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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비폭력대화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공감능력 및 적응유연성에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대상은 청소년(실험집단 14명, 통제집단 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실시 기간은 2016년 10
월부터 12월까지 3개월이다.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해 프로그램 사전 사후에 공감능력, 적
응유연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고 Window용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효과 검증을 하였다.
시작단계(1회기-3회기)와 준비단계(4회기)에서는 감정의 개념과 비폭력대화법을 소개하였다, 작업단계
(5회기-8회기)에서는 자신의 부적응적 감정을 다루면서 표현하는데 비폭력대화법을, 타인을 공감하는
대화법을 사용하여 연습하였다. 마지막, 종결단계(9회기-10회기)에서는 긍정적 정서를 재 경험하여 유
지할 수 있도록 부탁하기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비폭력대화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은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알고, 내면 탐색을 통해 자기에 대한 이해를 보다 더 깊게 하여 있
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수용하고 공감을 통해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며 더 나
아가 타인이 처한 상황에서 느낌, 감정, 욕구를 인식하게 될 것이다. 연구결과 첫째, 비폭력대화 프로
그램을 실시한 실험집단의 공감능력이 유의미하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비폭력대화
프로그램을 실시한 실험집단의 적응유연성이 유의미하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교생활
에서 공감과 적응유연성과 밀접하게 관련된, 교사, 교우, 학습, 규칙 등 환경에 대해 조절 및 변화시
키고 수용하므로 학교생활이 원만하여지고 긍정적인 상호작용 적응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핵심어 : 비폭력대화, 청소년, 공감능력, 적응유연성.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Nonviolent Communication program o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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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athy and adaptive flexibility of adolescent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adolescents (14
experimental group, 14 control group). The implementation period is 3 months from October to December
2016. In order to measure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data on empathy ability and adaptive flexibility
were collected and analyzed using the SPSS 21.0 program for Windows. In the beginning level(one session
- three session) and a preparatory level(four session), the concept of emotion and the non-violence
communication introduced. At the job level(five session - eight session), youth practiced using non-violence
communication as a dialogue empathizing with others and expressing own maladaptive emotions In the
closing phase(nine session - ten session), youth was centrically made up of asking to be re-experienced
for positive emotions. First, it significantly showed that the empathy ability of the experiment group
performed the Nonviolent Communication program. Second, the adaptive flexibility of the experimental
group with the nonviolent dialogue program showed a significant effect. In other words, it suggests that
school life can be smooth and adapt to positive interactions by adjusting, changing, and accepting
environment such as teacher, friendship, learning, and rule closely related to empathy and adaptation
flexibility in school life.
Keywords : Nonviolent Communication, adolescent, empathy ability, adaptability.

1. 서 론
청소년기는 사춘기부터 성인기 이전까지의 시기로 지적, 신체적, 정서적인 특성이 미성숙에서
성숙으로 변해가는 시기를 말하며, 청소년기에는 이러한 과도기를 겪으며 성장을 경험하게 된다.
청소년기의 신체적 생리적인 변화는 심리 사회적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또한, 청소년기는 사회적 영역이 확장되는 시기로 또래관계와 이성관계 등 새로운 사회적인 관
계를 형성하게 된다. 이 시기 사회적인 발달과 적응성은 이후 성인기 적응하는 방식의 기본이 된
다. 청소년기의 사회적 발달과 적응은 매우 중요한 발달과업이고 이는 부모자녀관계, 형제자매관
계, 교우관계와 같은 대인관계를 통해 이루어진다. 부모와의 동일시에서 탈피하고 자아를 발견하고
성인으로서 사회적응을 준비하는 과정이다[1]. 청소년기의 다양한 대인관계를 형성함에 있어 공감
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한 것이며, 이 시기에 공감능력의 발달은 의미있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공감이란 타인의 감정이나 심리상태 등의 내적인 경험을 마치 나의 것처럼 이해하고, 매 순간
함께 느끼며 상호간의 의사소통 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행동이다[2]. 공감은 자신의 상황
에서 보다 타인의 처한 상황에서 부합하는 정서적인 반응이라고 하였다[3]. 공감은 타인의 감정과
행동을 이해하거나 예측하고 이를 타인의 욕구에 맞춰 충족시키려는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돕는 변
인이며 사회성발달에 중요한 요소이다. 공감의 의사소통적 요소는 자기와 타인간의 언어적으로 소
통하는 것 뿐만 아니라 상호간 의사소통 하는 것, 자기와 타인 사이에 탐색하고 기술하는 것에서
출발하여 자신과 타인 사이의 모든 관계양식까지를 포함한다. 공감은 대인관계에서 친밀감을 형성
하고 대인관계를 발달시키고, 상호간 갈등 해소나 관계형성을 견고하게 한다. 또한 이타적 동기를
유발하여 친사회적인 행동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공감은 사회적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4].
이처럼 서로간의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는 의사소통 기법으로 비폭력대화가 있다. 비폭력대화는
서로에 대한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에 대한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교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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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미국의 임상심리학자인 Marshall B. Rosenberg에 의해 1960년대 창시되었다. 비폭력대화는
분노를 야기 시키는 언어적 소통이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언어들은 피하고, 모든 사람이 공감하
는 가치와 욕구에 초점을 두고 상호관계를 형성하는 언어를 사용하도록 장려하는 대화방식이다.
사람들은 비폭력대화를 통해서 만족스럽고 친밀한 관계를 이룰 수 있으며, 자신과 타인의 가치관
을 존중하면서 해결책을 찾으며, 과거의 고통이나 상호관계에서 성공하지 못했던 경험을 치유한다.
현재 비폭력대화는 가족, 학교, 조직과 각종 사회기관들에서 상담과 치료에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
니라 국제간의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중재에도 많이 쓰이고 있다[5]. 비폭력은 우리 마음
안에서 폭력을 가라앉히고 자연스럽게 인간의 본성인 연민으로 돌리는 상태이며 견디기 어려운 고
통에서도 연민의 감정을 유지하고자 하는 힘이다[6]. 따라서 비폭력이란 우리 생각을 지배하고 있
는 탐욕, 이기심, 미움과 편견, 의심과 공격적인 태도 대신에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마음, 감
사와 연민, 배려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차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와 대화방식을 바꾸는 것은 우리들의 세상을 바꿀 수 있고 우리 자신을 바꿀 수 있다고 할 수 있
다. Rosenberg(2003)[6]는 사람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타인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상대방을 배
려하고 공감하는 과정에서 인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고 한다. 반면에 인간의 본성인
연민을 잃어버리고 폭력적으로 생각하고 판단에 의해 행동하는 것은 각 개인이 성장한 환경과 문
화에 의해 습득된 어떤 특정한 형태의 사고와 언어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즉 자신을 타인과 비교
하여 항상 우위에 두고 상대방을 판단하는 평가하는 언어를 사용한다. 그러한 평가적 언어는 사고
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말하는 방식이 자동적이고 습관적인 행동을 형성케 함으로써 악순환을
경험하게 된 것이다. 비폭력대화란 비폭력적인 정신을 의식화하는 관점에서 비폭력적인 소통방식
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비폭력대화는 절대적인 존중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들을 때 습관적이고 자동적인 반응을 하지 않는다. 즉, 비폭력대화는 현재 자신이 무엇을 관찰하고
있으며 그것을 어떻게 느끼고 있으며, 나의 욕구가 충족되고 있는지, 충족되지 않고 있는가를 명
확히 인식하면서 솔직하게 의사소통을 하려는 내적인 태도라고 볼 수 있다. 어찌 보면 비폭력대화
모델은 오랜 세월 동안 심리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어 온 대화기술과 철학을 통합한 것으로 그 자체
가 새로운 내용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7].
적응은 사회에서 요구하는 질서 등에 수동적으로 순응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자신과 환경간의 균
형 있고 조화롭게 관계를 유지하고자 자신에게 맞지 않는 환경을 개선하는 매우 능동적인 과정이
라고 할 수 있다. 학교는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맞춰 환경에 적응하도록 학생들로부터 무한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우며, 장차 건강한 사회인으로 적응하도록 그들의 잠재능력을 체계
적으로 길러주는 곳이다.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기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시간을 보내고 학교환경에
서 머물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 대한 적응은 청소년 발달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학교생활
적응을 잘하는 학생들은 학교에 대한 감정이나 자신감 그리고 동기가 긍정적이어서 대인관계가 원
만하고 그들의 행동특성도 바람직하게 형성되어 학교와 사회 발전에 큰 도움을 준다[8]. 적응유연
성이란 전반적인 학교환경의 적극적인 활용과 변화, 조화로운 균형을 이루어 가는 학생과 학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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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의 역동적 과정이며 학교생활 전반에 만족감을 느끼는 상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이러한 학자들의 주장을 참고하여 학교적응은 ‘학교환경에서 구성원끼리 능동적이며 긍정적
상호작용에 의한 역동적 과정을 말하며 학교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교사, 교우, 학습, 규칙 등 모
든 환경을 변화시키거나 수용해 나감으로써 자신의 학교생활에 긍정적으로 적응하는 상태’이다. 공
감능력은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며, 부적응학생과 교내 따돌림에 동조현상을 억제시키는 변인이
라고 하였다[9]. 또한, 공감능력 부족은 비행행동의 원인이 되고 또래간의 갈등관계에 영향을 미친
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라 연구문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폭력대화 프로그
램이 청소년의 공감능력에 효과가 있는가? 둘째, 비폭력대화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적응유연성에
효과가 있는가?

2. 비폭력대화 프로그램
본 프로그램은 예비프로그램과 같이 집단상담의 발달 단계별 회기를 구성하였다. 시작단계(1회
기-3회기)와 준비단계(4회기)에서는 감정의 개념과 비폭력대화법을 소개하였다, 작업단계(5회기-8회
기)에서는 자신의 부적응적 감정을 다루면서 표현하는데 비폭력대화법을, 타인을 공감하는 대화법
을 사용하여 연습하였다. 마지막, 종결단계(9회기-10회기)에서는 긍정적 정서를 재 경험하여 유지할
수 있도록 부탁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시작단계(1회기-3회기)에서는 청소년의 의사소통유형에 대해 알아보고 비폭력대화 요소를 소개한
다. 1회기는 ‘나를 찾아요’에서 사진에서 자신의 느낌을 소개한다. 2회기는 ‘내 안의 감정인식하기’
에서는 ‘감정을 숨기는 찬이’ 책을 소개하고 비폭력대화에서 사용하여 있는 그대로 사실을 평가 없
이 관찰한다. 감정을 인식하고 경청하여 공감을 한다. 3회기는 기린과 자칼언어를 통한 자신의 의
사소통유형과 걸림돌을 안다. 준비단계(4회기)는 교사와 친구 부모님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비폭력
대화 4단계로 관찰 느낌 욕구 부탁을 사용하여 자신을 표현하고 감정을 명료화한다. 작업단계(5회
기-8회기)에서는 슬픔이나 우울에 대한 감정과 부적응적 정서를 알아차리고 비폭력대화로 자신을
표현하고 반응하도록 기회를 준다. 5회기는 우울이나 외로움을 감정이입하고 비폭력대화로 관찰,
느낌, 욕구, 부탁으로 표현하도록 하며 공감하고 바람직한 행동을 할 수 있다. 6회기는 화나 분노
에 대해 언어로 표현하고 관찰, 느낌, 욕구, 부탁을 사용한다. 7회기는 관찰과 평가의 차이를 알고
슬픔의 감정을 관찰과 느낌, 욕구 등으로 마인드맵을 작업한다. 8회기는 욕구단계인 자신의 욕구를
파악하고 타인을 격려하는 대화로 알아차림과 반영 및 공감한다. 종결단계(9회기-10회기)에서는 부
탁을 통한 긍정적인 관계를 이룬다. 9회기는 자신의 욕구를 부탁을 통해 해소할 수 있으며, 공감연
습을 한다. 10회기는 행복했던 순간을 다시 경험하고 비폭력대화의 4단계인 부탁을 사용하여 행복
감이나 즐거움 등과 같은 긍정정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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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K시 S구에 위치한 남자 고등학생 28명이다. 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하여 청소
년 14명을 실험집단으로 하고 이와 유사한 활동과 가정환경, 지역특성을 가진 다른 청소년 집단
14명을 통제집단으로 선정하였다. 실험집단 청소년에게 비폭력대화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연구대

상은 Table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
Table 1. subject of study

사례수

학 년
고 1

고 2

실험집단

14

5

9

통제집단

14

4

10

전 체

28

9

19

3.2. 연구도구
첫째, 본 연구에서는 공감능력 측정을 위해 Davis(1980)[10]가 개발한 대인관계 반응지수(IRI)로
공감의 인지적, 정서적 요소를 통해 다차원적으로 측정하는 공감능력 척도이다. 하위 척도별로 각
7문항으로 총 2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감능력 척도 천체 신뢰도는 .80로 나타났다. 인지적 요

소의 관점취하기는 5문항, 인지적 요소의 상상하기는 5문항, 정서적 요소의 공감적 관심 6문항, 정
서적 요소의 개인적 고통 5문항으로 총 21문항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 수록 공감능력이 높은 것으로 본다. 전체 공감능력 측
정한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a 는 .80이었으며, 하위요소별 신뢰도는 관점취하기 .77, 상상하기
는 . 75, 공감적 관심 .78, 개인적 고통 .81로 나타났다. 하위영역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는 Table 2
와 같다.
표 2. 공감능력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Table 2. The Composition and Reliability of Questions of the Empathy Mea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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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인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α

인지적
요소

관점취하기

2*, 9, 14, 23, 28

5

.77

상상하기

4, 6, 15, 18, 26

5

.75

정서적
요소

공감적 관심

1, 6*, 8, 13, 21, 27

6

.78

개인적 고통

3, 7, 12, 19, 24

5

.81

1-21

21

.80

전 체

* 역채점 문항임.

둘째, 본 연구에서는 적응유연성을 측정하기 위해 Park[11]이 사용한 학교생활적응 척도를 수정
보완하여 만든 적응유연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적응유연성 척도의 각 하위요인은 학교에 대한 흥
미, 7문항, 학업 및 성적에 대한 태도 5문항, 학교 규범에 대한 준수 10문항으로 총 22문항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4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 수록 적

응유연성이 높은 것으로 본다. 전체 적응유연성을 측정한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a 는 .84이었
으며, 하위요소별 신뢰도는 학교흥미 .80, 학업 및 성적에 대한 태도는 . 72, 규범 준수는 . 78로 나
타났다. 하위영역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는 Table 3과 같다.
표 3. 적응유연성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Table 3. Question Composition and Reliability of Reliability of Adaptive Flexibility Scale
요 인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α

학교흥미

1*,2,3,4,5*,6,7

7

.80

학업, 성적태도

8,9*,10*,11,12

5

.72

규범준수

13,14,15,16,17,18,19,20,21,22

10

.78

전 체

1-22

22

.84

* 역채점 문항임.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1.0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방법과 결
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을 알아보기 위해 각 연구도구인 공감능력
및 학교생활적응유연성에 대한 사전점수에 대해 두 집단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실시하였다. 둘째,
비폭력대화 프로그램이 실험처치 후 효과검증하기 위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두 집단 간 사후점수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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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과
첫째, 비폭력대화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공감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실험집단과 통
제집단의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4 전체 공감능력에 대한 집단 간 비교
Table 4. A cross-group comparison of overall empaty

집단
사전

사후

N

M

SD

실험집단

14

13.00

5.20

통제집단

14

14.10

6.04

실험집단

14

27.12

6.11

통제집단

14

19.24

6.19

t
-.408

2.190*

*p<.05
Table 4에서와 같이 공감능력 사전검사 점수에서는 실험집단(M=13.00, SD=5.20)과 통제집단
(M=14.10 SD=6.04)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408, p>.05). 그러나 실험처

치 후 집단 간 사후검사 결과 실험집단(M=27.12, SD=6.11)의 점수가 통제집단(M=19.24, SD=6.19)
의 점수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t=2.190, p<.05). 이러한 연구결과는 실험집단의 활동이 통
제집단의 활동보다 공감능력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비폭력대화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유연성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실
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5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5. 전체 학교생활적응유연성에 대한 집단 간 비교
Table 5. Cross-group comparisons of overall adaptive flexibility

집단
사전

사후

N

M

SD

실험집단

14

18.31

6.03

통제집단

14

19.19

7.25

실험집단

14

29.23

7.36

통제집단

14

23.15

7.43

t
-.312

6.250**

**p<.01
표 3에서와 같이 학교생활적응유연성 사전검사 점수에서는 실험집단(M=18.31, SD=6.03)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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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집단(M=19.19 SD=7.25)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312, p>.05). 그러나
실험처치 후 집단 간 사후검사 결과 실험집단(M=29.23, SD=7.36)의 점수가 통제집단(M=23.15,
SD=7.43)의 점수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t=6.250, p<.01). 이러한 연구결과는 실험집단의 활

동이 통제집단의 활동보다 학교적응유연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5. 결 론
첫째, 비폭력대화 프로그램에 참가한 실험집단의 청소년들과 통제집단의 청소년들 간의 프로그
램의 사전과 사후검사 결과, 공감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공감이 대인관계나
개인의 적응능력과 성취정도 등의 긍정적인 경험을 통한 인성함양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과 사회에
서 보다 잘 적응하도록 하기 위한 역할을 한다는 Ryu(2007)[12] 연구와 사회적 관계에 도움이 되
고 사회적 기술을 증가시키며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기에 학교적응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13]와도
관계가 있다. 즉, 공감은 대인관계에서 친밀감을 형성하게 하여 인간관계를 발달시키고, 갈등 해소
에 도움이 되며, 이타적 동기를 유발하여 친사회적인 행동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공감은 사회적 적
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Park[4]의 연구와도 그 맥락이 같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비폭력대화 프로그램에 참가한 실험집단은 통제집단 간의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사전과 사
후검사 결과, 학교생활적응유연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청소년기 학교적응을 잘
하는 학생들은 학교에 대한 감정이나 자신감 그리고 동기가 긍정적이어서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그
들의 행동도 바람직하게 형성되어 학교와 사회 발전에 큰 도움을 준다는 연구(박원모 박명숙 천
성문 하현주, 2008)를 지지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즉, 적응유연성이란 전반적인 학교환경의 적응
과 더불어 적극적인 활용과 변화, 조화로운 균형을 이루어 가고 또래와 학교환경과의 역동적 과정
이며 학교생활 전반에 만족감을 느끼는 상태라는 학교적응유연성에 효과적이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실시한 비폭력대화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은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알고, 내면 탐색을 통해 자기에 대한 이해를 보다 더 깊게 하여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수용하
고 공감을 통해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타인이 처한 상황에서
느낌, 감정, 욕구를 인식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인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감정과 행동을
이해하고 비폭력대화 프로그램에서 훈련되어진 방법을 활용할 때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며 향후 청소년들에게 자기이해와 인식, 그리고 내면에 대한 성찰, 공감과 바람직한
대응행동으로 삶을 보다 풍요롭게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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