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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슈탈트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비행행동 청소년의
공격신념, 정서표현, ADHD증상에 미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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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비행행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게슈탈트 이론 기반의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공격신
념, 정서표현, ADHD증상에 어떤 효과를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09년 9월
부터 11월까지 부산지역의 6개의 경철서롤 통해 절도 현행범 또는 긴급 체포된 청소년들 중,
담당경찰관에 의해 사법처리 대신 부산시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사랑의 교실” 프로그램 이
수명령을 받은 절도 및 폭력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집단상담 프로그램 실시 전, 후에
공격신념 검사, 정서 표현 질문지,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 충동성(ADHD)진단 척도를 사용
하여 프로그램의 효과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학생들은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 공격신념이 감
소하였으며, 정서표현의 증가와 함께 충동성 및 과잉행동의 감소를 보였다. 본 연구는 공격성
과 관련이 있는 절도 및 폭력문제를 일으키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게슈탈트 중심의 집단 상
담을 통해 억눌렀던 감정들을 자각하고 표현해봄으로써 공격신념을 감소시킨 점에 의의가 있
다.
주요어 : 게슈탈트 집단 상담 프로그램, 비행행동 청소년, 공격신념, 정서표현, ADHD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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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폭력행동을

서 론

하는 청소년들은 스트레스 상황에 부딪히면
최근 사회적으로 폭력, 절도 등과 같은 다

일반 청소년들에 비해 더 공격적이고 반사회

양한 청소년 비행 문제 행동이 증가하고 있는

적으로 대처하는 경향을 보이며 공격적으로

실정이다. 이 시기의 부적응행동은 우울, 알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조성호, 1999).

중독, 반사회성들의 만성적인 문제와 관련이

이는 공격성이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에 부정

있으며(곽금주, 문은영, 1993), 이후 성인기까

적인 영향을 주어 좌절과 분노를 자주 표현함

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예방대책이 시급

으로써 공격성과 같은 문제행동을 보이게 되

하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 비행이란 12세 이

는 것이다(Rubin et al, 1991).

상 20세 미만의 소년에 대하여 범죄행위, 촉

공격성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다른데,

법행위, 우범행위를 말하며(김종환, 2002) 정당

Conte와 Plutchil(1981)은 공격적 특성의 의미를

한 이유 없이 가정에서 이탈하거나 범죄성이

소심하다는 특성이 지니는 의미와 반대되는

있는 부도덕한 자와 교제하거나 금전낭비, 불

개념으로 보는 반면에 Compbell et, al(1992)은

건전한 오락 등을 하는 자로서 개인의 성격

공격성을 두 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도구적 공

또는 환경에 비추어 장래에 형벌법령을 범할

격성과 분노나 감정 표현적 공격성향으로 정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청소년 비행행동

의한다. 도구적 공격성향을 가진 사람은 자신

의 원인으로 청소년들은 발달 특성상 급격한

의 욕구화된 목적이나 결과를 획득하기 위해

신체적, 심리사회적인 변화를 경험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며, 분노나

과도기단계라는 발달적 특성과 더불어 청소년

감정 표현적 공격 성향을 가진 사람은 극단적

문제행동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심리내적인 특

감정 요소로 인해 자기 통제가 어렵기 때문에

성이 있다(양미진, 이은경, 이희우, 2006). 우울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다고 보았다.

과 충동성은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관련이

공격행동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와 이론들에

있으며(이희정, 2010), 불안은 청소년의 일탈행

서 공격행동을 유지 시키는데 있어 인지가 중

동에 영향을 주며, 분노, 공격성, 충동성은 청

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Bandura,

소년 문제 행동과 관련이 있다(박영신, 김의철,

1986; Burks, Dodge, Price & Laird, 1999). 공격

2003).

신념은 다양한 상황에서 공격행동에 대한 수

그 중에서 공격성이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용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한 인지라고 할 수

관련이 있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보고 있다

있으며(Huesman & Guerra, 1997), 개인의 공격

(McCord, 1988; Olweus, 1991). 공격성은 반사회

신념이 얼마나 합리적인가에 따라 공격성의

적 행동, 범죄, 비행, 폭력 등을 유발시키는

감소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

심리적 특성으로 타인에게 해를 입히고 성인

간의 행동은 인지과정 뿐만 아니라 정서과정

기의 폭력이나 범죄행위로 지속될 수 있다

의 영향도 받기 때문에(손지영, 2003), 정서적

(Mussen, Conger, Kagan, & Huston, 1984). 김혜

인 부분을 다뤄줄 필요가 있다.

원과 이해경(20001)도 분노와 공격성을 폭력을

한편, 범법 행위와 관련한 비행 청소년의

저지르는 학생들에게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성

경우 어떠한 목적이나 결과를 위해 공격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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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하기도 하지만 분노나 감정표현과 관련하

기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 감정을 조절하거나 통제하지 못함으로써

게슈탈트 이론에서 모든 개체는 게슈탈트를

공격성을 드러내는 경우가 두드러질 것으로

완결 지으려는 동기를 지니고 있는데, 해소되

보이는데 이는 비행청소년의 경우 일반청소년

지 않은 게슈탈트를 “미해결 과제”라고 한다

에 비해 공격성과 지배성이 높으며, 감정성,

(김정규, 1995). 부정적인 감정이 미해결된 채

충동성과 같은 특징을 보이기 때문이다(이종

로 남아 있다가 비슷한 상황에 부딪치면 다시

승, 2000). 공격과 충동성 또한 서로 관련성이

떠올라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공격

있는데 충동적인 사람은 취약한 환경에서

적인 행동이나 언어 표현을 하는 것을 볼 때

반사회적 행동의 표출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김은진, 1997), 비행행동이 높은 청소년들의

(Gorenstein & Nenmam , 1980), 공격적인 행동

경우 비행행동과 관련이 있는 공격성이 과거

이나 비행, 품행장애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제대로 해소되지 못한

(Helmer, Young & Phil, 1995). 충동성과 공격성

상태에서 공격성, 충동성 및 과잉행동으로 나

이 청소년 비행행동의 하나인 도벽에 영향을

타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미해결되어 개인의

미친다는 연구결과(Grant & Kim, 2002)와 도벽

내면에 억압된 감정을 자각하게 하는 게슈탈

환자의 15%가 ADHD 진단 기준을 충족하는

트적 접근은(어성숙, 2008) 공격성을 다루는데

것으로 보고된 연구 결과(Grant, 2006)를 볼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게슈탈트 이론에서

때, 공격성과 충동성, 과잉행동인 ADHD 성향

공격적인 행동을 통해 공격성을 드러낸다고

이 비행행동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하더라도 잠재된 분노를 제대로 표현하는 것

공격적 아동의 정서를 살펴본 연구에서 공격

이 아니라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 공격성을 드

적 아동은 분노와 같은 부정적 감정들을 효과

러낸다고 보기 때문에(Oaklander, 2006), 공격성

적으로 조절하는 능력이 부족하며(Garber &

을 해소하기 위해 지금 -여기의 감정자각에

Dodhe, 1991), 상황에 대한 해석을 부정적인

초점을 두어 과거의 구체적인 상황과 현재를

의도로 귀인 시키는 경향이 있다(Dodge &

연결 지음으로써 미해결 과제를 지금-여기에

Newman, 1981). 이는 낮은 정서조절로 인하여

가져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게슈

왜곡된 신념을 가지게 하여 비합리적인 공격

탈트 치료의 전통적인 방식은 집단 속에서의

신념에 영향을 주고 이는 다시 낮은 정서조절

개인 작업으로(Polster et al., 1974), 이는 집단

과 관련이 되며 부적절한 정서에 영향을 주게

중심 게슈탈트 치료의 효과성을 알 수 있다.

되는 것이다. 낮은 정서지능은 높은 과잉행동

공격성을 감소하기 위해 게슈탈트 집단 상

과 충동성을 보고하였으며 낮은 정서지능은

담을 실시한 국외 연구를 살펴보면 Bohart

정서표현에 있어서 영향을 줌으로써(박정화,

(1977)은 게슈탈트 집단 상담에서 게슈탈트 상

2008), 과잉행동 및 충동성은 부적절한 정서표

담기법이 공격적 행동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

현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맥락

이라고 보고하고 있으며, 게슈탈트 상담기법

에서 공격성을 지속시키는 요인인 공격신념과

을 적용하였을 때 내담자의 공격성이 감소되

정서성, 충동성을 각각 하나의 특징으로 보기

었다(Zimmerman, 1979). 국내 연구에서 시설아

보다는 전체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유

동을 대상으로 게슈탈트 심리치료 이론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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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감각 및 환경

상이 아동에게 국한되어 있으며, 공격성이 문

알아차림을 중심으로 집단원간의 상호작용을

제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청소년이나

통해 시설 아동의 불안과 공격성이 전반적으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게슈탈트 프로

로 감소하였으며(김지은, 2007), 매 회기마다

그램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신체자각과 표현활동을 중심으로 자기를 표현

의 선행연구에서 입증된 신체자각과 감정자각

할 수 있도록 한 신체활동중심 게슈탈트 집단

을 통해 집단 안에서 미해결된 감정 및 욕구

상담 프로그램을 학교현장에 적용하여 초등학

를 해소하고 긍정적인 자기 인식을 통해 비행

생의 공격성 및 자기표현력에 미치는 영향을

행동공격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공격신념, 정

살펴보았을 때 공격성이 감소함과 동시에 자

서성 그리고 충동성을 다루고자 하였다.

기표현 행동이 높아졌다(이은희, 2007). 행동으

공격적인 행동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표

로 경험하여 부정적 자기감정을 표출하게 하

출되기 때문에 타인 및 관계 지향적 행동, 타

였을 때 공격성과 충동성이 감소된다는 것을

인에 대한 이해, 수용 및 공감 경험을 증진시

볼 때(차정화, 1998), 언어로 감정을 표현하기

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는

힘든 대상에게 신체기법을 중심으로 자신을

데(김춘경, 2004).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비행

알아차리고 표현하게끔 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청소년을 위한 공격성 감소를 위한 프로그램

알 수 있다.

들은 기법 면에 있어서 인지 및 행동 수정을

과잉행동과 충동성의 감소를 위해 게슈탈트

위한 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한계

집단상담을 실시한 연구에서 정영숙(2008)은

를 극복하기 위해 단순히 인지 및 행동의 변

게슈탈트 예술치료가 ADHD 성향인 과잉 행

화가 아닌 좀 더 내면적인 부분을 탐색하고

동, 충동성, 주의력 결핍을 가진 아동의 문제

다룸으로써 근본적인 변화를 도울 필요가 있

행동을 감소시키고 대인관계를 향상시킨다고

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4회기에 실시하는

보고 하였다. 게슈탈트 예술치료프로그램은

장미덩쿨 그리기를 통해 비행 청소년들이 미

예술활동을 통해서 자유롭게 표현하게끔 하였

처 알지 못한 자신의 감정과 자신을 둘러싼

고 활동 후에 집단원의 작품에 대해 서로 나

환경에 대해 표현하고 나눔으로써 내재적인

누는 시간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처럼 기

부분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존의 게슈탈트 프로그램의 내용을 살펴보면

한편 공격적인 사람은 건강하게 감정을 표

언어로써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표현하게

현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여 공격적인 방법으

끔 하는 활동 보다 신체나 작품 활동을 통해

로 행동한다는 연구결과와(Jones, 1991), 공격성

자기 표현력을 증진시키고 공격성, 충동성 및

은 억압된 정서를 표출함으로써 긍정적인 변

과잉행동을 감소시키고자 하였다. 실제로 게

화를 얻을 수 있다는 연구결과(Saarni, 1999)를

슈탈트 집단 상담이 공격성 및 충동성을 감소

볼 때, 기법 면에서 자연스러운 자기표현 및

하고 자기표현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

감정의 발산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게슈탈트

으며, 신체활동 중심과 행동으로 경험하게 하

집단 상담 프로그램이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는 방법들이 대상자의 감정을 자각하는데 도

아직까지 게슈탈트 상담과정과 효과 및 평가

움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 대

에 관한 경험연구는 활발하지 못한 편이며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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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탈트 기법을 적용한 청소년 대상 상담 프로

신고를 했거나, 제 3자가 피해현장을 목격하

그램은 부족한 실정이다(한혜영, 2001). 따라서

여 신고한 경우 조사과정에서 경찰관이 가해

본 연구를 통하여 공격성이 높은 청소년의 미

자가 ‘사랑의 교실’ 을 통해 효과가 있을 것으

해결된 감정을 알아차리고 해소함으로써 정서

로 기대된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가해자 보호

표현성을 길러주는 유용한 프로그램의 하나로

자 또는 신뢰관계자가 이해 동의를 하여 상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센터의 프로그램으로 연계가 이루어 이루어진

본 연구에서 게슈탈트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다. 본 연구는 의뢰된 42명을 대상으로 진행

적용이 비행행동 청소년들의 정서표현, 공격신

되었으며, 이 가운데 프로그램 사전-사후 평가

념, 충동성 및 과잉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

에 참가하여 최종 자료 분석에 포함시킨 학생

하기 위하여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은 30명(남: 20명, 여: 10명)이다.
본 연구는 정서표현 검사, 공격신념 검사,

연구문제 1. 게슈탈트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ADHD 진단검사를 사용하여 실험집단에 사전

비행행동 청소년들의 정서표현을 향상시키는가?

검사를 실시한 후 8회기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연구문제 2. 게슈탈트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진행하였다. 프로그램 진행은 P대학교 상담심

비행행동 청소년의 공격신념을 감소시키는가?

리 전공 석사과정 대학원생 8명이 진행하였다.

연구문제 3. 게슈탈트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본 프로그램의 개발에 공동으로 석사과정 대

비행행동 청소년의 충동성, 과잉행동을 감소

학원생 8명이 참가하였고 프로그램 진행에 앞

시키는가?

서 프로그램 파일럿 테스트를 하였다. 다른

연구문제 4. 게슈탈트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사람들로부터 피드백과 자문교수님의 도움을

통해 비행행동 청소년의 내적인 부분을 탐색

받아 프로그램진행자들의 운영과 관련하여 질

할 수 있는가?

적 통일성을 보완하였다. 2009년 3월에서 8월
까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2009년 9월부터
2010년 2월까지 프로그램을 실행하였다. 프로

방 법

그램 실행에 앞서 개발된 프로그램을 게슈탈
트 전문가 자격을 가진 상담심리 교수 1인에

연구대상 및 절차

게 자문을 받았다. 프로그램 마지막 회기 실
시 후 사전검사와 동일한 검사도구로 사후검

본 연구는 2009년 3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4회기 주요

진행되었으며, 11월까지 부산지역의 6개 경찰

프로그램인 장미덩쿨 그리기에 대한 질적 분

서를 통해 절도 현행범 또는 긴급 체포된 청

석과 전반적인 소감문의 내용분석을 하였다.

소년들 중, 담당 경찰관에 의해 사법처리 대
신 부산시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사랑의 교

게슈탈트 이론을 중심으로 한 집단상담 프로

실’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받은 절도 및 폭력

그램 구성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의뢰되는 과정
은 다음과 같다.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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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프로그램은 공격성이 높은 폭력 및 절도

차리고 표현하게 함으로써 감정을 자각하는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정서표현을 촉

있어 효과적이었다. 5회기와 6회기에는 자각

진하고, 억압된 정서를 해소하고 공격성, 과잉

된 감정과 욕구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그 감정

행동, 충동성을 해소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프

을 일으키게 한 대상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고

로그램의 구성은 게슈탈트 심리치료 이론을

어떻게 하면 미해결된 감정을 해결할 수 있을

적용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설아동의 불안과

지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7회기

공격성을 감소시켰다는 연구결과(김지은, 2007)

와 8회기는 과거의 미해결된 감정을 해소함으

와 과잉행동, 충동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게슈

로써 지금-여기에 집중하고 과거의 나와 현재

탈트 집단상담이 대인관계와 또래 수용도에

의 나를 통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매회기 프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연구결과(정영숙, 2008),

로그램을 마친 후 심리적으로 경험한 내용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게슈탈트 집단상담 이후

느낌들을 서로 이야기 하도록 하였으며, 프로

불안과 공격성이 감소되었다는 연구결과(한혜

그램을 마치면서 서술식 소감문을 작성하게

영, 2001)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에서 공격성이

하였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표 1과 같다.

높은 폭력 및 절도 청소년들이 자신의 신체와
감정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하고 알아차린 감

측정도구

정을 지금-여기에서 접촉하게 함으로써 억압
된 욕구와 감정을 자각하게 하는데 중점을 두

정서표현 질문지

었다. 그리하여 집단에서 주로 쓴 기법으로

정서표현 질문지를 King과 Emomons(1990)이

운동 및 신체작업, 미술기법, 비언어적 커뮤니

개발하고 하정(1997)이 번안하여 요인구조와

케이션, 상상하기 활동이 포함되어 있으며 연

신뢰도를 조사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구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상담심리 전공 박

총 16문항이며 각 문항은 7점 Likert 척도로

사급 선생님과 게슈탈트 전문가 자격을 가진

‘6, 12, 15번 문항은 역점수로 전환하여 사용

상담심리교수 1인의 자문을 받았다. 집단상담

하고 점수의 총 범위는 16점에서 112점까지로,

프로그램은 방과 후 부산 청소년 상담 지원센

총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표현 경향이 높음을

터 다목적실에서 총 8회기를 실시하였다. 프

의미한다. 하정(1997)의 연구에서 요인 부하량

로그램의 회기별 주요 목적과 내용은 경찰서

이 0.3이하인 6번 12번 문항을 제외하였을 때

에서 의뢰된 청소년들의 학년과 학교가 다르

하위요인인 친밀한 정서표현의 내적신뢰도

기 때문에 매 회기마다 촉진게임을 진행하고

(Cronbach's  )는 .70, 부정적 정서표현은 .63,

1회기에는 집단원들과 리더간의 라포형성에

긍정적 정서표현은 .65로 나타났으며 전체 내

초점을 두고 2회기에는 신체적인 자각에 초점

적신뢰도(Cronbach's  )는 .75로 나타났다.

을 두고 3회기와 4회기에는 감정 및 욕구자각

본 연구의 내적신뢰도(Cronbach's  )는 친밀

을 일으키기 위해 미술기법을 활용하였다. 특

한 정서표현은 .70, 부정적 정서표현은 .63, 긍

히 4회기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표

정적 정서표현은 .65이며 전체 내적신뢰도

현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장미덤불

(Cronbach's  )는 .76으로 나타났다.

이라는 것을 매체로 내면에 있는 자신을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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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게슈탈트 중심 집단상담 프로그램 세부 내용
목표

회기

활동

주요내용

․프로그램 소개
1회

․신체게임

미해결 감정 탐색, 관계형성

․요즘 나는
․별칭 짓기

신체자각

․혼자옵서예
․느껴봐! 손의 감촉
2회

신체감각 알아차리기

․나를 나타내기

매체를 통해 나를 표현하기

․감정과 분리하기
․전체 평가
․감정 스피드 게임
3회

․이 표정은 어떤 기분일까?
․전체 평가

감정자각

타인과 의사소통
자신의 감정과 느낌을 알고 표현

․나는 장미덤불이다
4회

감정 자각

장미덤불을 통해 상징적으로 자신을 나

․사려 깊은 장미 덤불

타냄으로써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 감정,

․전체 평가

욕구상태를 자각

․손 꼬아 풀기
․와우! 신난다
․장미덤불 느낌 회상하기

자신의 감정과 느낌을 알고 표현

․그 사람은 왜 그랬을까?

현재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인

미해결된

․자신의 신체동작에 대해 나누기

지 신체활동을 통해 자각

감정 및

․돌보지 않은 내 모습

욕구해소

․전체 평가

5회

6회

7회
긍정적인
자기인식
8회

․몸으로 가위 바위 보

원하는 상황을 상상함으로써 타인에 대

․신이 나를 도와준다면

한 자기 욕구 탐색

․나의 감정은

타인의 변화에 따른 자신의 감정 변화

․전체 평가

인식

․꼬리잡기

달라진 모습을 꼴라쥬로 표현함으로서

․달라진 나의 모습

변화 후의 긍정적인 자기상 인식

․합체!

꼴라쥬를 합쳐보고 자신의 모습을 다른

․전체 평가

사람들에게 표현

․내 느낌 내 생각!

활동들을 통해 알아차린 감정들을 언어

․새로워진 나

로 표현

․전체 평가

변화하고 싶은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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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신념 검사

결핍 하위요인에서는 .80, 과잉행동 및 충동

공격신념 검사는 Slaby와 Guerra(1988)가 개

성 하위요인에서는 .85이며 전체 내적신뢰도

발한 신념척도를 참고하여 Cynthia와 Steven

(Cronbach's  )는 .89로 나타났다.

(1993)이 아동용으로 수정, 제작한 공격합법화
신념 검사를 번안하고, 다른 연구자(윤리라,

자료 분석

1999; Guerra & Huesmann, 1994)들의 문항을
추가하여 총 29문항의 검사지를 구성하였다.

첫째, 각 질문지가 구성하고 있는 하위변인

Cynthia와 Steven(1993)이 제작한 공격합법화 신

들에 대해 평균, 표준편차, 신뢰도 분석을 하

념검사는 다양한 상황에서 공격행동의 사용이

였다. 둘째, 사전-사후 검사항목에 대한 평균

정당하고 수용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개인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 수집된 사전-사후검사

신념을 측정하는 검사이며 본 연구에서는

에 대한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셋째,

손지영(2001)이 요인분석을 하여 추출한 19

통계적 검증에 따른 양적 결과가 갖는 신뢰성

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내적신뢰도

에 대한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해 소감문 및

(Cronbach's  )는 공격행동의 합법화의 하위영

장미넝쿨 활동에 대한 질적 분석방법을 제시

역은 .89, 공격행동을 통한 사회적 승인 추구

하였다.

는 .71이며, 전체 신뢰도는 이다.

결 과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충동성(ADHD)
진단 척도
DSM-IV(1994)에 규정된 ADHD 진단 척도를
위지희(2003)가 사용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정서표현, 공격신념, ADHD 점수의 사전․사
후 차이 비교

척도는 최근 6개월간 자신의 모습에 가장 가
까운 것에 응답하는 형태로 총 18문항으로 구

표 2와 같이 정서표현(t(29)=-1.02 ns), ADHD

성되어 있으며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위

(t(29)=.47 ns)에서는 사전-사후검사 간에 통계

지희(2003)의 연구에서 내적신뢰도(Cronbach's

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으나 공격신념(t(29)

 )는 .88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주의력

=2.27, p<.01)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

표 2. 정서표현, 공격신념, ADHD 척도의 사전․사후검사 점수의 차이검증 결과
사전검사

사후검사

t

M

SD

M

SD

정서표현

52.90

10.58

54.63

9.70

-1.02

공격신념

45.23

12.07

41.70

13.79

2.27

ADHD

41.70

9.36

40.87

10.31

.47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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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다.

잘못을 한 번 깨우쳐서 다신 이런 일 안해야

먼저 정서표현을 보면, 사전검사 평균은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제일 크게 생각된 건

52.90, 사후검사 평균은 54.36으로 프로그램을

절대 이런 일 없도록 해야겠다는 것이다.”는

실시한 후에 정서표현의 평균점수가 1.73으로

다짐이 많았다. 이는 프로그램에서 비행행동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격신념을 보면 사

청소년들의 잘못한 행동을 직접적으로 다루지

전검사 평균은 45.23, 사후검사 평균은 41.70으

는 않았지만, 자신과 주변의 관계에 대해 생

로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에 공격신념의 평균

각해보는 활동을 통해 본인의 행동을 돌아볼

점수가 3.5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지

으로 ADHD 진단척도를 보면 사전검사 평균

막으로 게슈탈트 기반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은 41.70, 사후검사 평균은 40.87로 ADHD의

참가한 비행행동 청소년들은 집단상담 경험

평균점수가 0.8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및 상담센터에 대해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게
된 것을 알 수 있었는데 프로그램 이전에는

게슈탈트 기반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가 비행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가 낮은 편이었지만, 프

행동 청소년의 프로그램 소감문

로그램이 마무리되는 시점이 되면서 대부분이
아쉬움을 토로하였다.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게슈탈트 기반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가한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반성하는 시간이 될

비행행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실시

수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저런 상담, 그림,

한 후 프로그램 소감문 및 4회기 프로그램인

얘기, 글을 적어보고 해보고 하면서 더 많은

장미 덤불 그리기에 대한 질적 분석을 실시하

생각들을 해볼 수 있었고 나에 대해서 좀 더

였다. 소감문 내용은 크게 표현활동을 통한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

자기 이해,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다짐, 집단

다.” “상담을 또 받았으면 좋겠다.” “살다가

상담 경험 및 상담센터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

상담센터 한 번 쯤 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

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현활동을 통한 자기

다.”와 같은 주된 의견이 많았다.

이해와 관련해서 “그림을 그릴 때는 내 자신
을 표현을 할 수 있었던 같아서 좋았습니다.”

장미 덤불 그리기활동에 대한 질적 분석

장미를 그리고 설명하는 것이 저를 돌아보는
것 같아서 제일 인상에 남았습니다.” “제일 기

▶ 이OO, 여

억에 남는 건 장미 그리기인데 왜냐면 다시

[학생 설명] 장미 혼자 들판에 서 있다. 주

한 번 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여서 기억

위가 온통 자신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에너

에 남는다.”라는 주된 의견이 많았다. 이는 생

지로 가득 차 있다. 장미를 돌봐주는 사람은

각하는 것을 귀찮아하고 직접적인 이야기로

아무도 없고, 혼자서 나쁜 에너지에 맞서 살

자신을 표현하는 것에 거부감을 가진 아이들

아가고 있다. 태양을 보면서 떠오르는 사람은

이 많아 보다 효과적이었던 방법으로 보인다.

아버지다. 아버지는 장미와 한 편이지만, 아버

앞으로의 행동에 대한 다짐과 관련해서 “다시

지 역시 나쁜 기운에 휩싸여 있어 장미를 도

는 나쁜 짓을 안 할 것이다.” “여기 와서 내

와주지 못한다. 나쁜 에너지가 사라지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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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현재 이
런 상황 속에서도 장미가 잘 자랄 수 있는 이
유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해석] 넝쿨이 눈에 띄지 않는 골목길 구석
에 피어 있고 자신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을
바란다는 점을 볼 때 관계나 상황로부터 한
걸음 물러나 있고 싶은 욕구가 강해 보인다.
그럼에도 다른 꽃들과 다르게 빨갛게 피어 있
어서 눈에 띌 수밖에 없고, 귀찮게 하는 사람
[해석] 현재 놓여 있는 환경이 내담자에게

이나 상황들을 대할 수밖에 없어 많이 지쳐

도움이 되거나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기

있는 상태인 것 같다. 귀찮게 하며 에너지를

때문에 그 에너지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욕

앗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탐색하고, 보다 생산

구가 강하다. 아버지는 착한 사람이기는 하지

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는 것

만 실질적으로 위험한 상황을 해결해 줄 만큼

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의 도움은 되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러나 이런
아버지에 대한 원망보다는 안타까운 마음과

▶ 이OO, 여

걱정하는 마음이 더 크다. 내담자가 버틸 수

[학생 설명] 사막에 여러 장미와 낙타가 있

있는 힘인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보다 구체화시

다. 자신은 번개를 맞아 까맣게 죽은 장미 중

켜서, 현재의 좋지 않은 상황을 견딜 수 있도

하나다. 가장 붉고 건강해 보이는 장미 역시

록 내적 힘을 키워주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 곧 죽을 것이다. 낙타
는 무거운 짐을 짊고 사막을 건너는 중인데,

▶ 이OO, 여

지금은 죽어가는 장미를 지켜보고 있다.

[학생 설명] 가운데 있는 빨간 장미가 자신
이며, 주위에 있는 다른 꽃들에 비해 눈에 띤
다. 넝쿨은 골목길 구석에 자리하고 있고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이런 복잡함이 줄어들
었으면 좋겠다. 장미가 바라는 것은 가만히 내
버려 두는 것이다. 실제 상황에서도 귀찮게 구
는 남자가 있어 고민이다. 귀찮게 하지 말라고
표현을 해도 계속 귀찮게 굴어서 짜증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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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쌍둥이 자매가 프로그램에 함께 참

답답함을 느끼기도 했다. 이렇게 답답하게 자

여했는데 나머지 쌍둥이 역시 스스로를 죽은

신을 묶어두는 것이 무엇인지 탐색하고, 보다

장미로 표현했다. 이미 죽은 장미는 다시 살

자유롭고 명확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울

아날 방법이 없다고 답했으며, 현재 빨갛게

필요가 있다.

피어 있는 장미 역시 돌봐주는 사람이 생긴다
해도 곧 죽어버릴 것이라고 해서 두 자매 모

▶ 이OO

두 어떤 희망이나 의지보다는 무기력감이 더

[학생 설명] 나는 깊은 산속에 홀로 핀 장

커 보였다. 낙타가 짊어지고 있는 짐 역시 매

미이다. 주변에 다른 장미들은 존재하지 않으

우 무거워서 현재 처한 상황이나 과제가 내담

며 나의 가시가 나를 보호해 준다. 옆의 들개

자에게 심리적인 부담을 안겨주고 있는 것 같

는 심심한 나의 생활에 활기를 가져다주며 나

다. 곧 죽을 것 같다고는 했지만 현재 빨갛게

에게 어떻게든 관심을 보이는 존재이다.

살아있는 장미가 존재하므로, 그것이 생명을
유지하고 커나갈 수 있도록 탐색하고 격려할
필요가 있다.
▶ 김OO, 남
[학생 설명] 넓은 들판에 두 송이 꽃이 피
어 있고, 자신은 그 중 하나이다. 주위에 강아
지가 뛰어다니고 있고, 그 모습을 허수아비와
해가 흐뭇하게 바라보며 웃고 있다. 장미는
주위에 친구들이 많아 외롭지 않다. 장미인
것도 좋지만, 강아지처럼 자유롭게 뛰어다니
고 싶다.

[해석] 깊은 산속에 아무의 도움도 없이 홀
로 핀 장미로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을 보살피고
보호할 수 있어야 했으며 그러한 기능이 현재
의 학교생활에서 부적은적인 행동에 영향을
준 것 같다. 옆의 들개는 사나워 보이고 다정
다감해 보이진 않지만 현재 자신의 친구들과
같은 존재로써 곁에 있어 주는 존재이다. 좀
더 기능적이고 행복한 장미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좀 더 지지해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해석] 차분하게 자기 표현을 잘 하는 학생

지지자원이 필요하며 주변에 그러한 존재가

이었다. 현재의 자기 모습에 만족하고 있지만,

있을 때 자신의 무서운 가시로 방어하기 보다

강아지처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

는 다른 사람을 믿고 어울려 살아 갈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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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같다.

결론 및 논의

▶ 김OO, 여

본 연구는 게슈탈트 집단상담 프로그램

[학생 설명] 나는 여자의 머리에 핀 장미이

이 비행행동 청소년의 공격신념, 정서표현,

다. 나와 여자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 여자

ADHD 증상에 어떤 효과를 미치는지 밝히고

가 없으면 장미는 죽게 될 것이기 때문에 어

자 하였다. 통계적 분석을 통해 프로그램의

쩔 수 없이 여자의 머리에 붙어 있을 수밖에

효과를 검증한 결과와 프로그램 활동을 통한

없다. 하지만 여자의 머리와 분리가 되면 죽

질적분석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게 될 것을 알지만 장미는 여자로부터 떨어지
고 싶어 한다.

첫째, 게슈탈트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비행
행동청소년의 정서표현에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오지혜(2011)의 연구결과에서 우울성향 여자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게슈탈트 관계성 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알아차림 연습을 통
해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고 표현하는데 도움
을 주었다는 것과 불일치하는 것이며, 게슈탈
트 집단 프로그램이 자기 표현력을 향상시킨
다는 연구결과와도 불일치하는 것이다(김미선,
1999; 이은희, 2007). 본 연구에 기초했을 때
프로그램의 실시 후에 정서표현 점수가 증가
했음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본 프로그램을

[해석] 구체적으로 여자에 대해서 언급하지
는 않았지만 아마도 엄마와의 관계가 아닐까

통해 자신의 정서를 억압하지 않고 표현하는
행동이 증가했음을 의미 한다.

하는 생각이 든다. 엄마와의 관계에 있어서

하지만 정서표현이란 실제 표현행동에 초점

장미가 살기 위해서는 같이 공생 하는 것이

을 두고 정서를 표현하는 성향이라는 것을 볼

필요하며 엄마의 생각도 자신과 같은 생각이

때, 우울성향 여자 중학생의 경우나 일반인

지만 썩 장미에 대해서 좋아 하는 것 같지는

대상의 경우 게슈탈트 프로그램의 알아차리기

않아 보인다. 그러한 이유때문인지 장미는 엄

와 접촉 과정을 통해 정서를 표현하는 것이

마로부터 떨어지고 싶어 하지만 스스로 그러

향상될 수 있으나, 공격성이 높은 청소년 경

한 힘이 없다는 것을 알 기 때문에 무기력하

우에는 정서적인 체험을 강하게 느낄수록 공

게 어쩔 수 없이 그러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

격성과의 높은 관련성이 있으므로(김원, 2008),

고 있는 것 같다. 개인상담을 통해 이러한 관

정서표현이 증가하는 것은 공격성을 더 높이

계를 충분히 탐색함으로써 장미 스스로 자립

는 결과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오히려 공

할 수 있는 힘을 길러 주는 것이 필요한 것

격성이나 분노와 같은 비교적 표현력이 큰 감

같다.

정을 다루는데 있어서 정서표현을 향상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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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보다 정서를 인식하는 과정이 먼저 필요할

2009)가 있지만, ADHD의 주 증상인 충동성,

수 있다. 프로그램 설계에 있어서 정서를 먼

과잉행동에 직접적인 효과를 보고한 연구결과

저 인식하는 과정에 초점을 두고 그 정서에

는 없었다. 이는 게슈탈트 집단 상담 프로그

대해 스스로 조절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램이 충동성, 과잉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

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보다는 ADHD증상으로 인한 대인관계문제,

둘째, 게슈탈트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비행

부적응과 같은 부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

청소년의 공격신념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이는데 게슈탈트 집단 프로그램으로 인한 미

수 있었다. 이는 기존에 게슈탈트 집단상담

해결된 정서를 해소하는 과정을 통해 도움을

프로그램이 공격성 감소에 효과가 있다는 연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구결과들(이상하, 2009; 한혜영, 2001)과 일치

넷째, 게슈탈트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비행

하는 것이며, 신체활동중심 게슈탈트 집단상

행동청소년의 내적인 부분을 탐색하는데 도움

담 프로그램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공격성에

이 되었다는 것을 질적 분석을 통해 알 수 있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을 때 유의미하지 않

었다. 장미덩쿨 그리기 프로그램을 활용하였

다는 최유경(2007)의 연구결과와 불일치하는

을 때 자신과 환경에 대해서 미처 알아차리지

것이다. 이는 프로그램 실시 후에 공격신념

못한 부분들을 장미덩쿨을 통해 그림으로 표

점수가 감소했다는 것은 개인이 처한 환경으

현하였다. 그리고 그림을 집단 안에서 나눔으

로 인해 미해결된 감정과 욕구에 대한 자각이

로써 자신과 환경에 대한 수용이 넓어졌음을

이루어짐으로써 어떤 상황에서 공격성을 드러

알 수 있었다. 이는 심리치료이론 관점에서는

낼 만한지 아닌지에 대한 인지적인 판단에 긍

내면적 심리변화가 정서변화에 영향을 준다고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기 때문에(Larson, Monteta, Richards, & Wilson,

셋째, 게슈탈트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비행

2002), 내면적 심리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청소년의 충동성과 과잉행동에 효과가 유의미

는 자기개방이 필요하며 자기개방은 현재 자

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게슈탈

신이 처한 상황과 느끼는 감정을 이성적이고

트 예술치료가 ADHD 성향인 과잉행동, 충동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

성, 주의력 결핍을 가진 아동의 대인관계를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하여 볼 때, 공격성이

향상을 위한 연구에서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높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게슈탈

비해 점수가 유의미하게 향상되지 않았다고

트 중심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정서표현과, 충

보고한 정영숙(2008)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동성 및 과잉행동에 미치는 효과가 유의미하

하는 것이다. 다른 선행연구들에서 ADHD 성

진 않았지만 대체로 공격성에 대한 신념이 변

향의 아동 청소년들에게 게슈탈트 놀이치료

화하여 표현하는 행동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ADHD를

알 수 있었다.

가진 남아프리카 아동들의 사고와 감정 표현

본 연구는 공격성이 높은 청소년의 비행행

을 향상 시켰다는 연구결과(Grauman, 2006)와

동을 다루는 데 있어서 기존에 인지 및 행동

게슈탈트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자기조절 능

수정을 위한 교육이 주가 되는 상황에서 본

력 부분에서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고하나,

연구는 자연스러운 자기표현 및 감정의 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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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초점을 두고 효과검증을 시도하였다는 점

김원 (2008). 아동의 정서강도, 정서표현성, 정서

에 의미가 있으며, 게슈탈트 중심 집단상담

표현의 갈등과 공격성간의 관계, 카톨릭대

프로그램이 공격신념을 낮춤으로써 공격성 감

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소에 효과가 미칠 것으로 기대하며, 정서표현

김정규 (1995). 게슈탈트 심리치료. 학지사.

에 있어서 공격성이 높은 청소년들을 대상으

김지은 (2007).시설 아동을 위한 게슈탈트 예

로 하는 경우 정서표현을 향상시키는 것도 도

술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성신여자

움이 될 수 있지만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고

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알아차리는 과정에 더 도움을 줄 수 있음을

김혜원, 이해경 (2000). 폭력 노출이 집단 괴롭
힘 가해와 피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

시사한다.

심리학회지: 발달, 13(1), 95-113.

추후 연구를 위해 본 연구에서 나타난 연구
의 제한점 및 결론을 바탕으로 몇 가지 제언

김춘경 (2004). 아동 집단상담 프로그램. 서울:
학지사.

을 하면 다음과 같다.
본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을 위

고하나 (2009). 게슈탈트 관계성 향상 프로그램

한 연구이기는 하지만 통제집단을 처치하지

(GRIP)이 ADHD 성향 아동의 자기조절능

못함으로써 한계점이 있으며, 심리검사 도구

력과 집행기능에 미치는 영향: 놀이를 중심

에 있어서ADHD 진단 검사의 경우 충동성이

으로.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나 과잉행동을 측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

박영신, 김의철 (2003). 청소년 일탈행동의 형

한 특성이 6개월 이상 나타나야 ADHD로 진

성과 변화에 대한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단되는 것처럼, 프로그램의 짧은 기간 동안

사회문제 9(1), 81-114.

주의력 결핍과 같은 ADHD 증상을 개선하기

박정화 (2008). 유아의 정서지능과 부주의, 과잉

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양적연구로서 프로그

행동, 충동성 간의 관계. 경남대학교 대학

램의 효과성을 측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

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문에 공격성이 높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손지영 (2001). 공격신념, 사회정보처리, 정서조

게슈탈트 중심 집단 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질

절능력과 공격 행동간의 관계 분석, 성균관

적 연구를 진행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손지영 (2003). 공격신념과 정서조절능력이 공
격행동에 미치는 영향: 사회정보처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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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of a Gestalt therapy-based group counseling program
on aggression beliefs, emotional expression,
ADHD symptoms and delinquent behavior in adolescents

Tae-Young Lee

Won-Hee Kim

Dong-Hun Lee

Pusan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Gestalt therapy-based group counseling
program designed to increase emotional expression, decrease aggression beliefs and ADHD symptoms, and
reduce delinquent behaviors in adolescents. Participants included a total of 42 adolescents who were
enrolled in the program after being for acts of theft or violence by one of six police precincts in Busan,
South Korea. A t-test was used of statistical analysis of the study results. The effects of therapy on group
emotional expression and ADHD symptom results were insignificant. However, group improvement in
terms of aggression beliefs was significant. Study findings indicated that the program helped improve
emotional expression, and decrease aggression beliefs and ADHD symptoms.
Key words : Gestalt therapy-based group counseling program, delinquent adolescent behaviors, aggression beliefs,
emotional expression, ADHD sympt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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