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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복경험자의 자아존 감과

문제 처행동 향상을 한 실요법 집단 로그램의 효과

 도   기                     오        주†

                  사회복지개발연구원                부산디지털 학교

본 연구는 실요법 집단 로그램이 학교폭력 복경험자의 자아존 감과 문제 처행동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하여 실시되었다. 연구 상은 구시에 재학 인 고등학생  학

교폭력 복경험자 20명을 상으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각각 10명씩 무선 배치하 다. 

실험집단은 주 1회 90분씩, 총 8주 동안 집단 로그램에 참가하 으며, 통제집단은 별도의 

처치를 하지 않았다. 자료 분석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  동질성 검사를 해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 고,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 -사후 검사를 해 응표본 t-test를 실시하

다. 그 결과 실험집단은 집단 로그램 참여 후 통제집단보다 자아존 감과 문제 처행동에

서 유의미한 수 변화를 나타내었다. 이 같은 결과는 실요법 집단 로그램이 학교폭력 

복경험자의 자아존 감과 문제 처행동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유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학교폭력 복경험자들을 한 실요법 집단 로그램 활용가능성을 제

안하 다는 에서 의의를 가진다.

주요어 : 학교폭력 복경험자, 자아존 감, 문제 처행동, 실요법 집단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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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는 아동에서 성인으로 변화하는 과

도기  발달단계로 인격형성에 있어 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청소년기는 학교제도 

내에서 학습과 공동체의 생활양식을 습득하며 

성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인격 , 도덕 , 사회

 자질을 비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부분의 청소년은 학업성 과 진로문제, 

인 계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다양한 스트

스를 경험하게 되며, 이러한 스트 스는 청

소년의 문제행동과 학교폭력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도기 , 2008). 우리나라는 최근 선진국 

 개발도상국 37개 국가의 학교 1, 2학년 

학생들을 상으로 한 학교폭력의 국가 간 비

교연구에서 학교폭력 발생률이 약 60%로 

체 37개 국가  10 로 보고되어 매우 심각

한 학교폭력 문제를 가진 나라 의 하나로 

나타났다(Akiba, LeTendre, Baker & Goesling, 

2002; 김재엽, 이지 , 정윤경, 2008, 재인용). 

우리나라에서 학교폭력 련 연구들은 학교폭

력을 가해경험이나 피해경험으로 각각 독립

인 것으로 악하려는 경향에서 차 학교폭

력의 피해경험과 가해경험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복경험자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

다. 를 들어 김 호, 박정선, 김은경(1997)은 

학생집단 내에서 피해․가해가 모두 있는 유

형이 남자 학생 57.5%로 가장 높고, 다음으

로 남자 고등학생 54.5%, 여자 학생 25.5%, 

여자고등학생 24.2%의 순으로 나타났음을 보

고하고 있으며, 이 결과에서는 특히 남학생의 

경우에 ․고등학생 모두 학교폭력 복경험

자가 많음을 알 수 있다.

학교폭력은 연구자나 기 의 목 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데, 신체 ․심리  

상해나 재산상의 피해를 가져오는 의도 이고 

부주의한 행동으로 정의되기도 하고(Astor & 

Meyer, 2001), 좀 더 폭넓은 의미로 학습을 방

해하거나 학교의 환경을 해하는 모든 범죄

 행동과 공격  행동이 학교폭력으로 정의

되기도 하 다(Furlong, 2000). 본 연구에서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들 간에 발

생하는 신체  폭력, 심리  폭력, 언어  폭

력, 괴롭힘, 품갈취로 정의한 도기 (2007)과 

같이 학교폭력을 정의하고자 하며, 이러한 학

교폭력의 피해경험과 가해경험을 동시에 가지

고 있는 경우를 학교폭력 복경험으로 보았

다.

학교폭력을 경험한 청소년들은 그 지 않은 

사람에 비해 신체 ․정신  응상의 어려움

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만성  등

교거부, 학업성  하, 도탈락, 우울 등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신 ․육체  어

려움으로 인해 자살에 이르기도 하 다(이상

균, 2005). 특히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타 학교

로 학을 간 경우에도 학교폭력에서 완 히 

벗어날 수 없는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양정

호, 2004). 이와 련하여 주목할 은 아동학

,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을 경험한 사람들이 

학교폭력을 연달아 경험하는 ‘폭력의 사이클’ 

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아 아, 정원철, 

2007).

지 까지 학교폭력 련 연구에서도 학교폭

력의 가해자  많은 사람이 학교폭력의 피해

자 음을 지 하고 있다(신성자, 2005; 신혜섭, 

2005; 오주, 아 아, 2006; 이규미, 김 식, 김

혜, 2003). 물론 학교폭력의 복경험자들은 

가해와 피해  어느 경험이 먼  발생하는가

에 있어서는 개인차가 존재하겠지만, 요한 

것은 복경험자 집단은 가해나 피해경험자에 

비해 부모의 공격  학 를 경험하고 이를 통

해서 공격성에 한 근  회피의 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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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가 형성되는 복잡한 심리  특성을 형성

하게 된다는 것이다(신희경, 2006). 이러한 학

교폭력 가해․피해의 복경험은 지 까지 학

교폭력에 한 처가 효과 으로 작용하지 

못했음을 반증하는 한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

으며(신성자, 2005), 학교폭력을 복 으로 경

험하는 청소년들에 한 국가, 사회  학교

차원에서의 긴  응방안이 모색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학교폭력을 경험한 청소년들은 폭력을 경험

한 후 즉각 인 개입이나 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자살의 증가, 사회심리  발달 하, 

인 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Litz, 

Blake, Gerardi & Keane, 1990). 한 학교폭력 

경험 청소년들은 음주, 약물사용, 도탈락, 

자살 등 다양한 형태의 문제행동을 유발하며, 

심리  발달에 향을 미쳐 다른 폭력행동을 

유발하기도 하고(Ellickson, Saner & McGuigan, 

1997; White, Loeber, Stouthamer-Loeber & 

Farrington., 1999), 종종 성인기까지 폭력의 행

동이 연장될 수도 있다(Tremblay, 2000).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학교폭력의 가해자 역시 피해자

이며, 이들은 학교폭력의 복경험을 통해 폭

력이나 더 많은 문제행동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오주, 아 아, 2006).

학교폭력의 문제는 학생 개인, 가족  학

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체의 노력을 실

히 요구하고 있고, 이러한 노력이 제되지 

않으면 학교폭력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도기 , 2008). 폭력을 경험한 학생들은 폭력

을 쓰는 경향이 있고, 성장하여 폭력 가해자

가 되거나 는 폭력 피해자가 되어 사회의 

문제행동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에서 

사회 인 문제가 될 수 있다(송정아, 김 희, 

2001).

이처럼 학교폭력이 청소년에게 심각한 심리

 후유증을 래하여 청소년의 정상 인 발

달에 많은 부정 인 향을 미치고 있는 을 

인식하여, 우리나라에서는 학교폭력에 한 

개입을 해 개별 연구자들의 노력  민간기

과 국가기 에서도 학교폭력의 방  개

입을 한 노력으로 여러 가지 로그램을 개

발․시행하고 있다.

학교폭력 방  개입 로그램에 한 선

행연구를 살펴보면, 장 순(2005)은 민속놀이

를 활용한 등학생 학교폭력 방 로그램

은 비록 단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등학생

들의 학교폭력에 한 태도  학교생활 만족

도에 정 인 효과를 나타내었으며, 기존의 

토의 로그램에 비해서도 더 효과 임을 보

고하고 있고, 송정아와 김 희(2001)는 학교폭

력에 한 청소년들의 심리 ․행동  학교

응 강화 로그램의 효과성을 보고하고 있다. 

그리고 허승희와 최태진(2008)은 학교폭력 가

해성향 아동을 상으로 학교 장에서의 용

가능성에 을 두고 집단상담 로그램을 

개발하 다. 반면에 이진숙과 한 숙(2006)은 

학교폭력 피해아동을 심으로 인지행동치료 

로그램의 효과성을 보고하고 있다. 한 특

정기  심으로 학교폭력 방 로그램이나 

가해자  피해자를 한 로그램이 개발되

었는데, 청소년폭력 방재단(2002)의 ‘무지개’ 

로그램, ‘친구야 놀자’ 로그램, ‘내가 바로 

지킴이’ 로그램, 한국교육개발원(2007)의 학

교폭력 방 로그램, 교육인 자원부가 지

원하여 서울 학교 발달심리연구실(2006)에서 

제작한 ‘시우보우’ 로그램이 표 이다. 특

히 ‘시우보우’ 로그램은 학  내 체 학생을 

상으로 등학생용․ 등학생용(각 10회기) 

각기 다른 주제의 10분 내외의 시청각 자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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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로그램의 달효과를 극 화한 로그램

으로 보고되고 있다.

한 곽 주(1999)는 외국에서 실시되었거나 

실시되고 있는 학교폭력 방  개입 로그

램을 소개하고 있다. 이는 개인차원 보다는 

정부나 학교차원에서 규모 로젝트가 이루

어지고 있음을 소개하고 있다. 를 들면 

SSVPC(Second Step Violence Prevention Curriculum)

는 래로부터 거부당하는 아동의 기술결함

에 한 발달심리학자들의 다년간 연구결과

들에 근거하여 개발된 것으로 학령 기에서 9

학년 학생을 상으로 한 로그램이다. RCCP 

(Resolving Confilct Creatively Program)은 유치원 

아동부터 12학년까지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등학생용, ․고등학생용, 특수교육용의 교

과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체 51과로 나

어져 있으며, 래 재 로그램, 학교 밖에서

의 갈등을 비폭력 으로 해결하기 한 부모

여  지지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타인과

의 갈등을 다루는 새롭고 상이한 방법들을 실

험해 보도록 독려하는 로그램이다. 이처럼 

학교폭력의 피해나 가해경험자에 한 다양한 

로그램을 실시한 연구가 보고되고 있지만, 

학교폭력 복경험자를 한 로그램은 아직

까지 보고되지 않고 있으며, 복경험자를 

한 개입 로그램이 시 한 실정이다.

그동안 학교폭력을 방하고 재발을 방지하

기 하여 학계나 국가  사회  차원에서 

학교폭력에 련된 요인들을 구명하려는 노력

이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학교폭력에 한 

선행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자아존 감과 학교

폭력과의 련성을 지 하고 있으며, 낮은 자

아존 감은 학교폭력 행동을 유발한다고 보았

다(이문자, 2003). 자아존 감은 자기 자신에 

한 평가로써 자신이 능력 있고, 의미 있으

며, 가치 있다고 믿는 정도를 의미한다. 자아

존 감이 높다고 평가되는 사람은 자기 자신

의 모든 생활을 가치 있게 생각하면서 자신 

있게 행동하기 때문에 원만한 사회생활을 

하고, 진취 이고 활력 있는 삶을 개하게 

된다. 그러나 자아존 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

을 쓸모없고, 무가치하며 악하다고 생각하여 

스스로를 학 하고 열등감을 가지게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Rosenberg, 1979).

자아존 감은 집단 로그램을 통해 증가될 

수 있으며, 등학교 고학년부터 고등학생까

지는 성인기에 비해 매우 큰 효과를 나타내고 

있어 청소년기 동안의 집단 로그램을 통한 

자아존 감 증진은 시기 하며 매우 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청소년의 자아존 감과 

같은 보호요인을 강화하는 로그램은 보다 

건강한 청소년의 문제 처능력을 모델링할 수 

있으며, 학생들 간의 시 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하 다(박 숙, 2008). 여기에서 

문제 처능력이란 개인의 정의에 의한 인지  

행동 과정으로서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운 상황

에 처했을 때의 처 략을 말한다. 박 경

(2004)은 부정 인 생활스트 스와 청소년의 

자살과의 계에서 문제해결의 역할을 살펴본 

결과, 부정 인 생활 스트 스를 경험하고 있

다 하더라도 자신의 문제해결이 비효율 이라

고 지각하는 청소년들이 그 지 않은 청소년

들에 비해 더 많은 자살사고를 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한 이러한 스트 스와 청소

년의 자살사고 간에 문제해결  자존감 간의 

재효과가 있음을 주장하 다. 실제 인 문

제 처능력 평가도 요하지만 자신의 문제해

결능력에 해 어떻게 지각하고 평가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더 요하다고 강조했다.

지 까지 학교폭력 련 연구들에서 학교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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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의 결과를 보면 학교폭력 경험청소년들에게 

학교폭력의 향이 같지 않으며, 학교폭력의 

향을 완화시키거나 악화시키는 것은 다양한 

요인들의 상호작용 효과(interaction effect)가 있

음을 보여주었다(도기 , 2008; 조유진, 2006; 

Maschi, 2006). 즉, 학교폭력 경험청소년들은 심

리․정서 으로 많은 문제를 가질 수 있다 하

더라도 어떤 청소년들은 문제를 좀 더 많이 

갖게 되고, 어떤 청소년들은 폭력경험 후에

도 문제를 좀 더 게 가진다는 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 학교폭력의 경험이 모든 

청소년들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개별  특성에 따라 다르게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하며(조유진, 2006), 

Esposito와 Clum(2002)은 자살과 같은 청소년의 

문제를 측하는 변인으로 문제해결이 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주장하 으며, 문제해결 

신념은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이는데 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 다. 이처럼 청소년들

이 학교폭력 복경험 문제나 다른 어려운 상

황을 다루어 가는데 문제 처행동을 향상시키

는 것이 상당히 요하다고 할 수 있다.

Glasser(1985, 1990)는 인간은 구나 스스로

가 주인이 되어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을 

때 행복을 느낀다고 한다. 한 그는 자신이 

선택한 것에 해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 다. 인간은 

구나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어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을 때 행복감을 느낀다고 하 다. 

즉, 자신의 삶에서 요한 선택을 스스로 할 

수 있고, 선택한 것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

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다. 실요법의 

선택이론은 우리에게 가장 요한 것은 행동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 으며, 생존, 사랑, 힘, 

즐거움, 자유에 한 다섯 가지 기본욕구의 

충족과 자아존 감은 깊은 련을 맺고 있다

고 보았다.

자아존 감의 향상은 성취의 욕구와 소속의 

욕구가 충족될 때 향상되는 것으로 실요법

의 이론과 실제를 집단 로그램을 용해서 

효과성을 입증한 다양한 연구들이 있다(김

자, 2003; 도기 , 오 숙, 박명호, 2006; 박

숙, 2008; 이무 , 강기정, 2007; Rosario, 1971; 

Williamson, 1992; Wubbolding, 1988). 실요법 

집단 로그램은 비행청소년을 상으로 내

통제 의 정 인 변화를 확인하 으며(김명

아, 2002), 학생의 내 통제성과 자아존 감

에도 정 인 변화가 있었음을 확인하 다

(김정숙, 2000; 도기  등, 2006). 한 실요

법 집단 로그램이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자아

존 감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

고되고 있다(이무 , 강기정, 2007).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실요법 

집단 로그램은 자아존 감에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의 연구들이 학교폭력 

복경험자를 상으로 한 연구는 아니었지만, 

이러한 집단 로그램은 무기력해져 있거나 문

제 처행동이 하지 않은 학교폭력 복경

험자들에게 자신감과 책임감을 심어주고, 문

제 처행동을 증진시키는데 요한 개입방법

이 될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학교폭력의 복경험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을 상으로 실요법 집단 로

그램이 자아존 감과 문제 처행동 능력을 향

상시키는지를 검증하는데 목 이 있다.

이를 해 설정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요법 집단 로그램에 참여한 실

험집단은 집단 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통제

집단보다 자아존 감 수가 향상될 것이다.

둘째, 실요법 집단 로그램에 참여한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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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 상  학교폭력 복경험

복경험자 성별
학교폭력 유형

가해경험 피해경험

실

험

집

단

E1 남 신체․언어  폭력 신체  폭력

E2 남 품갈취, 신체  폭력 품갈취, 신체  폭력

E3 남 괴롭힘, 신체  폭력 신체․언어  폭력

E4 남 언어  폭력, 품갈취 신체․언어  폭력

E5 남 신체  폭력, 괴롭힘 괴롭힘

E6 남 품갈취, 신체  폭력 품갈취, 괴롭힘

E7 남 심리 ․언어  폭력 괴롭힘

E8 남 품갈취, 괴롭힘 신체․언어  폭력

E9 남 품갈취, 괴롭힘 품갈취, 괴롭힘

E10 남 신체․언어  폭력 신체․언어  폭력

통

제

집

단

C1 남 신체  폭력, 괴롭힘 괴롭힘

C2 남 품갈취, 괴롭힘 품갈취, 언어  폭력

C3 남 신체․언어  폭력 신체․언어  폭력

C4 남 심리  폭력, 괴롭힘 심리․언어  폭력

C5 남 품갈취, 신체  폭력 품갈취

C6 남 언어  폭력, 괴롭힘 언어  폭력

C7 남 신체․심리  폭력 신체․언어  폭력

C8 남 품갈취, 신체  폭력 괴롭힘

C9 남 품갈취, 신체  폭력 신체  폭력

C10 남 신체․언어  폭력 품갈취

집단은 집단 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통제집

단보다 문제 처행동 수가 향상될 것이다.

방  법

연구 상

연구 상은 구시에 소재한 D고등학교 2

학년 300명의 학생을 상으로 도기 (2007)의 

연구에서 사용한 학교폭력의 유형별, 즉 신체

 폭력, 심리  폭력, 언어  폭력, 괴롭힘, 

품갈취에 한 질문지를 수정하여 학교폭력 

가해경험, 피해경험  복경험을 조사하

다. 1차 으로 학교폭력 복경험자를 선발하

고, 2차 으로 이들 에서 자아존 감 수

가 낮은 학생들과 학교에서 추천한 복경험

자 28명  집단 로그램 참여 의사를 밝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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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명을 최종 으로 포함시켜 실험집단과 통제

집단에 각각 10명씩 무선 배치하 다. 실험집

단과 통제집단의 성원들의 인구사회학  특성

과 학교폭력 문제는 표 1과 같다.

측정도구

자아존 감 척도

자아존 감의 척도는 Coopersmith(1967)의 자

아존 감척도(Self-Esteem Scale)를 박애선(1993)

이 번역하고 이태인(1998)이 25개의 문항 2  

척도를 사용한 것을 4  척도로 재구성하여 

사용하 다.

수가 높을수록 자아존 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alpah)는 

.88이었다.

문제 처행동 척도

청소년 문제 처행동 척도(A-COPE)는 

McCubbin & Thompson(1991)에 의해 청소년들

이 문제나 어려운 상황을 다루어 가는데 도움

이 된다고 생각하는 행동을 측정하기 해 54

문항으로 고안되었으며 5  척도로 되어 있다

(사회복지척도집, 2007, pp.306-309). 각 문항의 

합이 높을수록 문제 처  응력이 높은 것

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alpah)는 .82이었다.

실요법 집단 로그램의 구성내용

학교폭력 경험자를 한 처치  방 로

그램은 이론  토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의 

실제에 한 경험  분석에 기 함으로써 

상에 한 정확한 이해와 분석을 바탕으로 구

성할 필요가 있다. 한 로그램의 구성은 

학교폭력의 련 변인에 한 체계 인 분석

에 기 를 두어야 한다(허승희, 최태진, 2008). 

이러한 의미에서 본 실요법 집단 로그램의 

내용은 정은실과 박애선(2005)과 도기 (2006) 

 송정아와 김 희(2001)의 연구를 참고하여 

학교폭력 복경험자를 한 실요법 집단

로그램을 표 2와 같이 구성하 다.

연구 차  설계

본 연구는 연구 상자 선정 후 연구의 효과

를 검증하기 하여 사 -사후 비교형 설계방

법(pretest-post test control group design)을 용

하 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상으로 집

단 로그램 후에 각각 사 검사와 사후검사

를 실시하 다. 실험집단을 상으로 2007년 4

월 18일부터 6월 13일까지 주 1회씩 90분간 

총 8회에 걸쳐 실요법 집단 로그램을 실시

하 으며, 통제집단은 아무런 처치를 가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는 연구자 외에 공동연구자 

1인, 사회복지사인 연구보조원 2인, 연구진행

요원 2인이 참여하 다.

연구설계는 표 3과 같다. X는 실험처치인 

실요법 집단 로그램을 의미하며, O는 자아

존 감과 문제 처행동을 측정한 것이다. O1

과 O3은 사 검사로써 로그램실시 1주일 

에 오리엔테이션 시간(2007년 4월 11일)에 

실시하 고, O2와 O4는 사후검사로써 로그

램이 끝난 후 실시하 다.

분석방법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 for Windows 

12.0 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

균을 산출하 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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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실요법 집단 로그램의 구성내용

단계 회기 로그램명 활동  기 효과

도입 1
자기소개,

나의 자랑은?

* 집단구성원 간 친 감 형성

* 자신의 장 을 확인하고 타인의 장  확인

탐색

2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 다섯 가지 기본 욕구 탐색으로 자기이해와 

  타인의 이해

* 나의 욕구 알기

3 나의 삶은 가 통제하는가?
* 내가 자주 사용하는 행동(total behavior) 악, 

  갈등 상황에서의 처

4 가치  이해
* 개인의 가치  차이에 한 이해 

* 자신의 가치  재확립

작업

5 나의 행동은?
* 자신의 행동패턴 검, 타인의 행동패턴 이해

* 선택에 한 책임 이해

6 행동계획 실천하기

* 자기 행동 검  타인 행동 이해 

* 마음 나 기

* 좋은 계 만드는 화법과 행동 재확립

7 행동결과에 한 책임지기
* 문제 처행동 향상을 한 구체 인 행동계획 수립

* 행동결과에 한 다짐하기

종결 8 새로운 출발
* 로그램 참여 후 체 인 소감

* 서로의 변화된 모습 지지  강화

표 3. 연구 설계

집 단 사 사후

실험집단 O1 X O2

통제집단 O3 O4

제를 검증하기 해 Kolmogorov-Smirnov의 정

규성 검증을 한 결과, P값이 유의수  .05보다 

크게 나타나 두 집단의 분포는 정규분포에 근

사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

다.

첫째, 실요법 집단 로그램 실시  학교

폭력 복경험자들의 자아존 감 수와 문제

처행동 수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

검사에 한 유의성 검증을 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 다.

둘째, 실요법 집단 로그램 실시 후 자아

존 감 수와 문제 처행동 수에서 실험집

단과 통제집단 간의 사 -사후 검사의 유의성

을 분석하기 해 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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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자아존 감 사 ․사후 차이 검증

구 분
사 사후

t
M SD M SD

실험집단(N=10) 78.00 5.055 81.30 7.149 -2.590*

통제집단(N=10) 78.10 5.152 80.30 5.271 -.719

주. * p<.05

표 4. 자아존 감과 문제 처행동 두 집단 간 사  차이 검증

척도
실험집단(n=10) 통제집단(n=10)

t
M SD M SD

자아존 감 78.00 5.055 78.10 5.152 -.47

문제 처행동 135.00 9.380 135.50 8.249 -.28

결  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  동질성 검증

학교폭력 복경험자를 상으로 실요법 

집단 로그램 실시 에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의 자아존 감과 문제 처행동이 동질한가를 

검증하기 하여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한 결

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험집단의 자아

존 감 수는 평균값이 사  75.20, 통제집단

은 76.25로 나타나,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47, p>.05). 한 

실험집단의 문제 처행동 수는 평균값이 사

 132.35, 통제집단은 133.45로 나타나,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t=-.28, p>.05).

그러므로 실요법 집단 로그램을 실시 

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자아존 감과 문제

처행동의 수에서 유의미한 차이는 없음을 

확인하 고, 이는 두 집단 간 차이가 없는 동

질집단이라 할 수 있다.

실요법 집단 로그램이 학교폭력 복경험

자의 자아존 감에 미치는 효과

학교폭력 복경험자들에게 실요법 집단

로그램을 실시한 실험집단과 실시하지 않은 

통제집단의 자아존 감에 변화가 있는지 알아

보기 해 응표본 t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험집단의 자아

존 감 사 검사 평균은 75.20이고, 사후검사 

평균은 77.64로 나타나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2.59, p< .05). 

반면에 통제집단의 자아존 감 사 검사 평균

은 76.25이고, 사후검사 평균은 76.61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719,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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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문제 처행동 사 ․사후 차이 검증

구 분
사 사후

t
M SD M SD

실험집단(n=10) 135.00 9.380 146.10 10.475 -5.424***

통제집단(n=10) 135.50 8.249 139.60 9.499 -1.508

주. *** P<.001

실요법 집단 로그램이 학교폭력 복경험

자의 문제 처행동에 미치는 효과

학교폭력 복경험자들에게 실요법 집단

로그램을 실시한 실험집단과 실시하지 않은 

통제집단의 문제 처행동에 변화가 있는지 알

아보기 해 응표본 t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요법 집단

로그램에 한 학교폭력 복경험자들의 사

-사후 비교 값이 제시되었다. 실험집단의 문

제 처행동 사 검사 평균은 132.35이고, 사후

검사 평균은 138.94로 나타나 통계 으로 유의

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5.424, 

p<.001). 반면에 통제집단의 자아존 감 사

검사 평균은 133.45이고, 사후검사 평균은 

133.33으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1.508, p>.05).

실요법 집단 로그램이 종결된 후 학교폭력 

복경험자의 반응과 변화

학교폭력 복경험자들에게 실요법 집단

로그램이 종결된 후 실험집단 상자들의 

로그램 용지와 자기평가  연구자와 진행

요원의 자료를 근거로 한 실험집단 참가자의 

학교폭력에 한 반응과 변화는 표 7과 같다.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로그램 실

시에서 각 회기마다 참가자들로 하여  자신

의 장 과 자신의 욕구를 확인하고 이러한 욕

구를 실 하는데 있어서 책임감 있는 행동을 

강조하 다. 참가자들은 모두 학교폭력에 

한 피해경험과 가해경험을 가지고 있어 서로

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 으며, 이는 로

그램에 극 으로 참여하는데 동기유발이 되

기도 하 다. 로그램이 진행되어가는 동안 

자신의 행동을 선택하고 책임지는 주체가 자

기 자신이라는 것을 인식하 고, 자신의 입장

에서 조 씩 타인의 입장도 배려하기 시작하

다. 참가자  몇 명은 학교폭력을 당했을 

때의 충격 인 기억을 소극 이거나 극 으

로 표 하 으며(E1, E2, E5, E6, E8),  몇 명

(E4, E7, E9, E10)은 행동을 가할 때 별 생각 

없이 했거나 E6과 E8과 같이 자신이 당했을 

때의 복수심으로 학교폭력을 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로그램 종결 시 작성한 소감문에서

는 자기 자신에 한 소 함과 폭력행동에 

한 자신의 선택과 책임에 하여 좀 더 신

함이 표 되었다. 한 자기기입식 보고에서

는 부분의 참가자들의 학교폭력 유형별 가

해행동이 부분 으로 감소하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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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학교폭력 복경험자의 학교폭력에 한 반응과 변화

복경험자 성별 참가자의 학교폭력에 한 반응
로그램 실시 후

참가자가 지각한 변화

실

험

집

단

E1 남
친구를 때릴 때는 몰랐는데, 나로 인해 힘들 것이란 

생각이 들어 미안했다.
신체  폭력행동 감소

E2 남
에 친구에게 맞았을 때의 억울함 때문에 다른 친

구들을 괴롭힌 것 같다.
품갈취 행동 감소

E3 남
내가 소 하듯이 나보다 약한 친구들을 소 히 생각

하게 되었다.
신체  폭력행동 감소

E4 남
기분 로 행동하지 않고 내가 책임질 수 있는 행동인

지 생각하고 움직이겠다.
품갈취 행동 감소

E5 남

내가 괴롭힌 친구가 힘들 것이란 생각을 하는 것이 

싫었다. 그러나 지 은 그 생각으로 내 마음이 조  

무거워졌다. 다른 친구를 괴롭히지 않아야겠다.

괴롭힘 행동 감소

E6 남
내가 당한 것처럼 군가에게 복수를 하고 싶었었다. 

그래도 이젠 그만 해야겠다. 

신체  폭력, 품갈취 

행동 감소

E7 남 다른 친구들도 나 정도는 폭력행동을 하는 것 같다 거의 같음

E8 남
폭력행동을 안하고 싶지만, 당장은 힘들 것 같다. 그

러나  폭력을 당하진 않겠다.
괴롭힘 행동 감소

E9 남
다른 친구에게 지시하는 것이 재미있고 편했는데, 그

래도 이젠 내 일은 내가 해야겠다.

품갈취, 괴롭힘 행동 

감소

E10 남
폭력행동은 진정한 남자의 모습은 아닌 것 같다. 앞으

로 때리지도 맞지도 않겠다.
신체  폭력행동 감소

논  의

본 연구의 목 은 실요법 집단 로그램을 

구성하여 학교폭력 복경험자에게 용함으

로써 그들의 자아존 감과 문제 처행동에 미

치는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 다. 이를 해 8

회기의 실요법 집단 로그램을 제공한 10명

의 실험집단과 집단 로그램을 제공하지 않은 

10명의 통제집단을 상으로 집단 로그램 실

시 ․후에 나타난 자아존 감, 문제 처행

동의 수를 비교․분석한 결과, 본 연구의 

연구가설을 지지하는 유의미한 것이었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실요법 집단 로그램은 학교폭력 

복경험자들의 자아존 감을 향상시키는 것

으로 나타났다. 실험집단의 사 ․사후조사에

서 자아존 감 수가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집단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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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참여한 학교폭력 복경험자들의 자아존

감이 향상되었다. 통제집단은 사 ․사후조사

에서 자아존 감의 수가 통계 으로 유의미

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실요법 집단 로그램

이 학생의 자아존 감을 향상시킨다는 김정

숙(2000)의 연구결과와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자

아존 감을 향상시킨 이무 과 강기정(2007)의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한 비행청소년

의 자아존 감을 향상시킨다는 김 자(2003)의 

연구결과와 실요법 집단 로그램 실시 후 

학교폭력 경험청소년의 낮은 자아존 감이 향

상된 도기 (2006)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

다. 외국의 경우 Williamson(1992)의 연구에서 

청소년들의 자아존 감을 향상시키는 실요

법 집단 로그램을 실시하여 그들의 욕구충족

도가 집단경험 이 보다 높아졌다는 것과 일

치하는 것이다.

실요법 집단 로그램을 학교폭력 복경

험자들에게 용하는 동안 상 청소년들이 

자신에 해 정 으로 이해하고, 자기만족

을 해 선택한 행동에 해 책임지게 하며, 

원하는 것을 성취하도록 매 회기마다 지지와 

격려를 한 것이 참가자들의 자아존 감을 향

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여진다.

둘째, 실요법 집단 로그램은 학교폭력 

복경험자들의 문제 처행동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통제집단은 사 ․

사후조사에서 문제 처행동 수가 통계 으

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집단 로그램이 청소년의 학

교공부에 한 동기부여  집 력, 학교생활

에 임하는 태도가 정 으로 변화되어 학교

생활 응의 효과성이 입증된 송정아와 김 희

(2001)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한 실요법 

집단 로그램이 청소년의 리더십 생활기술 개

발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정은실과 박

애선(2005)의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결과를 논의함에 있어서 

자아존 감과 문제 처행동을 변수를 용한 

다른 집단 로그램의 연구결과와 비교하여 논

의하기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 이유는 실요

법 집단 로그램을 학교폭력 복경험자에게 

용하여 그 효과성을 검증한 연구가 없기 때

문이며, 본 연구가 자아존 감과 문제 처행

동을 변수로 하여 학교폭력 복경험자들을 

상으로 실요법 집단 로그램의 효과성을 

확인하는 첫 연구이기 때문이다. 

실요법 집단 로그램 실시 후 자기기입식 

보고에서도 알 수 있듯이 참가자들의 학교폭

력에 한 변화는 언어  폭력에 비해 신체  

폭력, 품갈취  괴롭힘 등의 학교폭력 가

해행동이 감소하 다. 이는 자아존 감과 문

제 처행동의 향상이 학교폭력 복경험자들

의 일상 인 생활속에서 학교폭력과 련한 

행동 기능을 변화시키는데 효과가 있다는 것

을 의미한다. 이는 실요법 집단 로그램이 

학교폭력 복경험자들에게 일상 인 문제들

을 폭력이라는 수단이 아닌 사회 으로 합의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문제 처행동에 근하

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집단 

경험을 통해 학교폭력 복경험자들이 자신감

을 가지고 학교생활에 보다 잘 응할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므로 학교폭력 복경험자에 

한 개입방법으로 실요법 집단 로그램은 

참가자들의 자아존 감과 문제 처행동 능력

의 향상에 매우 유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논의와 결론을 토 로 본 연구

의 한계 과 후속연구를 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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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학교폭력 복경험자들은 고등학생이

기 때문에 지 -여기에서의 책임감을 강조하

는 실요법 로그램은 하다고 본다. 그

러나 학교폭력 복경험자들은 부분 언어소

통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언어 인 방법

뿐만 아니라 신체와 도구를 활용한 놀이나 미

술놀이를 용한 실요법 로그램을 실시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남학생들을 

피험자로 표집하 고, 소수의 실험․통제집단 

20명을 상으로 사 -사후 설계를 용하

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

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연령 

 성별의 학교폭력 복경험자들을 상으로 

그들의 특성에 맞는 실요법 집단 로그램을 

용해 볼 필요가 있겠다.

셋째, 학교폭력 복경험자를 한 실요

법 집단 로그램의 실험연구뿐만 아니라 추후

연구에서는 학교폭력 가해자 집단과 피해자 

집단  복경험자 집단을 각기 실요법 집

단 로그램을 실시한 후 그 효과성을 비교할 

수 있겠다. 한 실요법 집단 로그램 실시 

후 참가자의 변화과정을 상세하게 기술할 수 

있는 질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넷째, 본 집단 로그램이 종결된 후 통제집

단에 한 개입 로그램이 바로 실시되어 추

후조사를 실시하지 못하 다. 추후연구에서는 

학교폭력 복경험자를 상으로 추후조사를 

병행하여 로그램의 지속 인 효과를 확인하

는 것이 필요하겠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실요법 집단 로

그램을 매주 1회기씩 총 8회기 실시하 다. 

그러나 실제 집단 로그램을 진행하는 동안 

학교폭력 복경험자들은 술과 담배를 사용하

고 있었고, 이러한 행동은 학교교칙을 어기는 

문제행동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행동을 

개선하기 해 주․ 연을 한 실제 이고 

구체 인 도움을 원하 으며, 이를 한 

주․ 연 로그램의 시 한 개입이 필요하다 

하겠다.

본 연구는 학교생활에 문제를 가지고 있으

며, 심리  어려움과 문제 처행동에서의 어

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폭력 복경험자들에게 

자신감 회복과 문제 처행동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로그램이었다고 사료된다. 그

리고 실요법 집단 로그램이 지역사회의 다

양한 장면이나 학교 장에서 학교폭력 복경

험자들의 자아존 감과 문제 처행동 향상을 

한 집단 로그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

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학교폭력 복

경험자를 해서는 학교체계와 연계하여 학교

폭력 복경험자인 개인이나 소집단을 변화시

키는 것을 비롯해서 개인과 집단이 속해 있는 

가정, 지역사회 환경에 을 두고 국가나 

학교차원에서 다양한 개입 로그램을 만들어 

갈 필요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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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a Reality Therapy Group Program for Improving

the Self-Esteem and Coping Behavior on Problem

of School Violence-Students Who have been both victims

and offenders of School Violence

Do Gie Bong                        Oh Juu

        The Institute for Social Welfare Development        Busan Digit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test the effects of reality therapy group program on improvement of 

self-esteem and coping behavior on problems for students with both victims and offenders experience in 

school. The subject of this study was 20 high school students in Daegu city. The students were randomly 

assigned by ten separated into experimental group and control group. The experimental group took part 

in program once in a week and total 8 weeks, but the control group did not measure anything at all. 

As a results of this study, the self-esteem and coping behavior on problems of students in the 

experimental group was far more improved than that of students in the control group. Therefore reality 

therapy group program appeared to have positive effects on the improvement of self-esteem and coping 

behavior on problems for students with both victims and offenders experience in school. This study was 

the first research into the relationship between reality therapy and students who have been both victims 

and offenders of school violence and have great significance for the application of the reality therapy 

group program.

Key words : school violence, self-esteem, coping behavior on problem, reality therapy group progra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