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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요약
본 연구는 학령전 아동부터 고등학교 청소년에게 실시된 공격성 감소 프로그램에 관한 논문 176편을 대상으
로 프로그램의 처치 특성 및 처치 방법적 특성에 주목하여, 그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연구의 방향성을 제안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프로그램 처치 특성과 관련하여, 연구참여자는 여학생
보다 남학생이 많았고, 초등학생이 가장 많았으며, 대부분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일반집단으로부터 표집되
었다. 유아 대상의 프로그램은 공격성의 예방과 치료 목적에서 유사한 비율로 실시되었으며, 아동과 청소년은
일반집단보다 공격성 수준이 높은 집단에게 프로그램을 실시한 연구가 더 많았다. 연령이 낮을수록 프로그램의
회기는 길지만 회기당 소요시간은 짧고, 프로그램 처치의 간격 또한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프로그램
처치 방법적 특성을 살펴보면, 공격성 감소를 위한 프로그램은 다양한 이론적 접근과 매체를 활용하고 있으며
처치 프로그램의 내용은 다차원적 요소들로 구성되었다. 유아를 대상으로 관찰법을 활용하는 연구가 있었고, 아
동과 청소년은 모두 설문조사방식을 활용하였으며, 프로그램은 대부분 외현적 공격성의 감소에 치중하여 실시되
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연구참여자의 확대 및 균형있는 연구방법의 요구 등 향후 프로그램의 연구과
제가 제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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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

학교폭력을 경험한 초 중 고 학생 10명 중 4∼5명이 자살 생각을 한다는 최근 조사(청소년폭
력예방재단, 2013)는 학교폭력의 피해로 인한 심리적 고통이 자살로까지 연결될 수 있음을 시사
하고 있다. 실제로 학교폭력의 피해 중, 고등학생이 자살하는 사례가 연이어 보도되는 현 시점에
서(민중의 소리, 2013; 조선일보, 2012), 그 대응책에 대한 현실적인 필요성을 더욱 실감하게 한
다. 또한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또래괴롭힘, 집단따돌림, 왕따 등으로 불리어지는 심
각한 형태의 공격행동이 사회문제로 주목 받아오면서 그 해결을 위한 연구의 관심을 지속시켜
왔다.
타인에게 신체적, 심리적 상처를 주기 위한 의도에서 행해지는 공격성(Berkowitz, 1993;
Olweus, 1978)에 관한 연구들은 크게 공격성의 특성을 밝히기 위한 현상의 분석과 공격성의 예

방 및 감소를 위한 중재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연구로 구분된다. 공격성의 특성 분석은 실태조사,
원인 및 결과 요인의 탐색(김지현, 2006; 서미정, 2013), 종단적 변화양상 및 변화의 예측요인 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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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노언경, 홍세희, 2009; 서미정, 2010, 2012; C t , Vaillancourt, Barker, Nagin, & Tremblay,
2007; Martino, Ellickson, Klein, McCaffrey, & Edelen, 2008) 등 양적, 질적으로 상당히 축적되었

·

다. 이에 따라 공격성에 대한 경험적 연구결과들을 통합하는 연구들도 국내 외에서 주목받아 왔

ö

다(서미정, 2011; Archer, 2004; Archer & Coyne, 2005; Bj rkqvist, 1994; Card, Stucky, Sawalani,
& Little, 2008).

공격성의 예측요인 및 부적응적 결과와 관련된 변인들을 탐색한 연구의 결과들은 공격성 감
소를 위한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에 이론적, 경험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가정과 교육기
관에서 공격성을 통해 파생되는 문제에 대한 효율적인 대책을 요구함에 따라 공격성 감소 프로
그램의 개발 및 효과를 분석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아동 및 청소년기에 나타나
는 공격성은 이후 발달단계에서 비행, 약물사용, 폭력 등 다른 유형의 외현화 행동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서미정, 2009; Brook, Whiteman, Finch, & Cohen, 1996; Farrell, Sullivan, Esposito,
Meyer, & Valois, 2005), 아동과 청소년의 공격성 감소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은 심리

적, 행동적 부적응의 장기화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본다.
한편 지금까지 공격성 감소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들의 양적인 축적에도 불구하고, 그 동향을
분석하는 데는 비교적 적은 연구의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선행된 연구들은 국외 프로그
램들을 소개하거나(강명숙, 2007), 학령기 아동부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유수정, 2011). 하지만 외현적 공격성은 만 2세 경에 정점에 도달하고, 일부 유아들의 공격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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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기까지 지속된다는 연구결과(C t , Vaillancourt, LeBlanc, Nagin, & Tremblay, 2006)와 관
계적 공격성의 형태도 유아기에 나타난다(Crick, Casas, & Mosher, 1997)는 점을 고려하면 유아
기부터 공격성 예방 및 치료를 위한 개입의 실제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를 학령전 아동부터 청소년까지 확장하여 국내에서 진행된 공
격성 감소 프로그램의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연구에서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쟁점을 파
악하고, 학교 현장 및 상담 실무자들이 고려해야 할 점들을 제안하는 데 주목하였다. 또한 공격
행동의 가해자(Coie & Dodge, 1998; Ladd, 2005)와 피해자(최운선, 2005; Card, Isaacs, &
Hodges, 2007) 모두 부적응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들의 주된 초점이

되고 있는 공격성의 가해행동 수준을 감소시키는 프로그램들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프로그램이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고안된 활동의 조직된 집합체를 말하는데(Royse,
Thyer, Padgett, & Logan, 2001), 활동내용 그 자체와 함께 목적, 목표, 대상자, 방법, 실행시기,

과정, 평가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활동과 관련한 구성요소는 연구자의 관심과 접근
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동향분석의 기준 또한 연구자마다 다양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아동 및 청소년의 공격성 감소를 위한 프로그램의 효
과를 검증한 국내 연구를 대상으로 연구참여자, 실험집단의 구성, 실험집단의 일정과 같은 처치
특성 요인과 적용된 이론적 접근, 매체 활용, 처치 프로그램의 주제 및 공격성의 측정방법 등

· ·

처치 방법적 특성에 초점을 두고 분석해 보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학령전 아동부터 초 중 고
등학생까지 비교적 광범위한 연령대를 포함하고 있어, 프로그램에 참여한 연구대상을 유아,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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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학생 아동 및 중 고등학생 청소년으로 구분하여 연령별로 어떤 처치 특성과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연구의 균형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더욱 보완되어
진행될 부분을 알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가해 및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그 가족의 적응을 도와
주기 위한 보다 폭넓은 실천적 방법의 도출을 기대해 본다.

2. 선행 연구고찰
1) 공격성의 정의, 유형 및 발달에 따른 특성

(1) 공격성의 정의 및 유형
공격성은 일반적으로 타인에게 의도적인 상해를 입히는 것으로 정의되며(Berkowitz, 1993;
Olweus, 1978), 연구자의 접근에 따라 다양하게 유형화되고 있다. 먼저 공격 가해자의 의도와

행동의 결과를 모두 고려하면 공격성의 유형은 신체적 공격성과 심리적 공격성으로 구분된다
(Olweus, 1978). 즉 신체적 공격성은 차기, 때리기 등 다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신체적 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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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행동이며, 심리적 공격성에는 놀림, 배척, 협박하기,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숨기는 것과 같
이 타인에게 신체적이지 않은 해를 주는 행동들이 포함된다. 이러한 범주를 사용함으로써 공격
피해자가 입은 손상 및 가해자의 의도가 신체적인 것인지, 심리적인 것인지를 알 수 있다.
공격행동이 가해지는 방법이 직접적인지, 제 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행해지는지에 따라 직접

ö

적인 신체적 및 언어적 공격성과 간접적 공격성으로 구분되기도 한다(Bj rkqvist, Ekman, &
Lagerspetz, 1982). 직접적인 신체적 공격성에는 차기, 때리기와 같은 행동들이 포함되고, 직접적

인 언어적 공격성은 별명 부르기, 언어적 협박과 심술궂은 놀림과 같은 행동들이 포함된다. 간접
적 공격성은 학생들이 소속된 또래집단에서 특정한 한 학생을 배척하거나 무시하고, 다른 학생
의 소유물을 숨기거나 불쾌한 소문을 퍼뜨리는 형태이다.
공격행동의 목적에 따라 구분해보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격하는 적극적 공격
성과 타인의 공격에 대한 방어적 반응으로 일어나는 반응적 공격성으로 구분된다(Dodge, Coie,
& Lynam, 2006).

공격성을 표현방식에 따라 구분하는 연구자들(서미정, 2012; Crick et al., 1997)은 신체적 공격,
언어적 협박 등 명백하게 외부로 표출되는 형태와 나쁜 소문을 퍼뜨리기나 집단에서 배제하기
와 같이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지만 또래관계를 손상시킬 수 있는 형태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구분에서 전자는 외현적 공격성(overt aggression), 후자는 관계적 공격성(relational aggression)
으로 불리어진다(Crick & Grotpeter, 1995). 관계적 공격성은 사회적 공격성(Cairns, Cai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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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ckerman, Ferguson, & Gari py, 1989) 및 간접적 공격성(Bj rkqvist, Lagerspetz, &
Kaukiainen, 1992)과 개념적으로 유사하지만, 각 용어는 조금 다른 행동을 의미한다(Xie, Cairns,
& Cairns, 2005). 다만 공격 피해자의 사회적 관계에 해를 주는 방식이 포함되기 때문에 중복되

어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처럼 공격성을 유형화하는 기준은 접근에 따라 다양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외현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의 구분을 따르고자 한다. 외현적 공격성은 외부로 표출되는 형태로 신
체적, 언어적 공격성이 포함되고, 관계적 공격성은 사회적, 간접적 공격성 등의 용어를 포괄하되
관계를 손상시킬 목적에서 일어나는 공격행동이라는 좁은 범위에서 정의하고자 한다.

(2) 발달에 따른 공격성
공격성은 유아부터 청소년까지 대인 간 상호작용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행동문제 가운데
하나이다. 연령별로 현저하게 나타나는 공격성의 형태를 살펴보면, 먼저 유아들은 자신의 주장
을 비언어적이고 즉각적인 방식으로 표현하게 되므로 신체적 공격성의 형태로 나타나기 쉽다.
대체로 2세 전후 유아들은 놀잇감이나 공간을 통제하기 위한 도구적 공격성이 나타나고, 2세에
서 3세는 물리적 공격성을 보이며, 3세에서 6세 사이에는 의사소통 기술의 발달에 따라 언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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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성이 더욱 우세하게 된다. 유아기 동안 신체적, 물리적, 언어적 공격성 등 외현적 형태의 공
격성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는데(고선옥, 전경아, 2010; 김민효, 2009; 이동진, 채수경,
2010), 이는 유아들을 대상으로 할 때 부모나 교사의 관찰이 용이한 외현적 공격성에 더욱 치중

한 것 때문일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의 학령 전기 유아들의 관계적 공격성을 교사와 또래평가로부
터 수집한 연구자들은 3세부터 5세만큼 어린 연령의 유아들도 또래관계를 손상시키는 형태의
공격성을 사용한다고 하였다(Crick et al., 1997).
시간 흐름에 따라 공격성이 변화하는 패턴을 분석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먼저 미국의 청소년
초기에서 후기까지 남, 여학생 모두 신체적 공격성은 11세부터 15세까지 증가하다가 18세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패턴이 보고되었다(Karriker-Jaffe, Foshee, Ennett, & Suchindran, 2008).
또한 미국의 6학년부터 8학년까지 매학기마다 측정된 신체적 공격성은 시골과 도시 두 표본 모
두 6학년에서 7학년까지 증가하다가 8학년에서 약간 감소하는 역 U자 패턴이 나타났다(Farrell
et al., 2005). 네덜란드의 4세 유아부터 18세 청소년까지 2년 간격으로 측정된 외현적 공격성은

시간 흐름에 따라 감소하는 패턴을 나타내었다(Bongers, Koot, van der Ende, & Verhulst, 2003).
한국에서는 청소년패널자료로 조사된 외현적 공격성이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는 증가하였고(서미정, 2009),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감소하였다(김동기, 홍세

·

희, 2007). 국내 외 연구결과들을 통해 외현적 공격성은 대체로 학령 전기에 많이 사용하고, 학령
기부터 초기 청소년까지 증가하다가 후기 청소년까지 감소하는 양상으로 변화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외현적 공격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변
화도 탐색되어 왔다. 관계적 공격성은 4학년에서 6년까지 증가하는 형태가 제시되었고(Cairns
et al., 1989), 4학년 동안 여학생만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Murray-Close, Ostrov, &
Crick, 2007). 또한 11세부터 18세까지 시골지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Karriker-Jaffe
et al., 2008)에서는 관계적 공격성이 14세에 정점에 달하고 이후 감소하는 곡선의 경로가 발견되

ôé

었다. 관계적 공격성의 다양한 변화형태를 분석한 연구자들(C t et al., 2007)도 있는데, 이들은
4~8세 아동의 2/3 정도가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고, 나머지 1/3 정도는 중간 수준에서 점차

증가하는 두 집단으로 유형화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초등학교 5학년을 6학년까지 6개월 간격으
로 추적하여 관계적 공격성의 변화하는 패턴을 탐색한 연구(서미정, 2012)가 있는데, 관계적 공
격성은 낮은 수준에서 급속하게 증가하는 패턴이 나타나 아동 후기동안 관계적 공격성의 사용
이 많은 아동들이 존재함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관계적 공격성은 학령 전기에
비해 언어능력 및 사회인지능력이 발달된 아동 후기와 청소년기에 더욱 현저하게 사용하는 것

ôé

을 알 수 있다(서미정, 2012; C t et al., 2007; Karriker-Jaffe et al.,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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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격성 감소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동향의 분석 기준
공격성 감소 프로그램의 연구동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처치 특성 변인들에 대한
탐색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공격성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의 다양한 처치 변인들을 크게 처치
특성과 처치 방법적 특성으로 구분하여 살펴봄으로써 분석 기준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
고자 한다.

(1) 공격성 감소 프로그램의 처치 특성 변인
공격성 감소를 위한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할 때 연구참여자를 선정하게 된다.
먼저 연구참여자의 성별은 남학생과 여학생을 모두 참여시키거나(김주영, 2011), 남학생만을 대
상으로 하거나(김지영, 2011), 여학생만을 참여시키기도 한다(안자은, 2006). 연구참여자의 연령
은 유아부터 청소년까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중재 프로그램은 각 연령대마다 발달단계에
적합한 내용과 접근이 요구된다(Greenberg, 2003). 공격성 감소를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메
타분석한 연구(유수정, 2011)에서는 학령기 아동부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합하면서
초등학교 저학년(1~4학년), 초등학교 고학년(5~6학년),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구분하였다.
아동 및 청소년의 공격성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프로그램의 적용 대상은 대부분 아
동과 청소년이지만 이들을 둘러싼 중요한 맥락적 환경으로 부모나 교사가 포함될 필요성을 인
식할 수 있다. 왜냐하면 공격성에는 개인적 성향이나 특성뿐 아니라 부모나 교사의 요인이 중요
하게 관련되기 때문에(김지현, 2006; 서미정, 2011; Martino et al., 2008), 이들의 변화 없이는 아
동과 청소년에게 나타나는 공격성 감소에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아동의 공격성 감
소를 위한 부모 개입의 중요성을 실제 적용하고 있는 연구들은 부모교육 차원에서 중재하는 프
로그램(김민효, 2009)과 부모와 아동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들(이정숙, 정은선, 김경선, 박지
영, 박희애, 서보람, 2008; 이정혜, 2004)도 있다. 연구참여자를 어디서 모집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연구의 성격을 예측하고 연구결과 해석에도 고려되기 때문에 중요한 분석 기준이 될 수
있다. 일반집단에서 참여자를 모집할 경우 보통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을 통하게 되고, 보
호관찰소나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복지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시설에서 모집할 수도 있다.
프로그램의 처치 후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연구마다 다양한 실험설계방법을 채택하게 된다.
즉 실험집단만 구성할 수도 있고(이동진, 채수경, 2010), 실험 및 통제집단 또는 비교집단 설계를
계획할 수 있다(고선옥, 전경아, 2010).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구성할 때 집단의 무선배정 여부
또한 연구의 특성이 될 수 있다. 공격성 수준이 높은 아동 및 청소년에게 프로그램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일반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지를 검토함으로써 처치 프로그램이 예방적인지
또는 치료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졌는지 파악하게 된다. 이 때 치료를 위한 목적에서 실험집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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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할 때 사용하는 검사도구는 대부분 공격성 감소를 위한 프로그램이므로 공격성 수준이 높
은 집단으로 구성하겠지만 비행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학교폭력의 가해성향이 높은 집단을
선발하기도 한다(허승희, 최태진, 2008). 공격성, 비행 및 ADHD 등은 각기 다른 증상을 나타내
지만 포괄적으로 외현화 행동문제에 속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공격성 수준이 높은 집단을
치료하기 위해 실험집단을 구성하는 데 있어 공격성뿐 아니라 비행, 학교폭력의 가해 수준,
ADHD 등을 함께 포함시켜 살펴보기로 하겠다.

공격성 감소를 위해 특정 프로그램을 적용할 때 상황과 목적에 맞게 실험집단의 크기를 결정
하는 것은 중요하다. 집단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연령,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교사나 실무자의 경
험, 집단 형태와 다루고자 하는 문제에 따라 집단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강진령, 연문희,
2009). 일반적으로 5~8명 정도가 보통이고, 유아교육기관이나 학교에서 학급 단위의 예방적 차

원에서 실시된다면 30명 내외로 구성할 수도 있다. 연령이 어릴수록 프로그램 운영자가 유아나
아동을 통제하는 데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집단의 크기가 작은 것이 보편적인데, 이는 교사의 학
생 통제능력도 집단의 크기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고려사항이기 때문이다(Gazda, 1989).
회기의 지속기간은 프로그램의 목표에 따라 달라진다. Greenberg(2003)는 초등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할 때 가장 이상적인 회기는 8회기로 보고 있으나, 집단의 목표가 자아존중감 향상이
나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성장집단의 경우라면 8~10주 정도가 적당하다고 하였다. 공격성과 같
은 비교적 안정적인 특성의 행동문제는 변화를 가져오는 데 비교적 오래 걸릴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이 학령전 유아부터 고등학생까지 광범위하다는 점과 공격성의 감소라는
개입 목표를 고려하여 회기 수가 짧은 5~7회기, 집단 프로그램에서 가장 많은 회기 수를 보이는
8~10회기, 11~14회기, 15~20회기, 21회기 이상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프로그램의 한 회기 시간과 실험처치 간격은 실험집단 참여자의 주의 집중시간의 길이에 따
라 결정하게 된다. 즉 연령이 어릴수록 한 회기의 시간은 더 짧고 더 자주 만나는 것이 바람직하
기 때문에,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경우 주 2~3회 모여서 회기당 30~40분, 초등학교 고학년은
회기당 45분에서 60분이 적당하다고 한다(강진령, 연문희, 2009). 중학생은 주 1회, 회기당 60분
에서 90분 정도, 고등학생은 주 1회, 회기당 2시간까지도 진행이 가능하다.

(2) 공격성 감소 프로그램의 처치 방법에 따른 특성
프로그램의 처치 방법과 관련하여서는 어떤 이론적 접근이나 매체 및 보조자료를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처치 프로그램의 내용은 무엇인지를 살펴봄으로써 공격성 감소를 위해 적용하고
있는 중재 접근들에 대한 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 유아나 아동 초기 공격성의 감소를 위해서는
놀이, 미술, 독서 등의 매체를 활용하는 것이 더욱 유용한데, 연령별로 많이 사용하는 특정 매체
나 이론적 접근을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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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성 감소 프로그램의 주제는 공격성에 대한 위험요인이나 보호요인들이 반영되어 구성된
다. 예를 들어, 공격성은 분노와 같은 정서조절 능력의 결핍으로 야기되기 쉬우므로(서미정,
2011; 주지영, 2005; 한유진, 2006), 분노조절이나 정서조절 향상을 위한 처치 프로그램이 적용되

고 있다(류순정, 2010; 정이원, 2010).
또한 프로그램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외현적, 관계적 공격성을 측정하는 방법에 있어 연구
마다 다를 수 있다. 즉 공격성을 관찰하기도 하고, 자기보고나 교사와 부모 등의 성인이 평가하
여 조사되기도 한다. 외현적, 관계적 공격성 등 어떤 유형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공격성 예방 및 중재를 위해 어떤 형태의 공격성에 더욱 초점을 두는지 파악할 수 있다. 외현적,
관계적 공격성은 현저하게 나타나는 발달적 시기에서 성별 차이가 있지만(Archer, 2004), 남, 여
학생이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각각의 공격성이 다른 부적응적 결과들과 연결되
기 때문에(서미정, 2011), 공격성의 감소를 위해서는 두가지 형태 모두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이에 실제로 프로그램을 통해 감소시키고자 하는 공격성의 유형이 무엇인지 파악함으
로써 향후 보완되어야 할 공격성의 형태를 알 수 있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00년에서 2012년까지 학령전 아동부터 청소년의 공격성을 감소하기 위해 중재
프로그램을 실시한 국내 학술논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최근 13년간의 연구논문을 대상으로 한
것은 1990년경 부터 공격성에 대한 실태나 관련성 연구들이 축적되어 오면서(서미정, 2011), 그
결과들이 반영된 공격성 감소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들이 2000년대 초반부터 증가된 것으로 파
악했기 때문이다. 공격성 중재의 대상을 학령전 아동부터 고등학교 청소년으로 설정한 것은 성
인기 행동문제의 전조로서 아동과 청소년기 공격성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한 프로그램의 향후 방
향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공격성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최종 선정된 분석대상 논문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출판년도, 출판형태 및 연구자
전공별 분포를 분석하여 표 1에 제시하였다. 먼저 연구논문의 출판년도별 분포를 살펴보면,
2000년부터 2002년까지는 매년 5편 이내로 발표되던 논문이 2003년에서 2012년까지 매년 9편에

서 25편으로 나타나, 2000년대 초반을 넘어서면서 공격성 감소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
히 수행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2000년대부터 아동 및 청소년의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이슈
와 학문적 관심의 증가가 2012년까지 지속적으로 현장과의 연계를 실천하는 연구의 활성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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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끌었다고 보여진다.
다음으로 표 1에서 연구논문의 출판형태를 보면, 총 176편 가운데 학술지 논문이 전체의
19.9%(35편), 석사학위논문이 75%(132편)를 차지하였으며, 박사학위논문은 5.1%(9편)에 그쳤다.

즉 공격성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수행된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는 2/3 이상이 석사학위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준다.
마지막으로 연구자 전공별 분포를 살펴보면, 상담(임상심리) 및 심리치료 전공자의 논문이
60.8%(107편)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아동(유아교육) 및 청소년 전공의 논문이
11.4%(20편)로 그 뒤를 따랐다. 이 외에도 교육학, 특수교육, 사회복지 및 간호학 등 다양한 전공

의 연구자들이 관심을 보여주고 있어 공격성 감소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는 광범위한 학문적 영
역에서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 분석대상 논문의 일반적 특성

출판년도

출판형태

연구자 전공

a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계
학술지 논문
석사학위논문
박사학위논문
계
상담(임상심리) 및 심리치료
아동(유아교육) 및 청소년
교육학 및 심리학a
특수교육 및 초등교육
사회복지
간호학
b
기타
계

빈도
3
5
4
9
10
18
9
21
25
19
24
17
12
176
35
132
9
176
107
20
18
10
8
5
8
176

발달심리 등 상담심리 및 임상심리를 제외한 심리학의 세부 전공이 포함됨
생물학 등의 전공(n=2)과 연구자의 전공을 정확히 알 수 없는 논문(n=6)이 포함됨

b

%
1.7
2.9
2.3
5.1
5.7
10.2
5.1
11.9
14.2
10.8
13.6
9.7
6.8
100
19.9
75.0
5.1
100
60.8
11.4
10.2
5.6
4.5
2.8
4.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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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의 수집 및 선정
연구물의 수집을 위해 국회전자도서관, 한국학술정보서비스(KISS), 한국교육학술정보원
(RISS) 등의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였다. 논문 수집 시 검색어는 ‘공격성’, ‘또래괴롭힘’, ‘학

교폭력’, ‘집단괴롭힘’, ‘집단따돌림’, ‘프로그램’, ‘집단상담’ 등을 조합하여 사용하였다. 일차적으
로 수집된 총 238편 가운데 다음의 선정 기준을 충족시키는 총 176편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선정
하였다.
분석대상 논문의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첫째, 프로그램의 실시 목적이 아동 및 청소년의 공격
성을 감소하기 위한 것이거나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 공격성 감소의 효과를 분석한 논문이어야
한다. 이 때 공격성 또는 학교폭력의 가해행동1)을 감소하기 위한 목적의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둘째, 심리학적 접근에 따라 프로그램을 실시한 논문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즉 요가, 원예활동,
요리, 스포츠 및 치료도우미견 프로그램 등은 심리치료 및 상담과 발달을 증진시키는 활동의 중
간 영역으로 볼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 접근들을 활동이 보다 강조되는 영역으로 간주하여
제외시켰다. 셋째,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원문이 제공되지 않은 논문은 제외되었다. 이러한
기준 외에도 동일 연구자가 학위논문, 학술지 및 학술대회 등에 중복으로 발표한 논문은 출판년
도가 가장 빠른 논문 한 편만을 포함시켰다.

3. 분석 기준 및 자료분석방법
최종 선정된 논문들의 동향은 크게 프로그램의 처치 특성과 처치 방법적 특성 요인으로 구분
하여 분석되었다. 프로그램의 처치 특성에는 연구참여자, 실험집단의 구성 및 실험집단의 일정
이 포함된다. 프로그램의 처치 방법에 따른 특성은 프로그램이 어떤 이론적 접근을 따르는지,
어떤 매체나 보조자료를 활용하는지, 사용한 처치 프로그램의 주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공격성
의 측정방법, 공격성의 유형, 프로그램의 효과 유무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대상 자료는 SPS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대상 논문의 일반적 특성, 프로그램의 처치
특성 및 처치 방법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1) 프로그램 처치의 효과를 얻는 종속변인은 공격성 및 학교폭력의 가해행동만으로 제한함. 학교폭력의 경우
대상 논문의 연구자가 내린 조작적 정의와 사용된 측정도구에 따라 외현적 형태인지 관계적 형태인지를
본 연구자가 임의로 분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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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1. 공격성 감소 프로그램의 처치 특성 분석
프로그램의 처치 특성을 연구참여자, 실험집단의 구성 및 일정 요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
다. 먼저 연구참여자의 특성으로 성별, 연령 및 모집처별 분포를 파악하였다. 그 다음으로 연령
범주를 학령전 아동은 유아, 초등학생은 아동,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청소년으로 범주화한 후 실
험집단의 구성 특성, 즉 실험설계 형태, 실험집단 선발방법 및 실험집단의 크기 등을 파악하였
다. 마지막으로 실험집단의 일정과 관련한 특성으로 총 회기 수, 회기별 소요시간 및 처치간격의
분포를 분석하였다.

1) 연구참여자의 특성
연구참여자의 성별, 연령 및 모집처별 분포를 분석하여 표 2에 제시하였다. 분석대상 논문들
에서 표본의 성별은 과반수 이상(63.6%)이 남, 여학생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남학생만을 대상
으로 한 연구는 21%(37편)이고, 여학생만 대상으로 한 연구는 5.7%(10편)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54.5%(96편)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고, 중학생과 학령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각각 21%, 11.9%로 나타났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함께 참여시
킨 논문은 13편(7.4%)이며, 고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3편(1.7%)에 그쳤다. 그리고 부모
가 참여한 논문의 경우, 부모만 참여하거나 학령전 아동 및 초등학생과 함께 부모를 참여시킨
논문이 각 1편씩 총 3편으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들을 어디에서 모집하였는지를 살펴보면,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 등에서 아동
과 청소년들을 표집한 논문이 79.5%(140편)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보호관찰소, 소녀분류
심사원, 치료감호소 등에서 대상 아동 및 청소년들을 표집한 논문이 13편(7.4%)이었고, 지역아
동센터나 방과후 교실 등에서 표집된 논문 또한 13편(7.4%)으로 나타났다. 이 외 복지시설이나
그룹홈과 같은 시설에 거주하는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프로그램을 실시한 논문이 7편(4%)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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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연구참여자의 성별, 학년 및 모집처
구분

성별

연령

항목

빈도

%

남학생

37

21.0

여학생

10

5.7

남학생+여학생

112

63.6

보고 안함

17

9.7

계

176

100

학령전 아동

21

11.9

초등학생

96

54.5

중학생

37

21.0

고등학생

3

1.7

13

7.4

중학생+고등학생
a

기타 혼합연령

3

1.7

부모참여

3

1.7

계

176

100

b

모집처

일반(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140

79.5

보호관찰소, 소년분류심사원, 치료감호소 등

13

7.4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교실 등

13

7.4

시설(복지관, 그룹홈,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7

4.0

기타c

3

1.7

계

176

100

a

학령전 아동+초등학생(n=1), 초등학생+중학생(n=1), 초등학생+고등학생(n=1)
부모(n=1), 학령전 아동+부모(n=1), 초등학생+부모(n=1)
c
특수교육센터(n=1), 상담센터(n=1), 축구부(n=1)
b

2) 실험집단의 구성과 관련된 특성
분석대상 논문들이 프로그램의 실시를 위해 사용한 실험설계 유형, 실험집단 선발방법 및 실
험집단의 크기를 알아보기 위해 연령별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연령
범주는 학령전 유아(21명), 초등학생 아동(96명), 그리고 중, 고등학생은 청소년(53명)으로 범주
화 하였으며, 부모가 참여(3편)하였거나 다른 혼합연령(3편)이 포함된 논문을 제외하고 총 170편
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2).
먼저 실험설계 형태를 보면, 유아, 아동 및 청소년 모두 각 연령집단의 2/3 이상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설계를 사용하였고, 실험집단만으로 구성된 논문은 전체 170편 가운데 28편(16.5%)이
었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및 비교집단으로 설계한 논문 총 142편을 대상으로 집단을 무선 배
정했는지를 살펴보면, 유아, 아동 및 청소년 모두 무선 배정을 더 많이 사용하였으나, 무선 배정
2) 표 3부터는 해당자료에 한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함에 따라 분석마다 논문 합계가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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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지 않은 논문이 유아는 6.3%에 불과한 반면 아동과 청소년은 각각 42.5%, 30.4%를 차지하
였다.
실험집단을 공격성 수준이 높은 집단으로 선발했는지를 살펴보면, 비행, ADHD, 학교폭력 가
해 수준 등의 외현화 행동문제나 공격성 수준이 높은 아동 및 청소년을 참여시킨 논문이 전체
170편 가운데 99편(58.2%)이었고, 공격성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일반집단은 40%(68편)로 나타났

다. 연령별로 보면, 유아들은 일반집단과 공격성 고수준 집단이 각각 11편(52.4%)과 10편(47.6%)
으로 나타나 유사한 빈도이지만 예방 차원의 공격성 감소 프로그램이 조금 높은 비율을 보여주
고 있다. 아동은 공격성 수준이 높은 집단을 대상으로 한 논문이 53.1%(51편), 일반집단이
43.8%(42편)를 차지하여 공격성의 치료 목적 못지 않게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도 많이 이루어지

고 있다. 이에 반해 청소년의 경우는 71.7%(38편)가 공격성 수준이 높은 집단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28.3%(15편)의 논문에서 일반집단을 대상으로 하였다.
공격성을 포함한 외현화 행동문제 수준이 높은 아동 및 청소년을 실험집단으로 선발하기 위
해 사용한 방법으로는 공격성, 분노, 비행 및 ADHD 등을 측정한 논문이 94편 가운데 76편
(80.8%)으로 가장 많았는데, 유아는 100%(10편)이고, 아동과 청소년은 각각 88.8%, 60%가 이러

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선발하였다. 교사나 보호관찰관 등이 비행이나 폭력 수준이 높은 아동
및 청소년을 추천한 논문이 총 15편(16%)을 차지하였는데, 이 중에서 3편은 아동, 12편은 청소년
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외 소수이지만 사회성 측정법, 교우관계검사 등을 사용한 논문은 3편이
며, 모두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실험집단을 선발할 때 대부분 외현화 행동문제
를 측정하는 도구를 통해 선발하고 있고, 아동과 청소년의 경우 교사나 보호관찰관 등의 추천에
의해서도 선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험집단의 크기는 5명 이하, 6∼10명, 11∼15명, 16∼20명, 21∼30명, 31∼50명, 51∼121명으
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6∼10명이 57편(33.5%)으로 가장 많은 빈도를 나
타내었으며, 그 다음이 11∼15명(22.4%)이고, 16∼20명이 22편(12.9%)으로 그 뒤를 따랐다. 연령
별로는 유아의 경우 총 21편 가운데 38.1%(8편)가 16∼20명으로 구성하였고, 5명 이하의 소규모
도 23.8%(5편)를 차지하였다. 아동과 청소년은 모두 6∼10명이 각각 37.5%, 35.8%로 가장 많았으
며, 31∼50명은 아동과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실험집단의 크기는 연령별로
단일사례부터 100명 이상까지 다양하게 구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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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연령별 실험설계, 실험집단 선발방법 및 실험집단의 크기
구분

실험설계

집단무선
배정여부

연령범주

항목

아동

청소년

실험

5(23.8)

16(16.7)

7(13.2)

28(16.5)

실험+통제

14(66.7)

76(79.2)

43(81.1)

133(78.2)

실험+통제+비교

1(4.8)

0(0.0)

0(0.0)

1(0.6)

실험+비교

1(4.8)

4(4.2)

3(5.7)

8(4.7)

계

21(100)

96(100)

53(100)

170(100)

무선배정

15(93.8)

45(56.3)

31(67.4)

91(64.1)

무선배정 아님

1(6.3)

34(42.5)

14(30.4)

49(34.5)

보고 안함

0(0.0)

1(1.3)

1(2.2)

2(1.4)

16(100)

80(100)

46(100)

142(100)

공격성 고수준 집단

10(47.6)

51(53.1)

38(71.7)

99(58.2)

일반집단

11(52.4)

42(43.8)

15(28.3)

68(40.0)

기타(배척아동)

0(0.0)

3(3.1)

0(0.0)

3(1.8)

a

실험집단
선발방법

실험집단
크기

전체

유아

계
실험집단
공격수준

빈도(%)

b

계

21(100)

96(100)

53(100)

170(100)

공격성, 비행, ADHD 검사

10(100)

48(88.8)

18(60.0)

76(80.8)

교사, 보호관찰관 추천

0(0.0)

3(5.6)

12(40.0)

15(16.0)

사회성 측정, 교우관계검사

0(0.0)

3(5.6)

0(0.0)

3(3.2)

계

10(100)

54(100)

30(100)

94(100)

1∼5명

5(23.8)

10(10.4)

2(3.8)

17(10.0)

6∼10명

2(9.5)

36(37.5)

19(35.8)

57(33.5)

11∼15명

3(14.3)

20(20.8)

15(28.3)

38(22.4)

16∼20명

8(38.1)

7(7.3)

7(13.2)

22(12.9)

21∼30명

2(9.5)

12(12.5)

3(5.7)

17(10.0)

31∼50명

0(0.0)

9(9.4)

4(7.5)

13(7.6)

51∼121명

1(4.8)

2(2.1)

3(5.7)

6(3.5)

계

21(100)

96(100)

53(100)

170(100)

a

공격성 외 분노, 비행, ADHD, 학교폭력 가해 수준이 높은 집단으로 포괄함
사회측정법, 교우관계검사 등을 사용하여 배척아동을 포함

b

3) 실험집단의 일정과 관련된 특성
공격성 감소 프로그램의 총 회기 수, 1회기 소요시간 및 실험처치 간격에 따른 분포를 연령별
로 분석하여 표 4에 제시하였다. 먼저 총 회기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유아를 대상으로 한 논문들
은 11∼14회기가 47.6%(10편)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8~10회기(19%)와 21회기 이상(19%)
이 많았다. 아동과 청소년은 모두 8∼10회기가 각각 57.3%, 64.2%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11~14회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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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마다 한 회기의 시간은 얼마나 길게 하는지 살펴보면, 40분 미만을 한 회기로 구성한
논문 5편 가운데 유아를 대상으로 한 논문이 4편이었고, 유아와 아동은 40∼50분이 각각 50%,
52.6%로 가장 많았다. 청소년의 경우 70∼90분이 가장 많았으며(31.9%), 100분 이상은 총 7편인

데 모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에서, 연령이 어릴수록 프로그램 회기 소요시
간을 짧게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 총 회기 수, 1회기 소요시간 및 실험처치 간격
변인

총 회기 수

1회기 소요시간

실험처치 간격

구분

빈도(%)

연령범주
유아

아동

전체

청소년

5∼7회기

0(0.0)

2(2.1)

3(5.7)

5(2.9)

8∼10회기

4(19.0)

55(57.3)

34(64.2)

93(54.7)

11∼14회기

10(47.6)

28(29.2)

13(24.5)

51(30.0)

15∼20회기

3(14.3)

8(8.3)

3(5.7)

14(8.2)

21∼45회기

4(19.0)

3(3.1)

0(0.0)

7(4.1)

계

21(100)

96(100)

53(100)

170(100)

40분 미만

4(22.2)

1(1.1)

0(0.0)

5(3.1)

40∼50분

9(50.0)

50(52.6)

12(25.5)

71(44.4)

60분

5(27.8)

30(31.6)

13(27.7)

48(30)

70∼90분

0(0.0)

14(14.7)

15(31.9)

29(18.1)

100∼180분

0(0.0)

0(0.0)

7(14.9)

7(4.4)

계

18(100)

95(100)

47(100)

160(100)

주 1회

3(14.3)

13(14.3)

19(40.4)

35(22.0)

주 2회

12(57.1)

65(71.4)

25(53.2)

102(64.2)

주 3∼5회

6(28.6)

13(14.3)

1(2.1)

20(12.6)

주 10회

0(0.0)

0(0.0)

2(4.3)

2(1.3)

계

21(100)

91(100)

47(100)

159(100)

표 4에서 실험집단이 얼마나 자주 프로그램의 처치를 받는지 살펴본 결과, 총 159편 가운데
주 2회가 가장 많았고(64.2%), 그 다음으로 주 1회(22%)가 높은 비율을 보여주었다. 유아, 아동,
청소년 모두 주 2회가 가장 많았으나, 특히 아동이 71.4%(65편)로 유아(57.1%)와 청소년(53.2%)
에 비해 더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주 2회 다음으로 유아는 주 3∼5회(28.6%), 청소년은 주 1회
(40.4%)가 많았으며, 아동은 주 1회와 주 3~5회가 각 13편(14.3%)씩 동일하게 나타났다. 즉 연령

이 어릴수록 프로그램의 처치 간격을 짧게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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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격성 감소 프로그램의 처치 방법에 따른 특성
공격성 감소 프로그램에 적용된 이론적 접근, 매체 활용, 처치 프로그램의 주제, 그리고 공격
성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 측정한 공격성의 형태 및 프로그램 실시 후 효과성
유무에 대한 분포를 연령별로 분석함으로써 프로그램 처치 방법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1) 이론적 접근에 따른 분포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총 38편의 논문이 특정 이론적 접근에 따라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

전체적인 분포를 살펴보면, 인지 행동 프로그램을 실시한 논문이 16편(42.1%)으로 가장 많았고,

· ·

그 다음이 인지 정서 행동 프로그램으로 15.8%(6편)를 차지하였는데, 이러한 인지, 정서, 행동 접
근을 사용한 논문은 모두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명상 프로그램 총 5편(13.2%)
가운데 2편은 유아 대상이고, 3편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이외 게슈탈트와 현실요법
이 각각 3편이며, 해결중심 프로그램이 2편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접근들은 모두 아동과 청소
년들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었다. 또한 대상관계이론, 행동수정 및 개인심리학 접근의 프로그
램이 각 1편씩 실시되었는데, 이들 모두 아동들에게 적용되고 있다. 이를 통해 공격성 예방 및
중재를 위한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다양한 이론적 접근에 근거한 연구들의 참여자는 대부분 아
동과 청소년이며, 인지, 정서, 행동적 접근이 많이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 이론적 접근에 따른 분포
이론적 접근

빈도(%)

연령범주

전체

유아

아동

청소년

0(0.0)

9(50.0)

7(38.9)

16(42.1)

인지·정서·행동

0(0.0)

3(16.7)

3(16.7)

6(15.8)

명상

2(100)

0(0.0)

3(16.7)

5(13.2)

게슈탈트

0(0.0)

2(11.1)

1(5.6)

3(7.9)

현실요법

0(0.0)

0(0.0)

3(16.7)

3(7.9)

해결중심

0(0.0)

1(5.6)

1(5.6)

2(5.3)

대상관계이론

0(0.0)

1(5.6)

0(0.0)

1(2.6)

인지·행동

행동수정

0(0.0)

1(5.6)

0(0.0)

1(2.6)

개인심리학

0(0.0)

1(5.6)

0(0.0)

1(2.6)

계

2(100)

18(100)

18(100)

38(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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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체 및 보조자료 활용별 분포
공격성 감소 프로그램에 활용된 매체나 보조자료별 분포가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2편 이상의
논문에서 활용된 매체 및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총 58편 가운데 놀이를 활용한 프로그
램이 34.5%(20편)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 다음이 독서를 활용한 프로그램으로 18편
(31%)이며, 미술을 활용한 논문이 11편(19%)으로 그 뒤를 따랐다. 이 외 음악, 영화와 에니어그

램 등을 활용한 논문이 각 5편 이내로 나타났으며, 1개 빈도가 산출된 프로그램으로는 통합예술,
신문활용, 이야기치료, 차문화 등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공
격성 감소 프로그램은 특수한 매체가 가지는 장점을 활용하여 다양하게 구성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연령별로는 유아의 경우 놀이를 활용한 프로그램이 42.9%(6편)로 가장 많았고, 아동의 경우에
는 놀이와 독서를 활용한 프로그램이 각각 39.3%(11편)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매체나 보조
자료를 활용한 청소년 대상의 논문들은 미술, 놀이, 음악, 독서, 영화, 에니어그램 등이 각각 2~4
편까지 골고루 다양하게 나타났다. 유아 대상 논문 총 21편 가운데 매체나 보조자료를 활용한
논문은 14편(66.7%)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체 아동 대상 논문 96편 대비 28편(29.2%)과 53편의
청소년 대상 논문 가운데 16편(30.2%)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이다3).

<표 6> 매체 및 보조자료 활용에 따른 분포
매체 및 보조자료

연령범주

빈도(%)
전체

유아

아동

청소년

놀이a

6(42.9)

11(39.3)

3(18.8)

20(34.5)

독서

5(35.7)

11(39.3)

2(12.5)

18(31.0)

미술

3(21.4)

4(14.3)

4(25.0)

11(19.0)

음악

0(0.0)

2(7.0)

3(18.8)

5(8.6)

영화

0(0.0)

0(0.0)

2(12.5)

2(3.4)

에니어그램

0(0.0)

0(0.0)

2(12.5)

2(3.4)

계

14(100)

28(100)

16(100)

58(100)

a

놀이치료, 짝놀이, 게임, 치료놀이 등이 포함됨

3) 처치 프로그램의 주제별 분포
공격성 감소를 위해 어떤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했는지 살펴보기 위해 2편 이상의 논문에
적용된 처치 프로그램의 주제를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를 표 7에 제시하였다4). 총 94편 가운데
3) 유아,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논문은 각각 21편, 96편, 53편임(표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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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조절을 통한 공격성 감소의 효과를 분석한 논문이 35.1%(33편)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율
을 나타내었고, 공격성 및 학교폭력예방이 17편(18.1%), 용서교육 7편(7.4%), 정서조절 6편
(6.4%), 공감훈련 5편(5.3%), 자기표현훈련 4편(4.3%), 주장훈련과 인간관계훈련이 각 3편(3.2%)

으로 나타났다. 이외 사회적 기술 향상, 자기조절, 사회적 관심 증진, 의사소통훈련, 배려증진,
Think aloud, 품성계발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은 각 2편씩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유아의 경우 분노조절, 정서조절 및 자기조절 프로그램이 각 2편으로 나타났
다. 아동은 분노조절 프로그램이 전체 59편 가운데 37.3%(22편)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공감훈련, 주장훈련, 사회적 관심 증진, 의사소통훈련, 배려증진, Think aloud, 품성계발 등은 아
동에게만 실시된 프로그램들이다. 청소년은 공격성을 감소하기 위해 복합적인 요소들이 포함된
통합적 성격의 공격성 및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을 적용한 논문이 10편(37%)으로 가장 많았고,
분노조절 프로그램도 33.3%(9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와 같이 공격성은 다차원적 요인
에 의해 형성되므로 공격성 감소를 위한 중재에도 다양한 처치 프로그램이 활용되고 있으며, 특
히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논문들에서 처치 프로그램의 주제가 보다 다양하게 적용됨을
알 수 있다.

<표 7> 처치 프로그램의 주제에 따른 분포
처치 프로그램의 주제

연령범주
유아

아동

청소년

빈도(%)
전체

분노조절

2(25.0)

22(37.3)

9(33.3)

33(35.1)

공격성 및 학교폭력예방

0(0.0)

7(11.9)

10(37.0)

17(18.1)

용서교육

1(12.5)

3(5.1)

3(11.1)

7(7.4)

정서조절

2(25.0)

3(5.1)

1(3.7)

6(6.4)

공감훈련

0(0.0)

5(8.5)

0(0.0)

5(5.3)

자기표현훈련

0(0.0)

2(3.4)

2(7.4)

4(4.3)

주장훈련

0(0.0)

3(5.1)

0(0.0)

3(3.2)

인간관계훈련

0(0.0)

1(1.7)

2(7.4)

3(3.2)

사회적 기술 향상

1(12.5)

1(1.7)

0(0.0)

2(2.1)

자기조절

2(25.0)

0(0.0)

0(0.0)

2(2.1)

사회적 관심 증진

0(0.0)

2(3.4)

0(0.0)

2(2.1)

의사소통훈련

0(0.0)

2(3.4)

0(0.0)

2(2.1)

배려증진

0(0.0)

2(3.4)

0(0.0)

2(2.1)

Think aloud

0(0.0)

2(3.4)

0(0.0)

2(2.1)

품성계발

0(0.0)

2(3.4)

0(0.0)

2(2.1)

계

8(100)

59(100)

27(100)

94(100)

4) 논문 각 1편에 적용된 처치 프로그램은 또래상담자, 스트레스 대처훈련, 자아탐색, 친사회성 증진, 자기성
장, 부모교육, 멘토링, 칭찬활동, 리더십, 진로상담, 또래지지중심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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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격성의 측정방법, 공격성의 유형 및 프로그램의 효과 유무
공격성 감소의 효과를 보기 위해 공격성을 측정하는 방법과 측정한 공격성의 유형, 그리고
프로그램의 효과가 유의미한지를 분석하여 표 8에 제시하였다. 총 170편 가운데 대다수의 논문
(91.8%)이 공격성을 측정하는 데 설문조사방법을 사용하였고, 관찰을 사용한 논문은 5편(2.9%)

으로 나타났으며, 이 두가지 방법을 함께 사용한 논문은 9편(5.3%)이었다. 유아, 아동, 청소년 모
두 설문조사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아동과 청소년은 90% 이상이 설문조사에 의존하고
있는데 반해, 유아를 대상으로 한 논문 21편 가운데 15편(71.4%)이 설문조사를 활용하였고, 관찰
방법이 포함된 논문은 6편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의 처치를 통해 감소시키고자 하는 공격성의 유형을 살펴보면, 신체, 언어 및 물리적
형태를 포함하는 외현적 공격성만을 측정하여 효과를 검토한 논문이 대다수(98.2%)를 차지하였
다. 외현적 형태와 함께 관계적 형태의 공격성을 포함시킨 논문은 총 2편(1.2%)에 불과하였고,
각 1편씩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프로그램 실시 후 공격성 감소의 효과가 유의미한 논문이 전체의 82.4%(140편)이고, 유의미하
지 않게 나타난 논문은 7.1%(12편)로 나타났다. 즉 다양한 이론적 접근, 매체 및 처치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는 논문의 대부분이 공격성 감소의 효과가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표 8> 공격성 측정방법, 공격성의 유형 및 프로그램의 효과
구분

공격성
측정방법

공격성
유형

프로그램
효과

항목

연령범주

빈도(%)
전체

유아

아동

청소년

설문조사

15(71.4)

89(92.7)

52(98.1)

156(91.8)

관찰

2(9.5)

3(3.1)

0(0.0)

5(2.9)

설문조사+관찰

4(19.0)

4(4.2)

1(1.9)

9(5.3)

계

21(100)

96(100)

53(100)

170(100)

외현적 공격성

21(100)

95(99.0)

51(96.2)

167(98.2)

외현적 공격성+관계적 공격성

0(0.0)

1(1.0)

1(1.9)

2(1.2)

보고 안함

0(0.0)

0(0.0)

1(1.9)

1(0.6)

계

21(100)

96(100)

53(100)

170(100)

유의미

16(76.2)

78(81.3)

46(86.8)

140(82.4)

무의미

0(0.0)

7(7.3)

5(9.4)

12(7.1)

검증 안함

5(23.8)

11(11.5)

2(3.8)

18(10.6)

계

21(100)

96(100)

53(100)

17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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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2000년부터 2012년 사이에 국내에서 수행된 공격성 감소 프로그램을 실시
한 논문 176편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의 처치 특성 및 처치 방법과 관련한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공격성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의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다. 유아부터 청소년을 대상
으로 한 공격성 감소 프로그램의 연구는 2000년대 초반 이후 활발히 진행되었고, 대부분 석사학
위논문에서 다루어졌으며, 상담 및 심리치료뿐 아니라 아동학, 사회복지학, 간호학 등 광범위한
연구분야에서 관심을 가져온 것을 확인하였다. 다음에서 주요 분석결과에 대해 논의하고, 추후
연구과제를 제시하였다.
먼저 공격성 감소를 위한 프로그램의 처치 특성을 크게 연구참여자, 실험집단의 구성 및 실험
집단의 일정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참여자의 성별은 남, 여학생
모두를 포함시킨 연구가 전체의 63.6%를 차지하였고, 남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논문이 21%로,
여학생만 참여한 논문 5.7%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이 공격성 예방 및 감소를 위
한 개입이 남학생에게 보다 집중된 것은 부모나 교사 등 성인들에게 더욱 인식되기 쉬운 형태인
외현적 공격성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볼 때(김민정, 도현심, 2001;
Archer, 2004; Xie et al., 2005), 공격성 감소에 대한 개입 대상으로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지목

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연구참여자의 연령은 초등학생이 과반수 이상(54.5%)을 차지하였고, 중학생이 그 다음으로 많
았으며(21%), 유아 대상의 논문은 전체의 11.9%이었다. 유아기 동안 신체적 공격성의 발생이 아

ôé

동 및 청소년기 보다 빈번하며 유아기 공격성이 이후 발달단계까지 지속됨을 감안하면(C t et
al., 2006), 조기 개입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아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아동과 청소년에 비해 많이 실시되지 않고 있다. 부모를 참여시킨 연구는 3편(1.7%)에 불과하였
는데, 아동과 함께 부모 훈련을 포함시켰을 때 아동만 참가하였을 때보다 프로그램의 더 큰 효과
를 기대할 수 있으나(Webster-Stratton & Hammond, 1998), 국내 연구에서는 부모를 참여시키는
데 비교적 소극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연령이 어릴수록 개인적 특성뿐 아니라 중요한 맥락적
요인의 영향력이 크므로 다학문적 접근이 유용한데, 교사를 참여시킨 공격성 감소 프로그램은
유아부터 청소년까지 전무한 실정이다. 이는 학급 내 공격행동이나 또래괴롭힘에 대한 교사의
대응 및 지도감독이 또래괴롭힘과 같은 공격행동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한다는 경험적 연구결과
들(박미연, 2000; Lee, Buckthorpe, Craighead, & McCormack, 2008)이 중재 프로그램에는 아직
까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연구참여자들이 모집된 출처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일반집단을 통한 표집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79.5%). 이러한 결과는 연구참여자의 접근성이 쉬
운 것도 연구의 중요한 조건임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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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실험집단을 구성할 때 전체적으로는 공격성 수준이 높은 집단을 선발하고 있는 비율이
과반수 이상(58.2%)을 차지하고 있으나, 유아들은 일반집단의 비율(52.4%)이 공격성이 높은 집
단의 비율(47.6%)에 비해 조금 높게 나타났다. 아동과 청소년은 공격성 고수준 집단이 각각
53.1%, 71.7%로 일반집단보다 많았으나, 아동에 비해 청소년의 경우 공격성 수준이 높은 대상을

더 많이 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아부터 청소년까지 연령이 높을수록 치료 차원에서 프로
그램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연령이 낮아질수록 예방 차원의 중재가 많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실험집단을 선발하는 방법은 외현화 행동문제를 측정하는 도구를 사용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80.8%), 아동 및 청소년의 경우 교사나 보호관찰관의 추천으로도 선발되었다(16%).

실험집단의 크기는 유아는 16∼20명, 아동과 청소년은 6∼10명으로 구성한 논문이 가장 많았
다. 연령이 어릴수록 교사의 학생 통제능력을 고려하여 집단의 크기가 작은 것이 보통인데
(Gazda, 1989), 유아의 경우 16~20명이 가장 많게 나타난 결과는 유아교육기관에서 한 반 전체를

대상으로 예방 차원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 특성을 나타내주고 있다.
셋째, 실험집단의 일정과 관련하여, 프로그램의 총 회기 수는 전체적으로 8~10회기가 가장 많
은 빈도를 나타내었고, 그 다음으로 11~14회기가 많았다. 아동과 청소년은 8∼10회기가 가장 많
았고, 유아는 11∼14회기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5~7회기 만큼 짧거나 21회기 이상을 진
행한 경우는 각각 2.9%와 4.1%로 낮은 비율을 보여주었다. 회기를 얼마나 길게 할 것인가는 프
로그램의 목표에 따라 달라지는데, 공격성은 비교적 안정적인 특성이 있어 긴 회기가 요구되지
만 유아부터 청소년까지 공격성 감소를 위한 프로그램은 장기적인 프로젝트로서 서비스되기 보
다 단기적인 프로그램으로 실시되고 있었다.
회기당 소요시간은 청소년은 70∼90분이 가장 많았고, 유아와 아동은 40∼50분간 진행하는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실험처치 간격은 연령에 관계없이 모두 주 2회를 가장 선호하고 있
으나, 주 2회 다음으로 유아의 경우 주 3~5회가 많았고, 아동은 주 1회와 주 3~5회가 동일하게
많았으며, 청소년은 주 1회의 실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연령이 어릴수록
프로그램 총 회기 수는 길지만, 연령에 따른 주의집중 시간이 고려되어 회기 소요시간은 짧게
진행하고 있고, 집단은 보다 자주 만나는 것을 알 수 있다(강진령, 연문희, 2009).
다음으로 공격성 감소 프로그램의 처치 방법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첫째, 공격성 감소를 위한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연구들마다 다양한 이론적 접근에 근거하고
있다. 유아를 대상으로 이론적 접근에 따라 프로그램을 구성한 논문은 2편인데, 모두 명상 프로
그램이었다. 아동과 청소년은 이론적 접근 중 인지, 행동, 정서적 접근을 많이 적용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게슈탈트, 해결중심 등 보다 다양한 이론적 접근에 따라 실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공격성의 예방보다는 치료 목적에서 더 많이 수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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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감안할 때, 연구자마다 지향하는 이론적 접근에 따른 치료의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으로 보
인다.
둘째, 프로그램에 사용된 매체 및 보조자료를 살펴보면, 유아와 아동의 경우 놀이와 독서를
많이 활용하고 있고, 청소년은 미술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별로 매체가 가지
는 특성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은 미술 외에도 놀이, 독서,
음악, 영화, 에니어그램 등 다양한 매체를 골고루 활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연령별로 전체 논문
대비 매체나 보조자료를 사용한 논문의 비율에서 유아 대상의 논문이 아동 및 청소년에 비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유아들의 발달 특성상 매체 활용이 많은 것을 나타내준다.
셋째, 처치 프로그램의 주제는 전체적으로 분노조절을 통한 공격성 감소의 효과를 얻으려는
논문이 가장 많았다. 이는 공격성의 위험요인으로 높은 분노 수준 및 분노조절력 부족이 많이
거론되고 있어(이혜련, 김경연, 2008; 정연희, 2006; Eisenberg, Cumberland, Spinrad, Fabes,
Shepard, Reiser, Murphy, Losoya, & Guthrie, 2001), 분노를 조절하는 중재가 공격성 감소를

위한 프로그램에 가장 많이 적용된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외 정서조절, 용서교육, 공감훈
련, 자기표현훈련, 의사소통훈련 등 다차원적 요소를 아우르고 있어 공격성 감소를 위해 매우
광범위한 처치 개입이 적용된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청소년의 경우 복합적인 요소들을 포괄적
으로 구성한 공격성 및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는 공격성이 다
차원적 요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경험적 연구결과들(서미정, 2011; 윤혜미, 박병
금, 2005; Martino et al., 2008)이 반영되어 개별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연구자에 따라 관심의 초
점이 다르다해도 전반적으로는 생태학적 접근이 강조된 것으로 보인다.
넷째, 공격성을 측정하는 방법은 유아부터 청소년까지 모두 설문조사에 가장 많이 의존하고 있
으며, 소수의 연구에서 관찰법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유아가 아동 및 청소년에 비해 관찰법 사용
의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유아를 대상으로 할 경우 설문조사방법을 적용하기에는 인지적 능력의
한계가 있으므로 아동과 청소년에 비해 관찰법을 보다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공격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초점을 둔 공격성의 유형은 유아, 아동 및 청소년 모두 외
현적 공격성이 대부분이었고,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개입은 아동 및 청소년 대상의 프로그램 각
1편씩만 이루어져 절대적으로 부족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겉으로 드러나는 형태의 외현적 공격

성이 보다 은밀하게 진행되는 형태인 관계적 공격성에 비해 타인의 눈에 잘 띄게 되므로 개입의
필요성 또한 외현적 공격성이 더욱 크게 인식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통해 추후 공격성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교육 현장에 다음과 같은 시사
점을 제공할 수 있다. 첫째, 연구참여자의 균형있는 확대가 요구된다. 즉 여학생에게 적용하는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시가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하겠고, 공격성의 예방 차원에서 학령전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연구가 보다 많이 활성화 되어야 겠으며, 환경적 개입의 필요성을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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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부모 참여를 더욱 증가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공격성의 감소에 보다 다각적인 개입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교사가 중요한 중재자가 될 수 있음을 실제 프로그램에 적용하여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환경적 개입 차원에서 부모와 교사뿐 아니라 또래를 통한 공격성 감소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 또래를 참여시킨 프로그램이 한편도 없었지만 공격행동은
가해자와 피해자 외 주변또래가 적극적으로 동조하거나 침묵함으로써 강화될 수 있으므로 또래
집단을 포함시키는 개입 방안에 대한 개발 및 검증이 필요하다고 본다(서미정, 2006).
둘째, 본 연구의 결과들이 공격성 감소 프로그램뿐 아니라 학교폭력이나 또래괴롭힘 등 보다
심각한 공격행동의 예방을 위한 관련 정책에 기초자료로 제공된다고 기대할 때 연구참여자 표
집의 편향을 줄이고 균형있는 표집이 요구된다. 즉 아동 및 청소년의 경우 공격성의 예방 차원에
서 일반집단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의 실시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셋째, 공격성을 측정하는 방법의 균형을 고려하여 다양한 측정방법의 활용이 요구된다. 전체
적으로 관찰법을 활용한 연구가 많지 않은데, 교사나 또래 등 외부의 관찰을 설문조사와 함께
병행하는 등 연구방법론적 다양성을 보다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넷째, 관계적 형태의 공격성 감소를 위한 프로그램 연구가 양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외현적, 관계적 형태의 공격성은 서로 구별되며 각각이 연결되는 부적응 변인들이 다름을 고려
하면(서미정, 2011), 관계적 공격성의 감소를 위한 프로그램의 실시도 적응에 중요한 의미를 가
진다. 관계적 공격성은 학령 전기에 비해 아동 후기에 더욱 현저히 나타나므로(서미정, 2012;

ö

ôé

Bj rkqvist, 1994; C t et al., 2007; Karriker-Jaffe et al., 2008), 아동과 청소년은 물론이고 조기

개입 차원에서 유아기부터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상에서처럼 본 연구는 최근 13년간 국내에서 발표된 학술논문을 대상으로 유아부터 청소년
에게 실시된 공격성 감소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들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아동과 청소년에 초
점을 둔 선행 연구(유수정, 2011)를 확장하여, 그 동향을 파악한 데 의의가 있다. 게다가 공격성
예방 및 감소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향후 연구과제를 제안한 점이 실용적 의의라
하겠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분석대상 논문들의 연구방법상의 특성을 중심으로 동향을 분석하
였고,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효과의 유의미성 여부만을 살펴보았다. 추후 연구에서는
연령별로 어떤 처치 특성 및 처치 방법이 더 큰 효과크기를 보여주는지 등 연구결과의 체계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또한 본 연구의 대상을 국내 연구물에 한정함으로써 국외 연구들과의 비교를
통해 보다 포괄적인 안목에서 연구방향을 제시하지 못한 한계점을 가진다. 이에 추후 연구에서
는 국외 연구들의 동향도 함께 파악하여 국내와 국외 프로그램의 특성을 비교하는 연구도 필요
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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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rends and Issues in Aggression Intervention Programs
from Early Childhood to Adolescence*
5)
**

Seo, Mijung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provide a review of research and to address future
issues in the area of aggression intervention programs. Particularly, the study focused on
reviewing interventional characteristics and treatment methodological factors in research. The
comprehensive review includes 176 studies, published between 2000 and 2012, of aggression
intervention programs during early childhood and adolescence. The findings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 regard to participants, boys and elementary school children from general
populations such as kindergarten and school were much more. In addition to total sessions
and time per session were different according to age. Second, in regard to treatment methods,
aggression intervention programs used various theoretical approaching, supplementary tools,
and treatment contents. Also, observation for preschoolers and survey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were more used. Most programs focused on decreasing overt aggression. Issues
related to Korean aggression intervention programs and implica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Key words: overt aggression, relational aggression, intervention programs, research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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