니까?’라는 초점질문을 개발, 확정하였다. 인터뷰는 대면 및 전화,

화상 방식을 활용하였고 모두 일대일 인터뷰로 이루어졌다. 인터뷰 내용

은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녹음 후 모두 전사하였다. 전사한 내용을 바탕

으로 최종 진술문을 추출하기 위한 진술문 종합 및 피드백 과정에는 총

5인이 참여하였다. 먼저, 진술문 종합 단계에서는 연구자와 경계선 지능

프로젝트 연구원 경력자 2인이 진술문을 아이디어별로 분류하고 의미에

따라 분리, 통합하는 과정을 거쳐 총 65개의 진술문을 도출하였다. 여기

에 교육학 박사학위 소지자 1인과 경계선 지능 관련 연구에 참여 경력이

있는 박사과정생 1인, 그리고 부모 참여자 2인의 검토 후 피드백을 반영

하여 최종적으로 54개의 진술문을 확정하였다.

앞서 도출된 54개의 진술문을 살펴보면,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사회

적, 정서적 특성에 대한 부모들의 인식이 다양한 표현으로 드러났다. 낮

은 자존감과 우울, 위축, 불안과 같은 심리적 특성과 또래보다 어린 관심

과 행동을 보이는 사회적 미성숙, 또래관계와 학교생활에서의 부적응, 감

정 및 충동 조절 문제 등 부모의 양육 경험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특성

이 도출되었다. 또한, 유아기 때 인지하지 못하였던 또래관계 문제가 초

등학교 시기에 두드러졌다는 점, 고학년이 될수록 양상이 심각해져 상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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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이 계속 누적되고 점차 심리적 문제까지 발생하여 사회 적응상의 어

려움으로 이어진다는 과정이 담겨 있어 초등부터 성인기 자녀를 둔 부모

참여자의 현재 진행형 진술과 회고적 진술이 함께 도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진술문들은 박현숙(2018)에서 제시한 경계선 지적

기능 선별 체크리스트의 목록에서 부정적 또래관계, 충동성/사회적 대처

기술 미숙 요인에 해당하는 항목 대부분과 일치하였다. 또한, 경계선 지

능 아동의 특성 연구(정희정, 이재연, 2005; 2008)에서 제시한 사회적 미

성숙, 위축, 우울, 공격성, 충동성 등의 특성과 일치하였다. 이러한 양상

은 낮은 인지 기능이 사회성 및 정서적 특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는 선행연구를 뒷받침하는데, Gabriele 외(1998)에 의하면 청소년기는 특

히 정서 발달과 인지 발달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정서적

불안정이 지적 기능을 방해할 수 있는 것처럼 인지적 어려움도 성격 발

달에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학령기 이후 사

회 적응에는 인지적 요인보다 성격, 관계적 태도, 감정 및 충동 조절, 자

존감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정신적, 심리적

상태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교사 인식에 기반하여

경계선 지능 학생의 특성을 제시한 김진아(2017) 연구에서도 교사들은

학교생활에서 경계선 지능 학생의 인지적 특성보다 오히려 사회적, 정서

적 특성이 더 두드러진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Alesi 외(2015)는 부모와 교사의 태도가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사회성과 정서 발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였다. 부

모와 교사가 보이는 불안한 태도, 비판 및 거부, 과잉 통제 혹은 과잉 보

호는 경계선 지능 청소년으로 하여금 심리적 불안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밝혀졌다(Drake & Ginsburg, 2012). 특히, 청소년기는 다른 사람과의 관

계를 통하여 성장하고 가까운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만약 가정에서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면 공

감능력이 결여될 수 있고, 타인을 믿지 못하며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

태에 놓일 수 있어 대인관계에서의 실패로 연결되는 악순환이 형성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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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추언아, 남현우, 2017). 따라서, 부모가 경계선 지능 자녀의 인지적

특성을 이해하고 이로 인하여 드러나는 사회적, 정서적 특성을 인지하여

적절한 양육 태도를 지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를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일은 쉽지 않다. 김선미

(2019) 연구에서 주의력, 기억력 훈련이 경계선 지능 아동의 대인관계 능

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을 때 ‘또래와의 마찰’ 항목에 대한 교사 대

상 검사에서는 개선된 결과가 나타났으나, 어머니 대상 검사에서는 변화

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부모가 자녀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부모교육과 상담과 같은 부모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부모교육에 대한 중요성은 이미 많은 선행연구에서 강

조하는 부분으로(강옥려, 2016; 김동일 외, 2021; 장세희, 2018; 정희정,

이재연, 2008), 부모의 양육 경험에 대한 충분한 존중과 공감을 바탕으로

자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도와야 한다. 또한, 부모 커뮤니티를 활성화

하여 비슷한 경험을 가진 부모들이 모여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의 어려움

에 대하여 공감하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모 지원은 부모가

경계선 지능 자녀에 대하여 정확히 인식함으로써 자녀에게 적절한 반응

을 보이고 정서적인 지지를 강화하여 부모-자녀 간 정서적 상호작용을

개선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사회‧정서적 문제를 완화하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나.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사회‧정서적 특성에 대한 차원과 군집

1) 부모 인식의 차원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사회‧정서적 특성을 나타내는 54개의 진술문에

대한 부모 인식을 확인하기 위하여 부모 참여자 20명을 대상으로 개별

유사성 분류 작업을 수행하였다. 각 자료는 비유사성 행렬표로 코딩 후

집단 유사성 행렬표로 합산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다차원척도 분석을 실

시하였다. 분석 결과, 부모가 인식하는 차원은 2차원이 적절한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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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먼저, 1차원 X축은 자녀에 대한 이해의 초점이라는 관점에서 ‘성장 가

능성 초점-상처/좌절 초점’으로 해석되었다. 1차원의 정적 방향으로 갈수

록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특성 중 긍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특성에 관

한 진술문들이 도출되었다. 예로 ‘주어진 일은 힘들어도 끝까지 해내려고

노력한다(성실함),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많아 무언가 배우는 활동

을 좋아한다, 칭찬받는 것을 좋아하고 인정 욕구가 강하다’ 등의 특성이

X축 우측 극단에 위치하였다. 반면, 1차원의 부적 방향으로 갈수록 부정

적인 자기 인식과 대인관계 실패 경험으로 인한 상처, 좌절을 나타내는

진술문들이 나타났다. 예컨대, ‘자신이 경계선 지능인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부정, 충격, 받아들임 등의 심적 변화를 겪는다, 관계에서 오는 상처

로 스트레스가 쌓이고, 어떻게 해소할지 몰라서 신체화 증상(몸이 아픔

→등교 거부)으로 나타난다, 관계에서 오는 상처가 쌓이면서 점차 자신

이 먼저 누군가한테 연락하거나 만나려고 하지 않고, 혼자 시간을 보내

려고 한다’ 등의 특성이 X축 좌측 극단에 위치하였다.

1차원 축에 따른 해석은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부모들이 자녀의 사회

적, 정서적 특성에 대하여 성장 가능하다는 인식을 지니면서도 실패로

인한 좌절을 경험하였음을 나타내고 있다. 즉, 자녀가 보이는 고유 특성

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과 실패 경험이 누적되어 형성된 부정적인 인식이

1차원 상의 상반된 주요 개념으로 나타났다. 경계선 지능을 지닌 자녀의

부모 인식을 다룬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양육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정신

적 고통, 자녀의 학교생활 및 또래관계 내 부적응을 지켜보며 느끼는 좌

절, 지원의 부재 등 주로 부정적인 측면에 관한 인식이 연구 결과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김고은, 김혜리, 2018; 주은미, 최승숙,

2018; 홍경숙, 2021). 성장 가능성에 대한 측면을 일부 보고하는 연구도

있었는데, 김영미(2021)에서는 경계선 지능 자녀로 인한 부모의 정신적

고통과 양육의 어려움이 주로 나타났으나, 자녀의 성장을 지켜보는 데서

오는 긍정적 감정과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함께 보고하였다. 김혜리(2018)

에서도 양육 과정에서의 상처 경험이 주로 나타났으나, 동시에 자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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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긴 친구 관계 및 사회성에서의 긍정적 변화, 가정의 지지에 따른 성장

을 함께 언급하고 있었다. 임희진, 구자경(2019) 또한 자녀 문제로 인한

어머니의 심리적 고통과 가정 내 갈등, 또래관계에서 오는 문제 등의 어

려움을 드러내면서도 자녀를 이해하고 지지하려는 노력에 따른 긍정적

변화를 함께 언급하였다.

이처럼 경계선 지능 자녀를 둔 부모 인식에 관한 선행연구는 양육 과

정에서 느끼는 좌절과 고통뿐만 아니라 개선을 위한 노력과 성장을 함께

보고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 도출한 1차원 축의 양상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앞서 소개한 부모 인식 연구는 경계선 지능으로 인한

부정적 측면이 결과의 대부분을 설명하는 점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성장

가능성이라는 측면이 1차원 축을 구성하는 주된 개념 중 하나라는 점에

서 차별성을 띤다고 볼 수 있다.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사회‧정서적 특

성 중 상처와 좌절에 관한 부모 인식이 이들의 현실적 어려움과 지원의

미비점 및 부재를 드러낸다면, 자녀의 성장 가능성에 관한 부모 인식은

사회적 인식이 너무 부정적인 측면에만 기울어지지 않게 한다. 동시에

경계선 지능 청소년 개인에 대한 지원은 개별적인 강점과 성장 가능한

특성을 발굴하는 데서 출발하여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2차원 Y축은 자녀가 보이는 행동 문제의 맥락이라는 관점에

서 ‘개인 내 맥락-관계 내 맥락’으로 해석되었다. 2차원의 정적 방향으로

갈수록 경계선 지능 청소년이 보이는 자기표현의 어려움이나 개인 내적

인 조절의 문제에 관한 진술문들이 도출되었다. 예를 들어 ‘가족들과 있

을 때는 주고받고 하는 소통이 되는데, 상대적으로 외부에서 다른 사람

들과의 소통은 어렵다, 자신을 방어하려고 공격적으로 행동할 때가 있다,

감정 조절이 서투르다. 특히 화가 나거나 분노할 때 조절하는 것이 어렵

다’ 등의 특성이 Y축 상단 극단에 위치하였다. 반면, 2차원의 부적 방향

으로 갈수록 타인과 실질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에 관

한 진술문들이 나타났다. 예로 ‘실제 친구 관계를 맺기 어려워서 온라인

채팅, SNS, 게임 등에 많이 노출되고 부적절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올라간다, 학교에서 거의 혼자 시간을 보내서 외로움을 느낀다, 또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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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더라도 의미 있는 교류(관심사 공유, 원활한 대화 등)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등의 특성이 Y축 하단 극단에 위치하였다.

2차원 축에 대한 해석은 경계선 지능 청소년이 보이는 문제의 맥락을

개인 차원에서 겪는 어려움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으

로 구분할 수 있다. 즉, 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겉으로 드러내 보이는 문

제의 맥락을 바라볼 때, 자기표현과 자기조절의 어려움이라는 개인 내적

측면에서의 인식과 실질적인 관계 형성이 어렵다는 대인 관계적 측면에

서의 인식으로 서로 대비되어 나타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맥락을 이해

한다는 것은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행동 문제를 단편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행동의 선후 관계, 환경, 관련자 등 전체적인 관점에서 나타난 행

동을 이해하려는 것이다. 부모 참여자의 표현을 살펴보면 자녀가 공격적

인 행동을 보이거나 화 또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분출하는 것은 내면에

서 감정 조절이 어렵거나 자신을 방어하고자 보이는 행동일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온라인 채팅이나 SNS, 게임 등에서 피상적인 관

계를 맺기 쉬운 이유는 현실에서 친구를 만들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점도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경계선 지능 청소년을 양육하고 문제를 직접 관찰,

경험해 온 부모들은 자녀가 보이는 행동을 맥락적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측면은 다른 선행연구에서도 드러난다(김고은, 김

혜리, 2018; 김영미, 2021; 주은미, 최승숙, 2018; 홍경숙, 2021). 따라서

부모 인식에 근거하여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특성을 살펴보는 연구는 실

제 생활장면에서 가시적으로 드러난 특성이라는 점, 또한 그 맥락과 과

정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본 연구

는 경계선 지능 청소년이 보이는 사회‧정서적 문제의 맥락을 개인 내 차

원과 관계 내 차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보다 심화된 관점

을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문제에 대한 개입과 연결하여 보면,

개입의 목표가 되는 요인에 있어서 여러 선행연구(김선미, 2019; 정혜경,

2016; 정희정, 이재연, 2005; Predescu et al., 2020; Smirni et al., 2019)

에서 제시한 주의력, 기억력, 실행기능 등의 사회, 정서적 특성과 밀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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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의 인지적 요인을 고려해야 하듯, 개입을 실행할 때는 가까운 주변

인의 협력하에 개인이 생활하는 맥락을 이해하고 인과 관계를 고려하여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덧붙여, 맥락 안에서 개인 내적인 특성

과 타인과의 관계 내에서의 특성을 구분하여 살펴보는 과정이 이루어져

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다.

2) 부모 인식의 군집

다차원척도 분석 결과에 대한 군집분석 수행 후 각각의 결과를 비교

하고 원자료의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적절한 군집의 수를 5개로

확정하였다.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사회‧정서적 특성에 대한 각 군집명

은 포함하고 있는 진술문의 속성에 따라 ‘성장 가능한 기질, 서툰 자기표

현, 개인의 정신/심리적 위기, 사회성/관계적 측면의 문제, 사회 적응상의

미성숙’으로 부여하였다.

첫째, ‘성장 가능한 기질’ 군집은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순수함과 성실

함, 호기심, 남을 돕는 것을 좋아하는 성향, 성취감, 정해진 틀을 그대로

지키려는 성향 등 강점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특성을 나타내는 진술문으

로 이루어져 있다. 사실 기존의 경계선 지능 청소년 특성 연구들을 살펴

보면, 그 연구의 수가 매우 적긴 하지만 대체로 주의집중, 불안, 사회적

미성숙 등의 문제점에 관하여 밝히고 있어(변관석, 신진숙, 2017) 이들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나 강점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것으로 확인

된다. 박찬선, 장세희(2018)의 저서에서 이들의 장점을 제시하고 있는데,

‘순진하고 착함, 정이 많음, 성실함’ 등으로 첫 번째 군집의 내용과 일치

한다. 저자는 이들의 가장 큰 장점은 잘 하고자 하는 의지라고 언급하며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장점을 고려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 참여한 부모 인터뷰에서 이러한 특성

이 마냥 장점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언급한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보는

관점에 따라 경계선 지능 청소년이 가진 순수하고 성실한 기질은 자칫

또래보다 어리고 사회적으로 미성숙한 모습으로 비추어질 수 있음이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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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났다. 그러나 이와 같은 태도는 개선의 노력을 해도 이해와 포용 단계

에서 그칠 수 있어 경계선 지능 청소년들이 가진 잠재력과 가능성이 간

과되기 쉽다. 부모가 자녀의 강점을 발견하고 계발하는 데 초점을 맞추

는 일은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자존감 회복과 자아개념 형성에 도움이

되고 진로와 자립으로 연결될 수 있다(강옥려, 2016). 따라서 경계선 지

능 자녀가 보이는 인지적, 학업적 부족을 보완하고자 하는 부모의 노력

도 필요하지만, 자녀의 성공적인 사회 적응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녀가

지닌 성장 가능한 잠재력을 발견하고 이에 초점을 맞추는 부모 양육 태

도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서툰 자기표현’ 군집은 내적인 조절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겉으

로 표현을 하지 못하거나, 반대로 거칠게 표출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는

진술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느린 언어발달이 자기

표현의 어려움으로 연결될 수 있지만, 사회적 정보처리와 상호작용의 미

숙함으로 인하여 상황에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박

현숙, 2018). 정희정, 이재연(2008)에 따르면 경계선 지능 청소년은 다른

사람의 감정에 대한 공감이 부족하고 충동적으로 감정을 표출하며, 상황

에 적절한 자기 표현을 하는 데 어려움을 보인다. 이들에게 있어 사회

적응의 성패는 인지적 요인보다 정서상태, 충동 조절, 자신감 등이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사회성, 정서적 조절에 대한 개입

은 유아기 및 아동기가 가장 적기이므로(김남희, 2010; 김선미, 2019) 조

기개입을 통한 사회성, 정서적 기능 향상은 향후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학교 및 사회 적응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경계선 지능 자녀를 둔 부모가 양육 초기에 이용할

수 있는 사회성, 정서 관련 프로그램은 매우 부족하고, 있다 하더라도 부

모가 관련 정보를 얻는 노력을 따로 기울여야 하며 대부분 사설 기관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김동일

외, 2021). 이에 경계선 지능 유아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사회성 향상 및

정서조절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며, 이들을 양육하는 부모가 보다 쉽

게 접근할 수 있도록 비용적 부담을 낮추고 적극 홍보하는 국가적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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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개인의 정신/심리적 위기’ 군집은 반복되는 실패와 상처 경험으

로 인한 스트레스, 불안, 위축, 신체화 증상, 피해 의식 등 정신적 어려움

에 관한 진술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경계선 지능 청소년은 평균보다 낮

은 지적 수준이나 자기 인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신의 내적, 외적인 경

험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오히려 정신 병리학적 어려움에 처

할 수 있다(Gabriele et al,, 1998). 또한, 이들은 회복탄력성이 낮다고 보

고되는데(김동일 외, 2021), 여기에는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큰 영향을 미

치며, 동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Alesi et al., 2015; Drake &

Ginsburg, 2012; Gabriele et al., 1998).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느린 발달

과 수행으로 인하여 이들에 대한 부모의 인식이 부정적으로 형성되기 쉬

우나,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긍정적인 기대와 정서적 지지, 일관적인 태

도를 보인다면 이들의 심리적 안정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이금진,

2017). 따라서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정신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가까운 관계인 부모의 이해와 지지가 매우 중요하다. 경계선 지능

자녀가 외부에서 겪은 실패와 상처 경험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정을 스스

로 다스리고 회복하는 힘을 기르도록 지지적인 환경을 마련해주는 부모

의 역할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사회성/관계적 측면의 문제’ 군집은 주로 학교 또래 관계에서의

부적응 문제에 관한 내용으로, 사회성 부족으로 인한 소외, 학교폭력 문

제, 학교에 대한 거부감과 이러한 양상의 심각화에 관한 진술문으로 이

루어져 있으며, 이 군집에 포함되는 진술문의 수가 가장 많았다. 여러 선

행연구에서도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사회성 결핍과 또래관계, 학교 적응

상의 부적응은 확인할 수 있다(김진아, 2017; 주은미, 최승숙, 2018;

Kavale & Forness, 1996). 군집에 포함된 진술문을 살펴보면 대부분 학

령기 또래관계와 관련이 있는데, 또래 관계에서의 거듭되는 실패는 성인

기에 이르러 심리적 위기와 사회적 위축과 같은 심각한 문제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최윤미, 2016; Chauhan, 2011) 이에 관한 관심과 지원이 반

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학교에서의 적응 문제는 부모의 역할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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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한계가 있으며 학교에서의 노력과 개입이 불가피하다. 긍정적이고

안전한 학교 분위기를 만들기 위하여 관리자부터 학생까지 학교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인식개선교육이 요구되며, 교사 교육 및 연수(김진

아, 2017)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교우관계 갈등은 타인의 직접

적 개입이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김동일 외, 2021) 교사 한 사람에게

모든 역할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교육청 및 학교 차원에서 긍정적이고

포용적인 학교 분위기를 형성하고자 노력해야 하며, 교사와 협력할 수

있는 보조교사나 외부전문가 등의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부모는 교사와 원활한 소통 관계를 유지하며 자녀

의 교우관계 문제 및 학교 부적응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협력의 태도를

지니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사회 적응상의 미성숙’ 군집은 충분히 성장하지 못한 상황에

서 사회에 적응해나갈 때 또래보다 어린 행동을 보이거나 상황 또는 의

도를 파악하지 못하여 자칫 미성숙한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는 특성에

관한 진술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박찬선, 장세희(2018)에서 경계선

지능 청소년은 어린아이처럼 미숙한 정서적 욕구를 보이고 의존적이며

순수하다고 언급한 바와 일치하는 측면이다. 이는 김동일 외(2021)에서

도 나타나는데, 사회적으로 미성숙한 특성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이

용당하거나 범죄에 노출되기 쉽다는 우려가 도출되었다. 경계선 지능인

이 약물, 폭력, 범죄에 대한 위험군임을 밝히는 연구(Hassiotis et al.,

2011)가 공격성과 문제행동으로 인한 가해의 문제를 논한다면, 본 군집

에서 나타내는 특성은 특정 상황에서 피해자로 노출될 위험성을 알리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국가적 지원이 부재하여 사회에 나아갔을 때, 장애

인보다 더욱 복합적인 문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진현정, 2016). 이러한

문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경계선 지능 자녀의 부모는 학교 교과에만

집중하여 자녀를 지도하기보다 자녀가 어릴 때부터 실생활에서 자주 부

딪히는 영역을 중심으로 사회 적응을 고려한 생활 지도를 함께 해나가야

한다. 경계선 지능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의 낮은 학업성취를 걱정하여

과도한 학습을 시키는 경우가 많으나, 그보다는 자녀가 사회 적응 역량



- 79 -

을 기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역사회 시설과 대중교통을 이용해보거나 문

제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익히도록 하는 등의 실제적인 지도

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학교에서 실생활 중심의 미디어

교육, 경제교육, 성교육 등의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경계선

지능 청소년들이 공교육 체제 내에서 사회 적응 역량을 쌓을 수 있는 여

건을 마련한다면, 이들의 성공적인 사회 적응을 목표로 한 지속성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사회‧정서적 특성에 대한 중요도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사회적, 정서적 특성을 나타내는 진술문에 대하

여 부모가 인식하는 중요도 평균은 4.17점으로, 참여자들은 전반적인 내

용에 대하여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었다. 부모 참여자들은 ‘47. 초등학교

입학 후에 처음에는 어느 정도 어울려 지내는 것처럼 보이나 점차 또래

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기고 고학년이 될수록 고립되는 양상으로 나타난

다.’, ‘43. 왕따를 당하거나 학교 폭력에 노출되기 쉽다(배척, 언어폭력,

성적인 괴롭힘 등).’, ‘38. 친구를 사귀는 기술이 부족하여 친구 관계를

맺고 싶어도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모른다.’, ‘52. 어린이집에 다닐 때는

잘 드러나지 않다가 초등학교 입학하면서 또래관계 문제, 학교적응 문제

가 급격히 두드러졌다.’, ‘41. 상대방의 표현에서 보이지 않는 의미, 의도

를 잘 파악하지 못한다.’ 순으로 중요하게 평가하였다. 이 진술문들은 모

두 학교에서의 또래관계 문제와 사회성 부족에 관한 내용으로, 부모들은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후 불거지는 또래관계 문제에 대하여 심각하게 여

기고 있음이 드러났다.

가장 높은 중요도를 보인 진술문은 학령기에 두드러지는 또래관계 문

제와 심화에 관한 내용이며, 평균 4.90점으로 대다수가 매우 중요하게 평

가하였다. 유아기일 때는 잘 드러나지 않다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 또

래와 잘 어울리지 못하는 문제가 드러나며 그 양상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심해져서 결국 고립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참여자 대부분이 경험하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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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어지는 높은 배점의 진술문 대부분이

경계선 지능 청소년이 보이는 부족한 사회성과 대인관계에서의 부적응,

이로 인한 정서적 불안정에 관한 내용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Kavale과

Forness(1996) 연구에서 경계선 지능 아동의 약 75%가 사회 부적응과

또래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결과를 설명할 수 있으며, 이들이 중

고등학교 시기가 되었을 때 학습 및 대인관계 실패로 인한 무력감이 심

화되어 사회적 부적응이 더욱 커진다는 장세희(2018) 연구와 고학년이

될수록 상황이 악화된다는 측면에서 일치한다. 이와 관련하여 주은미, 최

승숙(2018)에 참여한 경계선 지능 중학생들은 또래와 어울리고 싶지만

늘 소외되고, 놀림과 폭행을 당하는 일도 많다고 언급하여 또래관계 부

적응 문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되어 문제 양상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경계선 지능 아동의 검사 데이터에 근거하여 특

성을 연구한 정희정, 이재연(2008)의 결과와는 그 맥락이 정확히 일치하

는데, 연구에 따르면 부모가 평가한 경계선 지능 아동의 행동 특성 중

사회적 미성숙과 집중 문제가 임상 범위에 해당하는 영역으로 나타났으

며, 정서 특성에서는 소외감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사회적으로 미성숙하

다는 의미는 사교적 측면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사회적 부적응을 초래하

여 또래들로부터 고립되는 주된 요인이 되며 정서적 우울로 연결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었다.

이렇듯 학령기 또래관계 문제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심각한 양상으로

발전할 수 있어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학교적응과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다. 정희정, 이재연(2008)은 학령전기부터 경계선 지능 아

동의 사회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과 치료적 개입을 제공할 것을 제안하였

다. 이를 효과적인 실제로 구현하기 위하여는 정서 및 사회성 향상을 위

하여 어떠한 요인에 주목해야 하는지, 증거 기반의 효과적인 개입 방법

은 무엇인지 밝히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기존의 연구에서

주목한 요인을 살펴보면, 자아존중감(이금진, 2011; 하정숙, 김자경, 2017;

Alesi et al., 2015), 적응형 정서조절 기능과 실행기능(Predescu et al.,

2020), 사고력과 사회적 미성숙, 집중 문제(정희정, 이재연, 2008), 사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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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과 정서지능(정대영 외, 2018), 부모와의 사회적 상호작용(임성미 외,

2018) 등이 있었다.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사회성이나 정서 중 어느 한

영역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인지능력과 연계하여 접근하였음을 확인하

였다. 다음으로, 정서 및 사회성 향상에 대한 효과성이 입증된 개입 방법

을 살펴보면, 운동-인지-사회‧정서 통합 게임치료(Blasi et al., 2017), 인

지 행동 집단 훈련(Nestler et al., 2011), 정서조절을 위한 무용동작치료

(추언아, 남현우, 2017), 매트운동 프로그램(송지환, 김중형, 2017), 인지

기능 향상 프로그램(정혜경, 2016), 통합적 독서치료 프로그램(김혜정, 김

도연, 2017), 미술치료(김은진, 원희랑, 2013) 등이 있었다. 선행연구들은

하나의 영역을 목표로 한 접근보다는 다양한 영역에 대한 동시 접근이

효과적임을 밝히고 있다.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정서 및 사회성 향상을

위한 개입의 방향성을 정리하여 보면, 정서와 사회성 요인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인지, 신체 요인 등의 유기적인 관계를 고려하여 종합적이

고 다중적인 접근이 적절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종합적이고 다중적인 접근 방향성에 근거한 사회성‧정서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효과성에 관한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무엇보

다 실제 가정 및 교육현장에의 적용 및 실현 가능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

다. 그러나 프로그램을 개발하더라도 이를 적용하는 과정에서의 문제가

훨씬 어려울 것이라 예상된다. 경계선 지능 청소년은 특수교육대상자나

장애군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강옥려, 2016) 어떠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

련하더라도 참여를 위한 특정 대상으로 지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학령전기의 경계선 지능 유아의 경우는 양육자가 지닌 인식과 관심의 정

도에 따라 효과적인 개입 프로그램에의 접근성에서 편차가 큰 시기이므

로 접근이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조

기 선별을 위한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앞서 제시하였듯 미취학 시기

에 자녀가 보이는 신호를 알아채는 양육자의 인식과 관심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부모교육도 필수 과제이지만, 선별 절차에 대한 접근이 어렵다면

지원 절차를 밟을 수 없기 때문에 지능검사를 포함한 종합심리검사를 실

시하는 신뢰할만한 기관이 늘어나야 한다. 또한, 기존 검사 기관을 포함



- 82 -

한 관련 기관은 선별 검사에 드는 비용을 낮추고 경계선 지능 관련 선별

및 진단에 관한 홍보를 적극 실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문턱 낮추기는 국

가적인 지원이 없이는 어려우므로, 영유아 시기의 선별 검사에 드는 비

용 부담을 전반적으로 낮춰야 한다. 조기 발견과 적절한 개입에 대한 중

요성은 경계선 지능에 관한 여러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부

분이다(강옥려, 2016; 김근하, 2007; 김진아, 2017). 선별 검사에서 경계선

지능으로 판별된 유아 또는 아동의 가족에게는 이후의 적절한 개입 방향

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국가적 지원 또한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군집별 중요도는 ‘사회성/관계적 측면의 문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사회 적응상의 미성숙’이 두 번째로 높은 중요도로 나타

났으며, ‘성장 가능한 기질’, ‘서툰 자기표현’, ‘개인의 정신/심리적 위기’

순으로 뒤를 이었다. 각 진술문의 중요도 결과에서 나타난 양상과 동일

하게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부모들은 자녀의 ‘사회성/관계적 측면의 문

제’와 관련된 내용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 해당 군집의 평균은

4.42로 다수의 항목에서 ‘매우 중요하다’로 평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는 박찬선, 장세희(2018)에서 제시한 서울시 내 경계선 지능 아동 관련

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실무자 대상 설문조사에서 참여자의 30%가 경계

선 지능 아동에게 있어 가장 심각한 문제는 또래관계라고 답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과 같은 결과이다. 또한, 이들은 경계선 지능 아동

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은 사회성 향상을 위한 지원이라 답하였다. 이렇

듯 실제로 경계선 지능 청소년들을 양육하거나 지도하는 입장에서 지켜

봐 온 이들은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또래관계 관련 어려움과 사회성 부

족을 가장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 경계선 지능 청

소년을 위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지원은 대부분 느린학습자 지원법과 기

초학력 보장법안에 근거한 기초학습 영역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김애화 외, 2018). 이들의 미숙한 사회성과 대인관계 능력에 관한 관심

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학교 부적응이나 학교폭

력 피해와 같은 사안에 대처할 수 있는 접근 방안도 미비하다.

이에 관하여 김동일 외(2021)에서는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특성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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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한 다각적인 지원을 강조하였다. 먼저,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정서적

지원을 위한 학교 상담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학교폭력을 예방, 해소하기

위한 교육청-학교 이중 안전망을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일반

청소년과 또래 멘토링을 통한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함께 어울릴 수 있

는 문화여가공간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방안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학교 구성원의 인식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래관계 문제는 복잡하고 예측이 어려우며 학년이 올

라갈수록 교사나 부모의 개입이 더욱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으므로(김동

일 외, 2021), 어느 한 개인에게 해결의 책임을 맡겨서는 안 된다. 경계

선 지능 청소년을 포함한 다양한 특성의 학습자들이 생활하는 학교라는

공간이 누구에게나 안전하고 포용적인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구성원

을 대상으로 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공교육 현장에서 의무적으로 실

시하고 있는 장애인식개선교육과 관련한 연구(박영근, 백상수, 2019)들을

참고하는 것과 동시에 일반교육 현장에서 적응해나가는 경계선 지능 청

소년을 고려하여 개발된 사회적 인식 개선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이질적인 특성, 강점과 취약점, 지원 방법 등을 포함한 실

질적인 내용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연구가 필요하며, 언론 홍보 및 교

육 실시 의무화 등과 같이 효과적인 전달 방식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토대 위에 인식개선교육의 주체인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을 실시하고 교원 양성과정에도 경계선 지능과 관련된 과정

을 포함시키는 절차(강옥려, 2016)를 밟아나가야 할 것이다.

2. 연구의 의의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시기부터 성인기 경계

선 지능 청소년을 자녀로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라는 점이다. 그동

안의 경계선 지능 청소년에 관련 연구는 주로 학령기에 집중되어 왔다는

점(변관석, 신진숙, 2017), 그리고 기존 부모 대상 연구(김고은, 김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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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박숙자, 2016; 임희진, 구자경, 2019; 최말옥, 2014; 홍경숙, 2021)에

서 자녀의 연령대가 학령전기와 학령기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본 연

구의 차별점이 드러난다. 따라서 길게는 24년 이상의 양육 경험에서 도

출된 자녀의 사회, 정서적 특성은 어느 한 시점의 것이 아닌 미취학 시

기에서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지속되고 심화되는 양상임이 드러났다. 또

한, 부모의 직접 관찰과 경험에 의한 생생하고 풍부한 정보에 의하여 자

녀의 사회, 정서적 특성이 맥락적이고 다양한 양상으로 드러날 수 있음

을 밝혔다. 이는 경계선 지능 청소년을 위한 지원은 학령기에 그쳐서는

안 되며 각각 구분되어서도 안 된다는 점을 말해준다. 즉, 학령전기부터

성인기 이후까지 지속적으로 연계되는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

한다.

둘째, 사회‧정서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개념화를 시도한 연구라는

점이다. 기존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특성에 관한 연구는 주로 언어적 특

성과 인지적 특성에 관심이 집중되었고, 사회‧정서적 특성에 주목한 연

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변관석, 신진숙, 2017). 사회‧정서적 특성을

다룬 연구는 대부분 검사 도구를 적용하여 사회, 정서‧행동적 요인을 살

펴보고 있었으며(정희정, 이재연, 2005; 2008; 김선주, 하은혜, 2015), 부

모 인식 연구는 질적연구에 집중되어(김고은, 김혜리, 2018; 박숙자,

2016; 임희진, 구자경, 2019; 최말옥, 2014; 홍경숙, 2021) 각기 다른 경험

을 가진 부모의 인식을 개념화하고자 시도한 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는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전반적 발달에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모의

인식을 바탕으로 자녀의 사회, 정서적 특성을 개념화하고자 하였다. 아래

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탐색적인 방식으로 연구 주제에 대한 경험 기반의

자료를 수집하고자 하였다. 즉, 질적인 자료에 대하여 양적인 분석을 수

행하는 개념도 연구 절차를 적용하여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사회‧정서적

특성을 경험적이면서 과학적인 방식으로 도출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

다.

셋째,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사회‧정서적 특성 중 성장 가능한 특성이

하나의 군집으로 제시되었다는 점이다.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특성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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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이들이 가진 취약성과 부정적인 요인에 주목

하였다. 대부분 사회적 미성숙과 사회 부적응, 대인관계 문제, 심리적 불

안정, 정신병리적 문제 등의 사회적, 정서적 특성을 연구 결과로 보고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가 인식하는 자녀의 사회‧정서적 특성 중 강점

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고 제시한 데 그 의의가 있다.

경계선 지능 청소년이 가진 순수함과 성실함, 호기심, 성취감에 따른 동

기 향상과 발전 가능성 등이 주요 내용으로 도출되었다. 인터뷰 과정에

서 자녀의 강점임을 인식하고 언급한 부모 참여자도 있었지만, 자녀의

순수함이나 성실함이 오히려 사회적 취약성이라 생각하는 부모 참여자도

있었다. 그러나 개념도에서 이러한 특성이 모여 군집을 형성하였고, 성장

가능한 잠재력과 강점이라는 공통점으로 묶을 수 있었다. 이는 경계선

지능 청소년이 진로를 결정함에 있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특성이다.

이들이 가진 취약점과 불안정한 요소들이 현 지원의 한계를 드러내고 보

완해야 할 부분을 지적한다면, 이들의 잠재력과 강점은 개별적인 지원에

있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이며 진로를 계획하고 결정하는 과정에 포함

되어야 하는 필수 요소이다. 아울러 부모와 교사 등 주변인을 포함한 사

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이들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을 갖게 하여

보다 포용적인 사회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경계선 지능 청소년을 자녀로 둔 부모 15명을 모집하여 자녀의

사회‧정서적 특성에 대한 아이디어를 수집하였다. 이때 부모 참여자는

모두 서울과 경기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연구 대상의 거주지가 수도권에

국한된다. 또한, 부모 참여자 대부분은 서울시 경계선 지능 청소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에 참여하였던 경험이 있는 자로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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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도 참여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자녀 양육에 있어 적극적인 태

도를 지닌 부모일 것으로 판단된다. 부모의 양육 태도는 자녀의 사회적,

정서적 특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경계선 지

능 청소년의 사회‧정서적 특성은 부모의 관심과 지지가 어느 정도 갖추

어진 양육 환경에서 자란 이들의 특성일 가능성이 높다. 상대적으로 가

정의 지지가 부족한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사회‧정서적 특성은 충분히

도출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후속 연구에서는 부모 및 가

정의 지지체계가 부족한 경계선 지능 청소년, 예로 경계선 지능을 가진

시설 거주 청소년이나 학교 밖 청소년들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양육환경

과 가정의 지지체계가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사회‧정서적 특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차이를 확인하고, 지원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살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학령기부터 성인기 경계선 지능 청소년을 자녀로 둔

부모 인식을 종합하여 개념도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하여 학령기부

터 성인기로 가는 과정에서 변화하는 특성을 나타내는 진술문들을 발견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경계선 지능으로 인한 특성을 시기별로 구분하여

비교 가능한 요소가 있는지 살펴보는 절차는 진행하지 못하였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김동일 외(2021)에서 학령기와 후기 경계선 지능 청소

년으로 구분하여 지능 및 학습, 진로 검사 결과를 살펴본 것을 참고하여

청소년기를 두 그룹으로 나누고 사회‧정서적 특성의 내용 요소와 차원

및 군집, 각각의 중요도를 비교해보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를 통하여 각 시기에 두드러지는 특성이 무엇인지, 시기에 따른 특성 변

화는 어떠한지, 각 시기의 부모가 중점을 두는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 살

펴보는 과정이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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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인터뷰 질문지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사회‧정서적 특성에 대한

부모 인식 탐색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님의 시각을 바탕으로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사

회적, 정서적 특성을 개념화하고 탐색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양육하시면

서 경험한 부분을 바탕으로,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사회적 특성과 정서

적 특성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시는 내용

은 녹음 후 전사 자료로 제작될 예정이며, 부모님의 동의 없이 공개되지

않을 것입니다.

초점질문

Ÿ 자녀(경계선 지능 청소년/느린학습자)가 보이는 가장 두드러지는

사회⸱정서적 특성은 무엇입니까?

보충질문

Ÿ 자녀가 보이는 대표적인 특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Ÿ 자녀가 생활하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와 사회 적응에서 보이는

특성은 무엇일까요? 또한, 정서 및 행동적 특성은 무엇일까요?

Ÿ 강점이라고 생각하시는 사회⸱정서적 특성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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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유사성 분류 및 중요도 평정 설문지

유사성 분류 및 중요도 평정 안내

.

안녕하십니까?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의 시각을 바탕으로 경계선 지능 청소년

의 사회적, 정서적 특성을 개념화하여 탐색 후, 이론화하는 것입니

다.

총 15명의 부모님께서 브레인스토밍을 위한 개별면담에 참여해

주셨으며, 20명 이상의 부모님께서 분류 및 평정 단계에서 참여하

실 예정입니다. 브레인스토밍을 위한 면담참여자와 분류 및 평정

을 위한 설문참여자는 겹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경험적 인식이 연구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제공해주신

정보는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사회적, 정서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경계선 지능 청소년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주체

인 부모님께 자녀의 사회적, 정서적 특성에 대한 설문에 참여해주

시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본 설문 결과는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연구 종료

후에 모두 폐기될 예정입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참여해주

셔서 감사드립니다.

2021. 10. 1.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특수교육 전공 석사과정 황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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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정보

동 의 서

나는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나의 서명은 이 동의서의 사본을 받았다는 것을 뜻하며 연구 참여가 끝

날 때까지 사본을 보관하겠습니다.

연구참여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연구책임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부모 정보

성함 성별 부 / 모

연락처 거주지역

자녀 정보

연령 만 세 성별 남 / 여

학교급/학년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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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도 평정

1.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사회․정서적 특성에 대한 부모 인식 탐색

아래 설문에는 ‘부모가 인식하는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사회․정서적

특성’에 해당하는 54개의 진술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진술문의 내용

을 잘 읽어보시고, 중요도를 하나만 선택하시어 (○) 표시 해주시기 바랍

니다. 중요도는 번호순으로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② 조금 중요

하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중요하다〕 〔⑤ 매우 중요하다〕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순 진술문
중요도

① ② ③ ④ ⑤

1
자신을 방어하려고 공격적으로 행동할 때

가 있다.

2
공부는 노력해도 안 된다는 생각에 스트레

스가 심해져서 결국 포기하게 된다.

3

성장하면서 타인의 평가를 신경 쓰거나 다

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 시선을

의식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4

어릴 때는 말(언어 발달)이 느려서 울거나

드러눕는 등의 행동으로 표출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5
놀이나 문화적 관심이 또래에 비해 어리다

(유아틱하다는 말을 들음).

6

관계에서 오는 상처로 스트레스가 쌓이고,

어떻게 해소할지 몰라서 신체화 증상(몸이

아픔→등교 거부)으로 나타난다.

7
감정 조절이 서투르다. 특히 화가 나거나

분노할 때 조절하는 것이 어렵다.

8 자존감이 매우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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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춘기가 지나면서 집에서도 학교,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말을 안 하고 자기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려고 한다.

10
남에게 악의적으로 상처 주거나 계산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순수함, 순진함).

11
정신과 상담이나 약물의 도움을 받고 있다

(불안, 우울 문제).

12

처음엔 밝고 긍정적이어서 금방 회복이 되

다가, 상처받는 경험이 누적되다 보니 우울

감이 오거나 우울증 진단을 받게 된다.

13

또래로부터 배척당하고 괴롭힘당하는 과정

이 이어지면서 학교를 견디면서 다니게 되

고, 점점 학교에 대한 거부감이 심해진다.

14
이성 문제에 관해 잘 모르거나 현실적이지

못하다.

15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눈에 빤히 보이는

거짓말을 할 때가 있다.

16
다른 사람이 재촉하거나 자신이 무언가 말,

행동을 해야하는 상황에서 쉽게 위축된다.

17
수업시간에 참여하지 못하고 멍하니 있는

경우가 많다.

18 사소한 것에 쉽게 삐치고 토라진다.

19

익숙한 활동과 환경일 때는 무리 없이 잘

생활하는 반면, 낯선 상황에 대해 불안 수

준이 높다.

20

자신이 경계선 지능인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부정, 충격, 받아들임 등의 심적 변화를

겪는다.

21 친구를 사귄다 해도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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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자기 능력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한다(예:

미흡해도 주변에서 잘 한다고 칭찬하면 그

렇게 생각하고 믿는 모습)

23
일을 할 때 손님을 대하거나 사람들을 대

해야 하는 일을 특히 불안해한다.

24
칭찬받는 것을 좋아하고 인정 욕구가 강하

다.

25

가족들과 있을 때는 주고받고 하는 소통이

되는데, 상대적으로 외부에서 다른 사람들

과의 소통은 어렵다.

26
자신을 어린아이 대하듯 잘 맞춰주는 사람

들(대안학교 선생님, 선배 등)을 좋아한다.

27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잘 믿고, 허

황된 이야기나 헛소문도 다 진짜라고 생각

한다(예: 루머, 가짜 뉴스 등)

28

점점 자기 세계가 강해진다. 자신만의 생각

이 강하고 잘 바뀌지 않다 보니 다른 사람

의 생각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입장을

바꿔 생각하지 못한다.

29
어릴 때 ADHD, ADD 성향이 보인다는 소

견을 듣거나 진단을 받은 경우가 있다.

30
학교에서 거의 혼자 시간을 보내서 외로움

을 느낀다.

31
주어진 일은 힘들어도 끝까지 해내려고 노

력한다(성실함).

32

상대방은 장난으로 말하거나 행동했을 때

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상처를 받는다. 자

신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한다.

33
멘토링 같은 사회성 프로그램에 참여해도

금방 잊어버리고 일반화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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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학급 내 또래들이 같은 모둠이 되는 것을

꺼려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35

관계에서 오는 상처가 쌓이면서 점차 자신

이 먼저 누군가한테 연락하거나 만나려고

하지 않고, 혼자 시간을 보내려고 한다.

36 남을 돕는 것을 좋아한다.

37

다른 사람들이 싫어할 말이나 행동이라는

것을 모르고 할 때가 있다(수업시간에 과

도한 질문하기, 선생님께 이르기, 지나치게

솔직하게 말하기). 사회적인 눈치가 부족하

다.

38

친구를 사귀는 기술이 부족하여 친구 관계

를 맺고 싶어도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모

른다.

39

좋아하는 영역과 싫어하는 영역 간 편차가

크다. 특정 영역에 관심이 집중되며, 자신

이 흥미 있고 좋아하는 부분은 쉽게 잘 받

아들인다.

40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많아 무언가

배우는 활동을 좋아한다.

41
상대방의 표현에서 보이지 않는 의미, 의도

를 잘 파악하지 못한다.

42

말을 해야 하는 상황(예: 억울한 감정이 들

때)에서도 실패 경험이 많으니까 결국 자기

표현을 안 하고 입을 닫아버린다. 어떤 말

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것처럼 보인다.

43
왕따를 당하거나 학교 폭력에 노출되기 쉽

다(배척, 언어폭력, 성적인 괴롭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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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성장하면서 점점 밖에서는 감정을 조절하

고 행동을 조심하려고 하는데, 집에서는 여

전히 어린아이처럼 굴 때가 있다.

45

실제 친구 관계를 맺기 어려워서 온라인

채팅, SNS, 게임 등에 많이 노출되고 부적

절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올라간다.

46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

47

초등학교 입학 후에 처음에는 어느 정도

어울려 지내는 것처럼 보이나 점차 또래관

계에서 어려움이 생기고 고학년이 될수록

고립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48

유아기에는 눈에 확 띄지는 않았지만, 유치

원, 어린이집에서 또래와 잘 섞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49

자기가 노력한 부분에 대해 성취감을 느꼈

을 때 조금씩 발전하는 것이 보인다(검정

고시, 배움활동 등).

50
사람을 그리워하고 좋아하다 보니 역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용당하기 쉽다.

51

또래와 놀더라도 의미 있는 교류(관심사

공유, 원활한 대화 등)를 하는 것처럼 보이

지 않는다.

52

어린이집에 다닐 때는 잘 드러나지 않다가

초등학교 입학하면서 또래관계 문제, 학교

적응 문제가 급격히 두드러졌다.

53

정해진 틀이 있을 때 편안해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대로 지키려는 성향이 강하다

(FM 성격).

54
자기 조절이 어려운 편이어서 스마트폰이

나 게임에 중독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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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평정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사회․정서적 특성에 해당하는 각각의 진술문들

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유사한 개념이라고 여겨지는 진술문끼리 묶어주시

면(그룹핑) 됩니다.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진술문 카드를 보면서 유사하다고 여기는 진술문끼리 그룹핑을 합

니다.

2. 유사성 평정 결과지에 각 그룹에 포함된 진술문 번호를 적습니다.

3. 그룹별로 분류된 진술문의 개수를 적습니다. 그룹별 진술문 개수의

합과 전체 진술문 개수가 같은지 확인합니다.

4. 분류된 그룹에 적절한 이름을 생각하여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1. 모든 진술문을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예: 54개 진술

문 => 1개 그룹 ×)

2. 하나의 진술문이 두 개 이상의 그룹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중복으

로 분류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 1번 그룹 – 1,2,3,4,5, 2번 그룹 –

4,5,6,7,8 ×)

3. 하나의 진술문이 그룹이 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진술문은 어떠한

그룹에 속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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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성 평정 결과

그

룹
진술문 번호

진술문

수
그룹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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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aduate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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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parents'

perceptions of the social and emotional characteristics of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BIF) adolescents. Accordingly,

the concept mapping method was used to confirm the dim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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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ster, and importance of the social and emotional characteristics of

BIF adolescents perceived by parents.

The procedure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in the focus

question development stage, 4 experts developed and confirmed the

focus questions for the interview. Second,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15 parents of BIF adolescents to derive an idea statement.

Third, in the statement synthesis and feedback stage, five experts

separated or integrated the statements and 54 statements were

finalized through a review and feedback process to verify their

validity. Fourth, in order to examine parental perception of the final

statement, similarity classification and importance evaluation were

performed on 20 parent participants. Afterwards, multidimensional

scale analysis and cluster analysis were conducted based on similarity

classification data.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multidimensional scale analysis and cluster analysis, two dimensions

and five clusters were derived. The one-dimensional X-axis was

named ‘Focus on Growth Possibility - Focus on Wound/Frustration’

from the point of view of ‘Focus of understanding’ for their children.

In other words, positive views on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ir

children and negative perceptions formed by accumulation of failure

experiences appeared as the main contradictory concepts in one

dimension. The two-dimensional Y-axis was named 'in-person

context - in-relationship contex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ontext

of behavioral problems’ that appear in their children. Parents'

perceptions of their children's behavioral problems contrasted with

each other in the context within the individual that it was difficult to

express and control themselves and in the context within the

relationship that it was difficult to form a practical relationship.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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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ve clusters were named ‘growthable temperament, poor

self-expression, individual mental/psychological crisis, social/relational

problems, and vulnerability in social adaptation’ according to the

attributes of the statements contained.

Next, the importance of the social and emotional characteristics of

BIF adolescents perceived by their parents was confirmed. The

importance average was 4.17 points, and parent participants generally

perceived the importance of statements as high. Parents evaluated

most importantly that ‘47. At first, they seem to get along to some

extent after entering elementary school, but gradually they have

difficulties in peer relationships and appear to be isolated as they

reach higher grades.' It was followed by ‘43. They are likely to be

bullied or exposed to school violence (exclusion, verbal violence,

sexual harassment, etc.).’ and ‘38. They do not know how to

approach peer relations in school even if they want to make friends

due to lack of skills.', indicating that the importance of peer relations

in school was highly regarded by parents. As for the importance of

each cluster, ‘social/relational problems' were the highest, and

‘vulnerability in social adaptation' was the second highest. It was

followed by ‘growthable temperament’, ‘poor self-expression’, and

‘individual mental/psychological crisis’. In terms of the importance of

each cluster, the cluster on difficulties in peer relations due to lack of

sociality was evaluated the most.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attempted to conceptualize by

focusing on the social and emotional characteristics of BIF

adolescents according to parental perception. By presenting the data

collected from the parents of BIF adolescents from elementary school

to adulthood, it was revealed that the social and emotional

characteristics of their children continue and intensify over a l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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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od of time, not at any point. Accordingly, it suggested that when

planning support for BIF adolescents should not be limited to school

age or separated from each other, but that continuous support

measures should be prepared. In addition, in this study, potential

characteristics that can be developed into strengths among the social

and emotional characteristics of BIF perceived by their parents was

discovered and presented. It was suggested that their potential and

strengths should be considered when providing individual support for

them and included in the process of planning and determining their

careers. Moreover, it is significant in that it presented data that can

create a more inclusive atmosphere by raising positive expectations

for BIF adolescents in the process of improving awareness of related

subjects such as parents, teachers, and students.

keywords :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BIF, social and

emotional characteristics, concept mapping, parental perce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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