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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서론:학교 폭력이 소아청소년의 정신건강을 하는 심각한 문제가 됨에

따라 학교폭력을 방하고 치유하는 많은 로그램들이 개발되어 시행되고

있다.하지만 로그램들의 효과성에 한 결과들이 일 성이 없고,지속

으로 효과성을 입증한 과학 근거 기반의 로그램은 거의 없는 실정이

다.이에 학교폭력 가해 청소년의 인지정서 특성에 한 뇌발달학 근

거에 기 하여 한신경정신의학회에 의해 만들어진 표 선도 로그램을

시행한 후 가해 청소년의 행동변화를 임상 -신경심리학 -뇌구조 변화

등을 종합 으로 평가함으로써 효과성을 검증하 다.

방법:2014년 8월부터 12월까지 경찰청을 통해 의뢰된 학교폭력 가해 청소

년 27명을 상으로 공감능력 증진,분노 조 ,갈등 해결 의사 소통 훈

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인지행동 치료 기법 기반의 8회기 집단 치유 로그

램이 시행되었다. 로그램 시행 에 정신과 문의에 의해 진단 분류

가 이루어졌고, 로그램 시행 후에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척도,한국

형 아동행동 체크리스트,UCLA 고독감척도,Barrat충동성척도, 인 계

반응성 지표 등의 설문지 검사와 스트룹 검사,아동색 선로 검사,종합 주

의력 검사, 스콘신 카드분류 검사 등의 신경심리학 검사를 시행하 고,

뇌 MRI를 통해 피질 두께의 변화와 확산 강조 상(Diffusion Tensor

Inhancer)을 얻었다.모든 검사를 마친 청소년은 총 25명이었다.

결과: 체 상군에서 임상 ,신경심리학 지표 에 충동성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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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융통성 등 두엽 실행기능에서 뚜렷한 호 을 보 으나 뇌구조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특히 외 화 장애가 있는 집단과 범죄가 반복된

집단에서의 호 도가 더욱 뚜렷해서 로그램이 충동성 조 을 통한 행동

통제 능력의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하겠다.

결론:표 선도 로그램을 시행 후,학교폭력 가해 청소년의 충동성 조

을 포함한 두엽 실행기능 향상을 보여 과학 근거 기반 치유 로그램으

로서의 효과성을 입증하 다.추후 로그램의 지속 인 실시와 뇌기능 변

화에 한 연구와 장기 인 학교폭력 방효과에 한 연구가 필요하겠다.

.............................................................................................................................................

주요어:학교폭력,가해 청소년,인지행동치료,효과성 검증,실행기능

학번:9980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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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연구 배경

소아 청소년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는 소아 청소년의 인지 발

달뿐 아니라 사회 ,정서 발달에 지 한 역할을 하게 된다(1).학교 교

육은 명시 인 교과과정을 통한 학업성취와 더불어 래 계의 형성을 포

함한 사회문화 학습을 통해 소아 청소년들의 재 삶과 그 이후의 삶

에 매우 요한 향을 끼치게 된다.다시 말해 학교는 아동 청소년 사회

화의 행자라고 할 수 있다(2).학교라는 환경 속에서 지식 습득은 물론

래들과의 계형성 래 집단 형성 경험을 통한 본격 인 사회화 과

정이 시작되며,학업성 에 따른 열등의식과 우월의식이 발달하고 자의식

이 발생하게 된다. 한 선생님이라는 새로운 양육자와의 계가 형성될

뿐만 아니라 선후배간의 계 교우 계 이성과의 계도 이루어지게

된다(3).이처럼 학교는 단순히 각 개인이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는 곳 이상

의 의미를 지니는 독립 인 사회 구조로써 아동 청소년 개개인에게 요

한 심리 인 의미를 지니게 된다. 새로운 인간 계뿐만 아니라

Erickson(1950)이 지 하 듯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넓은 문화의 유용한

기술과 도구를 학습하게 되며,새로운 사회 갈등과 요구 속에서 새로운

자아정체감을 확립하게 되는 심리 인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4).따라

서 소아 청소년 시기의 발달과제를 해결하는 것은 단순히 이 시기의 문제

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이후의 성인으로서의 인성에 요한 향을 끼치

게 된다.더욱이 부분의 소아 청소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학교이기 때문에 학교 교육과정,학교의 분 기,교사나 친구들과의 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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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들의 성장 발달 정신건강에 많은 향을 주게 된다(5).

하지만 최근 국내의 학교 상황은 이상과 같은 발달 과제를 효과 으로 수

행할 수 있는지 혹은 건강하고 활기찬 인 계를 형성하기에 한지에

해서 쉽게 답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한 해 평균 6만 8000여

명의 학생들이 학교를 그만두고 있고,2013년 기 으로 인원 28만 명

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라는 통계(6)만 보아도,최근의 국내 학교 상황이 아

동 청소년들의 발달 과제 수행에 안정 인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뿐만 아니라.학교 장의 안 성을 근본 으로

하는 학교폭력의 문제는 더더욱 소아 청소년들의 발달과정에서 어려움을

가 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 개인에게 집단 으로 폭력을 가하거나 괴롭히는 행 는 집단생활을 유

지시키고 결속시키는 하나의 방편으로 오랜 기간 인간사회와 동물세계에

존재해왔다.구성원들은 집단에서 이질 요소를 동질화하는 방법으로,

는 증오를 제삼자에게 발산시켜 집단의 평온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폭력을

사용해왔다(7).이런 의미에서 볼 때,학교폭력도 근 인 학교교육이 시

작되어 학교라는 집단이 실체를 가진 이후로 학교폭력이 존재해왔을 것으

로 추측되지만 분명한 자료들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조선시 자료에서

가난하거나 무력한 아이가 다른 아이들에게 놀림을 당하거나 피해를 입었

을 때 피해보상을 해 곡식을 따로 마련해두던 ‘농곡’이라는 례가 존재

했었다고(8)보고된 것을 보면 아동 청소년들 사이에서의 폭력은 우리나라

에서도 오랜 역사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학교폭력의 험성이 알려지고 련 연구가 수행된 것은 20세기에

들어선 최근의 일이다.서구에서는 노르웨이의 심리학자 Olweus가 1970년

부터 학교폭력과 련된 연구를 진행하 고 학교 폭력에 한 사회 ,

학문 심을 발하는데 기여하 다(9).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이지메에



3

한 연구 책 마련이 일 부터 진행되어 왔다(10).우리나라의 경우는

‘왕따’,‘집단 따돌림’,‘집단 괴롭힘’등으로 표 되는 학교폭력 문제의 심각

성이 1990년 반부터 본격 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학교폭력의 피해

학생이 속출하고 이에 한 학부모들의 원성이 높아져서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이 민간운동으로 개되기 시작했다.이 시기에 학교폭력

에 한 민감성은 학교나 정부 차원보다는 민간 차원에서 더 높았다.학교

폭력으로 자녀가 피해를 입은 학부모들이 많아지면서 피해자 가족 모임 등

이 활성화되고,1995년 학교폭력으로 괴로워하다 자살로 생을 마감한 한

학생의 아버지가 학교폭력 근 을 결심하면서 청소년폭력 방재단(1995)을

세우게 된 시기도 바로 1990년 반이다(11).이러한 시민단체들의 출

을 통해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에 한 상담활동과 사후 책에 한 의들

이 진행되면서,학교폭력의 심각성이 본격 으로 이슈화 공론화되기 시

작하 고,국가차원에서의 극 인 여의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되었다.

학교폭력 책국민 의회를 심으로 학교폭력 책 련법 제정이 추진되어,

2004년에 학교폭력 방 책에 한 법이 교육부 소 법령으로 제정

되기에 이르 다.이 법령의 제정으로 학교폭력의 방과 책 강구에 국

가가 극 으로 여하고 지원할 수 있는 획기 인 근거가 마련되었고,

이후의 학교폭력 방과 책 강구에 국가가 극 으로 나서는 분기 이

되었다.이러한 여세를 몰아서 2005년 3월에 정부 5개 부처 장 과 책임자

들이 모여서 학교폭력에 한 범정부 응을 선언하 고,교육인 자원

부와 련 부처 합동으로 ‘학교폭력 방 책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

하여 시행하 다.이후 2009년에는 ‘2차 학교폭력 방 책 5개년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 다.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2009년에는 학교

폭력에 시달려온 학생들이 일진들에게 스스로 빵을 사다주거나 온갖 심부

름까지 해주는 이른바 ‘빵셔틀’의 실체가 알려지면서 우리 사회에 충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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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었고,이외에도 학교폭력 문제로 동반 자살한 평택 여고생 사건,가해자

에게 칼을 휘둘 던 용인 여 생 사건 등을 통해 학교폭력은 우리들의 생

각보다 훨씬 더 험하고 심각한 수 에 와있음을 알게 되었다.2011년 말

부터 2012년 까지 학교폭력에 시달리던 학생들이 연이어 자살하면서,정

부는 2012년 학교폭력 련 기존 책 제도의 한계 을 분석하여 계

부처합동으로 <학교폭력근 종합 책>(12)을 발표하고 학교폭력근 7개

실천 정책을 수립한 바 있다.동년 5월 1일부터는 2004년에 제정된 ‘학교폭

력 방 책에 한 법률’을 수정하여 시행하고 있다.<학교폭력 근

종합 책>에는 그동안의 학교폭력 책이 학교 장의 근본 인 변화를 이

끌어내는데 실패했다는 반성과 함께,학교폭력 문제의 직 인 당사자인

학생,교사,학부모가 함께 학교폭력 근 을 실천하도록 지원하는 정책

제도개선과 가장 근본 인 책인 학생들의 배려,공감, 동심을 키우는

실천 심의 인성교육에 한 정책 등이 추진되기 시작했다.2012년 2월

<학교폭력근 종합 책>추진 이후,학교폭력 신고 화 117통합,학교폭

력 가해학생 학생생활부 기재 등을 통해 학교폭력에 한 사회 경각심이

제고되면서, 국 학교폭력 실태조사의 피해응답률이 감하는(‘12년 2차

피해응답률 8.5% -> ‘13년 1차 피해응답률 2.2%)등의 성과가 나타났고,

체 인 양 감소 추세의 흐름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그러

나 학교폭력이 근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정서 폭력 등 심각한 학교

폭력 피해가 크게 어들지 않아 학생과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의 불안감

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13).뿐만 아니라,각종 언론 등에 발표된 조

사 결과를 보면(14,15,16),폭력 책 원회의 심의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학교폭력 양상도 피해·가해자의 연령화,여학생 폭력 경험 비율의

진 증가,은 하고 잔인한 형태의 폭력의 증가,집단 폭력 피해자의 증

가,신종폭력이 증가하는 추세로 학교폭력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진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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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오고 있다. 한 학교폭력 방 근 에 한 학교 장의 자율성이 낮

고,일부 학교에서는 방교육이 형식 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등 학교

심의 학교폭력 방교육과 련한 책이 개선·보완될 필요성이 제기되었

다.이에 2013년 7월, 계부처 합동으로 기존의 학교폭력 련 책을 평가

하고 정책 시사 을 도출한 후 < 장 심 학교폭력 책>(17)을 수립하

다.< 장 심 학교폭력 책>은 “학교폭력 학생 험 제로 환경 조

성”을 목표로(18),단 학교의 실효성 있는 자율 인 방활동을 활성화하

고,학교폭력 유형별 지역별 맞춤형 응능력을 강화하며,학교폭력 피해학

생 보호를 폭 으로 강화하고 가해학생의 재발방지에 역 을 두는 것이

다.구체 으로 5개의 역과 20개 과제로 되어 있는데,학생 높이에

맞는 학교폭력 방교육(어울림 로그램 개발 보 )의 내실화,학교 장

의 자율성 강화,학교폭력 유형에 따른 맞춤형 응,피해학생의 보호와 치

유 지원 확 ,가해학생의 선도조치 강화,학교 지원 리 강화,안 한

학교 구축,학교폭력에 한 사회 응 강화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

고 있다.학교폭력 문제를 근본 으로 해결하기 해서는 학교폭력 이후의

사안처리보다는 장기 인 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

하기 한 학생의 심리 인 역량을 강화시키고,안 한 학교폭력 방 문화

를 조성하기 한 방교육 심으로 책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는 에

서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이는 노르웨이의 올베우스 학교

폭력 방 로그램,미국의 Secondstep,핀란드의 KiVaKoulu 로젝트

등의 방교육 로그램들이 학교의 안 한 문화조성 학교폭력 감소에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해외사례들에서도 증명되는 바이다.< 장 심 학교

폭력 책>은 학생들이 안 하고 건강하게 교육 받고 성장하기 해서는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에서 사 방에 을 두고 있으

며,이를 해 학교폭력 방교육 로그램인 어울림 로그램을 정규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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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 반 하여 모든 · ·고교에 지속 이고 체계 으로 실시할 계획임

을 밝혔다.앞으로 지속 으로 실시될 것으로 보이는 학교폭력 방 로그

램인 어울림 로그램은 학교폭력 방에 핵심구성요소인 공감,의사소통,

갈등해결,자기 존 감,감정조 ,학교폭력 인식 처라는 6개의 모듈

을 구성하여,학교 ( 등학교 학년용, 등학교 고학년용, 학교,고등

학교)별,학생용,교사용,학부모용 등 상별로 사용할 수 있게 한국교육

개발원(19)이 개발한 로그램이다.학생의 발달단계에 따른 심리 특성과

학교폭력 경향성을 고려하는 한편,학교폭력이 발생하는 학교 장의 용

가능성을 높이기 해 장교사 심으로 개발진을 구성하고, 문가(교육

과학기술부가 시도별로 한 문 원으로 지역별 상담교수 등)검토를

통해 최종 로그램을 개발하 다.2012년 16개 학교에 시범 운 되었고,

2013년에는 300개 학교로 확 운 되는 등 지속 으로 확 실시되고 있

지만,아직까지는 어울림 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는 않았고 로그램의 타당성,장기 인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기간이 짧은

상태이며 학교 장에서 로그램을 운 할 교원의 문성이 문제가 되어

범 한 학교 장에서 효과 이고 시행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으

로 보인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과 더불어,학교폭력에 한 사회 응강화가

요하며 특히 다양한 청소년 선도기 들(경찰청 일선 경찰서 등)의 참여

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재발방지에 매우 요한 역할을 하게 되

었다.그 동안에도 학교폭력 청소년 비행에 한 경찰청 나름의 여러

심과 방의 노력이 진행되어 왔으나,선도를 한 효율 인 문 로

그램의 부재 체계 인 훈련을 받은 문가의 부족 등의 문제로 한

선도 주의 로그램이 시행되지 못하 던 것 한 사실이었다.뿐만 아

니라,학교폭력의 일선 실무 담당자인 경찰 의 재의 역할 제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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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로 지 되고 있다. 재와 같은 여성·청소년계의 경찰 인사 제도가

1-2년 정도의 순환보직의 근무형태에서는 문성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학

교폭력의 특성을 반 한 정한 사건 처리가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이다.

이런 에서 학교폭력 담 경찰 제도를 구축하고 이들에 한 문 인

교육의 필요성 장에서 용할 수 있는 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이

두되고 있다(20).2013년 경찰청이 한신경정신의학회에 ‘선도 로그램 개

발 연구’를 의뢰하여 ‘학교폭력/집단따돌림 방 가해학생 치료 로그

램’을 개발한 것은 이런 필요성에 부응한 조치라 할 수 있다.정신심리-생

물학 -사회 요인 모두가 복합 으로 작용하는 학교폭력의 문제에 한

과학 이고 통합 인 근을 바탕으로 한 문 인 선도 로그램 개발

시행이 부족한 실을 고려할 때,정신건강의학과 문의들에 의한 실용

인 문 로그램 개발은 큰 의미를 가지며,가해학생의 재발방지를 통한

학교폭력의 감소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학교폭력의 근

본 인 해결을 해서는 가해학생을 범죄자로 낙인 어 추후 사회 낙오

자로 내몰거나 가해의 악순환을 가져올 수 있는 처벌 심의 책과 학교폭

력 사안처리보다는 가해학생을 한 선도 로그램을 통해 재발방지를 한

노력이 더 요하다는 것에는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특히 소아 청소년의

뇌발달에 한 과학 지식기반과 경험이 풍부한 문가 집단인 정신과 의

사들에 의한 로그램 개발은,그동안 학교폭력 련 로그램을 주로 개

발해온 교육학,상담학,청소년복지학 공자들의 연구 내용들을 보완하고

풍부화하는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2015년 8월 제 8차

사회 계장 회의에서(21), 등학생을 한 맞춤형 학교폭력 책을 추진

한다고 발표하면서 스쿨닥터 확 를 통한 학교폭력 가·피해학생 등을 조기

감지하고 고 기 학생에 한 정신의학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추

진과제가 제시되었다.구체 인 실천방안으로 한소아청소년정신과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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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업무 약을 통해 정신과 자문의를 지정하여 고 기 학생을 상으로 한

심리치료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학생정서행동지원센터를 운 하기로 결정

하 다.이는 기학생을 지원하기 한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자살과 학

생정신건강연구소,제주교육청 ‘스쿨닥터’시범운 등의 활동을 통해,정신

과 의사들의 문성이 학교폭력을 포함한 학교 장이 요구하는 문제해결

에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해왔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학교폭력 책을

수립하거나 학교폭력 치료 로그램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소아 청소년

발달에 한 생물학 -심리학 -사회 측면에 한 종합 지식을 갖춘

정신과 의사들의 문성은 반드시 필요하다.소아 청소년의 요한 발달

과업을 수행해야 하는 학교 공간에서의 폭력은,학생들의 발달과업의 성취

와 정신건강에 악 향을 끼치는 요한 문제로 반드시 뿌리 뽑 야 하며,

이를 한 아동 청소년들의 반 인 정신건강 문제를 종합 으로 근할

수 있는 정신과 의사들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2.학교폭력에 한 반 고찰

학교폭력의 문제를 연구할 때 학교폭력의 정의와 련된 문제가 먼 제

기되는데,2004년 제정된 ‘학교폭력 방 책에 한 법률’(일부 개정

2012.01.26.법률 제11223호 시행일 2012.7.27.)에 따르면,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상으로 발생한 상해,폭행,감 , 박,약취,유인,명

훼손,모욕,공갈,강요,강제 인 심부름 성폭력,따돌림,사이버 따돌

림,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 ’로 규정되어 있다. 한 ‘따돌림’이란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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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상으로

지속 이거나 반복 으로 신체 는 심리 공격을 가하여 상 방이 고

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 를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다.법률에서 규

정하고 있는 것은 학교폭력이 일어나는 장소(학교 내외),피해자와 가해자

에 한 규정(학생을 상),행 의 범주(신체·정신 는 재산상의 피해)라

고 할 수 있다.이러한 법률 정의는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선

도,교육할 뿐 아니라 양자 간의 분쟁조정에 필요한 행 를 구체 으로 명

시한다는데 요성을 갖는다(22).

학교폭력에 한 법률 정의와는 별도로,학교폭력에 한 학문 분야

에서의 연구가 진행되면서,학문 측면에서의 학교폭력의 정의를 둘러싼

논의가 많이 진행되어 왔다.학교폭력에 한 선구 인 연구자인 Olweus

는 학교폭력을 피해학생이 개인이나 래 집단에 의해 반복 이고 지속

으로 부정 인 행동에 노출되는 경우라고 하 다(23).부정 인 행동이란

의도 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불안을 끼치거나 그 게 하려고

시도하는 것이라고 하 다.학교폭력과 련한 용어 사용과 련해서도 많

은 논란이 있어왔다.Olweus는 1972년 스웨덴 의사 Heinemann이 처음 명

명하여 북유럽에서 사용되어온 ‘mobbing'(노르웨이, 덴마크) 는

‘mobbning'(스웨덴,핀란드),즉 ‘폭도와 같은 행동’이라는 뜻의 단어가 커

다란 익명의 집단이라는 의미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는 것에 문제제기를 하

면서,학교폭력 혹은 래간의 폭력행 가 집단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

이 아니라 개인에 의해서도 나타난다는 의미를 포함시켜 ‘약자를 괴롭힘’이

라는 의미의 'bullying'이라는 단어 사용을 주장하 다(24). 한 미국에서

는 피해아동에 을 두고 ‘희생화’(victimization)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고(25),일본에서는 ‘이지메’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일본에서는 이

지메에 한 연구 책 마련이 일 부터 진행되어 왔는데,이지메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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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 한 한 개인 는 다수의 신체 ,정신 폭력’을 포함한다는 에서

는 학교폭력과 공통 이 있으나 ‘신체 인 폭력보다 정신 인 폭력이 강조

되는 ’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10).청소년의 폭력을 지칭하면서 세계

으로 가장 리 사용되는 용어는 ‘bullying'(괴롭힘)인데,Olweus는

‘bullying'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다음의 세 가지 요한 요소가 개념

속에 포함된다고 보았다(26).첫째는 상 가 원하지 않는 부정 인 행동을

포함하는 공격행동을 보인다고 하 다.즉 고의성을 가진 행동이라는 것이

다.고의성은 의도 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려고 하는 욕구로 가해

학생은 피해학생에게 신체 혹은 정신 손상을 입히겠다는 ‘의도’를 가지

고 다양한 형태의 폭력을 구사하게 된다는 것이다.둘째는 지속 이고 반

복 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반복성은 부정 인 행동이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 으로 반복되어 행해짐을 뜻하는 데,이러한 반복성 때

문에 부분의 학교폭력은 한 차례만 일어나지 않고 여러 번 계속해서 일

어나게 된다는 것이다.셋째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힘의 불균형이 존재

한다는 것이다.힘의 불균형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육체 으로 혹은

심리 으로 인식되는 불균형한 힘의 분배를 의미한다.자신이 피해학생보

다 더 강자의 치에 있다고 믿음으로써 가해학생들은 자신의 폭력 행 에

정당성을 부여한다는 것이다.결국 Olweus의 정의는 가해학생이 자신이

지닌 힘의 불균형을 이용하여 피해학생을 고의 이고 반복 으로 괴롭히는

행 가 학교폭력이라는 것이다(26). 한 그는 bullying이 다양한 공격 행

동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용어라고 설명하면서 다음의 아홉 가지 하

유형을 제시하기도 했다(27).언어 괴롭힘,소문 퍼뜨리기,돈이나 물건을

빼앗거나 훼손하는 것,원치 않는 행동의 강요,인종 괴롭힘,성 괴롭

힘,사이버 괴롭힘 등이다.Olweus외에 서구의 학자 Ma등(28)도 괴롭힘

에 해 공격자는 권한과 만족을,희생자는 고통의 결과를 가져오는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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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힘의 불균형을 낳는 일련의 반복되는 행 라고 정의한 바 있다.

미국 보건후생부(29)는 괴롭힘을 학령기 아동 간의 실제 이거나 지각된

힘의 불균형이 포함된 원치 않는,반복 이거나 반복 가능성이 있는 공격

인 행동으로 정의하고 있다.미국심리학회(30)에서는 괴롭힘을 어떤 사람

이 다른 사람을 고의 이고 반복 으로 해를 입히거나 불편하게 하는 공격

행동의 한 형태로,이는 신체 ,언어나 다른 미묘한 행동의 형태로

가해질 수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이외에도 괴롭힘에 한 여러 학자들의

정의는 크게 다르지 않으며,각 정의에는 Olweus가 제시한 요한 공통요

소인 고의성,반복성,힘의 불균형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학교폭력이라는 용어는 서구의 괴롭힘에 해

당되는 동시에 서구에서 폭력으로 다루는 문제도 일부 포함된다.물론 서

구에서 ‘폭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는,총기사건이나 살인을 포함한 심

각한 상해나 폭행 등 신체 ·물리 힘의 행사를 뜻한다(31).최근에 국내

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양상은 래 간의 괴롭힘만으로 보기 어려운 심각한

폭력 사건이 많이 발생하 고,폭력 사건의 배경이 괴롭힘인 경우가 많아

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Farrington(32)은 괴롭힘을 ‘잠재

폭력 가해자와 잠재 폭력 피해자 간에 일어나는 일’로써 괴롭힘과 폭

력 간의 계를 강조한 바 있다.이런 의미에서 국내에서 사용되는 학교폭

력의 용어는 서구의 괴롭힘을 포함하는 보다 폭넓은 개념으로 볼 수 있다

(22).이처럼 학교폭력에 한 정의를 둘러싼 논의는 국가와 연구기 에 따

라 의미에 차이는 있으나 공통 으로 강조하는 내용을 종합해보면,학교폭

력이란 ‘학생들의 개인 특성과 학교 내외의 사회 요인들로 인해서 유

발되는 범죄 행 로서 자신보다 신체 ·심리 으로 약한 치에 있는 학

생에게 가해지는 는 실제 공격 행동’이라 정의할 수 있겠다.이러한

학교폭력은 피해자들에게 고통스러운 경험이 될 뿐 아니라 가해자들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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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인 문제 해결 방법을 익히거나 반사회 행동을 학습하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33),피해자,가해자,그리고 방 자들 모두의 건강한 발달

을 해 심을 갖고 지도해야 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본 연구에서 사

용하는 학교폭력의 정의는 최근 가장 문제시되고 있는 상인 집̀단 따돌

림'(속칭 왕̀따')과 신체 언어폭력을 상으로 하고 있다.본 연구에서

의 집단 따돌림은 학교폭력의 한 유형으로서 언어 비언어 인 폭력을

수단으로 한 동료들 간의 극 소외 상으로서,단순히 수동 인 따돌림

이외에 따돌림과 동반되는 언어 신체 인 폭력도 포함된 극 인 행

동경향까지 포함된 포 인 상으로 보고자 한다(34).즉,집단따돌림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의 집단 괴롭힘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7). 한 괴

롭힘의 구체 양상으로는 언어 괴롭힘(놀리기,싫어하는 별명 부르기,

빈정거리기/면박이나 핀잔주기,휴 폰 문자로 욕이나 비난하기,메신 에

들어오게 해놓고 무시하거나 욕설하기, 박하는 문자나 쪽지 보내기),사

회 괴롭힘(같이 놀지 못하도록 다른 아이들에게 이야기하기,일부러 따

돌리며 도망가기,나쁜 소문내기,많은 아이들 앞에서 창피주기, 흘기기

/째려보기,도시락 같이 안 먹기,물건 감추기, 말을 걸지 않거나 상

하지 않기,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약 올리기,물어 도 답하지 않고 쳐

다보지도 않기,과잉친 로 불안하게 하기),신체 괴롭힘(주먹질하기/발

로 차기,침 뱉기,지우개 던지기,연필이나 볼펜으로 르기,머리카락 자

르기,무릎 꿇게 하기,돌아가면서 때리기,옷에 낙서하기/옷 찢기,피해학

생의 물건이나 신체를 툭툭 건드리거나 치고 지나가기),사이버 괴롭힘(이

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로 욕하거나 박하기,피해학생의 원치 않은 사진을

올리거나 비 설하기,익명으로 피해학생 괴롭히기,피해학생에 하여

인터넷에 거짓말을 퍼뜨리거나 소문내기,블로그나 웹페이지를 만들어 피

해학생을 놀리거나 그룹에서 제외하기,피해학생의 개인 정보를 유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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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히기)등을 포함한다(35).

모든 문제가 그러하듯이 학교폭력의 문제에 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해

서는 정확한 실태 악이 요한데,학교폭력의 정의를 둘러싼 문제와 자

료 수집 방법과 련한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비일 인 결과들이 제시되

는 경우가 많다.우선 학교폭력의 정의를 둘러싼 문제는,연구자가 학교폭

력에 한 어떤 조작 정의를 내리느냐에 따라서 측정도구의 차이로 이어

지기 때문에,동일한 주제를 다룬 연구들이라 하더라도 실태 황에

해 각기 다른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이다. 를 들어,동일하

게 “ 학생들의 집단 괴롭힘 피해정도”를 악하는 연구라 할지라도 각 연

구자가 ‘집단 괴롭힘 피해’를 어떻게 규정하고 그 개념의 범 를 어디까지

로 정하느냐에 따라 연구 결과는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뿐만 아니라,학

교폭력의 개념에 한 평가 상자들의 인식 차이나 연령 차이에 기인한

편차 한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Smith등의 연구(36)에서는 유럽과

아시아 14개 나라,13개의 언어를 사용하는 8-14세 아동 청소년 1245명

을 상으로 학교폭력 경험을 조사하 다.연구자는 총 25개의 학교폭력

내용을 제시하고 이에 한 인식과 경험 정도를 악하 다.연구 결과에

따르면 학교폭력의 세부 내용을 악하는 정도에 연령별로 큰 차이가 나타

났으며,같은 연령 의 상자라 하더라도 동일한 주제에 해 갖고 있는

개념의 편차가 작지 않음을 보여주었다.이는 나이어린 아동들이 나이 든

아동들에 비해 학교폭력 행 를 구체 으로 인식하고 구분하는 능력이 떨

어짐을 의미함과 동시에 같은 연령의 상자라고 하더라도 ‘학교폭력’의 용

어에 해 자신이 평소 생각해 온 각기 다른 세부 행동들을 떠올리고 이에

따라 자신의 경험 정도를 보고하는 문제가 발생되게 되는 것이다. 한 학

교폭력의 황 실태를 악하기 해 사용되는 다양한 자료 수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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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 의해서도 연구 결과의 차이가 래될 수 있다.편리성의 이유로 가장

많이 사용되지만,경험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클 경우에는 신뢰할 만한 결

과를 얻어내기가 어려운 자기보고 방법,자기보고 방법에 비해 보다 객

인 실태를 보여 수 있으나 소문이나 응답자의 주 해석에 따라 보

고하는 경우 과장되거나 왜곡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래보고 방법,학

교폭력의 체 인 내용을 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학생들의 인

계 양상을 보다 객 으로 단해 수 있는,학생들을 가장 많이 하는

표 인 성인들인 교사와 부모의 보고방법,가장 객 인 방법이나 장비

마련이나 설치가 쉽지 않은 마이크,CCTV,비디오카메라 등의 장비를 이

용하는 방법,공 자료나 보고서를 참고하는 방법 등이 있다(7).이러한

다양한 자료 수집 방법에 따라서 학교폭력의 경험 정도는 상당한 차이가

생길 수 있다.Cole등의 연구(37)에서는 자기보고 보다 래보고에 의한 학

교폭력의 가해자 수가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더욱이 이 연구에서

는 자기보고된 가해자와 래보고된 가해자가 일치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났다.Salmivalli의 연구(38)에서는 래보고, 찰,자기보고에 의한 결

과들을 비교하 는데,기타의 방법에 비해 자기보고에 의한 피해정도가 가

장 게 나타났다.이와 달리 국내의 · ·고등학생 1100명을 상으로 조

사한 김혜원의 연구(39)에서는 래보고보다 자기보고의 피해사실이 더 많

게 나타났다.일본에서 이루어진 연구(40)에서는 학교폭력 피해에 한 학

생 스스로의 보고가 교사에 의한 보고에 비해 5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

다.이는 학생들의 폭력경험을 교사가 악하는데 한계가 있고,학교폭력

상에 해 교사와 학생간의 문제의식의 차이가 큼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Card(41)는 기존 연구 결과들을 메타 분석하여 다양한 조사방법

에 따른 차이를 보다 구체 으로 보여주었다.이 래보고와 교사보고

간의 상 계가 가장 컸고, 래보고와 찰경과의 상 계는 가장 낮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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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일부 연구들에서는 다양한 자료 수집방법을 동시에 사용하여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연구를 수행했는데,이들 연구(42,43,44,45)에서도 학

교폭력의 가해나 피해 정도는 자료 수집방법에 따라 매우 큰 차이가 있음

을 확인하 다.따라서 학교폭력의 실태 황을 악한 연구 자료들을

해석할 때는 연구 상에 한 개념 연구 방법 등에 한 면 한 검토

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학교폭력 황 실태 악은 1996년 학교폭력 피해학생

의 자살을 계기로 사회 심이 증하면서 본격 인 황 악이 시작되

었다고 할 수 있다.1990년 의 한국청소년상담원의 연구(46),한국교육개

발원의 연구(47),한국아동상담원의 연구(48),2000년에 들어와서 시행된 청

소년보호 원회의 연구(49),한국청소년개발원의 연구(50)등이 표 규

모 연구들이라 할 수 있다.이러한 연구들은 앞서 지 했듯이 학교폭력의

개념의 범 차이나 자료 수집방법 등에 따라서 상이한 결과를 보여주었

다. 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진행되어 온 학교폭력 실태 조사와 련해서

주목할 만한 연구는 청소년폭력 방재단에서 2006년부터 재까지 매년 시

행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2012년 ‘학교폭력근 종합 책’의 발표와 함께

교육과학기술부에서 1년에 두 차례씩 수조사로 실시하고 있는 ‘학교폭력

실태 수 조사’라고 할 수 있다(51).청소년폭력 방재단(이하 청 단)은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학교폭력 방과 치료를 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비 리 공익 법인으로,학교폭력의 실태 동향을 악하고 분

석하기 해 2006년부터 매년 학교폭력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2014

년 조사에서는 국 17개 시도 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학생

5958명을 상으로,담임교사 학교폭력 담당교사의 지도하에 학생들이

자가 체크할 수 있는 온라인 설문조사와 오 라인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실

시하 다(52).이 조사는 인구·사회학 문항(5문항),학교폭력 인식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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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성 실태(12문항)와 학교폭력의 피해 실태(29문항),학교폭력 가해 실태

(12문항),학교폭력 목격 방 실태(6문항),학교폭력 방 근 책

에 한 실태(17문항)등으로 총 81문항으로 구성되어 시행되었다.결과를

보면,우선 학교폭력 발생 빈도 인식과 련해서는 최근 1년간 학교폭력이

얼마나 자주 일어났는지에 해 78.0%의 학생들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응

답하여 2013년 비 21.0% 증가한 것으로 학생들이 체감하는 학교폭력의

발생 빈도가 낮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학교폭력 유형별 심각성 인식과

련해서는,학생들이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학교폭력으로 1순 를 ‘신

체폭력’(32.6%),2순 를 ‘집단따돌림’(25.5%)이라고 응답했다.그러나 증감

비율을 보면 ‘신체폭력’과 ‘사이버폭력’의 응답비율만이 2013년도에 비해 각

각 3.1%,1.5% 증가해 학생들은 신체폭력과 사이버폭력이 심각해졌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학교폭력 피해 유형은 집단따돌림에서 성별

에 따른 차이가 크게 나타났는데,남학생의 경우 여학생보다 신체폭력을

14.1% 더 당하 다고 보고한 반면,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언어폭력을

10.4%,집단 따돌림을 8.7%로 더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1년 학교폭

력 피해율 고통정도 조사에서는,2014년 최근 1년 동안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은 3.8%로 나타나 2012년의 12.0%,2013년의

6.3%보다 낮아 학교폭력 피해율이 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 등학교 때부터 재까지 재학기간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학생들 가운데 2014년 최근 1년 동안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

한 학생들의 비율 한 2012년 52.3%,2013년 45.8%,2014년 32.9%로 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심리 고

통은 여 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서 피해를 당한 학생들 42.9%가 폭

력의 고통으로 인해 자살을 생각해본 이 있다고 응답하 다.더욱 심각

한 은 이러한 자살을 생각해본 이 있는 학생의 41.8%에서 자살시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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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한 것으로 나타났고,77%의 피해학생에서 ‘가해학생에게 복수를 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 이 있다’고 응답하여 피해 학생들의 분노감 모욕감

은 차 심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학교폭력 피해를 처음 당한 시기와

련한 조사 결과는 과거 등학교 6학년에서 등학교 5학년이 18.2%로 가

장 높게 나타나 연령화 되어가는 추세를 보여줬고,피해를 당한 학생의

79.6%가 등학교시기에 피해를 경험하 다고 보고하여 학교폭력의 연

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학교폭력을 가한 사람 수와 련

하여 피해 학생의 70.6%에서 다수의 상에게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

고,학교폭력을 ‘5명’이나 ‘6명 이상’으로부터 당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증가

하여 집단 다수에 의한 학교폭력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음을 알 수 있

다.집단에 의한 학교폭력 문제는 학교폭력 피해 유형에서도,‘집단 으로

따돌림을 당했다’고 응답한 학생이 꾸 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장소를 조사한 결과는 장소에 크게 구애를 받지 않

아서 학교 교실,복도,길거리,집주변 등 다양했으나 특이한 은 사이버

공간과 같은 은폐된 공간에서의 피해율도 20.5%로 나타났다.특히 주목할

만한 은,학교 안에 있을 때 사이버 폭력을 당한 경우보다 학교 밖에 있

을 때 사이버폭력을 당한 비율이 9.0%나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다.이러한

비율의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학교 안에 있을 때보다 학교 밖에 있을 때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이 훨씬 자유롭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학교폭

력 피해 시간을 알아본 결과는 2013년에 이어 2014년에도 ‘쉬는 시간’에 학

교 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학생이 36.0%로 가장 많았고,뒤를 이어 ‘심시

간’이 18.3%로 나타났다.학교 내에 있는 시간 외에도 ‘등·하교 시간’,‘방과

후’,‘주말’에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응답이 29.3%에 달해 학교를 벗어난

시간에도 학교폭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특히 ‘기

타’응답으로는 ‘만나는 시간마다’,‘하루 종일’,‘항상’등의 답변이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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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학교폭력 피해 후 도움요청 방법과

련하여 ‘아무런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38.5%로 나타나 2013년

의 49.2%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이는 학교폭력 피해를 당하면 군가에게

극 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학생들이 많아졌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도움을 요청한 경우 ‘부모님께 알려 도움을 요청’한 비율은 23.8%,‘학교

선생님께 알려 도움을 요청’한 비율은 20.0%로 조사되어 학생들이 주변에

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사람에게 가장 먼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최근 1년 학교폭력 가해 실태와 련해서,최근 1년간 학교폭력 가해

를 한 이 ‘있다’라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은 3.3%로 나타나 2012년 12.6%,

2013년 5.6%에 이어 차 가해율이 감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학교

폭력 가해를 처음한 시기는 피해를 받았던 시기와 마찬가지로,‘등학교 5

학년’이 23.6%로 가장 높게 나타나 ‘등학교 6학년’이 1순 던 2013년

때보다 더 연령화 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가해 경험 학생의

77.1%가 등학교 때 학교 폭력을 가한 경우로 나타나 학교폭력의 연령

화 상은 피해뿐만 아니라 가해에서도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의 가해 이유와 련하여 ‘장난’이 32.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오해와 갈등’14.9%,‘상 학생이 잘못해서’14.1%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특히 ‘장난’이었다는 응답비율은 2013년에 비해 4.8% 증가하여

아직도 다수의 학생들이 학교폭력을 장난으로 인지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학교폭력 가해 후에 일어난 일과 련해서는 ‘피해학생에게 사과

했다’가 43.1%로 1순 ,‘학교 선생님이 아셔서 꾸지람을 듣거나 벌을 받았

다’가 24.2%로 2순 로 나타났다.주목할 만한 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응답이 큰 폭으로 감소되어 차 학교폭력에 한 극 개

입 한 처가 이루어져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학교폭력 가해를

해본 이 있는 학생들에게 가해 행동을 그만두게 된 계기에 해 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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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스스로 나쁜 행동임을 알게 되어서’학교폭력을 단했다는 응답이

68.5%로 2013년 65.5%보다 3.0% 증가하여 체 응답자의 반 이상이 자

신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더불어 다른

학생에게 학교폭력 피해를 뒤 ‘피해 학생에게 미안하다’고 생각한 학생

이 40.4%로 가장 많았으며,다음으로 ‘후회한다’는 학생도 26.9%로 나타나

2013년에 비해 각각 6.9%,5.3%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 가해

행동에 해 ‘정당한 행동이었다’라고 응답했거나 ‘아무 생각도 들지 않는

다’라고 응답한 학생의 수가 꾸 히 감소하고 있어서,자신의 행동이 잘못

된 것임을 깨닫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후회하는 학생들이 차 늘어나는 추

세로 학교폭력을 방하고 근 하는 데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학교폭력 목격 시 방 행동에 한 인식과 련하여 체 응답자

의 69.5%가 피해를 당하는 친구를 보고 방 하는 행동은 ‘학교폭력이다’라

고 인식하 으나 정작 학교폭력을 목격한 학생들 학교폭력을 보고도

‘모른 척 했다’라고 응답한 학생은 46.9%로 나타나 방 에 한 인식과 행

동에 큰 차이가 있어 학교폭력 방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학교

폭력 목격 후 모른척한 이유에 해서는 ‘심이 없어서’가 26.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다음으로 ‘도와줘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23.3%,‘같이

피해를 당할까 ’22.1% 순으로 나타났다.이 수치는 2013년과 비교했을

때 크게 변화가 없는 것으로 이는 아직도 많은 학생들이 학교폭력을 목격

하 지만 타인의 일이라는 이기 무 심으로 방 하는 경향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학교폭력을 목격했을 경우 효과 인 도움 요청 방법에 해

공동 1순 가 ‘담임선생님에게 알린다’와 ‘117,경찰에 신고한다’(33.9%)로

나타났으며,‘학교에 알린다’(10.3%)까지 포함하면 체 응답자의 76.3%가

교사나 학교,경찰 등 문성을 갖춘 곳에 도움을 요청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한편,‘어떠한 방법도 안심되지 않는다’라는 응답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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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13.8%에 이어 10.7%로 비교 높게 나타나 안 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신고체계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겠다.학교폭력 방을 해 효과 이라고

생각하는 교육 유형과 련하여 학생들은 ‘소그룹 단 의 교육’을 24.6%로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다음으로 ‘학 단 의 교육’20.3%,‘학

년별 교육’19.2%,‘강당에 모여서 교육’19.1% 순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소

규모 단 의 방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의 욕구와 달리 최근 1년 동안

받은 학교폭력 방교육의 유형으로는 2013년과 같이 ‘강당에 모여서 교

육’(41.5%)이 1순 로 나타났으며,다음으로 ‘방송을 통한 교육’(20.4%)2

순 ,‘학 단 의 교육’(18.0%)3순 로 나타나 학교폭력 방교육 유형

에 한 학생들의 욕구와 실제가 많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학교폭력을

방하기 해 가장 필요로 하는 사항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

과,‘스포츠 활동,문화 술 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이 26.2%로 가장 많

았고,그 뒤로 ‘청소년 인성교육’18.8%,‘학교폭력 방 처에 한 교

육’16.0% 순으로 학교폭력 방을 해 필요한 사항이라고 응답하 다.

학교폭력 문상담교사,학교폭력 담경찰,CCTV 설치의 학교폭력 방

도움 정도와 련하여 각 책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학생은 각

39.0%,45.4%,32.2%로 나타났다.학교폭력 담 인력 정책의 효과성은

여 히 부족한 실정이지만 그래도 2013년에 비하면 도움정도가 각 7.9%,

13.2%,6.3% 증가하여 문상담교사와 학교폭력 담경찰,CCTV 설치가

학교폭력 방에 차 더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학

교폭력 발생 시 손해배상‧갈등‧분쟁의 재(화해)역할의 필요성에 해서

는 2013년과 마찬가지로 체 응답자의 85.6%가 ‘필요하다’고 강하게 느낀

반면,‘필요없다’는 응답은 14.4%에 불과했다.따라서 많은 학생들이 재

역할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학교폭력 갈등과 분쟁

을 문 으로 상담하고 재하는 역할과 기 의 요성이 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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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련하여 학교폭력 발생 시 재(화해)해주는 역할과 기 에 해 조

사한 결과 ‘교사 학교’33.8%와 ‘재 문 기 외부 문가’가

32.0%로 비슷하게 나타나 학교 내 역할과 분쟁을 객 · 립 으로 재

하는 외부 문가에 한 학생들의 기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청 단의 조사 결과를 종합해보면,학교폭력이 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

고는 있지만, 연령화,조직화,집단화 되어가고 있고,학교폭력 피해 학생

이 경험하는 정신 인 고통의 강도는 지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청

단에 의한 국 학교폭력 실태 조사는 2006년 이후로 매년 계속되어 온 조

사로,학교폭력에 한 시계열 정보를 제공해 수 있다는 장 을 가지며

다른 조사들에 비해 학교폭력과 련된 다양한 조사항목이 포함되어 있어

서 학교폭력의 황을 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겠다.그러나 조

사방법에 있어서 담당교사 학교폭력 담당교사의 지도하에 이루어지는

조사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서 조사결과가 왜곡될 가능성 있고,조사 표본규

모의 정성 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다(51).청 단의 ‘국 학교폭

력 실태조사’와는 달리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12년부터 1년에 두 차례씩

국 학생을 상으로 한 ‘학교폭력 실태 수조사’가 있다.‘학교폭력 실태

수 조사’(2012)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학교폭력 실태를 조사하고 책을

마련하기 해 국 시․도교육감 의회의 요청으로 한국교육개발원이

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체 학생을 상으로 실시하는

조사다.이 조사에서는 학교폭력을 말로 하는 박이나 욕설(명 훼손,모

욕,공갈, 박),집단 따돌림,강제 심부름,돈 는 물건을 빼앗김(약취),

손,발 는 도구로 맞거나 특정한 장소 안에 갇힘(상해,폭행,감 ),성

인 부끄러움을 갖게 하는 행동,그리고 강제로 몸을 만지는 행 (성폭력 :

성희롱,성추행,성폭행),인터넷채 ,이메일,휴 화로 하는 욕설과 비

방(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등으로 구분하 다.학교폭력 실태 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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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최근 1년간 학생이 당한 학교폭력 피해,최근 1년간 학교폭력을 당

한 장소,일진회 같은 폭력서클 존재 여부,학교폭력 피해를 당하거나 목격

한 경우,학교폭력을 이거나 없애는 방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교

폭력 조사이면서도 학교폭력 신고에 가까우며 실제 수사 자료로 활용되기

도 한다.이 조사로 그 동안 신고나 제보의 실효성에 회의 이었던 일부

학생․학부모의 극 인 진술이 이루어져 이를 토 로 경찰조사가 이루어

지기도 했다.지난 3년 간 국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발 을 거듭해 왔다.

온라인 시스템을 도입하여 국 수 의 조사 참여 데이터 분석의 효율

성을 높이는 한편,학교폭력 방교육 동 상을 제작하여 학생들로 하여

조사 참여 시 이를 시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와 함께,학교폭력 실태

와 방교육에 한 학부모의 인식 악을 한 학부모 상 조사를 도입하

고,조사 문항과 방교육 동 상 자막을 베트남어 등 6개 국어로 번역하

여 다문화 가정 학생들의 참여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이런 노력으로 인해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실시 자체의 학교폭력 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

인다.매년 2회 씩 30여개 ,방송,주요 웹사이트를 통해 실태조사

실시를 홍보하고,한 달 이상의 기간 동안 국의 학생들이 조사에 참여하

는 것은 학교폭력에 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악

된다.한 면담조사에서 교사들은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시작한 이

래로 학교폭력 사건 발생 건수가 감소하고,특히 실태조사 기간 동안에는

학교폭력이 더욱 게 발생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53).그러나 학

교폭력 실태조사가 더욱 발 하기 해서는,먼 학교폭력을 ‘나와 상 없

는 일’로 간주하며 조사 참여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학생들과,학교

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면서도 조사에 솔직하게 응답함으로써 발생할

지 모르는 부작용 는 사안처리 효과에 한 불신 등으로 조사 참여에 소

극 인 학생들의 극 인 참여를 유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교사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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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조사 결과가 학교 이미지에 미치는 향에 한 염려,조사 결과를

사안처리에 반 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 등을 토로하는 경우도 있다.한편

조사에서 의미하는 ‘학교폭력’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서 교사가 학생들을

지도하거나 학생들 스스로 응답을 할 때 혼란을 겪고 있다는 견해도 제기

된 바 있다(53).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무엇보다 우리의 실에

서 ‘학교폭력이란 무엇인가’에 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다.그

동안 실태조사가 ‘사소한 것도 폭력’이라는 인식을 확산하여 사회 경각심

을 높이는 데 기여한 바가 지 않지만,이제는 학교폭력의 개념 범 를

확 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학교폭력 상을 보다 실 으로 포착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학교폭력’을 일종의 사회 상으로 바라보면

오늘날과 같이 변하는 사회에서 학교폭력의 유형 양상의 변화 속도

역시 빠른 것이 당연할 것이다.학교폭력 실태조사가 학생들의 실생활에서

경험하는 학교폭력 문제를 민감하게 반 한다면 조사 문항 응답에서 발생

하는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조사의 필요성에

한 인식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된다.여느 정책 노력과 마

찬가지로 학교폭력 실태조사 역시 그 목 을 꾸 히 재검토하고 이를 바탕

으로 조사를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54).앞서 설명한 바

와 같이 학교폭력 실태조사 실시로 인해 지 않은 방효과를 거두고 있

는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실태조사의 다른 두 가지 목 ,‘정확한 황

악’과 ‘학교폭력 사건 신고’의 목표는 다소 상충하는 측면이 있다.즉,정확

한 실태 악을 해서는 조사의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반면,효과

신고처리를 해서는 조사의 익명성 보장에 한계가 존재한다.이밖에도 학

계와 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 하여 조사를 발 시켜 나간다면 조사의

가장 근본 인 목 인 ‘안 한 학교문화 조성’에 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

을 것으로 생각된다.이러한 한계와 과제에도 불구하고,2015년 2차 학교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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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실태조사 결과(55)를 보면,참여학생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이 있

다고 응답한 학생은 34000명(0.9%)으로, 년 동차 비 15000명(0.3%p)이

감소하 다.학교 별 피해 응답자는 등학교 19000명(1.4%), 학교

10000명(0.7%),고등학교 5000명(0.5%)이며, 년 동차 비 0.4%가 어든

학교의 감소폭이 가장 컸다.2012년 이후 학교폭력이 감소하는 추세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가해자 유형은 여 히 ‘동학교 동학년’(71.4%)

이 가장 많은 비 을 차지하 고,피해유형은 ‘언어폭력’(35.3%),‘집단따돌

림’(16.9%),‘신체폭력’(11.8%)순으로 높게 나타났다.피해시간은 ‘쉬는 시

간’(43.2%)과 ‘하교 이후’비 (14.2%)이 가장 높았고,‘심시간’(9.1%),‘수

업 시간’(7.7%)이 그 뒤를 이었다.피해 장소는 ‘교실 안’(48.2%),‘복

도’(10.3%)등 ‘학교 안’(75.5%)의 비 이 높았고,학교 밖은 ‘사이버공

간’(6.7%),‘놀이터’(3.6%)순으로 나타났다.학교폭력 가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16000명(0.4%)으로, 년 동차 비 7000명이 감소(0.2%p

↓)하 다.학교 별 가해 응답률은 등학교 0.8%, 학교 0.3%,고등학교

0.1%이며,집단 가해 응답 비율은 년 동차 비 감소(1.3%p↓)하 다고

보고하 다.이상의 교육부 발표 자료를 보면,학교폭력은 해를 거듭하면서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하지만 교육당국이 유리한 학교폭

력 통계만 발표하고 불리한 자료는 감춰 실태를 왜곡하고 있다는 지 들이

나오고 있어(56,57), 재로서는 학교폭력의 감소 추세에 한 섣부른

단은 조심스럽다고 보여진다.교육문화체육 원회 소속의 국회의원은

“최근 울산,경북,경기 등 지역 교육청들이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

표하며 피해가 어든 것처럼 밝혔지만 공식통계는 이와 배치된다.치

쌓기에 해 학교폭력 피해를 왜곡한 것이다”라고 하 다.울산시교육청

의 경우,‘201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학교폭력 피

해 응답률이 1.3%에서 0.8%로 감소했다”고 밝혔지만,학교폭력 공식통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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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알리미’공시자료를 보면,비슷한 기간 울산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학생 1000명당 1.04명에서 1.54명으로 늘었고,심의건수도 0.91건에서 1.16

건으로 늘었으며,가해학생도 1000명당 1.63명에서 2.00명으로 늘어서,학교

폭력 증가 추이를 뒷받침하고 있는데도 실태조사 결과만 앞세운 것이라는

지 이다.비슷한 일은 경북과 경기 지역에서도 반복되었는데,경북도교육

청은 2015년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1.4%에서

1.0%로 “꾸 히 감소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학교폭력 피해를 집계한 공시

자료에선 피해학생이 2211명에서 2572명으로 늘었고,경기도교육청도 ‘피해

응답률,가해 응답률,목격 응답률이 모두 감소했다’는 취지의 실태조사 결

과를 발표했지만 공식통계에선 심의건수와 가해학생은 증가했고,피해학생

만 미미하게 감소한 걸로 나타났다는 것이다.2014년에도 비슷한 지 이

있었던 바,학교폭력이 감소추세라는 교육부 발표와 달리 2014년 상반기

국 ㆍ ㆍ고교 학교폭력 건수가 2013년 상반기 비 10% 가까이 늘어

난 것으로 드러났다.교육부 학교폭력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상반기

(3~8월) 국 ㆍ ㆍ고교와 특수학교의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총 1만662

건으로 나타났고,이는 2013년 상반기의 9,713건보다 9.8% 늘어난 수치다.

이는 학교폭력 책자치 원회가 회의를 열어 심의한 공식 통계로,학생

1,000명당 학교 폭력 발생건수는 같은 기간 1.49건에서 1.69건으로 13.2%

증가한 것이었다.학교 별로는 학교의 학교폭력이 가장 많았고,2014년

상반기 학교의 학교폭력 심의건수는 학생 1,000명당 3.56건으로 고교

(1.68건)보다 두 배 이상 차이 났다.이처럼 공식 통계인 학교폭력 심의건

수와 온라인 설문 조사에서 정반 결과가 나옴에 따라 교육부의 온라인

방식의 학교폭력 실태조사의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 한 사실

이다.온라인 설문조사는 학교에서 사실상 공개 으로 시행되는 등 피해

학생의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아 결과에 한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 이



26

꾸 히 있어왔다.교육부는 개인 인증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학생의 익

명성을 보장한다고 설명해왔으나 장에서는 실태조사 응답률을 높이기

해 반 학생 원이 학교 컴퓨터실에 모여 설문조사에 응하는 경우도 있고,

학교폭력 실태조사 응답률이 교육청의 학교 평가 수에 반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일 으로 학생들을 모아놓고 온라인 조사에 임하게 하게 되

고,컴퓨터 화면이 서로에게 보이기 때문에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다른 학

생의 치를 보지 않고 답변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이

러한 실태조사의 한계를 감안하고,상기한 청소년폭력 방재단의 연구와

교과부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종합하면,최근 학교폭력은 인 수는 감

소하고 있으나, 연령화,조직화,집단화 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폭

심의건수는 증가하는 양상으로,양 인 감소 추세를 놓고 학교폭력의 문제

가 해결되는 방향으로 간다고 결론을 내리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할 수 있

겠다.이러한 견해는 학자들에 의한 학교폭력 실태 연구들에서도 나타난다.

2001년 김 신등(58)은 안양지역의 두 등학교 4-6학년을 상으로 같은

학 내에서 해당하는 아동의 이름을 숫자 제한 없이 쓰도록 고안된 한국

형 래 지명 설문지 532명을 분석하여 등학생에서의 집단따돌림 유병률

을 제시한 결과,피해자,가해자 피해자 겸 가해자의 유병률은 각각

48%,45%,30%에 해당하 다.2004년 김 신 등(59)이 서울과 안양의

학생 1756명을 상으로 한국형 래 질문지를 사용하여,재학하고 있는

학 에서 해당학생 모두를 어내는 방식으로 실태를 조사한 연구에서는

피해자,가해자 피해자 겸 가해자의 유병률은 각각 14%,17%,그리고

9%에 해당하 다.2006년에는 양수진 등(60)이 주 역시 등학교 4학년

1344명을 상으로 Peer-Victimization Scale(PVS)과 Bullying Behavior

Scale(BBS)을 시행하 는데 이는 자기개념척도(Self-PerceptionProfilefor

Children,SPCC)와 병합되어,무응답을 일 수 있는 장 이 있는 척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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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시 재의 가해와 피해,그리고 가해 피해를 동시에 경험하는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이 연구에서 설문했던 시 에서 가해는 12%,피해

는 5.3%,가해/피해는 7.2%로 보고하 다.2012년 방수 등(61)이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를 일차 으로 선별하기 해 2007년 개발되고 2010년부터

개정,보완되어 사용 인 ‘청소년 정서행동발달검사’(AdolescentMental

HealthandProblem BehaviorScreeningQuestionnaire,AMPQ-II)를 사

용하여 학교폭력의 유병률과 련된 자살 사고 정신의학 문제를 악

한 연구에서는 학교폭력 련 3개 문항에 응답한 2234명 에서 폭행,따

돌림,괴롭힘에 어느 하나라도 답한 학생은 649명으로 28.9%에 해당하

고, 체 학생 에서 신체 언어 폭력을 경험한 학생이 21.7%,배제를

경험한 학생이 12.9%,괴롭힘을 경험한 학생이 11%로 조사되었다.학교폭

력 피해는 나이가 어릴수록,성별은 남자에서 호발하 고,학교폭력 피해군

에서 자살사고 정신과 증상 척도의 일 된 상승소견을 보 으며,자

살 사고가 폭력 경험의 등도에 따라 증가하 다.이러한 연구 결과들에

기 해볼 때, 재까지는 학교폭력 문제에 해 근 을 운운하기에는 시기

상조라고 생각된다.

학교폭력의 문제는 단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며 세계 으로 겪고

있는 공통 인 문제이기도 하다(62).우리나라와 비슷한 문화권인 국에서

는 세계보건기구와 력하여 Global School-based Student Health

Survey(GSHS)연구의 일환으로 “30일 동안 며칠이나 괴롭힘을 당했습니

까?”라는 질문으로 2003년에 4개 도시에서 역학조사를 시행하 는데 괴롭

힘을 당하는 비율이 11-17세에서 총 28.4%로 나타났다.1993년부터 2010년

까지 세계보건기구는 여러 나라 연구진과 력하여 5차례에 걸쳐 유럽과

북미 학생들의 건강행동조사(HealthBehaviorinSchool-AgedChildren,

HBSC)를 하면서 학교폭력에 한 조사를 필수항목으로 넣어 시행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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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998-1999년 HBSC2차 조사에서는 25개국에서 한 학기에 두 번 이상

괴롭힘을 당한 학생을 피해군으로 정의하 는데, 피해군은 평균

11%(5-20%),가해군은 10%(3-20%),가해/피해군은 6%(1-20%)으로 보고

하 다(63).미국의 Schneider등의 연구(MetroWestAdolescentHealth

Survey)(64)에서는 2008년 22개 학교에 걸쳐 9-12학년을 상으로“지난 12

개월간 학교에서 얼마나 괴롭힘(반복 으로 놀리거나 박받거나 맞거나

발로 차이거나 친구 한 명 혹은 여러 명으로부터 반복 으로 왕따 당한

것)을 얼마나 자주 경험하 는가?”를 설문 조사하 는데,25.9%의 학생들

이 학교에서의 괴롭힘을 보고하 다. 2009년 OECD 가입 24개국의 학생

들을 상으로 한 조사에서 나라별 5-25%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학교폭력

을 겪고 있다고 답하기도 하 다(65,66).OECD 평균,학생 10명당 1명꼴

로 최근 괴롭힘을 당한 이 있고,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더 많이 학교

폭력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가별로는 터키와 그리

스에서 괴롭힘 사례가 가장 많고,스웨덴과 스페인이 가장 은 것으로 나

타났다.남학생은 신체 괴롭힘이 상 으로 많고,여학생은 사회 계

를 이용한 괴롭힘이 많으며,연령에 따라 폭력의 경향성이 증가하다가

14-15세를 후하여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연령에 따라 신체 공격 >

언어 공격>사회 계를 이용한 공격 >제도 공격의 순으로 폭력의

유형이 나타났다.보통 소수 인종,동성애,신체 ·정신 지체,병약,비만,

래보다 체격이 작거나 나이가 어린 경우 등 다른 학생들과 차이가 있는

경우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가 많으나,국가에 따라서 특징 인 소견을 보

다. 국, 랑스 등에서는 인종 차이에 의한 괴롭힘이 가장 많았고,일

본의 경우는 신체 괴롭힘 보다는 언어 는 사회 계를 이용한 괴

롭힘이 많았고,여학생이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상 으로 많았다.한국의

경우에 다른 나라에 비해 특징 인 것은 괴롭힘을 당하는 학생의 자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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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성이 상 으로 큰 이었다.HBSC의 2005-2006년 4차 조사에서,총

40개국의 11세,13세,15세 아동에 한 보고를 보면 최근 2개월간 한 달에

2회 이상 괴롭힘을 당한 학생을 피해군으로 하 는데 가해군과 피해군을

합한 비율이 남학생의 경우 8.6-45.2%( 값 23.4%) 고,여학생의 경우

4.8-35.8%( 값 15.8%)으로 총 53,249명(26%)에 해당하 다(67).이러한

유병률은 나라에 따라 5-7배 정도 차이가 있었다.특히 최근 2개월 유병률

이 6.8%로 보고되는 스웨덴을 포함한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나라들의 학교

폭력 련 유병률이 매우 낮은 것에 한 설명으로 다른 나라에 비하여 학

교폭력에 한 국가 인 로그램이 있었다는 을 들었고 학교폭력과 괴

롭힘의 문제를 문화 으로 어떻게 해석하는 지도 유병률에 향을 미친다

고 하 다.HBSC의 1993년에서 2006년에 걸친 4차의 조사에서 27개 국가

의 유병률의 변화를 분석한 보고를 도(68),스칸디나비아 국가들에서 측

정한 4가지 학교폭력 유병 지표가 큰 감소를 보 는데,그 만성 학교폭

력 피해율의 변화를 보면,스웨덴 41.7%의 감소,노르웨이 45.2%의 감소,

덴마크 66.7%의 감소하 다.이러한 유병률의 극 인 감소는 학교 폭력에

한 뚜렷한 국가 인 노력이 지속되어온 것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69).

학교폭력을 인지하고 처하는 노력이 증가되었고 동시에 학교폭력의 심각

성을 사회가 인지하여 이에 한 태도와 민감도를 변화하게 된 것이 유병

률 감소의 요인으로 분석되었다.연구기간 동안 학교 폭력에 한 캠페인

을 시작한 미국의 경우는 만성 학교폭력 피해율이 3.6%이 감소하 지만

진행하지 않았던 국과 캐나다는 각각 19.2%,13.0%가 증가하 다.이 연

구 직후 국에서 인구집단을 상으로 2007년 역학조사를 시행한 결과가

최근 보고되고 있는데 16-24세에서 16세 이 에 25%가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보고하여 HBSC연구결과와 유사하게 유럽 국가 에서 높은 유병

률을 보고하고 있다.연구 상자 45-55세가 17.5%,75세 이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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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를 보고하는 것에 비하여 은 세 에서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는 원

인에 하여 자들은 학생들에게 자유가 지나치게 주어진 면과 최근 시작

된 학교폭력에 한 캠페인으로 이에 한 이해가 증가되어 비직 폭력

이나 학교 외에서의 폭력 등의 보고가 증가한 면을 들고 있다(70). 이러

한 연구결과를 통해 볼 때 학교폭력 괴롭힘에 을 맞춘 범국가 인

로그램이 유병률에 미치는 향이 크며 국가 인 로그램의 시행이 유

병률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우리나라의 경우,2012년 정

에 달했던 학교폭력 피해,가해율의 감소 추세도 국가 노력이 미치는 효

과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학교폭력 실태 조사에서 악되는 실은 단순한 발생률의 수치를 넘어서

가해 피해학생들에게 악 향을 미친다.Freeman등(71)은 폭력을 당한

경우,죽거나 다치는 것에 한 과도한 걱정과 두려움 공포감,그리고

자존심의 하,우울증과 분노반응이 나타났음을 보고한 바 있다.실제로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우울증과 정신 고통으로 심한 경우 자살에 이르기

도 하며,만성 인 등교거부,성 하, 도탈락 등으로 인한 교육기회의

상실,안정 인 래 계 형성의 어려움에 따른 인 계상의 문제를 경험

하기도 한다. 한 청소년기의 발달과제와 맞물려 청소년 자신의 인지,정

동,신체,성격 인 발달요인과 환경 인 외 요인 등 복합 인 요소와 상

호 작용함으로써 폭력 노출이나 경험 후에 다양한 심리 후유증이 표출될

수 있다.이 시기의 폭력 피해자의 경험은 우울감,삶에 한 지각의 변화,

죽음이나 외상에 한 과다한 공포와 두려움,죄의식,좌 감,자존감의

하,해리증상,학교 응 문제 등의 정신과 후유증이 폭력 노출기간 횟

수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72,73).학교폭력의

피해 후에 나타나는 임상증상으로는 인지·정서·행동상의 문제와 성격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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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정신 손상으로 인해 기억,학습 등

의 인지과정의 문제와 지속 으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며 타인을 신뢰하지

못하는 등의 성격의 변화와 정서 인 문제가 지속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

다(74).폭력에 의한 정신과 후유증으로는 외상후 스트 스장애가 가장

흔한 정신 장애로 알려져 있다(75).Breslau등(76)과 Horowitz등(77)은

폭력에 장기간 노출된 후에는 만성 인 정신질환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

외상후 스트 스장애가 표 인 질환이라 하 다.Breslau등의 연구

(76)에서는 폭력에 노출된 1007명 외상후 스트 스 장애의 유병률이

23.4%이며,외상후 스트 스장애에 이환된 상자의 82.8%가 한 가지 이

상의 정신과 질환을 가진다고 보고하 다.정신과 질환으로는 주요우

울증,알코올남용과 의존,강박장애, 장공포증,우울신경증,조증,공황장

애 등이 공존한다고 하 다.Horowitz등의 연구(77)에서는 폭력의 종류의

수가 많을수록 외상후 스트 스 장애의 유병상태와 연 성이 높았고 외상

후 스트 스 증상의 심각도와는 정 상 계를 보 다.이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학교,지역사회와 가정의 다양한 폭력사건에 반복 으로 노출되

기 쉬웠으며 외상후 스트 스 증상의 유병률이 증가한다고 보고하 다.

한 이러한 외상 후 스트 스 장애 증상은 여자와 나이가 어린 경우에 보다

심각하다는 연구보고가 있다(78).학교폭력 피해의 후유증으로는 외상후 스

트 스장애뿐만 아니라 응장애,우울장애,불안장애 등의 정신과 문제

가 발생하는 경우가 흔하다(79).학교 폭력 피해로 인해 우울,불안,자존감

하,자살 등 제반 정신건강 문제의 악화 다수의 심리사회 응곤란

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60,61,80,81,82). Yang등의 연구(60)에 의하

면,학교폭력을 경험한 학생이 우울 불안이 높고 자존감이 낮은 특징을

보인다고 하 고,Kim 등(80)은 학교폭력을 당한 학생이 자살 시도나 자살

사고가 1.9배씩 증가한 소견을 보고하고 있다.미국 뉴욕주의 고등학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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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보고를 보면 2002-2004년 뉴욕주의 고등학생들 학교폭력 피해 학

생들은 우울증,자살 사고나 시도의 험이 증가하 다(81). 한 앞서 언

한 미국의 Metro-WestAdolescentHealthSurvey에서도 9-12학년 피해

학생들의 우울증상이 보정 후 교차비(OR)가 4.38이었으며,치료가 필요했

던 자살 시도의 경우 보정 후 교차비가 5.35로,자살 문제에 괴롭힘이 큰

향을 미치며 피해 학생들의 학교 성취나 학교에 애착 정도도 낮다고 보

고하 다(64).그리스에서 16-18세의 학생을 상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하

여 구조화된 정신과 면담을 통하여 조사 분석하 을 때,정신과 인

공존질환을 통제하고서도 피해 학생의 자살 사고가 교차비(OR)7.78배

(95% 신뢰구간 :3.05-19.90)로 유의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83).이는 핀

란드에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12세에서 17세 사이 정신과 입원치료 한

508명의 청소년에 있어 나이와 학교요인,가정요인,정신과 질환을 통제

하고서도 학교폭력 피해군의 경우 여학생에서 자살 시도가 2.07배

(OR=2.07,CI=1.04-4.11,p=.037)높았다는 보고와도 유사하다(84). 한

국에서 11-17세를 상으로 역학조사를 하 을 때,학교폭력 피해군이 자

살의 사고나 시도와 유의하게 련이 있었다(85).우리나라 학생을 상

으로 시행된 향 인 연구에서도,학교폭력 피해군이 6개월이 지나서도

자살 사고 등을 가질 교차비(oddratio)가 조군에 비해 2이상으로 나타

났다(82).이처럼 학교폭력의 피해경험이 정신건강 심리사회 응에

심각한 향을 주는 것은 국가별 유병률의 낮거나 높음에 계없이 피해경

험이 있는 경우 일 되게 련이 있어,청소년의 정신건강에 핵심 인 요

소가 아닐 수 없다(63).한편으로,학교폭력 피해학생과 조 병과의 련성

에 한 연구도 있다.조 병과 같은 일부 정신질환의 경우, 구기에는 사

회 으로 축되고 부 한 행동으로 인해 집단따돌림의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즉 학교폭력 피해자 의 일부는 정신질환을 이미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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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거나 정신질환에 이환될 험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86).따돌림

가해 피해 학생들의 인격특성과 정신병리를 체계 으로 연구한 연구

(87)를 살펴보면,학교폭력 피해군은 조군이나 가해군에 비하여 상황에

따른 응력이 떨어지며 인 계 능력이 하되어 쉽게 소외되고,사회

으로 고립되며 정서 불안정 충동 인 인격성향을 보이는 것이 공통

인 특징이었다. 한 기존 연구들에는 집단 따돌림 피해 청소년들이 보이

는 특성들이 사회 인 회피와 축,부 응,성 하,정서 반응의 제

한,비 실 생각 등을 나타내는 조기 정신병 상태와 련이 있으며 이것

이 집단 따돌림을 유발 하거나 는 집단 따돌림의 결과가 될 수 있음을

보고했다(88).학교 폭력 피해자의 정신증 실태를 조사했던 이 연구(89)

에서도 실제로 따돌림을 당한 이 있거나 래에게서 소외된다고 느끼는

상에서 조기 정신증이 발병할 험성이 높으며 이들에게서 우울·불안증

상, 인 민성,편집증,신체증상 호소와 같은 문제를 보 을 때 정신병의

진단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한 학교폭력은 폭력 피해자들에 한

시기 한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자살이라는 극단 인 선택에

이를 수 있다(90,91,92)는 것을 이미 여러 사례들을 통해 경험했다. 한

학교폭력의 피해는 비단 피해 당시에만 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장기

인 응에도 부정 인 향을 미쳐 성인기의 우울증과 자살시도의 빈도를

증가시킨다(93,94). 국 Meltzer등(93)의 연구에서는 여러 인생의 험인

자를 통제하고서도 16세 이 의 학교폭력의 피해군에서 성인이 되어 두 배

나 높은 자살 시도율을 보 다고 보고하 다.핀란드의 한 연구(94)에서는

1981년에 태어난 인구를 상으로 코호트 연구를 하 는데 8세 때 학교폭

력에 한 정보를 확인하고 추 찰하여 보면 25세의 성인 여성의 우울

증 자살 시도와 자살 사망에 향을 다고 보고하 다.이와 같이 어

린 시 에서의 괴롭힘과 래에서의 괴롭힘은 성인기에서 자살에 이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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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강력한 원인 인자로 추정된다(95).학교폭력 피해의 부정 인 향이

성인기까지 지속되는 것을 볼 때,소아청소년기의 괴롭힘의 경험을 감소시

킬 사회 노력이 더욱 실하다고 하겠다.자살사고 자살시도와 련

해서,학교폭력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도 자살시도 자해시도와 자살

사고를 더 많이 한다고 보고한 국내 학생을 상으로 한 연구도 있다

(81).네덜란드의 7-8학년 4721명을 상으로 한 Wal등의 연구(96)에서도

남녀청소년 모두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은 우울과 자살사고 수 이 높았고,

직 형태의 폭력 가해학생들도 기타 집단에 비해 우울수 과 자살사고

수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유사하게 미국 뉴욕의 9-12학년 2342명을

상으로 한 Klomek의 연구(97)에서도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들은

학교폭력 경험이 없는 상자들에 비해 우울수 이 높고 자살사고와 자살

시도가 높았다. 한 가해학생의 경우에 상습 이 비행 청소년이 될 확률

이 그 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4배 정도 높은 것으로 보고한 연구도 있다

(98).아동·청소년 시기 학교폭력의 경험이 장기 으로 성인기에 미치는 정

신건강 문제에 한 연구들에서도,학교폭력 피해경험은 성인기 내면화 장

애의 험인자,가해경험은 외 화장애나 범죄(특히 폭력 인 범죄나 불법

인 약물 사용)의 험인자,피해-가해경험은 내면화 장애와 외 화 장애

와 범죄 모두의 험성을 높인다는 결과들을 보고하 다(99).따라서 학교

폭력은 아동·청소년 시기의 정신건강뿐만 아니라,성인기의 정신건강에까

지 지 한 향을 미치며,사회 범죄로까지 지속되는 문제로,한 세

반의 정신건강 반에 련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한 학교폭력 문제는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심각한 문제를 래할 뿐만 아니라 부분의 학

교폭력의 장에 존재하는 방 자들의 정신건강에도 향을 미치게 된다.

이들 방 자들은 자신이 친구의 괴로움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와주지

않았다는 사실로 죄책감을 느끼기 쉽고,자신이 상황에 히 개입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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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했을 때 피해학생들과 마찬가지로 무력감을 경험하게 된다(100). 한 학

교나 교실에서 폭력이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서 학교가 안 하지 않다고 느

끼고 학교에 한 만족도도 떨어진다.그러나 학교폭력의 수 가 높아지고

동일한 일이 반복해서 일어날 때 이러한 행동에 해서 둔감해지게

된다. 상자들의 연령이 차 높아지면서 이들은 피해자를 동정하고 가해

자에게 분노를 느끼던 것이 차 약해지고,동일한 행동에 해 느끼는 감

정도 둔감화된다.이 게 폭력과 가해 행동에 해 둔감해지고 타인에

한 공감능력이 떨어지게 된다는 것은 피해자뿐 아니라 방 자들의 건강한

심리 발달에 매우 부정 인 향을 다는 것을 의미한다(7). 한,실제

로는 많은 수의 청소년들이 학교폭력 가해와 피해를 모두 경험하거나 혹은

동시에 경험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들을 가해-피해자,도발 피해자,비효

과 인 공격자 는 공격 피해자등의 용어로 불리는데,이들 집단의 특

성을 연구한 보고에서 이들이 공격 이며,외 화된 문제들과 과잉행동문

제,우울감이 높다는 보고들이 있다(101).이처럼 학교 폭력은 연루된 수많

은 아동·청소년들의 우울,불안,비행,공격성,사회 축 부 응 등의

정신병리와 연 되어 있으며,이러한 정신병리는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학

교폭력의 결과로써 발생하기도 하는 악순환의 형태를 이루고 있다.이처럼

학교폭력 문제는 아동 청소년의 발달과업 성취 정신건강에 악 향을 끼

치는 요한 문제로,다음 세 를 책임질 아동 청소년들에 한 인 투자

와 교육의 일환으로 생각하고 응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된다. 한 아이

들에게 실질 인 도움을 수 있도록 교육학,심리학,아동 청소년학,사

회복지학 의 역에서의 근뿐만 아니라 정신의학 근이 반드시 필요

한 문제라 할 수 있다.

그 다면 학교폭력의 원인은 무엇일까?인간의 행동은 개인과 환경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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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의 결과이고,각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역시 다차원 이어서

학교폭력의 원인도 개인과 그를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환경속의 험요인

을 통해 살펴 야 한다(102).겉으로 보기에는 학교폭력이 가해자와 피해자

두 당사자가 부각되어 보이지만,그들은 단지 빙산의 일부분에 불과하고

다양한 요인들이 아주 복잡한 방식으로 작용하는 상이다.학교폭력을 연

구하는 사람들은 여러 이론을 용하여 학령기 아동·청소년들 사이에서 일

어나는 학교폭력 가해/피해의 원인, 련요인 결과에 한 많은 연구를

통해 많은 것을 밝 내었지만,아직도 규명해내지 못한 부분이 많다(103).

따라서 학교폭력에 미치는 개인 ,가정 ,학교 환경 ,사회문화 요인

등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해서 통합 으로 근해야하는 문제라 할 수 있겠

다.우선,개인 요인으로는 청소년기의 특성과 련한 발달학 측면에

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청소년기는 아동이 독립된 성인으로 성장하

기 한 비기이며 과도기로 단순한 신체 ,생리 성장뿐만 아니라 정

신 ,정서 ,지 ,사회 성숙 등 다양한 변화와 발달이 일어나는 시기

이다. 격한 변화와 성취해야 할 발달 과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화와 발달에 처할 수 있는 충분한 지식이나 기술을 갖추고 있지 못하

기 때문에 항상 불안과 혼란 속에서 끊임없이 긴장하고 갈등하게 된다.청

소년들은 감수성이 단히 민하고 쉽게 흥분하고 동요되며 다른 사람의

비 이나 훈계·간섭 등에 지나치게 민감하고,지나치게 남을 의식하고 남

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많이 느끼며,자신을 남과 비교하여 평가하기도 한

다.청소년의 정서 불안 상태는 감정의 양면성에서 극과 극을 달리는 자

기 갈등 이고 모순된 감정을 보인다.의존과 독립,무 심과 열정,순종과

반항,환희와 우울,우월감과 열등감,희망과 망,자기애와 자기 오,이

기주의와 이타주의,이상 추구와 실 타 등의 양극의 감정이 동시에 나

타나거나 단시간 내에 격렬한 변화를 나타낸다(104). 한 청소년들은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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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양면성이 심신의 불균형을 조장하기 때문에 모든 행동에 있어서 일 성

이 없고 다소 무책임하고 용이 없다(105).폭력행 를 하는 학생에게 나

타나는 개인 요인 가장 많이 나타나는 특성은 공격성이다.공격성은

강도나 유형의 차이를 막론하고 사회의 폭력이나 범죄 등에서 심각한

문제로 두되고 있다.공격성이 높은 사람은 사회질서나 규범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심 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따라서 학교폭력 가해청소년

의 부분은 상 방의 권리와 감정을 무시하고 친구를 지배하려는 강한욕

구인 공격성을 가지고 있다(106).학교폭력에 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가해학생의 요인으로는 품행장애,반항성장애,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충동성,타인에 한 강한지배욕,피해자에 한 낮은 공감 등이 있다(107).

일반 으로 가해학생은 폭력과 폭력 수단을 사용하는 것에 해 일반학

생보다 더 극 인 태도를 취하는가 하면 충동 성격으로 타인을 지배하

려는 강한욕구를 보인다.심리학자와 정신의학자들은 일반 으로 공격 이

고 난폭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잠재의식 속에 불안하고 불안정한 의식이

존재하고 있다고 한다.이로 인해 결국 부정 인 자아개념이 형성되어 자

기 자신을 필요 없는 존재,무능한 존재,약한 존재로 규정하며 이러한 방

향으로 삶을 이끌어 간다.결국 그들은 아주 작은 문제도 화로 해결하려

는 노력보다는 폭력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고 이러한 행동이 공격행동과 폭

력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104). 한 개인의 생물학 요인에 한

고려도 필요한데,Boulter(108)는 학교폭력과 련 있는 생물학 요인으로

는 기질과 회복탄력성을 들고 있다.기질이란 정서의 강도와 질,행동 수

,주의,정서 조 에서의 개인차를 의미하며 비교 인생 기에 나타나

는 성격 측면으로 유 ,임신 출산 과정 등의 생물학 배경이 크게

작용한다고 본다. 유아기 때부터 과민하고,쉽게 좌 하고,화를 잘 내고,

진정시키기 어려운 아이들이 있다.이 게 기질 으로 민한 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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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수는 부모의 특별한 심과 한 양육을 통해 기질 문제를 극복

하지만,특별한 양육 배려가 없는 경우 문제가 되는 기질은 지속 으로

문제가 되며 이후 환경 인 문제가 복합 으로 작용했을 때,더 큰 스트

스, 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인 회복탄력성에서의 개인차를

강조하면서 지나치게 민하고 상처받기 쉬운 사람들은 공격성이나 우울

등에 처하는데 비효율 이라고 지 하 다.핀란드의 8세 아동 369명을

14세,27세,36세에 추 하여 이들의 발달경로를 살펴보는 종단 연구(109)

의 결과를 보면,8세의 공격성에 한 교사의 평가 수는 14세의 학교 부

응,27세의 음주 문제와 구직의 어려움,36세의 장기실직과 련이 있었

고 지지 이고 한 감독과 따뜻한 가족환경 등의 아동 심 양육환경

이 이러한 ‘부 응 순환’을 벗어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두뇌의 두엽 손상 두엽 실행 기능 이상이 폭력 인 성격 행

동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두엽은 동기부여,주의집 ,목표지향 인 행동

정서조 등 고등정신기능을 장하는 두뇌 부 로,이 부 에 이상이

있거나 실행기능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계획성의 부족,둔화된 정서,충동

성,인지 결함,공격성과 같은 문제를 보이고 반사회 행동과 련이 있

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110,111,112). 한 공격 인 아동들은 공격 인

단서에 더 민감하고,다른 사람의 모호한 행동이나 특정상황에 해서

인 추론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들도 있다(113,114).이는 공격

인 아동들에게서 사회 정보처리능력의 결함이 나타난다는 것으로,모호

한 사회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의도와 동기를 지각하고 이러한 상황에

한 반응을 결정하는 방식이 편향되었음을 의미한다(115).실제로 학교폭

력 가해청소년의 경우 반사회 경향성과 신체 이 공격성이 매우 높고 불

안감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들은 그 지 않은 청

소년에 비해 높은 불안과 우울 수 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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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에 여하는 요인으로 부 한 가정환경이 아동·청소년의 학교

폭력을 유발할 수 있는 요한 험요인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116).그것은 아동·청소년의 발달에 있어서 가정환경이 무나 요한 장

소이기 때문이다.가정은 부정 인 경험의 완충지 이며 개인 부족함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곳으로,기질 인 문제가 있는 아동도 부모의

한 보호와 감독을 통해 보다 정 인 발달을 이룰 수 있고,일시 으로

방황하던 청소년도 제자리도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는 장소가 가정인 것이

다(102).청소년 패 조사에 참여한 학생들의 종단자료를 사용한 연구에서

1년 만에 가해 집단에서 학교폭력 무경험 집단으로의 변화를 측해주는

변수는 부모와의 애착이었다(117). 한 부모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은 학교

폭력 내 화된 문제를 조 해주는 효과가 있었다(118).최근 핵가족화,

맞벌이 부모,자녀수의 감소와 외동이의 증가 등의 가족상황의 변화로 인

하여 부부뿐 아니라 부모-자녀 간에 할 시간이 어들고,어린나이부

터 아이들이 혼자 지내는 시간이 늘어나고,그로 인해 가족 간의 심리

유 감이 약해지거나 자녀에 한 감독이 소홀해지는 등 훈육상의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정서 방임 상태가 늘어나고 애착형성의 토

가 약화되어 정 인 인 계 형성의 기 가 되는 한 사회 기술

을 가정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어들고 있다.이러한 가정상황이 학교

폭력의 직 인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지만,이러한 요소들이 부모

의 정신건강 문제나 치 못한 훈육방법과 맞물릴 때는 심각한 결과를

래할 수도 있다.아동의 문제행동에 해 부모로부터 처벌이 없는 경우

나 아동의 학교생활에 부모가 도움을 주지 않는 경우에 자녀가 학교폭력과

련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보고가 있다(119). 한 부모의 강압 인 양육

태도 신체 학 는 자녀와 부모사이의 불안정 애착 계를 형성하여 자

녀의 사회 정보처리 능력 자기 조 능력의 발달에 부정 인 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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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쳐 반응 인 공격성을 키우게 될 뿐 아니라 자녀의 외 화 내 화 문

제와 련된다(31).이와는 반 로 부모의 통제정도가 낮은 가정에서도 자

녀의 비행이 많이 나타났다(120).Berger(121)는 그동안의 학교폭력 련

연구들을 분석하면서 가정 요인으로 지목된 것을 종합하 는데,첫째,자

녀를 무시하거나 거칠고 거부 으로 양육한 경우,특히 어머니가 분노는

많으나 힘이 없는 경우에 자녀들이 충동조 이 어려운 공격 인 피해자로

성장하는 경우가 많았고,둘째,가해학생들은 보통 아이들보다 부모와의 애

착이 덜 형성되었고,가족들은 냉담하고 폭력 이었다.셋째,남자 피해자

들은 종종 그들의 아버지와는 거리가 있는 반면,어머니와는 유달리 착

되어 있었다.그러나 피해 여학생들의 어머니는 과보호 이기 보다는 자녀

에 해 이었다.하지만 이러한 연 성은 역으로 자녀가 공격 이기

때문에 부모가 거칠게 하거나 자녀가 피해자여서 과보했을 가능성도 있

다고 지 하 다.이외에도 가족의 낮은 사회경제 수 ,부모의 불화,이

혼 별거와 가정폭력,잦은 이사 등 가정의 불안정성은 아동·청소년 발

달에 다른 험요인이 된다.특히 가정폭력은 갈등 상황에서 폭력을 하

나의 해결방법으로 학습하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부모의 언어 ·신체

폭력은 청소년의 폭력비행과 계가 있었고(119,122),부모사이의 신체

폭력은 자녀의 학교폭력과 직 으로 련이 있다(123).

한 학교폭력과 련해서 학교 환경 요인도 무시할 수 없는 요한 요

소로 작용한다.학교는 학생들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뿐 아니라 규칙을

익히고, 래 다양한 구성원들과 계를 맺으면서 경쟁을 통해 상호 발

하는 과정을 경험하는 장소다.발달학 으로 학창시 의 부분의 기간

동안 학생들은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가족보다 래들에 해 보다

많은 심을 기울이기 때문에 래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 요하며,

다양한 방면에서 래들로부터 향을 받는다.따라서 래들과의 계에



41

서 어려움이 있거나 래들로부터 배척당하는 것은 무엇보다 큰 스트 스

요인이 된다.공격 이거나 충동 이며 힘이 강한 일부 학생들은 다양한

원인으로부터 발생하는 좌 감과 스트 스를 래를 괴롭히는 행동을 통해

해소하고자 하는데,힘이 약하거나 래 계에서 불리한 조건에 있는 래

를 상으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학교에서는 다양한 개성을 지닌 학생들

이 정해진 공간에서 장시간 함께 생활하면서 상호 향을 주기 때문에 많은

계 역동이 일어나게 되는데,이러한 계 속에서 나타나는 부정 인

행동양식의 하나가 학교폭력인 것이다.따라서 학교 계자들은 모든 학생

들이 동등하게 학습과 성장을 이 갈 수 있도록 안 하고 편안한 분 기

조성에 힘써야 하는데,학교의 물리 환경,학교 규칙 용의 일 성,학

교 리자 교사의 폭력에 한 인식 여,학교의 반 인 분 기

가 이와 련된다.우선 학교 규모가 크면 학생들의 긴장도가 높아지고 다

양한 사건·사고들을 직·간 으로 경험하게 되며 학생들 자신의 익명성에

한 높은 기 등으로 학교폭력의 험요소가 더 많을 것으로 상된다.

Walker와 Gresham의 연구(124)에 의하면,학교규모가 크면 험 요소가

있는 학생들이 교사와 의미 있는 계를 맺기가 어렵고,훈육문제나 기물

손이 더 많이 일어나며,교사는 다른 교사,부모,학생들, 리자의 지원

으로부터 고립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 하 다.경험 연구 결과들에 의하

면 학생이나 교사들은 학교가 클수록 안 감을 덜 느끼고 학교폭력의 심각

성에 해 높은 지각을 나타내는 경향을 보 다(124,125).그러나 학교 크

기보다 더 요한 것은 학교폭력에 한 심과 학교규칙의 일 된 용이

다.학생들은 학교가 클수록 학교폭력 문제가 많을 것으로 지각하는 경향

을 보 으나,실제 피해에 한 학생들의 보고 학교 훈육지도 기록상의

폭력 문제 비율은 학교 크기와 상 성이 없다는 연구결과도 있다(126).이

러한 심각성에 한 지각은 학교환경 분 기와 련된다.학교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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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학교폭력에 한 규칙 문제처리 과정,분명한 지

침이 있고 이를 일 되고 공정하게 용하는 것이 안 한 학교 환경 구축

에 도움이 된다. 한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에도 이를 처리하는 과정이

사 에 제시된 로 잘 작동된다는 확신을 가질 때 학교를 보다 안 한 장

소로 느낄 수 있다.미국 버지니아주 290개 공립 고등학교 내 교사와 학생

들을 상으로 한 연구(127)에서도 공정하고 지속 인 규칙 교사의 보

살핌과 지원이 높은 학교가 그 지 않은 학교에 비해 더 안 함을 입증하

다.학교 크기,소수민족 낮은 사회경제 수 을 통제하고도,안 도

가 높을수록 학교폭력의 발생이 었다(35).국내의 연구결과(128)에서도

폭력에 한 학교정책의 부재 폭력에 한 무 심이 학생들의 가해

피해 경험과 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학교폭력에 한 심 정책의

부재는 폭력에 한 허용 분 기로 연결되어 반 으로 폭력불감증 인

학교 풍토를 낳을 수 있으며,이는 교사들의 언어 폭력이나 체벌,학생들

의 일상 인 폭력 분 기,폭력서클의 존재,폭력을 목격하는 주변 학생

들의 간 인 기여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 를 들어 교사로부터 체벌이

나 언어 폭력을 많이 경험한 학생일수록 폭력에 한 허용도가 높고,가

해경험도 높았다(122).학교폭력에 련된 학교환경과 련한 요인

하나의 요한 요인은 래와의 계인데, 련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래와 련된 요인들,즉 래 계, 래 폭력 허용도, 래 동조성

래 집단의 소속 여부,친한 친구 수,친구의 피해경험 등이 학교폭력과

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129).폭력 인 래와의 은 폭력에 한 정당

화의 배경이 될 뿐 아니라 래의 폭력행동을 모방할 가능성을 높인다.

한 다른 사람을 괴롭힐 의도로 던지는 욕설이나 모욕 인 언사를 습 처럼

하는 래집단은 이러한 행동의 심각성에 둔감해져서 상 가 겪는 고통을

자각하지 못한 채 서로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다.가해청소년들은 일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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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들과 비교해서 친구 계를 형성하는데 있어 품행에 문제가 있으며

동심이 부족하며,충동 인 행동을 통제하지 못한다고 스스로 지각하고 있

으며,원만하지 않은 친구 계로 인해 학교생활을 좋아하지 않고 교사들에

게도 인기가 없다(130).이런 특성을 가진 가해청소년과 가깝게 지내거나

어울릴 경우에 학교폭력에 연루될 가능성은 높아진다. 한 학교폭력은 학

교 도탈락과도 련된다(131).미국 버지니아 공립 고등학교 학생들을

상으로 학생들과 교사들이 지각한 괴롭힘에 한 실태를 조사하 고,4년

후 학교 도탈락 비율을 조사하 다.학교폭력 행동은 학교 크기,학생들

의 신체조건,소수집단 구성,지역사회 범죄 비율,표 화된 학력고사 성

등의 측인자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4년 후 이들 집단의 학교 도탈락에

한 유의미한 측력을 보 다.

끝으로 학교폭력과 련해서 사회·문화 요인도 향을 미치는 데,사회

체의 폭력문화 학생이 속한 지역사회의 환경요인 등을 들 수 있다.

사회의 폭력에 한 허용 수 은 개인들의 공격 인 상호작용뿐 아니라 다

양한 매체에서 폭력 인 요소로 표 되고,이는 사회 구성원들이 폭력에

노출되는 빈도에 향을 미친다.폭력이 허용되는 사회에서는 개인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폭력이 자리를 잡아 가정폭력,싸움을 통한 문

제해결이나 체벌 등의 빈도를 높여 아동·청소년들이 폭력 행동을 학습할

기회를 높이게 된다.경험 연구들에 의하면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싸

움, 도,총기 사건 등등이 폭력 사건에 한 직·간 인 경험의 빈도가

높을수록 같은 지역에 있는 학교에서 공격행동의 빈도는 증가한다(132,

133)고 한다. 한 폭력을 상업화해서 제작되는 텔 비 , 화,게임,인터

넷 등의 다양한 로그램을 통한 간 인 노출 역시 폭력행동을 학습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매체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확 보 되고 있는

폭력 로그램은 청소년들의 호기심과 모방심리를 자극하고,청소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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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인 폭력 노출의 험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이러한 폭력에 한 노

출은 청소년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폭력을 수용하도록 학습시키며

매체를 통해 언어 이고 신체 인 폭력을 많이 경험한 청소년일수록

학교폭력 가해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정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에게 폭력 인 매체가 미치는 향은 더욱 심각하다.폭력

매체를 통한 잠재학습 모방행동의 효과는 사회학습이론가인 Bandura의

연구를 통해 리 알려진 사실이다(134).학교폭력에서 비롯된 학생 살인사

건에 한 국내 연구(135)에서도 가해학생이 화의 폭력 인 장면을 모방

해서 범죄를 질 다고 진술하 고,연구자들은 폭력 이고 잔인한 인터

넷 사이트나 화가 청소년의 자극 억제의 역치를 낮출 수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폭력 인 내용의 텔 비 드라마나 화,컴퓨터 게임,K-1격투

기 등의 노출이 학교폭력과 상 성이 있는지에 해서는 상반된 연구 결과

들이 있다.미국이 1950년 부터 ‘SurgeonGeneralReport'의 일환으로 연

구결과들을 많이 발표해 왔는데,연구들의 결론은 찬성 반,반 반이다.

즉 상물에 담긴 폭력성이 학교폭력과 상 계에 있다는 연구와 없다는

연구가 팽팽해서 결론을 내릴 수는 없는 상태이다.이 밖에도 학교폭력과

련된 사회·문화 요인으로는 유흥업소를 포함하는 유해환경,높은 범죄

율,무질서한 환경 등을 들 수 있다.무질서한 환경이 비공식 인 사회통제

를 약화시켜 범죄증가로 이어진다는 ‘깨진 유리창 이론’(136)은 깨어진 유

리창을 사회 무질서로 상징화하고,이를 방치하면 나머지 유리창도 곧

깨진다는 것을 역설하 다.즉,유리창을 수리하고 온 하게 유지하는 것은

비공식 이고 느슨한 지역사회 규범을 지키는 것과 같으며,당장의 효과가

없는 듯 보일지라도 장기 으로는 범죄 방 치안유지에 정 인 향

을 미친다는 것이다.즉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환경에 한 질서감은 사람

들이 바람직한 행동방식을 취하도록 향을 다는 것이다.지역사회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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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문제에 한 심과 감시,시민단체의 활발한 캠페인 활동,건

한 여가문화는 학교폭력 문제를 방하고 해결하는 데 요한 향을 미친

다. 한 우리사회의 폭력에 한 지나친 온정주의 태도도 학교폭력을

부추기는 결과를 래할 수 있다.학생들끼리의 폭력을 ‘그럴 수 있는 일’,

‘친구끼리 생긴 문제’등으로 간주하고,가벼운 처벌이나 서로를 이해하는

것으로 수습하려는 모습은 우리 사회의 음주에 한 태도와도 유사하다.

이러한 사회문화 환경 내에서 폭력에 한 허용 가치와 태도를 학습하

게 되고,자신의 행동에 해 반성하고 책임감을 배울 기회를 상실하게 만

들어 폭력의 악순환을 지속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102).

이처럼 학교폭력은 개인 ,가정 ,학교 환경 ,사회·문화 요인들이

작용하는,즉 아동·청소년을 둘러싼 모든 맥락과 상황이 통합 으로 향

을 미쳐 생겨나는 상이라고 할 수 있다.학교폭력에 련된 요인들에

해 종합 인 근을 한 학자로 Olweus를 들 수 있는데,그는 청소년 집단

괴롭힘에 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에 해 다음과 같이 정리하 다(98).

첫째,집단 괴롭힘을 하는 학생들은 힘(부정 )과 지배에 한 강한 욕구를

갖고 있다.그들은 타인들을 통제하고 복종시키는 것을 즐기는 듯이 보인

다.둘째,집단 괴롭힘 가해자들은 다른 학생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그들이

괴로워하는 데 만족감을 느낀다.이러한 특징에는 인 가정환경이 일

부 원인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셋째,집단 괴롭힘 가해자들은 때로는 자신

의 행동에 해 보상을 받는다.보상은 물질 인 것이나 심리 인 것일 수

있는데,피해 학생들이 그들에게 바치는 돈이나 다른 학생들이 이들을 주

목하고 지 를 인정하고 선망하는 것이 그 가 된다.넷째,집단 괴롭힘

가해자들은 공통 인 가정 요인들을 갖는 경우가 있다.부모가 자녀의 삶

에 긴 하게 개입하지 않거나,온정성과 정 개입이 부족한경우가 그

다. 한 이들 부모들은 자녀의 공격 행동을 분명히 제한하지 않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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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나 다른 아이들을 공격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 한 가

해청소년들은 가정에서 종종 체벌이나 ‘힘을 행사하는’양육방식을 경험하

기도 한다.집단 괴롭힘 가해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에 비해 가정폭력을 경

험하는 경우가 많다. 한 이들은 매체 폭력에 자주 노출되거나 자주 하

고 권투,킥복싱, 슬링과 같은 ‘힘으로 하는 운동’을 자주 한다.

Olweus(98)는 보다 구체 으로 공격 인 청소년이 가정 내에서 어떻게 부

정 인 행동 패턴을 발달시키는지에 해서는 다음 4가지 요인들이 요하

게 작용한다고 제시하 다.첫째,자녀가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부정 인

정서표 을 경험한다.둘째,자녀가 다른 사람이나 부모에게 공격성을 보일

때,부모가 이에 해 히 개입하지 않는다.셋째,자녀가 규칙을 어기

거나 지시를 따르지 않을 때,부모가 고함을 치거나 때리는 등의 공격

방식을 사용한다.넷째,공격 기질을 갖고 태어난다는 것이다.

이처럼 학교폭력에는 개인 ,가정 ,학교환경 ,사회 요인 등이 복합

으로 작용하여 생겨나는 상이지만,특히 소아 청소년의 발달시기를 고

려하는 것이 매우 요한 측면이라고 생각한다.발달학 으로 청소년기의

호르몬 변화와 뇌발달에 한 이해 없이는 학교폭력의 문제를 과학 으로

근하기에는 한계가 있다.청소년기의 반항과 충동성,폭력성은 테스토스

테론,에스트로겐, 로게스테론 같은 성호르몬의 격한 변화와 두엽

의 미성숙한 발달이 향을 주기 때문이다.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분비는 청소년기에 이르면 소아기의 1000배까지 증가한다.이는 신체 변

화뿐 아니라 뇌에도 향을 주며,청소년의 공격성과 분노,성 호기심,

토의식을 자극한다.정서 인 자극을 받거나 군가 자신의 역을 침범

했다고 느끼면 청소년들이 유달리 쉽게 공격 이 되는 이유가 된다.여자

청소년의 경우에 남자청소년에 비해서 그 정도는 약하지만 여자청소년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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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테스토스테론의 분비가 이 에 비해 증가하며 이로 인한 향을 받게

된다.여자청소년들의 변화를 주도하는 호르몬은 에스트로겐과 로게스테

론으로,사람의 감정을 결정하는 신경 달물질에 직 으로 향을 미치

는 호르몬이다.사춘기에 이르면 여성호르몬의 분비는 격하게 증가하고

이는 청소년의 불안정한 감정 상태로 이어진다.이로 인해 아이들도 자신

의 변화된 감정 상태에 심한 혼란과 불안을 느낀다.이러한 청소년기 호르

몬 변화도 학교폭력에 직·간 인 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한 청

소년기는 발달학 으로 실행기능과 조 기능을 담당하는 두엽의 성숙이

덜 이루어진 시기로 충동 조 에 매우 취약하다. 뇌 피질 두엽의

앞부분,즉 이마 바로 아랫부분에 치한 두엽은 과거의 경험을 토

로 자신의 행동을 계획하고 충동을 조 하는 기능을 한다.흔히 아이들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책 없이 행동한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이는 스스로의 감정과 행동을 조 하는 두엽의 기능이

완성되지 않아서 벌어지는 일이다.하지만 나이를 먹어 가면서 아이는 언

제 그랬느냐는 듯이 충동을 억제하고 참을성을 보이며,일을 할 때도 미리

계획을 세우고 시행하게 된다.이를 가리켜 사람들은 ‘이제 철이 들었다’고

하는데 두엽의 조 기능이 완성되었다는 의미이다.청소년기는 아직

두엽의 발달의 미숙한 시기다.이 시기에는 두엽보다 공포와 분노

를 조 하는 편도체가 더 큰 역할을 한다.따라서 이 시기는 성인에 비해

감정 인 자극에 훨씬 민하고 상치 못한 행동을 보이며 충동 인 행동

반응을 보이기 쉬우며,이러한 발달학 특징이 학교폭력에 상당한 향을

끼치게 된다. 한 감정의 분화와 발달을 해서는 두엽의 조 기능은

공감능력에도 향을 미치는데, 두엽의 미성숙은 공감능력의 부족으로

이어져서,타인의 표정에 한 부정확한 해석을 하거나,사회 큐를 해석

하는 능력의 부족으로 나타난다.공감능력은 자신과 다를 수 있는 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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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나 감정,욕망 등을 추론하는 능력으로 타인과의 갈등 해소,상호작용

의 성공,바람직한 인간 계의 형성에 매우 요하다.실제로 학교폭력 가

해자의 공통 특징으로 공감능력과 타인에 한 배려도가 낮고 지배하려

는 욕구를 지니며 동정심이 없다는 것이 꾸 히 지 되어왔다(137,138).

공감 반응이 낮은 경우에 학교폭력에 련되는 경우가 더 많았고,공감

능력이 학교폭력 피해자를 극 으로 돕는 행동과 련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이를 지지한다(37).이처럼 학교폭력 가해 행동이 유발되는 기 에

는 청소년기 뇌발달 과정에서 래된 충동성과 공감능력의 결여가 련되

어 있으며,그 바탕에는 호르몬의 변화와 두엽의 실행기능과 조 기능의

문제가 련된다고 볼 수 있다.학교폭력 가해행동의 기 이랄 수 있는 청

소년기의 생물학 변화와 뇌발달학 근은 학교폭력에 한 책을 수

립하거나 학교폭력 치료 로그램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기본 인 측면이라 할 수 있다.

3.학교폭력 가해청소년의 인지·정서 특성 치유 로그

램 고찰

이상에서 기술한 것처럼 학교폭력은 여러 차원의 요인들이 작용하는 아주

복잡한 상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의 시작은 가해학생의 폭력

행동이다.따라서 가해학생의 심리 특성에 한 이해는 학교폭력 문제

해결의 가장 핵심 인 고리가 될 수밖에 없다.피해학생의 경우에는 학교

폭력의 원인보다는 ‘결과’로 인한 심리 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

은 데 비해,가해학생의 심리 특성은 학교폭력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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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는 경우가 많다.따라서 가해학생의 심리 특성,즉 가해행동을 유발

하는 인지·정서 특성을 연구하고 그에 맞는 치유 로그램을 개발하여 시

행된다면,가해학생에 한 처벌 주의 책보다는 학교폭력의 재발 방지

방에 근본 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Achenbach와

Edelbrodk(1981)은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문제 행동들을 외 화 문제행동

(externalizing problems)과 내면화 문제행동(internalizing problems)으로

나 었다(139).외 화 문제행동은 감정이나 행동이 하게 억제되지 못

하고 표출되는 것을 의미하며,청소년기 비행이나 공격성 등이 포함된다.

이에 반해 내면화 문제행동은 소극 이고 사회 으로 내재화되어 과잉 통

제되는 행동을 뜻하는데,우울,불안 등이 해당된다.청소년시기에 나타나

는 문제 행동들은 외 화와 내면화 문제로 정확하게 구분되기 보다는 함께

공존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140).가해학생들이 래 학생들에 해

이고 공격 인 경우가 많고,반사회 이고 우울과 불안에 한 문제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에서도 이러한 공존병리를 확인할 수 있다(79).따라

서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인지·정서 특성과 련해서 지속 으로 언 되

어 온 충동성과 공감능력의 부족뿐만 아니라,그들의 문제 행동 이면에 존

재하는 공격성,우울 불안이라는 심리 특성도 고려에 넣어야 할 것이

다.뿐만 아니라,가해학생들의 폭력허용 태도와 비합리 신념도 가해

행동을 유발하는 인지 측면의 하나로 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141).따라서 가해학생의 인지정서 특성과 련해서 공격성,우울 불

안,충동성,공감능력의 부족,폭력허용 태도,비합리 신념이라는 6가지

특성에 한 고려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치유 로그램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가)공격성

공격성의 정의는 다른 사람에게 의도 으로 신체 ,정신 상처를 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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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를 입히는 행동이다(142)공격성은 학교폭력의 정의에 포함된 3가지

특성 고의성과 연결되는 부분으로,가해학생들에게서 가장 빈번히 발견

되고 보고되는 심리 특성의 하나이다(143,144,145). 학생 450명을

상으로 학교폭력 경험과 공격성의 계에 해 조사한 국내 연구들(146,

147)의 결과를 보면,공격성 수 이 가장 높은 집단은 학교폭력 가해 집단

과 가해-피해 집단이었고,다음으로 무경험 집단,가장 공격성이 낮은 집단

이 피해 집단이었다.이 결과는 학교폭력 가해 집단의 공격성이 높고,이와

더불어 가해-피해의 순환 경험을 하는 학생들에서도 공격성이 높음을

보여주는 소견이다.노르웨이 학생들을 상으로 학교폭력 행동과 상자

들의 성격 특성과의 계를 조사한 국외 연구(148)에서도,가해학생의 공

격성과 주도 인 친화성(가해학생 간 연합을 맺는 것)이 학교폭력 가해 행

동에 직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결과들에 한 해

석으로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이 보이는 공격 행동은 자신의 허약함을 감

추려는 일종의 방어기제로 볼 수 있다는 주장(149)도 있다.다시 말해 학교

폭력 가해학생들이 보이는 공격성은 내면 으로는 타인의 인정을 받고 싶

은 욕구가 충족되지 못해서 외부의 표 을 찾아 공격함으로써 자신의 력

이나 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이다.실제로 일반 인 공격성과 달리 학교폭

력 가해학생들의 공격성에는 고유한 특성이 있다.일반 으로 공격성이 높

은 청소년들은 모든 환경이나 사람에 해 공격 인 데 반해,학교폭력 가

해학생들은 그들이 지배하고자 하는 래에 해서만 선택 으로 공격 이

라는 이다(100).이러한 특성 때문에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의 공격성은 일

반 인 공격성과 구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한편,공격성이 청소

년들의 래 계에 특별한 향력을 갖는다는 사실을 보여 연구(150)도

있다. 이 연구는, 등학교 4-6학년 남학생을 상으로 사회측정법

(sociometricstatus)을 통해 래 계 양상을 조사한 것인데,결과는 두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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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의 학생 집단이 래들 에서 가장 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

집단은 ‘모델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집단으로,비공격 이고 운동을 잘하

고 리더십이 있고 조 이고 학구 이고 외향 인 특성을 가진 집단이었

고,다른 하나의 집단은 ‘거친 집단’으로 공격 이고 신체 으로 강하고

래들에게 인기가 있는 집단이었다.이 연구 결과는 청소년들 간에 래로

부터 주목받는 특성은 다양해서 친사회 특성뿐 아니라 공격 특성도

래들의 주목을 받는 특성임을 알 수 있다.이러한 측면에서 래 속에서

지 를 확보하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공격성에는 어느 정도의 응 속

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따라서 학교폭력 가해청소년들에 한 로그램

을 개발할 때,이들의 공격성이 가져다주는 사회 ·심리 지 를 무시한

다면 가해청소년들의 공격 행동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

다. 신에 이들이 래로부터 인정받기 해 사용해왔던 반사회 인 방법

을 친사회 인 방법으로 수정하여 처할 수 있도록 근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은,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의 공격 인 행

동이 표 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인지 오류에 한 부분이다.공격 인

집단일수록 갈등상황이 발생했을 때 상 방의 의도를 으로 왜곡해서

해석하는 경향이 많아 상황을 제 로 인지하고 처리하지 못하는 인지 오

류에 빠지게 된다.이로 인해 자신의 공격성을 정당화하여 갈등상황 해결

방법으로 폭력행동을 선호하게 된다(151).이러한 잘못된 상황 인식과 인지

과정의 오류를 개선하고(152),올바른 인지과정의 습득을 한 훈련과 교육

도 공격성을 감소시키기 한 로그램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나)우울 불안

학교폭력으로 표출되는 공격성의 기 에는 우울이 주된 정서로 내재되어

있다(153).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우울증은 성인에게서 나타나는 우울증과는

다른 양상을 가진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일반 으로 성인은 흥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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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움의 하,피로나 활력의 상실,불면과 수면과다 등으로 나타나지만

소아 청소년의 경우는 형 인 증상 이외에 폭력,가출,짜증 증가,약물

남용,자살 시도 등의 비행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우울이 겉으로 들어

나지 않는다 하여 가면성 우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154).이런

경우에 막연히 ‘사춘기라서 그 다’고 방치하거나 ‘몸이 약하거나 정신력이

약해서 그 다’고 생각해서 청소년을 몰아 부치면 당사자는 더욱 고립되고

폭력 등의 행동문제가 심화될 것이다.청소년기의 우울증은 외 인 스트

스나 걱정거리 없이도 올 수 있다는 과 반드시 우울한 기분을 동반하지

않는다는 에도 주의해야 한다. 한 우울증과 품행장애가 동반되는 경우

가 많아서 우울의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가출이나 약물 남용과 같은 외

증상을 보일 수도 있다.공격성과 우울,불안은 각각 외 화 내면화 문

제행동으로 얼핏 보면 서로 아주 반 성향을 가지는 상극의 성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높은 공존률을 가진다(140).청소년기의 행동장애와 우

울증의 정서 문제의 련성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 보고된 바 있다(155,

156).청소년기에는 자신의 우울을 잘 지각하지 못하고,마음속의 긴장과

갈등을 회피하거나 해소하기 한 방어기제로 비행을 하는 형태로 가면성

우울이 나타난다.그 기에 청소년기에 우울과 비행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

우 각각의 문제만을 가졌을 때에 비해 더 험할 수 있다(157).한편으로

는, 학생 417명을 상으로 한 국내 연구(137)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우울 정도가 가장 높았고,다음으로 피해학생,무경험 학생 등의 순서 다

고 보고하 다.우울과 더불어 가해학생들은 일반학생에 비해 높은 불안을

나타낸다.우울과 불안은 높은 공존률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58).

일반 으로 공격 이고 난폭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잠재의식 속에는 불

안하고 불안정한 의식이 존재한다.즉 사람들은 불안을 느낄 때 본능 으

로 회피 이거나 공격 이 될 수 있는데,불안이 높은 학생에게서 학교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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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가해행동이 증가할 수 있는 것이다(159).불안수 이 높은 개인은 상황

자극을 잘못 이해함으로써 애매한 상황을 인 것으로 인식하게 되고,

이로 인해 공격 인 행동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다(160,161).

우울과 불안은 정서조 능력과 한 련이 있다.자신의 정서가 어떠

한지를 인식하고 이를 조 할 수 있는 능력은 자신의 감정을 자신이 충분

히 조 가능하다는 믿음,즉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을 높여주는 요

요인이다.정서조 능력이 높을수록 같은 정도의 불안에 직면하더라도 불

안을 낮게 지각하고, 명하게 처할 수 있게 된다.가해학생의 경우 정서

조 능력이 결여되어있어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부분에 더 취약하다.(162)

이때 정서조 능력을 높이는 훈련을 하면 학교폭력과 같은 문제행동의 발

생의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152).

(다)충동성

학교폭력 가해청소년의 충동성 문제는 청소년기 호르몬 변화와 뇌발달과

련되어 있다고 상기에 언 하 듯이, 두엽의 미성숙으로 인한 자기

통제 내지 조 력의 약화로 표 되는 충동성이 학교폭력 가해청소년의 인

지 특성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자기통제력이 부족한 충동 인 사람은

자신의 행동으로 생기게 될 장기 결과 혹은 손해를 무시하고 지 이 순

간의 쾌락과 만족을 취하려는 경향을 보인다.하지만,행동의 결과에 한

고려나 행동 개시를 한 비가 잘 되어있지 않은 상태로 문제해결에 뛰

어들면 욕구나 목 을 해결할 가능성은 낮아진다.결국 목 한 바를 이루

지 못하고 좌 을 보다 자주 경험하게 되면서,좌 로 인한 공격 인 행동

의 빈도가 증가하게 되는(163)악순환을 밟게 된다. 한 충동 인 성향은

정서 조 능력에도 향을 미쳐 자신의 감정,특히 분노와 공격성을 조

하지 못하고 때와 장소에 맞지 않는 부 한 반응으로 인 계를 악화시

키게 된다(159).충동성이 높아 자기통제력이 낮은 사람일수록 범죄나 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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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빠지게 될 확률이 높고,폭력,충동조 장애,자기 심 이고 공격 인

인 계를 보이게 된다(164,165).학교폭력 가해청소년의 경우 일반청소

년에 비해 충동성이 더 높게 측정되며,역으로 높은 충동성을 가진 학생이

가해행동을 더 많이 행하는 경향이 있다(23).앞서 여러 번 언 했듯이 충

동성은 낮은 자기통제능력과 한 연 이 있기 때문에,다양한 방법의

자기통제훈련을 통해 아동이 새로운 문제해결기술을 습득함으로써 갈등상

황에서 보다 바람직한 해결방법을 택하는 방법을 익히고,이를 통해 자기

통제능력을 향상시키는 략이 필요하게 된다(166)고 하겠다.

(라)공감능력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가해학생이 학교폭력 피해를 이유를 조사한 결

과를 보면,지속 으로 ‘장난으로 했다’라는 답과 ‘이유 없다’는 답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167).자신의 가해행동이 피해학생에게 어떤 향을

것인지에 한 특별한 이유가 ‘없이’학교폭력을 행했다는 사실은 이들 학

생의 공감능력의 부재를 단 으로 볼 수 있는 이다.일반 으로 학교폭

력 가해학생들은 일반학생들에 비해 상 방의 감정을 읽어내는 능력이 부

족하다고 여겨지고,이러한 주장은 여러 실증 연구들을 통해 검증되어 왔

다.연구에 따르면,가해자들은 피해자들을 불 하게 여기거나 공감하는 능

력이 부족하고(138),피해자들이 폭력을 당할 만하다고 생각하며 피해자를

비난하는 경향이 있다(168).학교폭력의 가해,가해-피해,피해 집단과 일

반 집단 간의 공감능력을 비교한 연구(169,170)에서는 가해 집단은 일반

집단이나 피해 집단에 비해 공감능력이 낮고,특히 가해 집단은 가해-피해

집단에 비해 공감능력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학교폭력을 주도하는

학생들이 일반학생이나 피해학생에 비해서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는 능력과

타인의 감정을 리하는 능력이 낮다는 연구(137)결과도 동일한 맥락에 있

는 것이다.한편 공감능력과 연결되는 개념인 타인에 한 수용능력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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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과 한 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1212명의 ·고등학생을

상으로 학교폭력 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 연구(171)결과

에서도,학교폭력을 발시키는 내 요인 에 수용능력만이 학교폭력 의

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유일한 요인으로 밝 졌다.즉,자신과 타인을 있는

그 로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는 수용능력이 있는 경우에 편 함 없이 열

린 마음으로 세상과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고,그로 인해 자신의 마

음에 들지 않거나 거슬린다는 이유로 친구들을 괴롭힐 가능성은 감소하는

것이다.가해자들이 갖고 있는 몇 가지 정서 특징을 제시한 연구(103)에

서는,학교폭력 가해자들이 정서 으로 자기 심 이고,피해자에 한 동

정심을 갖고 있지 않고,후회를 하지 않음을 발견하고는,이 결과는 학교폭

력 가해자들이 사회 계에서 옳고 그름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타인들을 존 하는 데 심이 은 것을 반 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즉,학교폭력의 가해 행동은 인지 측면 보다는 정서 측면과 보다

한 계가 있다는 것이다.이는 가해자들이 피해자의 마음과 정서를 ‘이해’

하는 것과 피해자에게 동정심을 ‘느껴’공격 행동을 멈추는 것 간에는 차

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한 자에 비해 후자가 이들의 행동을 수

정하는 데 더 요한 역할을 한다는 의미이며,가해학생들의 인지 측면

에만 을 맞춘 학교폭력 방 개입노력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시

사하는 소견이다(7).가해학생을 상으로 한 연구들에서도 이들이 다른 이

의 감정이나 고통에 해 무감각하고,그들의 행 로 인해 피해학생이 겪

게 될 감정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보고하고 있다.(23,172)공감능력

이 낮은 가해자일수록 피해자에게 폭력의 책임을 떠넘기고 자신의 행 에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경향을 보 다(173).피해학생의 감정을 묵살하고 그

를 향한 지배 욕구를 학교폭력의 형태로 드러내는 경우도 있었다(174).학

교폭력과 공감능력이 부 상 계를 보이는 것은 어 보면 당연한 것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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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모르겠다.

이러한 상은 피해자의 입장과 감정을 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없었기 때

문에,보다 쉽게 학교폭력이 행해진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그 다면 반

로 피해자의 에서 상황을 재해석해보고,그 상황에서 피해자의 감정

과 마음에 해 생각해보는 훈련을 통해 정 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이다.

(마)폭력 허용 태도

폭력 허용 태도는 폭력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자신의 행 를 정당화하는

태도로 이는 폭력 가해행동과도 련이 많다(175).이러한 태도의 형성은

가정이나 학교 지역사회의 폭력 허용 분 기와 맞물리면서 형성되기도

한다.폭력 허용 태도가 형성되면 자신의 폭력 행동의 문제 을 인정하

지 않고 폭력에 한 반성 신 오히려 상 방의 잘못에 을 맞춘다.

폭력이 일어난 상황이 피해자로 인해 발생하 으며,자신은 피해자 때문에

폭력을 휘두를 수밖에 없었다는 식으로 폭력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게 된

다.이러한 폭력 허용 태도가 높은 학생일수록 학교폭력 가해행 를 가

담할 확률이 높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176).실제로 학교폭력 가해학생

들은 폭력에 한 자신의 책임은 부인,회피하면서 폭력 행동을 정당화하

고 심지어 폭력 행 에 해서 정 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 다(23).학교

폭력 가해청소년에서 ‘따돌림 행 를 해도 무방하다는 신념’,바꿔 말하면

폭력허용 태도에 해당되는 신념이 다른 학생에 비해 높다는 결과를 보고

한 연구도 있다(177).이러한 폭력에 한 왜곡된 정 태도는 학교폭력

가해경험이 많을수록 높아졌는데(175),이를 통해 자신의 반복되는 학

교폭력 행 를 정당화하면서 다시 더 많은 학교폭력을 행하는 악순환이 반

복된다고 할 수 있다.

(바)비합리 신념



57

가해청소년의 공격 행동은 폭력 허용 태도와 더불어 타인에 한 인

정 욕구,높은 자기기 ,좌 반응,과잉 불안,의존성 등의 비합리 신념

이 향을 미친다(152).비합리 신념은 자기 괴 행동과 정서의 원인

이 되는 사고방식이다.비합리 신념은 귀인과 같은 인지 오류

를 일으켜 폭력으로 이어지게 한다.특히 래 계에서의 잘못된 지각이나

오귀인(malattribution)과 같은 정보처리 과정상의 왜곡은 이고 공격

인 행동과의 련성이 높다(178,179). 래 계에서 잘못된 지각을 갖고

있거나 타인의 을 이해하는 조망수용능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은 타인의

립 행 를 자신을 향한 도발 행 로 잘못 지각하거나 해석하는 경향이

많다. 한 이러한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 보다 빈번한 공격행동을 보인다

(7).폭력행동을 많이 하는 청소년들의 경우에 일반 청소년들에 비해 과거

경험,특히 즐거웠던 경험을 잘 기억하지 못하며,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

를 가져올 지에 한 미래 측 능력도 떨어져서 일반 청소년들에 비해 반

사회 이고 충동 인 행동을 쉽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도 있

다(180).이러한 특성은 사회 장면에서의 문제해결 과정에도 향을

미치는데,문제 상황과 련된 여러 단서들에 한 민감성이 떨어지고 문

제를 과잉지각하며,문제를 해석하는 과정에서도 립 인 상황을

인 것으로 잘못 해석하는 경향이 높다(181).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서도

폭력이나 비행 이외의 다른 건설 인 방식을 생각해 내지 못하고,폭력을

사용하거나 강압 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이

러한 학교폭력 가해청소년들의 래 계에서의 인지 오류에 해서 ‘사

회정보처리 모델’을 주장한 연구들이 있다(182).이에 따르면 래와의

계에서 문제 행동을 보이는 청소년들은 사회 정보를 처리하는 데서 일반

청소년들과 비교되는 특징을 갖는다는 것이다.이들은 사회 상황에서 단

서를 부호화하고 해석하는 첫 단계에서부터 일반청소년에 비해 더 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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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회 단서를 이용하고,주어진 단서에 해서도 한 처리를 하지

못한다. 한 애매한 상황에서 발생한 부정 결과에 해서는 상 방의

책임으로 돌리거나 상 방의 행동의도를 으로 귀인하기도 한다.마

지막으로 자신이 어떤 반응을 할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문제행동을 보

이는 청소년들은 일반 청소년들에 비해 자신이 선택한 반응이 가져올 결과

를 우호 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한 이들은 자신이 결정

한 반응을 수행하는 것이 다른 안들에 비해 상 으로 더 쉽다고 지각

하고,부 응 인 행동을 지르고 싶은 충동을 억제하는 자기효능감도 떨

어진다는 것이다. · 학생 365명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학교

폭력 가해청소년과 일반청소년 60명씩을 선발하여 사회인지 특징을 비교

한 연구(177)에서는,가해청소년들이 일반청소년들에 비해 동일한 상황을

폭력과 련된 것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자신

이 반응할 수 있는 행동을 탐색하는 과정에서도 가해청소년들은 일반청소

년들에 비해 친사회 인 반응을 게 선택하고 폭력과 련된 행동을 더

많이 선택했다.폭력을 실제로 수행함에 있어서도 일반청소년들에 비해 곤

란을 덜 느낌으로써 수월하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한 폭

력 이후 얻어질 보상에 해서 가해청소년들은 상 방이 자신에게 공손해

질 것을 측하거나 주변 친구들이 자신의 실력 행사에 해 승인해 주는

등 정 인 결과가 올 것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높았다.마지막으로 이들

은 일반청소년들과는 다른 규범 신념을 갖고 있었는데,폭력정도는 해도

괜찮다는 합법 인 신념과 폭력 행 를 통해 래로부터 자신의 힘을 인정

받고 싶어 하는 경향,피해자들은 그다지 고통 받지 않을 거라고 여기는

경향이 높았다.한편으로 가해청소년의 규범 신념에 한 연구에서 가해

집단은 ‘따돌림 행 는 자존감을 높여 다는 신념’과 같은 비합리 신념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 로 자아존 감이 낮은 학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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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다른 학생들이 자신을 이상하게 생각한다고 믿는 비합리 신념을 가

지기 쉽다(159).이 경우,친 감의 표 으로 별명을 부르는 행동을 자신을

놀리는 행동으로 해석하면서 자신이 열등한 존재가 아님을 증명하기 해

공격 인 행동을 일으킬 수 있다.비합리 신념과 폭력에 한 허용 태

도는 폭력에 한 행 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 반복 이고 지속

인 공격성을 나타내게 된다(183).이처럼 가해학생들의 잘못된 신념과 폭

력에 한 태도가 그들의 공격성,우울,불안이나 충동성을 발시키는 원

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그들이 올바르고 건강한 신념을 가지도록 도와주

는 것이야말로 학교폭력을 뿌리 뽑고 가해학생들의 앞으로의 인생을 올바

르게 인도해주는 진정한 방법일 것이다.자신에 해 돌아보고 폭력에

한 올바른 정보 습득 등의 치료 로그램을 통해 이러한 신념과 폭력에

한 허용 태도를 교정해볼 수 있겠다(141).

상기한 학교폭력 가해청소년의 인지·심리 특성에 한 고려에 덧붙여

가해청소년들의 기 정신병리에 한 고려도 반드시 필요하다.가해청소

년들 모두가 정신병리 증상을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병리 특성을 보

이는 경우도 흔하다(102).앞에서 서술한 심리 특성들 에 학교폭력 가

해자들의 표 인 특성인 공격성과 충동성은 가해학생들의 공격 행동이

나 비행,약물 물질 약물남용 등의 문제를 일으키며, 련된 정신과

질환을 보면,품행장애, 반항장애,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등

이 있다. 한 불안 우울과의 연 성에 해서는 일반 으로 피해학생

에 비해 가해학생에 불안 우울 수 이 높지 않다고 알려져 있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다(184).청소년기라는 특성상 우울과 불안이 내재화 되어있

고 학교폭력이라는 외 인 형태로 표 되는 가면성 우울증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그러나 실제로 정신과 분석을 해보면 가해자들에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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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과 불안증세가 나타나는 경향이 높다는 보고가 있다(185).이러한 정신

과 진단은 국내 학생들 뿐 아니라 국외 학생들에게서도 유사하게 나타난

다.특히 주로 나타나는 정신과 질환으로 품행장애, 반항장애,주

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우울증 등이 알려져 있다(186).우선 아동·청소년

기에 흔히 찰되는 품행장애는 타인의 기본 권리를 침해하고 주요 사회

규칙을 반하는 행동을 반복 으로 보인다.스스로 공격 인 행동을 보이

기도 하며,타인의 행동에 공격 인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불확실한 상황

에서 타인의 의도를 공격 인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으며,자신의 공

격 인 응을 정당하며 합리 인 것으로 여긴다.부정 인 정서,이자극성

(irritability)을 보이며 분노를 폭발하기도 한다.좌 에 한 내성이 부족하

며,의심이 많기도 하고,처벌에 둔감하다.스릴을 추구하거나 무모한 행동

을 보이기도 한다(187).자신의 나이에 지켜야 할 사회 규범을 어기는 행

동이 특징 으로 나타나며,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사회 ,학습 는 직

업 인 역에서의 기능손상을 래한다(188).품행장애 아동과 청소년은

사람과 동물에 한 공격성,재산의 괴,사기 는 도둑질,심각한 규칙

반 등을 통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공격 이

고 반사회 인 행동을 한다(189).일반 아동들은 도덕 ,옳고 그름에

한 감각,법과 규범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발달

시킬 수 있지만,품행장애 아동과 청소년은 자신의 행동이 도덕규범에 어

난다거나 타인에게 피해와 상처를 주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

가 더 많다.오히려 자신의 반사회 행동을 흥미진진하고 보상 이라 여

기며,반사회 행동을 통해 ‘자기개념’을 형성하고자 할 수도 있다.이러한

심리 측면이 학교폭력 가해행동으로 표 되는 것이다.다음으로

반항장애인데, 반항장애는 반항,불순종, 감 등 권 상을

향한 지속 인 부정 행동패턴이 특징 인 질환으로 형 으로는 학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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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시작된다.행동문제만이 아니라 기분조 의 어려움 한 진단 기

에 포함되어 있다(188).심한 분노발작을 보이기도 하고,수동공격 인 행

동,고의 으로 귀찮게 굴거나 언어 공격성 등을 보이지만 품행장애에서

흔히 보이는 심각한 신체 공격성은 나타나지 않는다.이들은 개 자신

의 증상을 인정하지 않으며,오히려 외부 환경을 비난하거나 자신에게 가

해지는 규제가 불합리하다고 받아들이는 경향이 크다.이 장애와 련된

환경 요인으로는 불량한 양육태도,부모간의 불화,가정 내의 폭력,낮은

가족 내의 결속,아동학 ,물질남용이나 반사회 성격장애와 같은 부모의

정신질환 등이 제시되었다(190).학령기 동안은 자존감이 낮고 기분 변동이

심하며 좌 에 견디는 힘이 약하고,술·담배 등을 조기에 사용하기도 한다.

거부 이고 도 으로 보이는 행동은 지속 인 고집,친구와의 타 ,양

보, 상을 하지 않는 태도로 나타나며,반항은 지시나 명령을 무시하고 실

수에 한 비난을 받아들이지 못한다.이러한 심리 특성들이 학교폭력

가해 행동을 일으킬 수 있는 험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다음은,주의력

결핍 과잉운동장애(ADHD)로 과잉행동,충동성,부주의함을 주요 증상으로

하는 소아·청소년기 장애다.이 아동들의 문제는 주로 반응억제와 행동통

제와 련되며, 부분 학업성취가 낮고,학습문제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

다. 한 교사나 부모에게 계속해서 지 을 받고,친구들과 원만한 계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여러 가지 정서 인 문제를 경험하기도 한다.

한 부모나 교사의 말에 비순응 이며,충동성으로 인해 반사회 행동을

보여 래나 부모,교사와의 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한다.이와 같은 주요

증상으로 인해 발생한 결과로 이들은 학교 장면에서 종종 갈등을 보이며,

이것이 학교폭력 가해 행동으로 연결되기도 한다.물론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빈번히 피해학생의 치에 서기도 한다(191).끝으로 학교폭력과 련

된 소아·청소년기의 우울증은 성인과 달리 짜증이 심하며,발달학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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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희망이 없다는 생각에 ‘될 로 되라’는 식으로 응하다 보면 폭력행동

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학교폭력 가해청소년들의 인지·심리 특성과 기 정신병리는 학

교폭력 가해행동 유발에 결정 인 역할을 하게 된다.따라서 이러한 문제

특성에 한 근본 인 치료가 되지 않으면 폭력행동을 근 하기가 어렵

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16살에 학교폭력에 가담한 학생들의 반이 이미

8살부터 학교폭력을 했다는 연구 보고(23)에서 보여지듯이 어린 시 부터

폭력 성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서,조기개입을 통한 근본 문제 치료

의 필요성이 실하다고 하겠다. 한 학생들에 한 개입이 조기에 이루

어지지 않는 경우 성인이 되어서도 범죄,가정폭력 등 반사회 행동이나

물질을 할 험성이 일반학생들에 비해 더 높다는 연구결과들(192,193)이

있다.핀란드의 6학년~9학년 학생들을 상으로 한 추 검사(192)에서 가해

학생의 60%가 24세 에 유죄를 선고 받은 경험이 있었고,다른 학생들에

비해 범죄율도 3배가량 높게 나타났다.이처럼 향후 범죄율 증가 방을

해서라도 가해아동을 한 빠른 개입 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한 앞에서 살펴본 가해학생들의 심리 특성에서도 알 수 있듯이,가해학

생들은 정신병리 문제로 인한 인지·정서 측면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한 문가의 평가와 정신건강 치료가 요하다

고 하겠다.

재까지 개발되어 시행되는 학교폭력 가해청소년들을 한 치유 로그램

들은 이러한 가해청소년들의 인지·정서 특성에 기 해서 구성되지만,모

든 요소를 다 겸비한 로그램들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국가별로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해 활용되는 로그램들은,Gor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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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시한(194)세 가지 수 의 방 개입,즉 보편 ·선택 ·지정

방의 에서 나 어 구성된다고 볼 수 있다. 방이란 문제가 발생하기

이 에 개입하는 것으로,보편 (universal) 방 개입은 모든 사람을 상

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입하는 것이고,선택 (selective) 방 개입

은 문제를 지닐 가능성이 높은 고 험 집단을 상으로 문제에 노출되지

않도록 개입하는 것이며,지정 (indicated) 방 개입은 문제가 발생한 고

험 개인을 상으로 문제를 완화하고 문제가 재발생되지 않도록 개입하

는 것을 말한다.학교폭력에 한 보편 방 로그램은 학교에 있는 모

든 학생들을 상으로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차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선택 ,지정 방 로그램은 학교폭력의 가해 혹은

피해 경험이 있는 학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미 가해 피해

를 경험한 경우나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학생들을 선별하여 이들에게

한 처치를 제공하는 것이다.때때로 심각한 수 의 문제행동을 보이지는

않지만 험요소나 취약성을 보유한 학생들과 이미 심각한 수 의 문제행

동을 발 하고 있는 학생들을 구분하여 선택 방 로그램과 지정

방 로그램으로 구분하기도 한다.이러한 보편 ·선택 ·지정 방 로

그램 에서 본 연구에서 주로 심을 갖는 로그램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을 상의 지정 방 개입 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다.가해학생을 한

지정 개입 로그램들은 학교 폭력 가해학생들의 여러 가지 인지·정서

특성에 기 하여 수많은 로그램들이 개발되었으나,경험 이고 과학 인

연구 설계에 기 한 효과성 평가 연구가 이루어진 로그램들이 드물고,

다수의 로그램들이 다차원 인 평가방법이나 로그램 실시의 충실도

나 수용성을 평가하지 않고 있으며,활용 측면에서는 로그램이 구조화되

어 있거나 사용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이나 자료집을 사용하고

있는 로그램들이 부족한 실정이다(195).최근 10년간 개발된 국내외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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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학생 상 개입 로그램에 한 연구논문을 pubmed,학술연구정보서비

스(RISS)에서 학교폭력,가해학생,가해,치료,개입 로그램 등의 키워드

로 2005년 이후에 출 된 논문을 검색하여,이들 로그램 실시 후 가

해행동의 사 /사후 검사를 실시하고,독립변인이 심리 특성 변화에 직

으로 개입하거나 독립변인이 심리치료 로그램인 경우인 논문들을 추

려서 총 12개 논문(국외 6개,국내 6개)뽑아내어 로그램들을 분석한 연구

(141)에서 여러 로그램들이 소개되었다.자기 인식 발달,자기 조 능력

학습,공감능력 개선,사회 기술 향상의 주제로 국에서 시행된 정서 문해

력(Emotionalliteracy;EL)개입 로그램(196), 래와의 정 계 형성

을 통해 공격성과 충동성을 낮추고 공감능력 비합리 신념을 개선하는

데 을 맞추고 진행된 에스토니아에서 시행된 사회 기술 훈련 로그

램(SocialSkillsTrainingProgram,SST)(197),미국에서 공감능력 향상을

해 문학작품 독서를 통하거나 통무술을 통한 개입 로그램(198,199,

200,201),국내에서 시행된 그림책 활용,음악,신문 활동,명상 등의 다양

한 매체나 기법을 활용한 로그램(152,176,183,202),가해청소년들의 가

해행동 재발방지를 한 집단상담 로그램(203)등이다.이들 로그램에

한 연구들은 학교 폭력 가해청소년들의 공격성이나 공감능력 등에서 유

의한 개선이 있었다고 보고하 지만,후속 연구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가 부분이었고,실험설계 표 화의 어려움으로 연구 상 인원이 고,

효과성을 보는 지표도 자기보고나 찰을 통해 얻어진 경우가 많아서 객

인 결과해석이 쉽지 않다는 등이 연구의 제한 이었다(141).뿐만 아

니라 학교 폭력 가해학생들의 인지·정서 특성에 한 종합 인 고려가

부족하여,단편 인 근이라고 할 수 있다.이 밖에도,좀 더 체계 이고

지속 으로 시행되고 있는 미국의 PATHS 로그램(204)이나 Second

Step(205)등의 로그램들이 있지만,이들 로그램들은 정규 교육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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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되어 실시되는 학 단 교육과정 로그램들이라서,본 연구에서 주

로 을 맞추고 있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인지·정서 특성의 개선에

을 맞춘 로그램들이라기보다는 학교폭력 방 교육에 더 가까운

로그램들이라 할 수 있겠다.

4.표 선도 로그램의 소개 본 연구의 목

앞서 개 한 수많은 학교폭력 치료 로그램들은 로그램의 개발이나 효

과성 검증, 로그램의 지속 실행 등의 면에서 많은 한계들을 보여 왔다

고 할 수 있다.특히 청소년기 뇌발달에 한 과학 지식에 기 하여 가

해학생들의 인지·정서 특성을 개선하기 해 로그램이 만들어지고,지

속 인 효과성 검증이 이루어진 과학 로그램들은 거의 무했다고 하

지 않을 수가 없다.그 이유는 그동안 시행되어온 학교폭력에 한 책들

과 로그램들이 주로 교육,상담,청소년 복지 등의 공자들에 의해 진행

되어왔던 상황과 련이 있고,무엇보다도 정신과 의사들의 학교폭력 문제

에 한 심과 참여가 조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2013년 경찰청 ‘선도 로그램’개발 연구 용역 과제의 하나로 한 신경정

신의학회가 학교 폭력/집단 따돌림 방 가해학생 치료 로그램을 개

발한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 하겠다.개발된 로그램은 집단 따돌림과

련된 학교폭력의 원인이 되는 고 험 가해학생들을 선별하여,이들을 효과

으로 도와 재 응하도록 하는 치료 로그램으로,청소년 시기에 주문제

가 되는 공감력의 일시 하 상에 한 극 인 교육 개입과 분노

충동성 조 을 강화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로그램의 개발은 효

과가 검증된 다양한 집단 개별치료 로그램(사회성 증진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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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계 주장 훈련 로그램,분노 조 로그램 등)을 개발하고 운 하며

발 시킨 경험이 축 된 연구 이 우리의 교육 문화 상황에 맞게 재구

성하 다. 국 으로 32개 기 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상으로 정신

과 문의 35인과 문치료 인력 105명이 참여하여,44개 그룹을 시범운

을 하 다.첫 해에는 130여 명을 상으로 로그램이 진행되었고,둘째

해에는 상군이 좀 더 확 되어 약 400여 명을 상으로 진행되었다.두

번의 로그램 진행과 평가 연구는 조군을 활용한 이 맹검 연구는 아니

었지만,치료 평가와 치료 후의 변화를 규명한 연구로는 의미 있는 결

과를 얻고 있다.두 번의 연구(9,20)를 통해 악된 것은 표 선도 로그

램이 가해학생들의 공격성,충동성을 감소시키고,분노조 을 향상시키며,

피해자에 한 죄책감과 재발 방지 효과를 갖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이었다. 한 도덕 단을 하는 데 보다 나은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평

가되었다.생물-심리-사회 요인이 모두 복합 으로 작용하는 학교폭력의

문제에 한 인지행동치료로서의 선도 로그램은,뇌 과학 기반을 갖고

있는 문가 집단인 정신과 의사들에 의해 개발된 최 의 학교폭력 치료

로그램으로 가해학생들에 한 엄 한 응으로,범죄자로 낙인 어 추

후 사회 낙오자로 내몰 험성을 이고,국가 차원에서의 학교폭력의

체계 인 리 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재까지 개발,

시행되어 온 학교폭력 치유 로그램들이 많지만 로그램들의 개발 과정

에서 청소년 뇌발달에 한 과학 인 기 에 근거하여 개발된 로그램이

거의 없었으며, 로그램들의 효과성 검증에서도,참여자들의 주 인 평

가를 반 한 설문지 수 에서의 평가가 부분이었다.시행된 로그램들

이 학교폭력 감소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로그램 참여자들의 변화에 어

떤 실질 인 기여를 했는지?등에 한 객 이고 과학 인 근거를 제시

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엄 한 의미에서 학교폭력 련 로그램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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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분석은 치료 로그램과 학교폭력 빈도간의 계를 살펴 야겠지만,우

리나라의 학교폭력에 한 책들이 개인별,교실별,학교별 다양한 수 에

서 다양한 방식의 근들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과학 인 근법으로

개발된 단일 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학교폭

력을 이고 방하기 해서는,학교폭력에 한 검증된 자료들이 계속

축 되어야 하고,이를 바탕으로 효과 인 개입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2013년 개발된 학교폭력/집단 따돌림 방 가해학생

치료 로그램(표 선도 로그램)의 효과성에 한 종합 이고 과학

근을 시도함으로써,개발된 로그램이 일회성이 아니라,지속 으로 학

교-국내 선도기 (경찰청 포함)-임상 장에서 범 하게 사용되어,학교

폭력을 이고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학교생활 재 응에 기여하는 것을

목 으로 진행되었다.따라서 기존의 비 성격을 띤 두 번의 연구(20)에

이어서 표 선도 로그램의 과학 근거를 지속 으로 마련하기 한 후속

연구로써 효과성 검증을 한 지속 연구의 일환으로 계획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표 선도 로그램에 참여한 학교 폭력 가해청소년들의

임상 ,신경 심리학 , 뇌피질의 특징이 로그램 실시이후에 어떤 변화

가 생겨나는 지를 살펴 으로써 로그램의 효과성을 종합 으로 평가해보

고자 하 다.임상 특성과 련해서는 로그램 후에 우울증,ADHD

등의 정신병리 특성과 인 계에서의 공감능력 고립감의 정도,충동

성 등의 변화를 살펴보고,신경 심리학 변화와 련해서는 두엽 실

행기능과 련된 검사들을 통해 행동의 개시,계획능력,가정을 세우는 능

력,인지 융통성,의사결정 능력, 단력,피드백을 사용하는 능력,상황

과 맥락에 하게 자신의 행동과 정서를 조 하는 능력 등 실행기능의

양상과 변화를 살펴볼 것이다.소아·청소년 표 인 장애인 ADHD 아동

들에게서 보이는 충동 이고 성 한 반응,인지 융통성의 결여,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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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에 한 통제 조 하지 못하는 행동문제 등이 실행기능의 결함으로

설명되어 왔다.실행기능의 문제는,가해 행동의 유발 경로로 제시된 충동

조 과 하게 련되어 있고,공감능력과도 깊은 련이 있다. 뇌피질

의 두께 변화와 련해서는 공격성과 외 화 행동과 매우 하게 련된

것으로 알려진 오른쪽 두엽 측두엽 부 의 피질두께 등의 변화 청

소년기 뇌발달과 련된 소견 등을 살펴볼 것이다.이러한 임상 -신경심

리학 -구조 뇌피질의 특징과 변화를 살펴 으로써,학교폭력 가해청

소년의 제반 특성과 표 선도 로그램의 효과성에 한 과학 기반들을

축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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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론

1.연구 방법

본 연구는 경찰청에서 서울 학병원 소아청소년 정신의학과에 의뢰한 학

교폭력 가해청소년 27명을 상으로 하 다. 상군 청소년의 모집은 2014

년 7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고,같은 해 8월부터 12월까지 4차례에 걸쳐

서 표 선도 로그램이 수행되었다.연구에 참여하여 로그램을 수행한

청소년들의 모집 과정은,학교폭력이나 청소년 경미 범으로 경찰에 사건

이 수되어 조사를 시행한 후에,선도 조건부 훈방이 되는 청소년들을

상으로 경찰이 한신경정신의학회 주 의 표 선도 로그램 참여를 권유

하여 동의를 한 학생들을 상으로 하 다.선도 조건부 훈방의 경우에 보

통은 사랑의 교실,경찰 자체 선도 로그램,기타 지원 로그램과 같은 경

찰과 연 된 선도 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훈방조처를 받는데,

선도 조건부의 하나로 표 선도 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게 하 다.1차

으로 경찰을 통해 로그램 참여에 동의를 한 학생과 학부모를 로그램

진행자가 만나서, 로그램만 시행할지 는 로그램 참여와 더불어 효과

성 검증 연구에도 참여할 지 선택하도록 하 고,그 에 보호자와 본인

동의를 얻은 청소년들을 연구 상군으로 하 다. 로그램 시작 에 사

면담과 검사를 시행하 고,다음과 같은 배제 기 에 따라,연구 상군

을 확정하 다.

가)지능검사로 평가된 지 장애 (IQ<70)

나)조 병,기타 정신증,기질 정신장애, 반 발달장애

다)간질이나 신경과 인 질환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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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집단 로그램에 참여하기 어려운 수 의 충동 조 문제가 있거나,

비 조 인 태도가 있는 경우( 로그램 문의 평가에서 문의가 확인

함).

이런 과정을 통해 확정된 연구 상군에 해서 2014년 8월부터 12월동안

4차례(그룹)에 걸쳐 표 선도 로그램을 시행하 고, 로그램 시행 후에

면 설문지검사,신경심리학 검사,brainMRI를 실시하 다.

로그램 시행 후 면 은 정신과 문의에 의해 수행되었으며,면 시

사용한 도구는,K-SADS-PL-K(Kiddie-ScheduleforAffectiveDisorders

andSchizophrenia-PresentandLifetimeversion-Koreanversion)(206)

다.

K-SADS-PL은 Kaufman등(1997)에 의해 개발된 도구로,DSM-IV에 의

거한 32개의 소아청소년 정신과 질환의 재 평생 이환상태와 증상의

심각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고안된 반구조화된 면담도구(semistructured

interview)이다.국내에서도 Kim 등(206)에 의해 번역되어 ADHD,틱장애,

반항장애,우울장애,불안장애 등에 한 신뢰도와 타당도가 연구되

었다.

1)연구 상 청소년들과 부모들에게 사용된 설문지 검사

(가)아동 우울 척도(Children’sDepressionInventory,이하 CDI)(207)

Kovacs와 Beck(208)이 아동기 우울증의 인지 ,정서 ,행동 증상을

평가하기 해 개발한 자기보고형 척도로서 성인용 우울척도인 Beck

DepressionInventory(BDI)를 7-17세 연령 소아청소년에 사용할 수 있도

록 변형한 것이다.27개 문항으로 각 문항마다 0 에서 2 까지 평가할 수

있어서 총 수는 0 에서 54 사이에 분포하며 수가 높을수록 우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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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심한 것으로 평가된다.국내에서는 조수철 등이 연구(208)를 수행하여

신뢰도와 타당도가 양호하며,25 이상일 때 의미 있게 평가되며,심한 우

울증세의 기 으로 29 이 제시되었다.

(나)UCLA고독감 척도(UCLAlonlinessscale,이하 UCLA)(209)

이 척도는 친구 계 일반 인 계에서 느끼는 고독감을 측정하기

한 도구로 고독감이 심할수록 수(0-60 )가 높다.

(다) Barratt의 충동성 척도(Barratt Impulsiveness Scale-II, 이하

BIS-II)(210)

이 척도는 Lee등(210)이 번안하여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 다.척도는

인지 충동성(cognitive impulsivity) 6문항, 운동 충동성(motor

impulsivity)8문항,무계획 충동성(non-planningimpulsivity)9문항으로,

3개의 하 척도를 포함하여,총 23 문항으로 이루어져있다.각 문항은 1

에서 4 까지의 수로 평가하며, 수가 높을수록 충동성이 크다는 것

을 의미한다.

(라)로젠버그 자아존 감 척도(Rosenberg's Self-Esteem Scale,이하

Rosengerg)(211)

개인의 자기존 정도와 자아승인 양상을 측정하고자 Rosenberg가 개발

하고(212),Jeon이 번안한 자아 존 감 척도(211)를 사용하 다.자아 존

감 척도는 정문항 5개,부정문항 5개의 총 1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부정 문항인 3번,5번,8번,9번,10번의 경우 역채 하 다.총 의 범 는

10-40 이고,총 이 높을수록 자존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마) 인 계반응지수(InterpersonalResponsiveness Index,이하 IRI)

(213)

1980년 Davis가 개발한 공감척도로서 28문항으로 된 자가보고형 척도이

며,크게 수용(perspective taking),상상(fantasy),공감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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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athicconcern),개인 고통 (personaldistress)등 4요인으로 이루어

져 있으며,각 요인마다 7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용은 자발

으로 타인의 심리학 을 수용하는 성향을 평가하고,환상은 상상력

을 발휘해 책, 화,연극에 나오는 가상의 인물들의 감정과 행동을 실제처

럼 느낄 수 있는 성향을 다루며,공감 심은 타인 심의 동감의 감정

들과 불행을 겪은 사람들에 한 염려를 평가한다.개인 고통은 자기

심 인 개인 불안과 팽팽한 인 계에서의 불편감을 다룬다.어느 한

측면만을 강조하는 기존의 공감척도에서 탈피하여 공감을 다차원 에

서 바라보고 공감의 여러 요소들을 통합하여 만든 자가 보고형 형태의 척

도로,본 연구에서는 신뢰도,타당도 연구를 마친 한국어 을 사용하 다.

(바)부모용 ADHD 평가 척도(Korean ADHD Rating Scale-IV,이하

ARS)(214)

DuPaul(1991)에 의해 개발된 이 도구는 학령기 아동의 ADHD증상을 평

가하기 해 고안되었으며,한국어 의 개발 표 화가 이루어진 상태이

다(214).ARS는DSM-IV의 ADHD 진단기 으로 이루어진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각각의 문항은 아동의 문제행동의 빈도에 따라 0~3 까지

의 4 평정 척도이며 2 이상의 수는 아동의 발달 단계에 비해서 비정

상 인 것으로 간주된다.18개의 항목 홀수 문항의 총 은 주의력결핍

증상을 측정하며,짝수 문항의 총 은 과잉행동-충동성 증상을 측정하도

록 배열되어 있다.

(사)소아·청소년 행동 평가 척도(Korean version ofChild Behavior

Checklist,이하 CBCL)(215)

아동행동 평가도구로서 아동 행동이 여러 측면들에 해 부모가 찰한

내용을 토 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사회 능력 평가 부분(social

competencescale)과 행동문제부분(syndromeandtotalproblem scale)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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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어져있다.Archenbach와 Edelbroke(1983)에 의해 개발된 CBCL을 표

화한 한국형 CBCL이 만족할만한 신뢰도 타당도를 보 고,이후 많은

임상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다.행동문제 척도는 모두 118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각 항목들은 0에 2 까지,3 척도로 평가하게 되어있다.총 12개

의 소척도로 구성이 되어있으며, 축(withdrawal),신체증상(somatic

complaints),불안 우울(anxious/depressed syndrome),사회성문제

(social problem), 사고문제(thought problems),주의력문제(attentional

problems),비행(delinquentbehavior),공격 행동(aggressivebehavior),

내재화 증상(internalizing symptoms), 외향화 증상(externalizing

symptoms), 체 수(totalscore)등이다.이 척도에서는 문제가 많을수록

수가 높게 나타나는데,각각 원 수와 T 수로 환산되며,T 수 65

이상으로 임상 으로 의미가 있는 범 로 보고 있다.

2)연구 상 청소년들에게 시행된 신경심리학 검사

(가)단축형 한국 웩슬러 아동용 지능검사(theabbreviatedform ofthe

KoreanEducationalDevelopmentalInstituteWechslerIntelligenceScale

forChildren,이하 KEDI-WISC)(216)

KEDI-WISC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WISC-R을 우리 문화에 맞게 수정하

고 보완하여 표 화한 것으로 5세부터 15세까지의 연령을 상으로 한다.

체 지능 지수,언어성 지능 동작성 지능 수가 산출되며,언어성 척

도에는 상식,공통성,산수,어휘,이해 숫자 소검사가 포함되며 동 작성

척도에는 빠진 곳 찾기,차례 맞추기,토막 짜기,모양 맞추기,기호 쓰기

미로 하 검사들이 포함되어 있다.

(나)아동 색 선로 검사(Children’sColorTrailsTest,이하 CCTT)(217)

문화 언어의 향을 최소화하기 해 TrailMakingTest를 수정,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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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표 화한 한국 아동 색 선로 검사(CCTT)를 사용하 다.아동들이

수행하기 쉬도록 철자 신 색깔을 사용한 검사로,아동의 운동속도,주의

환능력,주의 분할능력 등을 측정하는 검사다.특히 철자 신 숫자를 사

용하여 언어의 향력을 최소화 시키도록 되어 있다.CCTT 1형은 기존의

선로 잇기 검사 A형과 동일하게 숫자 순서 로 찾아 있는 것이고,CCTT

2형은 숫자를 순서 로 연결하되 색깔을 번갈아 가면서 연결하는 과제이

다.원의 숫자 순서와 상 없이 같은 색의 원으로 연결하는 '색순서 오류',

연결 도 스스로 선의 방향을 바꿈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근사오류',10

이상 연결할 곳을 찾지 못할 때 발생하는 ' 진오류'등이 발생하게 된다.

CCTT 1형은 정신운동속도와 순차 처리 능력을 측정하며,CCTT 2형은

두 가지뿐 아니라 인지 융통성 지속 분할 주의력 등을 측정하는 검

사다.

(다) 스콘신 카드분류검사(Wisconsin Card Sorting Test, 이하

WCST)(218)

WCST는 두엽 실행기능을 평가하는 표 인 신경심리검사로 배외측

두엽 역(prefrontaldorsolateralarea)과 련이 있다.사고의 유연성

이나 인지 융통성을 측정하기 해 사용되며,특히 추상 인 개념을 형

성하고 범주화하는 능력,인지 도식의 변화(cognitivesetshifting),가설을

설정하고 문제를 해결하거나 추리하는 능력,계획 조직화 능력 등이 필

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219,220)

(라)종합주의력검사(ComprehensiveAttentionTest;CAT)(221)

주의력을 평가하기 해 개발된 연속수행검사인 주의력장애 진단 시스템

(ADHD DiagnosticSystem;ADS)(221)를 개정한 것으로,만 5세부터 15

세 사이의 아동,청소년에게 사용할 수 있다.시각,청각 두 가지 검사로

구성되어 있으며,검사를 통하여 부주의 증상을 측정하는 락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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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mission error),인지 행동 충동성을 측정 하는 오경보 횟수

(commission error),과제처리 속도를 측정 하는 반응시간 평균(mean

reactiontime),주의집 의 일 성을 측정하는 반응시간 표 편차(standard

deviationofreactiontime)등의 4가지 지표가 산출된다.

(마)스트룹 검사(Strooptest)(222)

자극의 단일 차원으로 이루어진 단순 시행과 자극의 두 가지 차원으로 이

루어진 간섭 시행으로 구성되며,anteriorfrontalcortex와 orbitofrontal

cortex가 련된다(218).여기서는 한 특징을 나타내는 한 차원은 무시

하고 다른 한 차원에 주의를 집 하는 것이 요구되는 것으로 주의 자원의

통제와 억제가 매우 요하므로 실행기능이 요한 역할을 한다.억제 과

정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해서 Shin과 Park(222)이 한국 아동용 스트룹

색상-단어 검사를 표 화한 것으로,단어 읽기(단어 수),색상 명명하기

(색상 수),읽기 반응 억제하고 색상 이름 말하기(색상단어)순으로 진행

된다.

3)뇌자기공명 상 획득과 처리 과정

(가)corticalthickness의 변화

표 선도 로그램을 시행한 청소년에서는 구조 뇌피질의 변화를 보기

해 사 ,사후 2회에 걸쳐, 조군 청소년에서는 1회,구조 MRI를 시

행하 다.

magnetization-preparedrapidacquisitiongradientecho펄스열의 T1강조

상을 Siemens3T MRI스캐 (SiemensMagnetom TrioTim Syngo

MR B17,Germany)를 이용하여 획득하 다.MR 상은 TR =1900

ms;TE =3.13ms;inversiontime=900ms;flipangle=9도;voxel

size=0.9mm3;FOV=230mm;andslices=176등의 라미터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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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득하 다.T1-weighted이미지로 백질,회백질,뇌척수액 등에 한 이

미지들로 분류되어 뇌 상 자료를 얻었다.획득한 T1-weighted 상들을

선형 정합방법을 통해 ICBM 152템 릿에 선형 정합시키고 상 밝기

의 불균일을 조정하 다(223). 정합된 상들은 신경회로망분류기

(advancedneuralnetclassifier)를 통해 백질,회백질,뇌척수액으로 분획

화 되었다(224) 뇌 피질 모델(cortical surface model)은 CLASP

(constrainedlaplacianbasedautomatedsegmentationwithproximities)알

고리즘을 통해 백질 표면과 회백질 표면에서 각기 추출되었다(225,226).

추출된 뇌 피질 모델은 40,962개의 꼭짓 (vertex)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피질의 두께(corticalthickness)는 백질 모델과 회백질 모델간의 응되는

vertex간의 유클리드 거리를 측정하는 t-link방법을 통해 정의된다.그룹

분석을 하기 해서 개인의 corticalthicknessmap을 2차원 구체 기반 정

합방법을 사용하여 공통공간으로 변환시킴으로써 개인 간의 vertex정보를

일치시켰다(227,228).

통계처리는 그룹간의 피질 두께 비교를 해 나이,성별,IQ,두개골 내부

의 부피를 공변량으로 사용하여 공분산분석 (Analysis ofcovariance,

ANCOVA)를 진행하 다.그룹 간 다 검정(multiplecomparison)을 해

오발견율 (False-discovery-rate, FDR)을 사용하 고. FDR에 의한

p-value를 0.05 유의수 으로 설정하여 보정하 고 (Genovese etal.,

2002),FDRp<0.05수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결과는 보정하

지 않은 p<0.001수 에서 유의성을 보았다.

(나)확산 강조 상(DiffusionTensorInhancer,이하 DTI)

여러 방향의 확산 강조 상은 뇌 백질의 미세 구조를 추론하기 해서

여러 방향을 통해 발생하는 물 분자의 확산을 정량화하기 해 사용하

다.총 30방향의 확산경사자장을 이용하여 3T SimensScanner를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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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획득하 다. 상획득변수는 TR/TE=10,000/88ms,Matrix=126*126,

voxelresolution1.9*1.9mm,FOV=240*240mm,Flipangle=0을 사용하

다. 분할 비등방도(fractional anisotropy, FA), 평균 확산도(mean

diffusivity,MD)등의 모든 데이터 분석은 FSLsoftware를 사용하여 수행

되었다(www.fmrib.ox.ac.uk/fsl/). 개인의 확산 강조 상(diffusion

weightedimaging,DTI)은 와 류나 미세한 머리 움직임으로 인해 상이

왜곡되는 것을 막기 해 확산이 강조되지 않은 하나의 상을 기 으로

나머지 확산 강조 상들을 정합시켜주는 교정단계를 거쳤다.그리고 확산

이 강조되지 않은 상에서 백질,회백질,뇌척수액을 포함하는 뇌 조직을

추출했다.추출된 뇌 조직을 기 으로 각각의 복셀에서 최소 자승 추정 방

법을 사용하여 텐서를 추정했다.이 게 추정된 텐서로부터 분할 비등방도

(fractionalanisotropy,FA),평균 확산도(meandiffusivity,MD)와 같은 확

산 지수를 획득했다(229,230).트랙 기반의 공간 통계 분석(tractbased

spatialstatistics,TBSS)과 련해서는 처리 과정을 통해서 획득한 모든

분할 비등방도 상은 공간 인 표 화를 해서 공통 공간으로 정의된 템

릿 상에 비선형 인 정합방법을 사용하여 정렬되었다.정합된 상들

의 평균 상과 그 상으로부터 백질의 주요 부분을 나타내는 골격 상

이 만들었다.그 다음으로 개개인의 정합된 상들을 골격에 가시화 하고

가시화된 상들은 각각의 그룹 사이의 분할 비등방도,평균확산도의 통계

인 차이를 확인하기 해서 복셀 기반의 통계분석이 수행되었다(231).통

계분석은 FSL에서 제공해주는 Randomisesoftware를 사용했다(232).단면

연구(crosssectionstudy)에 해서는,독립표본 t-검증을 사용했다.그

리고 사용되는 일반선형모델은 그룹의 정보와 함께 공변량으로는 나이와

성별로 구성을 하 다.추 연구(longitudinalstudy)에 해서는 응표본

t-검증을 사용했다.모든 통계분석 결과는 유의수 (p<0.05)과 함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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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에 따른 1종 오류(거짓 양성)를 보정하 다.

4)연구 상군들에게 시행된 치료 로그램

2013년 개발된 표 선도 로그램으로 학교폭력 가해청소년의 공감 능력

증진과 충동 조 능력을 향상시키는 내용으로 구성된 인지 행동 근의

집단치료법이다.총 8회기에 걸쳐 진행되며,매 회기는 1시간 30분씩이며,

내용은 폭력에 한 올바른 이해,조망 수용 조망 환,분노조 ,자기

통제 갈등해결,의사소통훈련, 정 자아상 희망 찾기 등으로 이루

어져 있다.이 로그램에 의뢰된 학생들은,학교폭력 가해행동으로 경찰에

서 조사를 받고,훈방 즉결심 청구 등 경찰단계에서 종결되는 경미 범

이나 선도 가능성이 높은 소년범들이 선별 으로 연계되었고, 로그램 진

행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지 장애,주의력 결핍 는 한 충동성 조

장애 청소년은 제외되었다. 국 으로 이 로그램이 실시되었으나,본

연구의 상자는 2014년 8월부터 12월까지 서울 병원 소아청소년 정신의

학과에 의뢰되어 표 선도 로그램을 시행한 27명의 청소년들을 상으

로 하 다. 로그램의 진행은 정신과 문의의 찰 지도 감독 하에,표

선도 로그램 진행 훈련을 맡은 치료사가 진행하 다.담당 치료자의 역

할은 각 회기 별 로그램 일지를 작성하고,자가 설문지 치료자용 설

문지를 작성하여 수합토록 하 고, 로그램 사 ,사후 자문회의에 참석토

록 하 다.이 과정을 통하여, 로그램이 충실히 진행되는 지 여부를 평가

하 다. 로그램에 함께 참여하는 정신과 문의의 역할은 로그램에

한 자문과 사 ,사후 학생 면담의 시행,치료나 추가 평가가 필요한 청소

년을 선별하여 필요시에는 참여 학생에 한 치료 개입을 제공하는 것,

로그램 사 ,사후 자문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하 다.자문회의에서는

로그램을 간 검하고,문제 학생 치료 연계가 필요한 학생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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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를 하 다.한 그룹에 7명씩을 기본으로 하여 4개의 그룹이 구성되어

진행되었고,1회 과의 결석자는 탈락자로 처리되는 규칙을 정해 시행되

었다.시행된 표 선도 로그램의 주제와 기 효과는 다음의 6가지로 정리

할 수 있다(9).

(가)폭력에 한 올바른 이해

학교폭력의 정의와 종류 처방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학교 폭력 사

건의 후 맥락을 악하고 갈등 행동의 원인을 이해하도록 한다.

(나)조망 수용/조망 환

타인의 을 알고 수용하는 과정에서부터 배려와 공감이 시작됨을 이해

하고,유연하고 다양한 시각에서 타인을 이해하는 훈련을 하고,조망 수용

능력 향상을 통해 사회 상호작용을 효율 으로 하고 바람직한 인간 계

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

(다)분노조

자신의 분노 감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효과 으로 다스리는 방법을 익히

고,상황에 한 생각을 바꾸면 감정과 행동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인식하게

하고,하나의 사건에 해 다양한 해석과 정 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라)자기통제 갈등해결

갈등상황 인 계에서 자신의 부정 인 사고방식과 행동 패턴을 인식

하고,효과 인 갈등 해결 방법을 훈련하도록 한다.

(마)의사소통훈련

래 계 상황에서 한 인 계 의사소통기술을 익히게 하고,공

감 이해를 바탕으로 상 방의 입장을 헤아리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한

다.

(바) 정 자아상 갖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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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정 인 모습들을 발견하고 미래에 한 희망을 갖도록 하고,미

래의 바라는 모습을 이루기 해 오늘의 내가 노력해야 하는 부분에 해

이해하도록 한다.

이러한 6가지 주제 기 효과를 통해, 로그램을 이수한 가해학생들의

가해 행동 재발 방지와 폭력에 한 태도 변화를 유도하고 원활한 학교

응의 도모를 최종 인 목 으로 하 고, 로그램의 기본 구성은 다음과

같다(표 1)(9).

<표 1>표 선도 로그램의 기본 구성

주제 제 프로그램 주  내

1
동 여 

라포 

만  

가워!

-프로그램 참여 적  필  식, 

 규칙 정하

-참여  로에 해 알아가

2
폭력에 한

 해 
것도 폭력!

-폭력  개 과  게 해하

-폭력  결과, 파  과, 학 폭력 로 

 해  수 는 처  해하

3

조망수 , 전  

공감능력 

향상

열린 마 , 

열린 생각

-상  다  점에  해하

-학 폭력 피해  감정 체험하

 (빈  )

4 조절(1)  다스리 ! -   패턴 견하

5 조절(2) 진짜 마 ! -  에 숨  진짜 마  찾

6
통제  

문제해결

지 롭게 

처하

-  갈등 처 , 갈등 해결 

- 정적  감정  다루는  

7 
사 통

훈련

귀  

울

- 과적  사전달  (연습하 )

 : I-message 훈련 

8

정적

아상 

망 갖

 꿈,  

미래

-프로그램  통해 달라진  습

 견하

-꿈꾸는 미래  습  려 보

 정적 아상 갖

-꿈  루  해 내가 력해야 할  

 생각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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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이 진행된 1-5주 동안의 로그램의 진행 차를 요약하면 다음

과 같다.

• 로그램 비 회의

•1주차 :사 설문, 문의 인터뷰

1회기 :만나서 반가워

•2주차 :2회기 :폭력의 이해

3회기 :조망수용

•3주차 :4회기 :분노조 (1)

5회기 :분노조 (2)

•4주차 :6회기 :자기통제

7회기 :의사소통훈련

•5주차 :8회기 :희망 찾기

사후 설문, 로그램 마무리

• 로그램 후 회의

5)통계학 분석 방법

상군과 조군의 인구학 인 그리고 임상 인 특성의 비교는 연속 변수

인 경우 독립 T-검정(independentt-test)을 이용하 고,범주형 변수인 경

우 카이-제곱 검정(chi-squaretest)혹은 피셔 정확 검정(Fisher'sexact

test)을 이용하 다.

상군의 신경심리검사와 설문지 수의 사 -사후 차이 비교는 응표

본 T-검정(pairedt-test)혹은 콕슨 부호 순 검정(Wilcoxonsigned

ranktest)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두 집단의 신경심리검사와 설문지 수의 사 -사후 변화 정도의 비교는

반복측정 분산분석(repeatedmeasureanalysisofvariance)을 이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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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통계학 인 분석은 SPSS22.0(SPSSInc.,Chicago,IL,USA)을

이용하 고,유의 수 은 p<0.05(양측 검정)로 하 다.

2.연구 결과

1)연구 상군의 인구학 임상 특성(표 2)

표 선도 로그램 참여가 의뢰된 상군 27명은 4개의 그룹으로 나뉘어

로그램이 진행되었다.그 1명은 참여를 거부하 고,1명은 1회기 참석

이후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아 총 25명이 표 선도 회기 참석을 하

다.이들은 모두 사 사후 검사를 완료하 다.이들의 평균 나이는 14.0±

1.2세 고 이들 에서 남자가 22명 (88.%)이었고,평균 지능은 101.9±

12.2 다.

상군의 정신과 진단별 분포를 보면 K-SADS면 에서 총 19명(76%)

이 정신과 인 진단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이 에서 품행 장애와 주의

력결핍 과잉행동 장애가 각각 8명 (32.0%)로 가장 많았고,그 다음에 반항

성 도 장애와 우울장애 (각각 4명,12.0%), 응장애,틱장애,알코올 남

용 (각각 1명,4%)등이 있었다.정신과 질환이 동반된 19명 에 8명은

두 개의 질환이 동반된 경우 고,이 에서 우울장애와 품행 장애가 동반

된 경우가 3명,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와 품행 장애가 동반된 경우가 2

명,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와 반항성 도 장애가 동반된 경우가 1명,우

울장애와 반항성 도 장애가 동반된 경우는 1명,틱 장애와 주의력결핍과

잉행동 장애가 동반된 경우가 1명이었다.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장애만 있

는 경우는 4명,품행장애만 있는 경우 3명,반항성 도 장애만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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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2명,우울장애만 있는 경우는 없었다.

폭력의 유형은 신체 폭력만 있는 경우는 14명,언어폭력과 신체폭력이

같이 있는 경우는 4명,언어폭력만 있는 경우는 1명, 도만 한 경우는 5

명, 도와 다른 폭력이 동반된 경우는 4명이었다.

범죄의 반복성 여부를 보면 14명(56%)이 반복 인 범죄를 질 고 11명

(44%)이 일회성 범죄를 질 다.일회성 범죄를 지른 아동 정신과

인 진단명이 없는 5명(45.5%),정신과 질환이 1개인 경우는 4명 (36.4%),

정신과 질환이 2개인 경우는 2명 (18.2%)이었다.반복 인 범죄를 지른

아동 정신과 진단명이 없는 경우는 1명 (7.1%),정신과 질환이 1개인

경우는 7명(50%),정신과 질환이 2개인 경우는 6명 (42.9%)이었다.범죄를

반복 으로 지른 경우와 일회성으로 지른 경우,정신과 진단명의 개수

는 통계학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 다 (p<0.001).

2)연구 상군 사 -사후 임상 -신경심리학 -뇌구조

변화

(가) 로그램 사 -사후 임상 변화(설문지 검사)(표 3)

연구 상군의 사 -사후 설문지 검사의 변화가 표 3에 제시되었다. 상

군은 사 에 비해 사후에 ARS검사 부주의 수와 총 수가 유의미하게

감소하 고 (각각 p=0.013,p=0.024),CBCL검사 수는 비행,공격성,내면

화,외 화,총 수에서 유의미한 감소가 있었다(각각 p=0.032,p=0.005,

p=0.029,p=0.005,p=0.010).

(나) 로그램 사 -사후 신경심리학 검사 결과(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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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상군의 사 -사후 신경심리검사 변화는 표 4에 제시되었다. 상

군 에서 Stroop검사를 완성한 23명의 Stroop단어-색상 수가 로그

램 사후에 유의미할 정도로 수가 증가하여 (p=0.020), 로그램 사후에

분할 주의력이 좋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연구 상군 에서

WCST 검사를 완성한 23명은 사 에 비해 사후에서 유의미할 정도로

체 오류(p<0.001),보속 반응(p<0.001),보속 오류(p<0.001),비보속

오류(p=0.010),개념 수 의 반응(p<0.001)이 유의미하게 수가 좋아져

수행이 좋아졌고,이는 상자들의 인지 인 융통성이 좋아졌고 충동성이

감소했음을 의미한다.

(다) 로그램 사 -사후 뇌구조 변화

연구 상군의 사 -사후 피질 두께를 비교하 을 때,uncorrected p

value(p=0.001)을 기 으로 유의미하게 변화된 부 는 발견되지 않았다(그

림 1).

연구 상군의 사 -사후 뇌 자기공명 상 확산텐서 상 (DTI)에서 백

질의 확산비등방성 (fractional anisotropy,FA)와 평균확산도 (mean

diffusivity,MD)를 비교하 을 때, uncorrectedpvalue0.001을 기 으로

유의미하게 변화된 부 는 발견되지 않았다(그림 2).

3)진단 분류별 로그램 사 -사후 임상 -신경심리학 -

뇌구조 변화

(가) 로그램 사 -사후 임상 변화(설문지 검사)(표 5)

연구 상군 에서 외 화 장애를 가진 경우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85

품행장애,반항성 도 장애 총 17명),외 화 장애를 가지지 않은 경우(총

8명),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장애(총 8명)과 품행

장애(총 8명)의 설문지 사 -사후 수의 변화를 비교하 다.외 화 장애

와 외 화 장애를 가지지 않은 경우는 사 -사후 수의 변화량을 비교하

다.외 화 장애를 가진 경우,ARS검사의 부주의 수,과잉행동-충동성

수,총 수가 유의미하게 감소하 고(각각 p=0.005,p=0.037,p=0.009),

CBCL검사의 부주의,공격성,내 화,외 화,총 수가 유의미하게 감소하

고(각각 p=0.025,p=0.007,p=0.037,p=0.006,p=0.020),IRI의 personal

distress 수도 유의미하게 감소하 다(p=0.047).하지만 외 화 장애를 가

지지 않은 경우는 어떠한 설문지 검사에서도 사 -사후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외 화 장애를 가진 경우와 가지지 않은 경우 설문지

수의 사 -사후 변화량을 비교하 을 때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주의

력결핍 과잉행동 장애를 가진 경우,CBCL검사의 내 화 수와 총 수,

IRI의 personaldistress가 유의미하게 감소하 고(각각 p=0.042,p=0.042,

p=0.046),품행 장애를 가진 경우,사 -사후에 ARS검사의 부주의 수,

CBCL검사의 부주의 수,공격성,외 화 수가 유의미하게 감소하 다

(각각 p=0.028,p=0.028,p=0.035,p=0.035).

(나) 로그램 사 -사후 신경심리학 검사 결과(표 6)

연구 상군 에서 외 화 장애를 가진 경우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품행장애,반항성 도 장애 총 17명),외 화 장애를 가지지 않은 경우(총

8명),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장애(총 8명)과 품행

장애(총 8명)의 사 -사후 신경심리학 검사의 변화를 비교하 다. 한

외 화 장애와 외 화 장애를 가지지 않은 경우의 사 -사후 수의 변화

량을 비교하 다.외 화 장애를 가진 경우,Stroop단어-색상 수가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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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 사후에 유의미할 정도로 수가 증가하여 (p=0.008), 로그램 사후에

분할 주의력이 좋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 한 WCST검사에서 외 화 장

애를 가진 경우,사 에 비해 사후에서 유의미할 정도로 체 오류

(p=0.001),보속 반응(p=0.002),보속 오류(p=0.002),개념 수 의 반

응(p=0.001)이 유의미하게 수행이 좋아져서 상자들의 인지 인 융통성이

좋아졌고 충동성이 감소했음을 의미한다. 한 외 화 장애를 가지지 않는

경우에도 WCST검사의 보속 반응(p=0.017),보속 오류(p=0.021)에서

호 을 보 다.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를 가진 그룹에서는 WCST에서 보

속 반응과 보속 오류에서 호 을 보 고,품행장애를 가진 그룹에서는

청각주의력검사 락오류(P=0.043),WCST의 체 오류(p=0.027),개념 수

의 반응(p=0.034)에서 호 을 보 다.

(다) 로그램 사 -사후 뇌구조 변화

외 화 질환을 동반한 17명과 외 화 질환을 동반하지 않은 8명의 사

피질 두께를 비교하 을 때,uncorrectedpvalue0.001을 기 으로 유의미

하게 변화된 부 는 발견되지 않았다(그림 3). 한 외 화 질환을 동반한

17명의 사 -사후 피질 두께를 비교하 을 때,uncorrectedpvalue0.001

을 기 으로 유의미하게 변화된 부 는 발견되지 않았다(그림 4).외 화

질환을 동반하지 않은 8명의 사 -사후 피질 두께를 비교하 을 때,

uncorrectedpvalue0.001을 기 으로 유의미하게 변화된 부 는 발견되지

않았다(그림 5).

외 화 질환 여부에 따라서 사 뇌 자기공명 상에서 확산비등방성과 평

균확산도 차이를 비교하 을 때,uncorrectedpvalue0.001을 기 으로 유

의미하게 차이나는 부 는 발견되지 않았다(그림 6).외 화 질환을 동반한

17명과 동반하지 않은 8명의 사 -사후 확신비등방성과 평균확산도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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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량을 비교하 을 때,uncorrectedpvalue0.001을 기 으로 유의미하게

변화된 부 는 발견되지 않았다(그림 7).

4)범죄의 반복성 유무에 따른 로그램 사 -사후 임상

-신경심리학 -뇌구조 변화

(가) 로그램 사 -사후 임상 변화(설문지 검사)(표 7)

일회성으로 범죄를 지른 경우 사 -사후 설문지의 수가 변한 경우는

없었지만,반복 인 범죄를 지른 경우,ARS검사의 부주의,과잉행동-충

동성 수,총 수,CBCL검사의 우울/불안,사회 미성숙,부주의,비행,

공격성,내 화,외 화 수,총 수가 유의미하게 감소하 다(각각

p<0.001,p=0.019,p=0.002,p=0.019,p=0.033,p=0.024,p=0.008,p=0.002,

p=0.008,p=0.001,p=0.001).일회성과 반복성 범죄를 지른 두 군의 사 -

사후 수 변화량을 비교하 을 때 반복 인 범죄를 지른 경우가 일회성

범죄를 지른 경우에 비해서 여러 설문지에서 유의미하게 더 큰 변화량을

보 는데,ARS검사의 부주의,충동성-과잉행동,총 수,CBCL검사의 부주

의,공격성 수 등에서 그러했다(각각 p=0.002,p=0.020,p=0.004,p=0.023,

p=0.019).

(나) 로그램 사 -사후 신경심리학 검사 결과(표 8)

일회성 범죄 그룹의 로그램 사 -사후 신경심리학 결과는

CCTT-p(p=0.018)와 WCST의 체 오류,보속 반응,보속 오류,비보

속 오류,개념 수 의 반응(각각에서 p<0.001,p=0.001,p=0.002,p=0.002,

p<0.001)에서 호 을 보 고,반복성 범죄 그룹에서는 시각주의력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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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오류(p=0.042),반응시간(p=0.0410과 WCST의 체 오류,보속 반응,

보속 오류,개념 수 의 반응(각각 p=0.022,p=0.019,p=0.020)에서 호

을 보 다.일회성과 반복성 범죄를 지른 두 군의 사 -사후 수 변화

량을 비교하 을 때 반복 인 범죄를 지른 경우가 일회성 범죄를 지른

경우에 비해서,시각주의력 검사의 반응시간,반응시간 표 편차(각각

p=0.017,p=0.041)와 청각주의력 검사 락오류(p=0.009)에서 유의미한 변화

량을 보 다.

(다) 로그램 사 -사후 뇌구조 변화

일회성으로 범죄 그룹 11명과 반복 범죄그룹 14명의 사 피질 두께를

비교하 을 때,uncorrectedpvalue0.001을 기 으로 유의미하게 변화된

부 는 발견되지 않았다(그림 8). 한 일회성으로 범죄 그룹의 사 -사후

피질 두께를 비교하 을 때,uncorrectedpvalue0.001을 기 으로 유의미

하게 변화된 부 는 발견되지 않았고(그림 9),반복 으로 범죄 그룹의 사

-사후 피질 두께를 비교하 을 때에도 uncorrectedpvalue0.001을 기

으로 유의미하게 변화된 부 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림 10).일회성으로 범

죄 그룹과 반복 범죄그룹의 로그램 사 -사후 피질 두께의 변화량을

비교하 을 때,uncorrectedpvalue0.001을 기 으로 유의미하게 변화된

부 는 발견되지 않았다(그림 11).일회성 범죄 그룹 상군 11명과 반복

범죄 그룹 상군 14명의 사 확신비등방성과 평균확산도를 비교하 을

때,uncorrectedpvalue0.001을 기 으로 유의미하게 변화된 부 는 발견

되지 않았다(그림 12).일회성 범죄 그룹과 반복 범죄 그룹의 사 -사후

확신비등방성과 평균확산도의 변화량을 비교하 을 때에도,uncorrectedp

value0.001을 기 으로 유의미하게 변화된 부 는 발견되지 않았다(그림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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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Participants(n=25) Singleassault(n=11) Repeatedassaults(n=14) p

Age(years),mean(SD) 14.0(1.2) 14.0(1.2) 14.1(1.2) 0.884

Sex(male),N(%) 22(88.0) 11(100) 11(78.6) 0.102

IQ,mean(SD) 101.9(12.2) 97.5(10.5) 105.4(12.7) 0.113

Comorbidity,N(%) 19(76.0) 6(54.5) 13(92.9) 0.056

ADHD 8(32.0) 2(18.2) 6(42.9) 0.234

ODD 4(16.0) 2(18.2) 2(14.3) 1.00

CD 8(32.0) 0(0) 8(57.1) 0.003

Depressivedisorder 4(16.0) 2(18.2) 2(14.3) 1.000

Adjustmentdisorder 1(4.0) 1(9.1) 0(0) 0.440

Ticdisorder 1(4.0) 1(9.1) 0(0) 0.440

Previouspsychiatrictreatment,N(%) 6(24.0) 1(9.1) 5(35.7) 0.180

Typeofassault,N(%)

<표 2>Demographicandclinicalcharacteristicsoftheprogram 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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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sical 15(60.0) 6(54.5) 9(64.3) 0.697

Verbal 1(4.0) 0(0) 1(7.1) 1.000

Theft 5(20.0) 4(36.4) 1(7.1) 0.133

Physicalandverbal 2(8.0) 1(9.1) 1(7.1) 1.000

Physical,verbalandtheft 2(8.0) 0(0) 2(14.3) 0.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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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Program participants(n=25)

Before After
Meandifference

(95% CI)
p

ADHD-RS

Inattention 10.4(7.0) 8.5(6.1) 1.8(0.4,3.3) 0.013

Hyperactivity-impulsivity 5.7(6.2) 4.4(4.6) 1.4(-0.2,2.9) 0.078

Total 16.1(12.9) 12.9(10.3) 3.2(0.5,6.0) 0.024

CBCL

Withdrawal 55.1(6.4) 54.1(5.9) 1.0(-0.7,2.6) 0.242

Somatic 53.6(7.0) 52.4(3.9) 1.2(-0.7,3.1) 0.196

Depression,anxiety 54.5(7.1) 52.8(5.2) 1.6(-2.2,3.5) 0.082

Socialimmaturity 54.04(7.20) 53.54(6.05) 0.5(-1.6,2.6) 0.623

Thought 54.83(7.74) 52.67(3.76) 2.2(-0.5,4.9) 0.109

Inattention 56.08(8.72) 54.42(6.55) 1.7(-0.2,3.5) 0.073

Deliquency 60.92(10.51) 58.17(8.71) 2.8(0.3,5.2) 0.032

Aggression 57.58(8.02) 54.42(5.65) 3.2(1.1,5.3) 0.005

Internalizing 54.63(7.32) 52.71(4.49) 1.9(0.2,3.6) 0.029

Externalizing 59.21(9.35) 55.71(6.80) 3.6(1.2,5.8) 0.005

Total 56.25(8.35) 53.75(6.22) 2.5(0.6,4.4) 0.010

CDI 25.8(8.7) 25.0(2.8) 0.8(-3.0,4.7) 0.662

UCLA 36.3(9.0) 35.1(12.8) 1.1(-2.7,5.0) 0.525

BIS-II 48.5(10.0) 46.8(9.4) 1.6(-0.6,3.8) 0.137

Rosenberg 24.4(5.8) 26.5(3.3) -2.1(-5.8,1.5) 0.242

IRI

Perspectivetaking 13.8(3.0) 13.5(3.6) 0.3(-1.4,2.1) 0.701

Fantasyscale 14.4(4.1) 13.2(4.4) 1.2(-0.5,2.8) 0.159

Empathicconcern 16.2(3.1) 15.4(3.6) 0.8(-0.2,1.8) 0.127

Personaldistress 13.2(2.7) 12.1(4.3) 1.1(-0.3,2.6) 0.117

<표 3> Changes in questionnaires before and after program

participation

Abbreviations: MPH, methylphenidate; ADHD-RS, ADHD Rating

Scale-IV;CGI-I,clinicalglobalimpression–improvement;SD,standard

deviation;ADHD,attention deficit/hyperactivity disorder;NOS,not

otherwisespec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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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Program participants(n=25)

Before After
Meandifference

(95% CI)
P

VisualCPT

OE 55.1(16.1) 66.6(26.5) -11.5(-23.0,0.1) 0.051

CE 55.4(17.5) 54.8(19.2) 0.6(-8.1,9.3) 0.886

RT 61.6(12.8) 64.3(20.3) -2.8(-12.6,7.0) 0.565

RTSD 59.5(18.7) 64.4(24.6) -4.9(-16.2,6.5) 0.382

AuditoryCPT

OE 76.9(21.0) 79.2(21.6) -2.3(-12.4,7.9) 0.649

CE 62.3(18.5) 58.4(14.2) 3.9(-4.5,12.2) 0.348

RT 57.0(9.3) 59.3(9.5) -2.3(-5.6,1.1) 0.177

RTSD 51.5(10.0) 52.0(8.0) -0.5(-4.5,3.5) 0.808

Strooptest

Word 49.9(10.0) 52.0(11.7) -2.1(-5.2,1.1) 0.184

Color 49.0(10.8) 51.0(9.6) -1.9(-4.9,1.1) 0.199

Color-word 51.2(9.4) 53.8(9.8) -2.6(-4.8,-0.4) 0.020

Interference 54.3(11.6) 54.3(10.5) 0.0(-5.8,5.9) 0.988

CCTT

CCTT1 51.4(14.2) 56.0(6.3) -4.5(-10.1,1.0) 0.104

CCTT2 48.3(11.4) 51.4(8.2) -3.1(-6.9,0.6) 0.096

CCTT-P 47.4(10.3) 47.4(6.3) 0.0(-4.2,4.2) 1.000

WCST

Totalerrors 51.8(8.2) 61.6(8.6) -9.8(-13.6,-6.1) <0.001

Perserverativeresponses 49.6(9.5) 62.0(10.4) -12.4(-17.7,-7.2) <0.001

Perseverativeerrors 50.0(9.5) 62.0(10.5) -12.5(-17.9,-7.0) <0.001

Nonperserverativeerrors 53.3(7.8) 58.2(7.5) -4.9(-8.4,-1.3) 0.010

Conceptuallevelresponses 52.1(8.1) 61.4(8.8) -12.9(-12.9,-5.7) <0.001

<표 4> Changes in neuropsychologicalvariables before and after

program participation

Abbreviations: MPH, methylphenidate; ADHD-RS, ADHD Rating

Scale-IV;CGI-I,clinicalglobalimpression–improvement;SD,standard

deviation;ADHD,attention deficit/hyperactivity disorder;NOS,not

otherwisespec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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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Withexternalizing

problems(n=17)
WithADHD(n=8)

WithConductdisorder

(n=8)

Withoutexternalizing

problems(n=8) P

Before After p Before After p Before After p Before After p

ADHD-RS

Inattention
12.4

(7.5)

9.6

(6.9)
0.005

15.9

(7.6)

13.9

(7.0)
0.141

12.0

(7.0)

8.2

(4.7)
0.028

7.0

(1.8)

6.7

(2.4)
0.891 0.256

Hyperactivity-imp

ulsivity

7.5

(6.9))

5.3

(5.2)
0.037

10.9

(7.8)

7.9

(5.6)
0.102

7.2

(6.9)

4.4

(4.2)
0.122

1.8

(1.2)

2.3

(2.3)
0.598 0.109

Total
19.9

(14.0)

15.0

(11.7)
0.009

26.8

(15.0)

21.8

(12.5)
0.058

19.2

(13.4)

12.7

(8.2)
0.091

8.8

(2.9)

9.0

(4.3)
0.100 0.167

CBCL

Withdrawal
55.9

(11.7)

54.7

(7.0)
0.253

58.4

(8.8)

56.6

(6.9)
0.078

57.6

(8.3)

56.3

(8.1)
0.348

51.8

(4.0)

51.8

(2.0)
0.655 0.275

Somatic
54.4

(6.7)

53.0

(4.4)
0.283

53.9

(6.9)

51.5

(3.2)
0.109

55.8

(9.1)

54.7

(4.8)
0.786

51.5

(3.7)

51.2

(1.6)
0.655 0.485

Depression,

anxiety

55.4

(7.7)

53.5

(8.1)
0.121

56.6

(6.4)

53.4

(5.4)
0.078

57.1

(9.3)

54.7

(6.9)
0.345

50.0

(0)

50.4

(0.9)
0.317 0.140

Socialimmaturity
55.5

(8.1)

54.0

(6.7)
0.205

57.2

(8.6)

54.4

(5.5)
0.109

57.8

(9.3)

55.4

(8.2)
0.279

50.0

(0)

52.0

(4.5)
0.317 0.265

<표 5>Changesinquestionnairesbeforeandafterprogram participationaccordingtodiagn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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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ught
55.2

(8.3)

52.9

(4.2)
0.168

56.8

(8.7)

52.5

(2.7)
0.109

55.8

(9.4)

53.2

(5.3)
0.257

50.8

(2.0)

52.0

(2.7)
0.564 0.286

Inattention
58.0

(9.7)

55.3

(7.4)
0.025

61.5

(10.1)

58.6

(7.9)
0.237

59.4

(10.9)

54.4

(10.9)
0.028

50.8

(1.6)

50.8

(1.8)
0.655 0.143

Deliquency
61.7

(10.8)

58.4

(8.8)
0.051

64.1

(11.8)

59.6

(9.0)
0.051

66.3

(11.7)

61.1

(10.9)
0.050

53.8

(6.3)

53.4

(5.3)
0.655 0.132

Aggression
58.8

(8.4)

55.1

(6.2)
0.007

61.6

(9.8)

57.6

(7.3)
0.080

60.8

(8.4)

55.6

(6.3)
0.035

52.7

(4.3)

52,2

(3.2)
1.000 0.207

Internalizing
55.9

(6.2)

53.5

(5.1)
0.037

56.9

(6.8)

53.6

(3.8)
0.042

58.1

(9.9)

55.0

(6.2)
0.108

50.2

(0.4)

50.6

(1.3)
0.655 0.156

Externalizing
60.5

(10.1)

56.2

(7.7)
0.006

63.5

(11.4)

58.9

(8.0)
0.058

63.9

(10.7)

57.8

(8.8)
0.035

52.7

(4.8)

52.6

(3.2)
1.000 0.140

Total
57.6

(9.3)

54.7

(7.1)
0.020

60.0

(9.3)

55.8

(6.2)
0.042

60.0

(10.6)

56.4

(8.7)
0.160

50.8

(2.0)

50.8

(1.8)
0.655 0.146

CDI
26.8

(9.8)

25.2

(2.9)
0.540

24.1

(2.9)

25.4

(3.4)
0.233

29.6

(13.2)

25.7

(1.6)
0.673

22.7

(2.8)

25.3

(2.1)
0.109 0.379

UCLA
37.4

(9.7)

36.4

(12.9)
0.643

36.9

(10.9)

36.8

(11.7)
0.866

39.0

(11.1)

37.2

(15.6)
0.285

34.2

(6.4)

36.2

(14.0)
0.715 0.755

BIS-II
49.1

(11.5)

47.8

(9.7)
0.305

49.8

(8.6)

46.8

(8.4)
0.090

48.2

(14.9)

46.8

(12.1)
0.685

45.4

(3.4)

43.7

(8.3)
0.285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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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senberg
23.5

(6.5)

26.6

(3.1)
0.192

24.3

(4.6)

26.9

(2.1)
0.553

22.0

(7.6)

26.6

(3.7)
0.260

26.2

(4.2)

28.2

(3.1)
0.686 0.063

IRI

Perspectivetaking
13.9

(3.5)

13.3

(4.1)
0.572

14.9

(2.9)

13.3

(4.7)
0.325

12.7

(4.0)

13.9

(2.9)
0.117

13.8

(1.8)

14.2

(1.7)
0.854 0.753

Fantasyscale
14.7

(4.1)

13.3

(4.8)
0.222

15.1

(29.5)

12.9

(5.4)
0.270

14.2

(4.6)

13.9

(4.3)
0.777

12.4

(3.9)

11.6

(2.4)
0.131 0.220

Empathicconcern
16.5

(3.5)

15.8

(3.9)
0.282

16.9

(3.7)

15.6

(5.4)
0.201

16.0

(3.3)

16.2

(2.3)
0.915

15.4

(2.4)

14.3

(2.7)
0.216 0.431

Personaldistress
13.6

(2.3)

11.7

(4.7)
0.047

14.3

(2.1)

11.1

(4.4)
0.046

13.0

(2.7)

12.1

(4.4)
0.340

11.2

(3.3)

12.5

(3.3)
0.066 0.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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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Withexternalizing

problems(n=17)
WithADHD(n=8)

WithConductdisorder

(n=8)

Withoutexternalizing

problems(n=8) P

Before After p Before After p Before After p Before After p

VisualCPT

OE
54.7

(17.6)

67.1

(27.6)
0.079

54.1

(19.1)

65.9

(35.1)
0.495

58.4

(20.2)

76.6

(25.2)
0.249

54.7

(10.8)

64.8

(24.6)
0.465 0.992

CE
56.1

(19.3)

55.3

(20.8)
0.872

57.4

(13.5)

57.6

(29.8)
0.611

54.0

(16.1)

54.4

(25.2)
0.670

52.6

(8.9)

53.2

(13.3)
0.500 0.747

RT
62.8

(12.6)

65.1

(21.6)
0.714

64.5

(11.0)

58.7

(26.3)
0.866

65.7

(13.5)

70.8

(23.5)
0.027

57.0

(12.6)

61.6

(16.8)
0.078 0.479

RTSD
60.1

(19.9)

66.9

(20.0)
0.325

59.4

(19.7)

64.4

(32.0)
0.499

66.0

(23.7)

70.8

(18.6)
0.499

54.2

(15.8)

55.2

(17.7)
0.686 0.429

AuditoryCPT

OE
77.1

(20.7)

79.7

(22.2)
0.653

85.0

(19.7)

81.1

(22.0)
0.611

71.1

(22.1)

93.8

(12.0)
0.043

70.3

(2.67)

77.4

(21.9)
0.715 0.876

CE
59.7

(16.4)

58.9

(15.4)
0.844

67.0

(16.6)

62.6

(16.2)
0.397

55.7

(14.4)

59.3

(15.6)
0.917

66.3

(25.2)

56.6

(9.3)
0.345 0.486

<표 6>Changesinneuropsychologicaltestsbeforeandafterprogram participationaccordingtodiagn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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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
58.2

(9.7)

59.4

(10.3)
0.554

59.8

(1.09)

58.5

(9.4)
0.528

59.9

(8.7)

64.4

(10.6)
0.125

52.8

(6.0)

59.0

(6.3)
0.074 0.514

RTSD
53.2

(10.6)

52.2

(8.9)
0.671

54.6

(6.9)

50.9

(5.8)
0.204

57.3(12

.7)

56.6

(10.5)
1.000

43.8

(4.7)

51.2

(4.5)
0.043 0.276

Stroop

Word
49.4

(11.1)

51.4

(8.9)
0.225

50.4

(11.2)

49.8

(14.6)
0.733

45.6

(11.6)

44.5

(1.6)
1.000

52.0

(4.5)

53.8

(5.4)
0.500 0.671

Color
49.1

(11.5)

50.6

(10.6)
0.381

48.3

(12.3)

49.6

(12.3)
0.600

46.3

(11.8)

48.4

(7.2)
0.599

49.8

(8.3)

52.4

(13.5)
0.225 0.859

Color-word
50.2

(8.0)

53.6

(9.1)
0.008

50.0

(7.9)

51.8

(8.1)
0.352

48.1

(9.0)

50.0

(9.2)
0.303

53.8

(12.6)

54.6

(13.5)
0.893 0.576

Interference
52.9

(11.2)

55.1

(9.4)
0.503

52.6

(11.0)

52.8

(9.1)
0.833

55.3

(10.7)

53.4

(8.9)
0.553

57.0

(13.0)

51.6

(14.9)
0.345 0.745

CCTT

CCTT-1
52.2

(10.1)

57.0

(5.8)
0.160

53.6

(11.0)

55.4

(6.3)
0.672

47.0

(22.4)

56.0

(6.7)
0.553

48.2

(9.1)

51.6

(6.3)
0.197 0.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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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T-2
47.7

(11.5)

51.3

(8.2)
0.112

45.9

(12.1)

50.9

(7.2)
0.263

41.9

(15.2)

49.3

(7.8)
0.150

50.4

(10.4)

47.6

(12.3)
1.000 0.737

CCTT-p
46.5

(10.5)

46.7

(5.9)
0.929

44.0

(10.7)

46.8

(4.9)
0.397

43.4

(15.0)

45.3

(4.9)
0.735

51.2

(8.3)

46.4

(11.5)
0.285 0.278

WCST

Totalerrors
52.8

(8.6)

60.8

(9.5)
0.001

48.6

(6.8)

55.5

(12.3)
0.050

56.0

(7.2)

61.5

(4.1)
0.027

50.7

(8.0)

64.6

(3.6)
0.043 0.921

Perseverative

response

50.8

(10.1)

62.2

(10.9)
0.002

47.0

(6.9)

59.4

(14.2)
0.017

54.4

(9.5)

61.0

(6.1)
0.141

47.7

(7.9)

61.2

(9.4)
0.043 0.399

Perseverative

errors

50.9

(10.2)

62.1

(11.0)
0.002

46.5

(7.4)

59.3

(14.1)
0.021

54.7

(9.5)

61.5

(5.4)
0.173

47.0

(7.2)

61.8

(9.9)
0.043 0.403

Nonperseverative

errors

53.6

(8.3)

57.3

(8.1)
0.074

50.4

(6.2)

51.8

(7.6)
0.735

56.6

(10.4)

58.1

(7.0)
0.397

53.3

(6.0)

61.6

(3.6)
0.080 0.645

Conceptual

levelresponse

52.7

(8.8)

60.6

(9.7)
0.001

49.0

(8.5)

55.6

(12.9)
0.063

56.6

(6.8)

61.6

(4.3)
0.034

51.8

(6.4)

64.4

(3.8)
0.043 0.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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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Singleassault(n=11) Repeatedassaults(n=14) Pvalue

(singlevs

repeated)Before After p Before After p

ADHD-RS

Inattention 5.2(3.0) 5.4(3.1) 0.855 14.4(6.6) 10.4(7.0) <0.001 0.002

Hyperactivity-impulsivity 2.2(1.7) 2.6(3.3) 0.567 8.5(7.1) 5.7(5.1) 0.019 0.020

Total 7.4(3.6) 8.0(5.5) 0.697 23.0(13.5) 16.7(11.7) 0.002 0.004

CBCL

Withdrawal 52.1(4.2) 51.9(3.3) 0.801 57.2(7.0) 55.7(7.0) 0.254 0.065

Somatic 51.5(2.9) 51.2(2.1) 0.780 55.1(8.6) 53.2(4.6) 0.198 0.199

Depression,anxiety 51.5(4.1) 51.7(2.9) 0.886 56.6(8.1) 53.6(6.3) 0.019 0.149

Socialimmaturity 50.3(0.9) 52.7(4.4) 0.142 56.7(8.5) 43.1(7.1) 0.033 0.127

Thought 52.8(5.7) 52.5(3.5) 0.885 56.3(8.8) 52.8(4.0) 0.055 0.392

Inattention 51.0(1.6) 51.6(2.8) 0.425 59.7(9.9) 56.4(7.8) 0.024 0.023

Deliquency 57.1(9.3) 57.3(8.2) 0.898 63.6(10.8) 58.8(9.3) 0.008 0.302

<표 7>Changesinquestionnairesbeforeandafterprogram participationaccordingtorepetitivenessof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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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gression 52.9(5.9) 52.0(3.4) 0.558 60.9(7.8) 56.1(6.4) 0.002 0.019

Internalizing 51.1(3.1) 51.2(2.1) 0.925 57.1(8.5) 53.8(5.4) 0.008 0.067

Externalizing 54.3(6.3) 53.6(4.5) 0.682 62.7(9.8) 57.2(7.9) 0.001 0.057

Total 52.0(3.7) 51.9(3.0) 0.944 59.3(9.5) 55.1(7.6) 0.001 0.071

CDI 28.2(13.7) 24.7(3.5) 0.463 24.5(2.4) 25.4(2.4) 0.224 0.446

UCLA 34.2(6.4) 29.3(11.0) 0.114 37.1(10.3) 38.5(12.6) 0.550 0.140

BIS-II 47.5(3.5) 46.8(6.2) 0.583 49.1(12.4) 46.7(11.0) 0.139 0.846

Rosenberg 26.0(4.4) 25.8(3.5) 0.924 23.6(6.6) 27.3(3.1) 0.167 0.652

IRI

Perspectivetaking 13.8(2.3) 13.5(0.8) 0.691 13.8(3.4) 13.5(4.5) 0.802 0.987

Fantasyscale 13.0(4.1) 12.8(3.3) 0.770 15.0(4.1) 13.4(5.0) 0.212 0.411

Empathicconcern 16.0(1.6) 15.4(1.8) 0.313 16.7(4.0) 15.5(4.4) 0.141 0.781

Personaldistress 12.4(3.4) 12.7(3.3) 0.591 13.4(2.4) 11.5(4.7) 0.08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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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Singleassault(n=11) Repeatedassaults(n=14) Pvalue

(singevs

repeated)Before After p Before After p

VisualCPT

OE 50.9(9.3) 54.8(28.5) 0.663 57.9(19.2) 74,2(22.9) 0.042 0.074

CE 52.7(17.4) 47.1(22.0) 0.563 57.2(18.0) 59.8(16.0) 0.490 0.197

RT 58.4(16.0) 52.3(22.7) 0.564 63.8(10.5) 72.1(14.7) 0.041 0.017

RTSD 52.7(11.1) 48.5(26.0) 0.667 63.9(21.5) 74.6(17.8) 0.120 0.009

AuditoryCPT

OE 79.9(22.8) 72.9(22.5) 0.341 75.0(20.5) 83.2(20.9) 0.220 0.009

CE 61.9(21.4) 58.6(13.7) 0.710 62.5(17.2) 58.3(9.2) 0.306 0.977

RT 54.9(9.5) 57.4(7.1) 0.361 58.4(9.2) 60.5(10.8) 0.348 0.379

RTSD 46.9(7.9) 50.1(5.8) 0.180 54.4(10.3) 53.1(9.2) 0.656 0.113

Stroop

<표 8>Changesinneuropsychologicaltestsbeforeandafterprogram participationaccordingtorepetitivenessof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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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d 51.0(5.8) 54.6(8.2) 0.178 49.7(12.2) 50.3(13.6) 0.718 0.607

Color 49.2(10.2) 52.3(10.3) 0.115 48.9(11.6) 50.1(9.4) 0.598 0.764

Color-word 53.8(10.7) 57.1(10.5) 0.146 49.5(8.4) 51.6(9.1) 0.082 0.228

Interference 57.2(11.0) 58.1(13.5) 0.853 51.9(10.1) 52.4(10.2) 0.894 0.149

CCTT

CCTT-1 53.3(7.3) 57.5(4.9) 0.098 50.3(17.2) 55.0(7.0) 0.269 0.509

CCTT-2 51.8(7.5) 52.8(8.3) 0.623 46.3(12.9) 50.6(8.3) 0.117 0.352

CCTT-p 49.9(8.5) 47.9(8.0) 0.018 46.0(11.3) 47.1(5.5) 0.720 0.481

WCST

Totalerrors 50.4(7.3) 65.3(3.4) <0.001 52.8(9.0) 58.8(10.4) 0.022 0.515

Perseverativeresponse 49.2(9.3) 64.7(8,2) 0.001 49.8(9.9) 59.9(11.6) 0.019 0.543

Perseverativeerrors 49.4(8.9) 65.1(8.2) 0.002 49.6(10.3) 59.6(11.8) 0.020 0.436

Nonperseverativeerrors 51.2(6.5) 60.5(4.0) 0.002 55.0(8.5) 56.5(9.2) 0.520 0.966

Conceptuallevelresponse 50.9(7.0) 65.1(3.1) <0.l001 53.0(9.0) 58.5(10.7) 0.027 0.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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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Change in corticalthickness following program in 25

adolescents.(A)Statisticalt-mapwithat-valuerangeof–6.0to

6.0.Red-yellow represents regions in which CT was increased;

blue-greenrepresentsregionsinwhichCT wasdecreasedfollowing

intervention.(B)StatisticalmapofuncorrectedP<0.001.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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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Changeintract-basedspatialstatisticsfollowingprogramsin

25adolescents.Theseresultsareoverlaid on theMN1152standard

brainandtheskeletonimage(A)changeinfractionalanisotropy(B)

changeinmeandiffusivity.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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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Comparison of pre-treatment corticalthickness in the

participantswithoutexternalizingbehaviors(n=8)andparticipantswith

externalizing behaviors(n=17).(A)Statisticalt-map with a t-value

rangeof–6.0to6.0.Red-yellow representsregionsinwhichCT was

increased;blue-greenrepresentsregionsinwhichCT wasdecreased

followingintervention.(B)StatisticalmapofuncorrectedP<0.001.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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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Changeincorticalthicknessfollowingprogram inadolescents

with externalizing behaviors (n=17).(A) Statisticalt-map with a

t-valuerangeof–6.0to6.0.Red-yellow representsregionsinwhich

CT wasincreased;blue-green representsregionsin which CT was

decreasedfollowingintervention.(B)StatisticalmapofuncorrectedP<

0.001.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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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Changeincorticalthicknessfollowingprogram inadolescents

withoutexternalizing behaviors (n=8).(A)Statisticalt-map with a

t-valuerangeof–6.0to6.0.Red-yellow representsregionsinwhich

CT wasincreased;blue-green representsregionsin which CT was

decreasedfollowingintervention.(B)StatisticalmapofuncorrectedP<

0.001.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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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Comparisonofpre-treatmenttract-basedspatialstatisticsin

theparticipantswithoutexternalizingbehaviors(n=8)andparticipants

withexternalizingbehaviors(n=17).Theseresultsareoverlaidonthe

MN1152standardbrainandtheskeletonimage(A)fractionalanisotropy

(B)meandiffusivity.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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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Comparisonofchangeintract-basedspatialstatisticsinthe

participantswithoutexternalizingbehaviors(n=8)andparticipantswith

externalizing behaviors (n=17).These results are overlaid on the

MN1152standardbrainandtheskeletonimage(A)fractionalanisotropy

(B)meandiffusivity.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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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Comparison of pre-treatment corticalthickness in the

participantswithsinglecrimes(n=11)andparticipantswithrepetitive

crimes(n=14).(A)Statisticalt-mapwithat-valuerangeof–6.0to

6.0.Red-yellow represents regions in which CT was increased;

blue-green representsregionsin which CT wasdecreased following

intervention.(B)StatisticalmapofuncorrectedP<0.001.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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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Changeincorticalthicknessfollowingprogram inadolescents

withsinglecrimes(n=11).(A)Statisticalt-mapwithat-valuerangeof

–6.0to6.0.Red-yellow representsregionsinwhichCT wasincreased;

blue-green representsregionsin which CT wasdecreased following

intervention.(B)StatisticalmapofuncorrectedP<0.001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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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Change in cortical thickness following program in

adolescentswithrepetitivecrimes(n=14).(A)Statisticalt-mapwitha

t-valuerangeof–6.0to6.0.Red-yellow representsregionsinwhich

CT wasincreased;blue-green representsregionsin which CT was

decreasedfollowingintervention.(B)StatisticalmapofuncorrectedP<

0.001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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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Comparison of change in corticalthickness following

program inadolescentswithsinglecrimes(n=11)andrepetitivecrimes

(n=14).(A)Statisticalt-map with at-valuerangeof–6.0to6.0.

Red-yellow representsregionsinwhichCT wasincreased;blue-green

representsregionsinwhichCT wasdecreasedfollowingintervention.

(B)StatisticalmapofuncorrectedP<0.001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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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Comparisonofpre-treatmenttract-basedspatialstatisticsin

theparticipantswithsinglecrime(n=11)andparticipantswithrepetitive

crimes(n=14).TheseresultsareoverlaidontheMN1152standardbrain

andtheskeletonimage(A)fractionalanisotropy(B)meandiffusivity.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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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Comparisonofchangeintract-basedspatialstatisticsinthe

participantswith singlecrime(n=11)andparticipantswith repetitive

crimes(n=14).TheseresultsareoverlaidontheMN1152standardbrain

andtheskeletonimage(A)fractionalanisotropy(B)meandiffusivity.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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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 결론

본 연구는 2013년 경찰청 ‘선도 로그램’개발 연구 용역 과제의 하나로,

한 신경정신의학회가 만든 ‘공격 청소년을 한 학교폭력 치유

방 로그램’(표 선도 로그램)에 한 효과성 평가 연구의 일환이다.본

로그램이 국에 걸친 병의원에서 2년 연속 실시되는 동안, 로그램에

한 효과성 연구도 같이 진행되었다.2년간 로그램에 참여한 국의 청

소년 664명 , 로그램 사 ·사후에 시행된 자기보고 설문지 검사와 교

사평가가 취합된 444명(73.5%)을 상으로 분석하 다(233).이들에게 시행

된 설문지 검사는 소아우울척도(CDI),Barratt충동성 척도(BIS), 인 계

반응 지수(IRI),UCLA 고독감 척도와 교사가 평가한 ADS 척도 다.이

연구에서, 로그램 참여 후,BIS와 IRI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고(각각

p=0.001,p<0.001),특히 IRI소검사에서는 수용(perspectivetaking)에

서 유의미한 상승이 있었다고 보고하 다(p<0.001).이 연구를 통해서 표

선도 로그램이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의 공격성과 충동성을 감소시키고 분

노조 을 향상시키며 피해자에 한 죄책감과 재발 방지 효과를 갖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결론을 내렸다.실제로,2014년 경찰청 내부 통계에 의해

서 표 선도 로그램 참여군에서 재입건률이 유의미하게 감소(평균 재입건

률;17.5%, 로그램 참여군 재입건률:10.3%)하여,이 로그램의 효과성을

뒷받침한다고 보고하 다.본 연구는,이러한 선행 연구에 이어지는 후속연

구로,표 선도 로그램이 갖는 인지·정서 효과뿐만 아니라 신경심리학

변화 구조 뇌피질의 변화 등을 으로써, 로그램의 효과성에

한 종합 인 평가 과학 근거를 축 하기 한 목 으로 진행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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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구 결과에 한 해석

우선 본 연구의 상군에 한 임상 -인구학 특성을 살펴보면(표 1),

평균 나이가 14.0±1.2세로 부분 등학교 고학년에서 학교 1-2학년

들로 구성되어 있다. 등학교 고학년에서 학교 1,2학년 시기는 아동기

에서 청소년기로 넘어가는 과도기로서,아동의 다양한 발달학 문제가 청

소년기 정체성 문제나 비행,우울 불안,자살 등 심각한 정서 ,행동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시기라고 할 수 있다.특히 청소년기 기는

성 (性的)발달을 비롯해 신체 성장이 격히 이 지는 시기로 가장 감정

변화가 많은 시기이다(234). 한 남학생이 다수(88%)로 본 연구의 상

군은 격한 변화의 시기를 겪고 있는 청소년기 기 남학생을 상으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상군의 임상 특성과 련해서 상군의

68%가 정신과 인 진단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그동안 학교폭력 가해학

생들과 련된 정신과 인 문제로 반사회 성격,물질 남용,우울,불안,

품행이나 과잉행동성 등의 문제가 지속 으로 제기되어 왔다(191).

Kumpulainen등의 연구(186)에 의하면,가해학생들의 2/3에서 정신과 질환

이 동반되었고,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29.2%),품행장애와 반항

장애(12.5%),우울증(12.5%)순으로 많았다.본 연구에 참여한 상군의 정

신과 진단명은 품행장애(32%),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32%),반항성도

장애(12%),우울장애(12%)순으로 많았고,진단명이 없는 경우가 24% 다.

이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공존병리로 지 되어 왔던 병리 소견들(186)

과 일치되는 소견이면서도,상 으로 품행장애/반항성 도 장애 비율이

높고,우울장애 비율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이는 주된 상군이 남

학생인 것과 련된 것으로 보인다.연구 상군을 진단별로 분류했을 때,

품행장애,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반항성도 장애 진단을 받은 외 화장

애 그룹이 상군의 7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폭력의 유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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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해서는 신체 폭력이 동반된 경우가 72%를 차지하 다.국내 학교폭력

실태(55)를 보면 언어폭력,집단따돌림,신체폭력 순서로 많이 나타나는데,

언어폭력의 경우는 남·여학생 모두 많지만,신체폭력의 경우에는 남학생에

서 훨씬 많다는 연구(235)보고에 기 해볼 때,본 연구 상군이 주로 남학

생인 을 반 하는 소견으로 보인다.범죄의 반복성과 련해서는 14명

(56%)이 반복 범죄를 지른 것으로 나타났고,이들 13명이 정신과

진단을 가지고 있어서,일회성인 집단에 비해서 정신과 진단이 유의미하게

많았고,정신과 진단은 품행장애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가 부분이었

다.

로그램 후에 시행된 자기보고 부모보고에 의한 설문지 검사 결과

를 보면,자기보고에서는 체로 호 되었지만,통계 으로 유의미한 변화

를 보이지는 않았고,부모보고에 의한 검사 결과에서는 부분 유의미한

변화를 보 다.자기보고 척도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보인 척도

는 없었지만,CDI척도의 경우 로그램 사 상군의 평균 수가 25.8

으로 심한 우울증은 아니지만 우울증을 시사하는 소견을 보인 은 선행

연구(233) 상군 평균이 13.40 이었음을 고려하거나 우울증으로 진단된 4

명의 상군을 고려하더라도 높은 수로 보이며,본 연구 상군들 부

분이 우울증 진단은 받지 않았지만 우울하다는 것을 반 하는 소견으로 보

인다.UCLA 고독감 척도도 유의하게 호 되지 않았는데, 로그램 사 -

사후 모두에서 수가 높지는 않았다.학교폭력 가해청소년은 일반 으로

친구 계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품행에 문제가 있으며(236), 동심이 부족

하고(130),원만하지 않은 친구 계로 인해 학교생활을 좋아하지 않는다

(237)는 선행 연구들과는 달리,본 연구 상군들이 친구 계에서 느끼는

외로움이나 고독감의 문제가 처음부터 크지 않았을 수도 있고,고독감을

부정하고 있는 소견일 수도 있다.청소년기에는 친구를 가족만큼,어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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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보다도 더 요한 상으로 인식하게 되고 한번 친 한 계가 형성되면

높은 집단 정체성을 가지게 된다.청소년들에게 래 동조압력이나 동조

상은 거부할 수 없는 요인으로 다양한 반사회 행동을 낳는 원

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238).특히 소속 집단의 가치 규범이 잘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잘못된 규범을 지키기 해 폭력과 같은 비행을 지를

수 있다.이는 최근 학교폭력의 양상이 집단화·조직화되고 있는 모습과도

련이 깊다(233).실제로 많은 연구자들은 청소년들의 비행 개입이나 범죄

행동에는 래 집단의 문제행동 성향 는 래지향성 등 래 련 특성

이 히 련된다고 밝혔다(239,240).청소년의 비행화에 가장 큰 향

을 미치는 요인은 비행친구와의 이고(239),청소년의 비행을 설명하는

요인 비행친구와의 친 도가 가장 큰 설명력을 갖는다는 것이다(240).

이러한 양상은 학교폭력 상에도 그 로 반 되어 가해학생 자신이 직

원해서 친구를 때리거나 괴롭히는 경우보다 다른 친구들의 행 를 따라 하

고,자신이 다른 래들에게 수용되고 싶어 가해를 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연구(241)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따라서 UCLA 고독감 척도 결과에 한

분석은 가해청소년들의 특성에 한 연구들과 맞물려서 축 된 연구 자료

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선행 연구(233)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으

나,본 연구에서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은 BIS-II척도의 경우에,선

행연구의 사 ,사후 평균 수가 67.89 ,66.63 이었는데 반해,본 연구에

서의 사 ,사후 평균 수는 48.5 ,46.8 이었다.이는 본 연구에 참여한

상군의 충동성이 낮은 것을 반 하는 소견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자

신의 문제를 축소 내지 방어 으로 답했거나,자신의 문제에 한 자각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다.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하는 이유는 연구 상군들의

로그램 참여가 강제 인 것으로 로그램 참가 동기와 련된 소견으

로 해석할 수도 있겠다.계획성에 해서 묻는 질문들로 구성된 이 척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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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실제 자신의 모습이 아닌 사회에서 바라는 정답을 작성하려는 경향

(242)이 반 되었을 수도 있다.Rosenberg자존감 척도에서도 로그램 사

,사후에 24.4 에서 26.5 으로 상승이 있었으나 유의미한 상승은 아니

었다.낮은 자아 존 감과 비행사이의 한 연 성에 해서는 오래 부

터 연구되어 왔다(243).학업 성 이 나쁘고,정상 인 래들과 어울리지

못하고,어떤 것도 잘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은 낮은 자아 존 감으로 인해

서 괴로워하게 되고,낮아진 자아 존 감을 보상하기 해서 비행 청소년

들과 어울리고,그로 인해 그들의 행동은 정상궤도에서 더 벗어나게 되고,

비행행동에 해서 서로 칭찬하고 강화해 으로써 그들의 자아 존 감이

상승할 것이라는 주장이다(244).즉 비행 청소년이 되는 것은 낮은 자아 존

감을 보상하려는 시도라는 것이다.하지만,이후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

성을 밝히지 못했고(245),오히려 비행 청소년들은 자신의 재능이나 능력

에 해 지나친 우월감을 가지고 있다는 연구에 이르기까지 일 된 결과를

보여주지 못했다.도시 청소년들을 상으로 한 종단연구(246)에서는 낮은

자아존 감이 비행 래들과의 연합을 측하지는 못했지만 비행 청소년을

친구로 선택했던 청소년의 자아존 감은 자신의 비행이 늘어나지 않았음에

도 증가하 다고 보고하 다.최근의 한 연구(247)에서는 낮은 자아 존

감,비행 행동,공격성 사이에 강한 계를 발견하 는데,과거의 연구들이

정상 이고 건강한 자아존 감과 병리 인 자기애를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

에 모순된 결과들이 나왔던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다시 말해서 건강

한 의미의 자아존 감이 높은 경우는 비행을 측하지 않지만,병리 인

자기애는 비행을 측한다는 것이다.따라서 본 연구에 사용된 Rosenberg

자존감 척도가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건강한 의미의 자아존 감과 병리 인

자기애를 어느 정도 구별해낼 수 있는 것인지에 해서도 추후 연구가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공감능력을 측정하는 IRI척도와 련된 결과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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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연구(233)와는 달리 로그램 사 ,사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

다.공감능력이 사회친화 인 행동을 매개하는 변수로써 작용한다는 사실

은 오랜 기간 동안 입증되어 왔고(248),타인에 한 배려를 진시키고 공

격성을 억제하는 재요인으로 작용한다(249)는 사실도 알려졌다.선행 연

구에서는 IRI척도 에서도 특히 수용(perspectivetaking)에서 유의

미한 상승을 보인바 있다.공감의 정의에 해서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

하지만,일반 으로는 타인의 정서 상태에 한 공유를 수반하는 정서 반

응,얼굴 표정,말,행동 등을 통해 자신과 타인의 감정 상태를 인식하는

능력,일시 으로는 타인을 동일시하되 나와 타인이 다르다는 것에 한

분명한 자각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타인의 을 취할 수 있는 능력으로

구성된다는 데 폭넓은 공감 가 형성되어 있다(250,251).이런 에서 선

행 연구의 결과는 공감의 구성 요소 에서 특히 타인의 을 취할 수

있는 능력과 련된 인지 측면에서의 개선이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있

다.표 선도 로그램에서 공감능력의 향상과 련된 회기는 3회기와 7회

기로,3회기 때는 조망 수용, 환 공감 능력 향상을 해 상 방을 다

른 에서 이해하고,학교폭력 피해자의 감정을 체험하는 빈 의자 기법

이 주된 내용으로,이는 주로 공감의 인지 측면과 타인(학교폭력 피해자)

의 정서 상태를 공유해보는 것에 이 맞춰져 있다.7회기 때는 타인의

감정 상태를 인식하고 자신의 감정 상태를 ‘나 달법(Imessage)’으로 표

하는 화법을 훈련하는 것으로 확장되어 있다.이처럼 표 로그램은

공감을 구성하는 제반 요소들을 포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그럼에도 본

연구 상군에서는 공감능력 향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상군의 숫자

가 었던 이나 상군 평균 나이가 선행 연구에 비해서는 어리다는

등을 고려할 때,청소년기 기의 공감능력의 일시 하 상과 련되

어 있는 것은 아닌지 등에 한 고려가 필요하고,추후 연구에서는 공감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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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의 변화와 련해서 청소년기 기와 후기 등으로 나눠서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따라서 본 연구의 자기보고 척도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나

타나지 않은 것과 련해서는 추후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부모보고에 의한 설문지 검사 결과에서는, 로그램 사 -사후 모든 항목

에서 호 된 소견을 보 는데 특히,ADS의 부주의 수와 총 수와

CBCL비행,공격성,내 화,외 화 수와 총 수에서 유의미한 감소가

나타났다.이러한 결과는 가해학생의 반 인 행동 문제가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표 선도 로그램의 효과성을 입증하는 소견이기도 하다.

신경심리검사 결과에서는 로그램 사 -사후에 스트룹 단어/색상 검사와

WCST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이는 주로 두엽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실행기능이 좋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실행기능은 자기 자

신을 통제하고 목표지향 인 행동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고차원 인지기능

으로,반응 억제,계획능력,조직화, 환능력,추론(abstract),작업기억력

등이 포함된다(252).실행기능은 아동·청소년기 동안 발달하며,아동의 인

지기능,행동,정서 통제,사회 상호작용과 같은 넓은 범 의 능력을

리하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253).이러한 실행기능을 평가하는 표 인

검사인 WCST는 배외측 두엽 역과 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

고,주로 추상 인 개념을 형성하고 범주화하는 능력,문제를 해결하거나

추리하는 능력,계획력과 조직화 능력,인지 융통성을 측정하는 검사로

알려져 있다.이와 더불어 스트룹 검사는 자기-조 (self-control) 선택

주의(selectiveattention),하향 조 (top-downcontrol)을 평가 하는 검

사의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254),과제 수행 시 이와 련된 뇌의 역인

상피질(anteriorcingulatecortex)등에서 유의미한 활성화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55).이들 두 검사에서의 유의미한 결과는 표 선도

로그램이 실행기능,특히 자기조 과 인지 융통성을 증가시켜 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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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

이상의 소견들을 종합해볼 때,표 선도 로그램은 학교폭력 가해청소년

들의 반 인 행동문제를 개선하며,충동성과 실행기능의 향상으로 이어

지는 정 인 변화를 가져온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연구 상군의 진단에 따른 분류를 통해서도 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해보

았을 때의 결과도,외 화 문제가 있는 경우에 외 화 문제가 없는 경우에

비해 로그램 사 -사후 설문지 검사와 신경심리검사에서 더 나은 결과

를 보여주었다.특이한 것은,공감능력을 측정하는 IRI척도의 개인 고통

(personaldistress)척도에서도 유의미한 소견을 보 다. 체 연구 상군

에서는 유의미한 공감능력 향상이 없었지만,외 화 문제(특히 ADHD)를

가진 상군에서는 표 선도 로그램을 통해 공감능력의 향상이 있었음이

확인되었다.그 ,개인 고통 척도는 인 계에서 오는 불편감을 측정

하는 척도로,표 선도 로그램이 인 계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따라서 표 선도 로그램은 충동성과 과잉행동성으로 인해 생겨난

공격성이나 비행문제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연구 상군을 범죄(학교폭력 포함)가 일회성인지 반복성인지에 따라 분

류하고 로그램의 효과를 평가 봤을 때의 결과를 보면,범죄가 반복 이

었을 때,표 선도 로그램의 효과가 유의미하게 두드러졌음을 알 수 있었

다.특히,주목할 것은 ADS척도에서 과잉운동/충동성 척도가 일회성인

경우보다 높았을 뿐만 아니라, 로그램 사 -사후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

다는 과 CBCL내면화 문제를 반 하는 우울/불안,사회 미성숙 수치

에서도 유의미한 변화를 보 다는 이다.반복 인 범죄를 지르는 학교

폭력 가해청소년의 경우에,분노에 한 과수용성과 련된 충동성이나 과

잉행동성으로 인해 반복 인 공격 인 행동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254).이

러한 충동성과 과잉운동성이 표 선도 로그램을 통해 호 됨으로써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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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나 비행문제가 어드는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로그램 사 -사후에 연구 상군에서의 뇌피질의 변화나 DTI상의

유의미한 변화는 없었다.이 결과는 로그램 사 -사후 뇌 MRI소견을

얻기까지의 시간이 4-8주 이내로 짧았다는 과 상군 숫자의 제한 등을

고려해볼 수 있겠다.청소년기 뇌발달과 련하여,청소년기 기까지는 신

경돌기의 성장과 연결증가로 인해서 회백질의 양이 증가하다가,청소년기

기를 지나면서 활성화되는 시냅스 가지치기(synapticprunning)를 통해

서 다시 회백질의 양이 감소되어 성인기 수 까지 도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56). 한 백질의 양은 아동기부터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꾸 히 선형

인 증가를 보이는 것으로 여러 연구들이 보고하고 있고(257),양 증가

뿐만 아니라 axon을 둘러싸는 수 화(nyelination)의 증가를 반 하는 FA

(fractionalanisotrophy)의 증가도 함께 나타난다(258)고 알려져 있다.하지

만 본 연구에서는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는데,연구 상군의 뇌

발달 시기와 련해서 로그램 진행으로 인한 효과 등의 복잡한 상호작용

이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을 완 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본다.따라서 본

연구에 한 결과를 해석하기 해서는 추후 연구를 통해서,더 많은 자료

들이 수집되어야할 것이다.

2)본 연구의 제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표 선도 로그램이 학교폭력 가해청소년들의

두엽 실행기능 ,특히 충동성 인지 융통성이 호 되는 정 인

효과를 갖는다고 할 수 있지만,여러 가지 측면에서 본 연구는 제한 을

갖고 있는데 첫째로는 이 맹검 실험설계가 아니라는 이다.학교폭력 가

해청소년 에서 표 선도 로그램을 시행한 그룹과 시행하지 않은 그룹으

로 나눠서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통제되지 않은 변인들이 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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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실 으로 경찰에서 표 선도 로그램

을 해 의뢰된 청소년들을 상으로 한 연구라는 실 제한 이 있지

만,추후 연구에서는 동일한 집단 에 경찰청 선도 로그램이나 사랑의

교실 등에 의뢰되는 집단이나 어떤 처치도 이루어지지 않는 집단과의 비교

연구가 진행된다면,표 선도 로그램의 효과성에 한 좀 더 정확한 결과

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둘째로는 충동성이나 공격성 등 호 된

지표가 시간이 지나서도 유지되고 있는 지에 한 추후 평가가 필요하며

장기 인 효과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이다. 한 장기 인 효과를

해서는 학교와 가정을 아우르는 종합 인 근이 필요하다는 이다.표

선도 로그램이 학교폭력 가해청소년들의 충동성이나 공격성,폭력에

한 태도와 인식의 변화,실제 폭력사용의 감소에 정 인 효과가 있는 것

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호 지표가 로그램의 성 효과일 가능성도 배

제하기가 어렵다고 할 수 있다.실제 학교폭력의 감소로 이어지는 장기

인 효과를 보장하기 해서는 가정이나 학교 지역사회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며,개별 로그램의 효과에 한 분석만으로는 다양한 로그램의

비교와 종합 인 평가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259).따라서 표 선도 로

그램을 통해 나타난 가해청소년의 정 변화를 연구자뿐만 아니라 교사

와 학부모를 통해서도 찰하고 공유해야할 필요가 있고,단기 인 효과뿐

만 아니라 장기 인 변화를 추 조사해야 한다(260).학생뿐만 아니라 교

사,부모,지역사회를 포 하는 보다 다차원 인 략의 부재 문제는 학교

폭력 치유 로그램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이기도 하다.학교폭력 가해청소

년들이 주로 생활하는 학교라는 공간에 한 근과 사회 맥락과 문화의

향을 다룰 수 있는 보다 복합 인 근이 필요하고, 로그램 개선을

해서는 학생의 행동변화 뿐만 아니라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변화까지도 포

함하는 보다 포 인 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261).따라서 표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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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의 효과성을 측정하는 도구를 설문지(자기보고 부모보고),신경

심리검사,뇌 상 소견뿐만 아니라,학교생활의 변화라든지, 래보고,교사

보고 등이 보완된다면 로그램으로 인한 폭력행동의 감소 등 학교생활의

변화까지 볼 수 있을 것이다.셋째로는 본 연구의 상군의 다수가 학

교 남학생이라는 과 상군의 숫자가 은 은 이 로그램의 효과성에

한 결과를 모든 청소년에게로 일반화하기에는 제한 이 된다.따라서

상군을 등학생,고등학생이나 여학생에게로 확 시켜 진행해야 할 필요

성이 있다. 한 학교폭력 가해청소년들에게 수반되는 정신병리에 따른 그

룹별 근,폭력의 반복성 여부에 따른 그룹별 근의 효과성에 한 근거

들을 더욱 확 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그리하여 로그램 상자의 개별

특징에 맞춘 맞춤형 치료 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들이 마련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3)본 연구의 의의 향후 연구 과제

본 연구는 표 선도 로그램의 효과성에 한 비 연구에 이어진 후속

연구로써 와 같은 제한 이 있지만,단기간의 회기로 효과성을 입증하고

있는 표 선도 로그램에 한 과학 증거 기반을 축 했다는 의미가 있

다.특히 학교폭력 가해 청소년의 충동성 인지 융통성 등의 두엽

실행기능의 호 은 행동조 능력이 호 되었음을 의미한다. 한 표 선

도 로그램은 여타의 학교폭력 치유 로그램들과는 달리 정신과 문의가

직 으로 로그램진행에 참여한다는 , 로그램의 매뉴얼이 있다는

,청소년기의 뇌발달에 한 과학 지식에 기 해서 로그램이 만들어

졌다는 등이 강 인 로그램이다.실제로 기존의 학교폭력 로그램들

을 분석한 연구(262)에 의하면,일반학생보다는 험집단을 상으로 한

로그램이,그리고 비 문가보다 문가가 진행한 로그램에서 효과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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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크게 나타난다고 측되었고, 로그램이 목 과 취지에 맞게 얼마나

충실히 운 되었는지( 로그램 충실도)가 로그램의 효과에서 요함을

지 하고 있다.그런 에서 표 선도 로그램은 로그램의 효과를 극

화하기 한 모든 조건을 갖춘 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특히,우리나라

에서는 학교폭력 치유 로그램에 해 지속 으로 그 효과성을 검증한 연

구들은 거의 없다. 로그램들 한 체 학교를 기반으로 장기 으로 운

되기 보다는,소수집단을 상으로 비체계 이고 단기 으로 실시되는

경우가 부분이라 학교폭력을 효과 으로 재하고 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259). 한 이들 로그램은 심각한 학교폭력 문제가

터지면 충분한 사 비 없이 산발 으로 개발ㆍ운 되어 온 측면이 강했

기 때문에,수많은 로그램들이 만들어졌지만 지속 으로 활용되고 있는

로그램은 거의 무한 상태다.따라서 학교폭력 치유 로그램이 보다 실

제 이고 장기 인 효과를 가져 오기 해서는, 로그램의 개발에서부터

효과성 검증에 이르기까지 과학 이고 증거기반의 근에 기 한 로그램

이 필요하다.그러한 에서 표 선도 로그램은 청소년기 뇌발달에 한

과학 근에 기 해서 만들어진 로그램이며,지속 인 효과성 검증을

시도하면서 과학 기반을 축 해나가고 있다는 에서 국내에서는 최 의

시도라고 할 수 있다.본 연구는 자기보고, 래보고,교사보고,부모보고

등 주 인 요소가 개입할 수밖에 없는 설문지 조사로 로그램의 효과성

을 측정해왔던 기존의 연구들과는 달리,신경심리검사,뇌 상 소견을 포함

하여 표 선도 로그램의 효과성에 한 종합 인 근을 시도했다는 에

서 연구의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더욱이 최근 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학

교 폭력에 한 논의와 교육이 과학 연구결과 등 근거 기반

(evidence-basedpractice)에 의거하기 보다는 상식이나 암묵 신념에 의

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상황(259)에서 본 연구는 표 선도 로그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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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종합 인 효과성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학교폭력 가해청소년들의 심리

,정신병리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치료 근에 과학

근거를 제공할 수 있으며,일반 청소년 상의 폭력 방 교육 등으로 범

를 넓 사용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한 디딤돌이 되었다고 생각

한다.날이 갈수록 심각성을 더해가는 학교폭력의 문제는 더 이상 개인

인 연구 차원에서가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다양한 로그램을 개발하고 보

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이런 시 에서 최근 학교 장에서 추

진되고 있는 어울림 방교육 로그램과 더불어 가해청소년을 상으로

하는 표 선도 로그램은 지속 인 추후 연구를 통해 효과성에 한 검증

을 지속하고,검증된 로그램은 보다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

록 하는 것이 요할 것이다.표 선도 로그램에 한 앞으로의 효과성

검증 연구는 이 맹검설계에 의한 연구,기능 뇌 상 연구,단기 효과

장기 효과에 한 연구,진단별·폭력의 반복성 여부에 따른 로그램의 효

과성 연구,가해청소년의 인지정서 특성인 폭력허용 태도와 비합리

신념을 평가할 지표를 연구에 반 하는 것,남녀별·연령별에 따른 로그

램의 다양한 용에 한 과학 근거 기반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지속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이를 통해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해 제시되었던

많은 로그램들이 효과성 검증을 과학 으로 수행하지 못했던 것과는 달

리,과학 근거를 갖는 표 선도 로그램이 학교폭력 근 청소년 정

신건강을 해 지속 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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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ackground: School bullying is a serious social problem that 

significantly threatens student mental health. Although various 

anti-bullying interventions have been developed world-wide, studies 

on the effectiveness of these interventions showed mixed results 

and have used subjective measures relying on self-repor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an 

anti-bullying intervention targeted for adolescent perpetrators on 

behavior, cognition, and brain 

Methods: A total of 27 adolescent perpetrators were recruited to 

participate in an anti-bullying intervention based on cognitive- 

behavioral therapy(CBT) principles for improving empathetic 

capacity, impulse control, cognitive flexibility, and social skill. 

Finally, 25 adolescent perpetrators completed the clinical scales, 

various neuropsychological test, and brain magnetic resonance 

imaging before and after the intervention. I evaluated clinical- 

neuropsychological- structural brain change following intervention. I 

also examined the changes according to diagnosis. And also 

compared between the group with a single assault and the group 

with multiple assaults

Results: Following intervention completion, performances o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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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nical scales and variables of Stroop test and Wisconsin Card 

Sorting Test (WCST) are significantly improved. More marked 

improvements were shown in the group with externalizing disorders 

and multiple assaults. But structural brain changes were not found 

in any groups.   

Conclusion: This studies suggests a positive effect of the 

anti-bullying intervention on behavior and executive function, 

especially impulse control and cognitive flexibility. Further studies in 

a comparative design and on  long-term effect of this intervention 

are warranted.

..................................................................................................................................

Keywords: school bullying, adolescent perpetrators, cognitive- 

behavioral therapy(CBT), effectiveness, executive function.

Student Number: 9980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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