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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교류분석 집단상담프로그램이 보호관찰 위기청소년의 자아상태와 분노조절
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G광역시에 소재한 보호관찰 중인 여자 위기청
소년 22명을 대상으로 실험집단 11명과 통제집단 11명으로 나누어 실험집단 11명에게 교류분
석 집단상담프로그램을 2018년 8월 30일부터 2019년 2월 8일 동안 주 1회 90분씩 8회기를 총
3회 실시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류분석 집단상담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
단 보호관찰 위기청소년이 통제집단보다 자아상태가 기능적으로 활성화 되었다. 둘째, 교류분
석 집단상담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 보호관찰 위기청소년이 통제집단보다 더 효과적으로
분노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류분석 집단상담프로그램이 보호관찰 위기청소년의
자아상태와 분노조절에 효과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들에 대한 함의
와 추후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교류분석 집단상담 프로그램, 보호관찰, 위기청소년, 자아상태, 분노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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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우리나라 청소년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고 범죄에
노출되는 위기청소년의 인구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 위기청소
년 중 일부는 대안학교나 가정 형 위탁센터 등에서 생활하며 학업을 이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다수의 위기청소년은 삶의 목표가 부재된 체 비행이나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오혜영, 2014; 윤철경, 2013). 최근 청소년범죄 현황 관련 검찰통계시스템(2017)을 살펴보면 2016
년의 경우 소년범죄자(14~19세 미만)는 7만 6천명으로 전년(7만1천명)보다 7.0% 증가 하였으며,

․

흉악범 성폭력사범 등 청소년 강력범죄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범죄는 성인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소년범죄를 억제할 효과적인 대응책 중 하나로 보호관찰에 대한 역할
이 중요시 되고 있다(법무부, 2017).
보호관찰 위기청소년 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보호관찰 위기청소년들의 경우 자기만
족 및 자기수용 정도가 낮아 상대적인 열등감과 자기 자신을 타인으로부터 사랑받을 존재가 아
니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었으며(김진남, 1991), 지나친 자기도취감이나 자기비하 행동을 보이고
갈등상황 시 긍정적인 문제해결 능력이 약한 것으로 보고되었다(강다해, 2012). 또한 불안정한

․

․
․
과 낮은 학업 성취도․반사회적 행동․문제행동 가능성 등 개인적 요인 및 학교환경 등 여러
가족구조 부모의 역기능적인 양육방식 부모나 형제의 비행력 열악한 주거환경 등 가정요인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여 부적응적인 문제행동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송지영, 2005).
특히 보호관찰 대상자 중 여자 위기청소년은 남자 위기청소년에 비해 성폭력과 성매매라는 사
회적 위험 노출의 특성으로 우울이나 자살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신혜정, 2015). 무엇보
다 청소년기는 자아정체감이 형성되는 시기로서 자아정체감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으면 이처럼
혼란을 경험하게 되는데(Erikson, 1959), 자아정체감이 혼란된 위기청소년일수록 자아상태 기능별

․

․

․

․

수준에 따라 비행과 우울 과민성 공격성 충동성 소외감 등으로 인해 학교생활 부적응 등을
경험한다(김미례, 2008; 장경아, 2007). 이에 이 연구에서는 보호관찰 위기청소년의 자아상태 기
능별 수준의 활성화 및 부정정서를 조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공된다면 보호관찰 위기청소
년들이 보다 적응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았다.
자아상태(ego state)는 Eric Berne(1957)이 창안한 교류분석(Transactional Analysis: TA)의 주요개념
중 하나이다. 자아상태는 일관된 유형의 행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 감정과 경험으로써 주어진
상황에서 자신과 세상을 경험하고 그 경험을 행동으로 표현하고 체험하는 한 방식으로(Erskine,
1997; Stewart, 2008) 부모자아상태(P), 어른자아상태(A), 어린이자아상태(C)의 세 가지 구조와 비판
적인 어버이자아상태(CP), 양육적인 어버이자아상태(NP), 어른자아상태(A), 자유로운 어린이자아
상태(FC), 순응하는 어린이자아상태(AC)의 다섯 가지로 기능한다(Berne, 1961). 특히 한 개인의 주
기능의 자아상태는 성격적인 주 특성을 드러내는 경향이 있으며(김미례, 2008), 한 개인의 주 기
능 자아상태의 부정적인 특성은 긴장이나 위기 등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한 경우 전형적인 생각,
감정 및 행동패턴을 보인다(Berne, 1961; 김미례, 2008; 우재현, 2010). 스트레스 상황 시 각 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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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펴보면, CP의 경우 처벌적 고집스러움 타인통제(박원모, 2008) 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의 혼

⋅

⋅

⋅

⋅

⋅

란과 무절제한 경향을 보인다(윤영진 문호영 김미례 송준석 이영호 정정숙, 2016). NP의 경
우 타인이 요구하지 않아도 미리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오히려 타인의 독립심이나 자신감 박탈

⋅

대 냉정하고 정이 부족하며 방임적인 경향이 있다(김규수 류태보, 1996). A의 경우 무미건조하
고 컴퓨터와 같은 차가운 인간미 대 무계획적이고 즉흥적인 패턴을 보인다(박원모, 2008). 특히

․ ․ ․
지나친 감정억압 등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서윤주⋅이동훈, 2011). AC의 경우 열등감과 소외감

FC의 경우 자신을 규제하는 규범이나 제약 무시 비행 가출 충동적인 다양한 부적응 행동 대
등이 강하여 내재화(정서)문제, 수업 및 학업 문제행동, 부모-자녀 관계 문제행동, 공격적 또래

⋅

관계 문제행동을 드러낸다(서윤주 이동훈, 2011).
배형미와 이형실(2002)는 위기청소년 중 미혼모(여자)의 경우 비판적 어버이자아(CP)가 기능적
인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선악 판단의 미발달로 인해 비행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기에 비
판적 어버이자아(CP)를 기능적으로 수준으로 활성화시켜 규칙과 질서에 대한 인식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원정숙(2002)과 이은주(2007)는 양육적 어버이자아(NP)가 간호사, 간호대학 학생, 초
등학교교사, 유치원 교사들과 같이 학생이나 환자를 대하는 직업에서 기능적인 수준으로 나타났
는데, 이는 환자나 학생을 대함에 있어 동정, 보호, 수용, 돌봄이나 공감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또한 윤소정과 박귀화(2009)는 의과대학생의 경우 어른자아(A)가 기능적인 수준으로
활성화되어 있었으며, 이는 의료상황에서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객관적 정보에 기초하여 의사
결정을 해야 하는 결정적인 상황에 처할 때가 많기 때문에 이성적 사고를 하며, 각종 자극 및
정보를 수집하고, 항상 외부 현실 세계의 사실과 관련해서 어른자아(A)가 요구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규수와 류태보(1996)는 자유로운 어린이자아(FC)와 순응적인 어린이자아(AC)가 기능적인
수준으로 활성화되면 비행 등 부적응의 정도가 낮게 나타나고, 자신의 억제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함으로써 적응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보았다. 이처럼 위기청소년들은 자아상태 기능별
수준에 따라 여러 가지 부적응을 경험하며, 부정적인 정서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특히 분노방식
을 사용하게 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자아상태 기능별 활성화에 있어 보호관찰 위기청소년들
의 분노처리를 효율적으로 조력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함께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분노(Spielberger, 1988)는 일상의 부정적 사건이 생겼을 때 경험하는 자연반응으로서 어떤 불만

⋅

과 불평에 대한 감정반응이지만(정유진 하은혜, 2014, 재인용), 조절되지 않은 분노는 파괴적인
공격성으로 쉽게 바뀌어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녕에도 위해를 끼치는 위험 요인이
된다(남궁희승, 1997). 김태희(2006)의 연구에서도 위기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경험하
는 대표적인 정서 중 하나가 분노였다. 무엇보다 분노조절 능력이 부재된 경우 솔직한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솔직한 감정을 대체한 심한 욕설과 고함 등 난폭한 말씨, 부모 등 권위자에 대
한 반항, 적개심과 공격적 행동 등 방식으로 분노감정을 표출하고 결국은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비행행동까지 이어졌다(강신덕, 1997; 권혜진, 1995; 조숙, 2013). 이에 민혜숙(2015)은 위기
청소년이 자신의 부적응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분노 관련 부정정서를 스스로 조절 및 통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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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면 학교적응과 더불어 사회적응을 잘 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위기청소년 중 보
호관찰 위기청소년들은 대인관계 교류 시 공격적인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우월감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기에(김진남, 1991) 부정정서를 조절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져야 한다
(심혜숙, 1996). 현재 청소년 대상 분노조절 연구는 노안영(1983)을 시작으로 위기청소년의 적응
과 성장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이미현, 2010). 그러나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주

⋅

로 비행청소년의 실태와 원인, 비행방지 정책의 제시 등에 주로 치우쳐 있으며, 심리 정서적인
치료측면에서 주요 상담이론에 기초한 체계적인 집단상담프로그램의 제공은 다소 미흡한 실정
이다(민혜숙, 2015).
김계현과 왕은자(2002)의 연구에서 국내에서 실시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성과를 메타 분석한
결과 주요상담 이론별 평균효과크기에서 Eric Berne이 창안한 교류분석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가
장 높은 효과 크기를 보였다. 이장호와 김정희(2003)의 연구에서도 교류분석의 개념과 기법이 특
히 집단상담프로그램에 효과적으로 적용가능하며,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각 개인의 증상완화 및
자아상태 활성화가 이루어져 인생태도나 삶의 목표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데 도움
이 된다고 하였다. 특히 조성희(2011)의 연구에서는 교류분석의 주요개념 중 PAC 자아상태 모델
에 근거한 교류분석 집단상담프로그램이 자아상태의 기능별 수준을 효율적으로 활성화시킨 것
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순복(2009)도 자기 자신의 감정을 억압하고 자신의 능력과 판단에 대해서
도 회의적인 위기청소년의 경우 심리적인 부담감을 높일 수 있는 개인상담보다는 자신의 상황
과 비슷한 또래들과 상호작용하며 공감할 수 있는 교류분석 집단상담프로그램이 보다 더 도움
이 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맥락 하에 이 연구에서는 보호관찰 위기청소년이 기능별 수준에 따라
부적응 행동이나 분노처리방식이 상이하다고 보고 교류분석에 기반하여 집단상담프로그램을 구
안하여 제공하고자 한다.
보호관찰 위기청소년 대상 교류분석 집단상담프로그램 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윤석
원(2010)의 연구에서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경우 교류분석 집단상담프로그램에 참여한 집단원들
은 자신의 분노경험 인정, 자신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긍정피드백 교환, 억압된 부정감정을 조

⋅

절하고 분노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표현하였다. 유사 선행연구들(손선미, 2012; 정미선 윤경희,
2015)에서도 교류분석 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자의 경우 자신의 자아상태 이해 및 교류패턴 분석
을 통해 자아상태 및 분노조절 기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류패턴 중 상호 간 심리
적 게임을 하지 않는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인 상보교류는 존재 인정의 한 단위인 격려, 칭찬,
지지 등의 스트로크의 의미와 긍정적인 스트로크 주고받기의 중요성을 자각하게 하는 등 인간
관계 증진을 도모하는데 영향을 미쳤다(김종호, 2009). 또한 교류분석 집단상담프로그램에 참여
한 위기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적절한 스트로크의 경험은 자아상태 기능을 활성화시켜 부모자녀
관계, 친구 및 또래관계, 교사와의 관계증진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어떤 스트로크를 좋아하고 싫
어하는지를 파악하는 스트로크 인식 정도 및 긍정적 의사소통 증진(백경미, 2013)과 분노조절에
도 크게 영향을 미쳐서 적응적인 삶을 도모하는데 효과가 있었다(서윤주, 2016). 특히 교류분석
집단상담프로그램들은 심리적으로 위축된 위기청소년들의 자아상태, 분노조절, 대인관계, 자기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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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등 여러 측면에서 효과가 있음이 검증되었다(류태보, 1996; 손수향 배근택 이영호, 2007; 이
영호, 2002). 무엇보다 교류분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자아상태 향상과 분노경
험 인정 및 억압된 부정적인 감정조절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손선미, 2012; 윤석원,
2010).
따라서 교류분석 집단상담프로그램은 보호관찰 위기청소년들의 자아상태 활성화와 분노조절
기능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같은 맥락 하에 보호관찰 위기청소년이 자신의 성격적인
행동특성이 반영된 자아상태의 기능을 적응적인 수준으로 활성화시키고 스트레스 상황 시 분노
를 더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면 위기 상황에 보다 더 잘 대처하면서 적응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류분석 집단상담프로그램에 기초한 보호관찰위기청
소년 대상 선행연구들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기에 이 연구를 통해 이를 구체적으로 탐
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교류분석 집단상담프로그램을 독립변인으로 보고 이 변인
이 자아상태와 분노조절이라는 종속변인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이 연구
에서 밝혀진 연구결과를 토대로 보호관찰 위기청소년을 조력해 주기 위한 보다 심층적인 교류
분석 집단상담프로그램 구안 및 개인상담 개입방안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 연구목적을 위해 설정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교류분석 집단상담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실험집단 보호관찰 위기청소년의 자아상태
는 통제집단 보다 기능적인 수준으로 활성화 될 것이다.
<가설 2> 교류분석 집단상담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실험집단 보호관찰 위기청소년의 분노조절
효과는 통제집단 보다 유의하게 높을 것이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연구절차

이 연구 대상은 G광역시에 소재한 보호관찰 중인 여자 위기청소년 22명을 대상으로 실험집단
11명과 통제집단 11명으로 구성하였다.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위기청소년 중 학교폭력, 성매
매 등 부적응 행동이 심화되어 청소년기 적합한 발달과업 수행에 혼란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
다. 이 연구의 교류분석 집단상담프로그램은 보호관찰기관 담당자에게 연구목적에 대해 사전 동
의를 받은 후 실험집단 11명에게 교류분석 집단상담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한 후 프로그램의 참
여여부와 집단규칙에 대한 확인 및 서약서를 작성하고. 2018년 8월 30일부터 2019년 2월 8일 동
안(1차: 2018년 8월 30일-2018년 10월 18일, 2차: 2018년 10월 26일-2018년 12월 14일, 3차: 2018
년 12월 21일-2019년 2월 8일) 각 차수별 총 8회기(주 1회 90분씩, 8주간)를 3차에 걸쳐 반복적으
로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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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실험설계

구분

처치

사전검사

(교류분석 집단상담프로그램)

₁
O₂

실험집단

O

통제집단

사후검사

₃
O₄

X

O

₁ ₂ : 사전 검사 (자아상태검사, 분노조절검사)
₃ ₄ : 사후 검사 (자아상태검사, 분노조절검사)

O , O
O , O

X : 실험 처치 (교류분석 집단상담프로그램)

2. 연구도구

1) 교류분석 집단상담프로그램
이 연구에서는 위기청소년의 자아상태 기능을 활성화 시키고 더 효과적으로 분노조절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기 위해 각 회기별 다음과 같은 선행연구와 프로그램들을 참고하여 구안하였
다. 1.2.3.4.5회기는 정미선(2014)의 “교류분석이론에 근거한 부모의 분노조절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검증”을 1.6.8회기는 유미리(2016)의 “TA 집단상담프로그램이 고등학생들의 교우관계 증진
과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효과”를 2.3.4.7.회기는 임선희(2011)의 “TA를 활용한 집단상담이 청소
년의 자아상태와 생활자세에 미치는 영향”을 3.4.5.6.7회기는 이영호(2010)의 “화 조절 TA(교류분
석)부모교육”을 2.3.5.6회기는 정원철(2017) “교류분석 상담의 기초1”과 김미례(2017) “교류분석 상
담의 기초2”를 참조하였다. 또한 각 회기별 프로그램은 상담관련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20년 이
상의 상담경력이 있는 교류분석상담 수련감독급 전문가 3인의 자문을 받아 구안하였다. 프로그
램 주요 활동내용은 <표 2-2>와 같다.
<표 2-2> 교류분석 집단상담프로그램의 활동내용

단계

회기

주제

목표

활동내용
- 무조건적 긍정적 스트로크 주기
-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 실시하기
(일정안내 및 활동 유의사항 안내)

탐
색
단
계

- 교류분석 집단상담프로그램의 구조화하기

- 프로그램을 이해한다.
1

만나서
반가워요!

- 교류분석 집단상담프로그램 규칙정하기

- 집단상담을 이해한다.
- 친밀감과 신뢰감을 형성해 나간다.
- 집단 활동의 참여 동기를 높인다.

- “서약서” 작성하기
- 사전검사(분노조절)
- 별칭 짓기 및 자기소개하기
- 명찰 만들기
- 프로그램을 통하여 이루고자하는 바람 적어보기
- 회기요약 및 소감나누기, 다음회기 안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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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회기

주제

(계속 1)

목표

활동내용
- 무조건적 긍정적 스트로크 주기
- 전 회기 요약 및 정리해 주기

- 자아상태 검사의 결과를 통하여
2

나는 어떤
모습일까요?

자기이해를 할 수 있다.
- 건강한 자아를 자각하고 변화하
고 싶은 자기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 교류분석의 철학과 인간관을 이해하기
- 자아상태의 구조와 기능을 이해하기
- “자아상태 행동적진단표”를 서로 작성하면서 자
신의 자아상태의 기능별 표현방식을 알아차림
하기
- 자신이 진정으로 바라는 자아상태를 “자아상태
직관도표”로 표현해 보고 이야기 나누기
- 회기요약 및 소감나누기, 다음회기 안내하기
- 무조건적 긍정적 스트로크 주기
- 전 회기 요약 및 정리해 주기
- “교류패턴 분석지” 작성하기

- 교류패턴(상보교류, 교차교류, 이
면교류)의 차이를 이해한다.
- 감정지도를 그리며 현재 감정을
소통은
작

3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업

알아차림 한다.
- 분노감정에 대한 교류패턴을 이
해한다.

각자의 교류패턴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리기
- 자신의 감정표현 중 분노감정을 이해하고 교류

을 통해 상보교류의 필요성을

계

(상보교류, 교차교류, 이면교류)에 대한 이해와
- 하루의 감정변화를 글과 그림으로 감정지도 그

- A를 활성화시키는 감정빙고게임

단

- “교류패턴 분석지”를 통해 세 가지 교류패턴

자각한다.

패턴을 알아차림하기
- A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시간적 여유 갖기 요
법”의 기법을 사용하기
- “감정빙고게임”을 하면서 집단원간의 공통된 감
정을 경험하고 소통하기
- 회기요약 및 소감나누기, 다음회기 안내하기
- 조건적 긍정적 스트로크 주기
- 전 회기 요약 및 정리해 주기

- 인생각본의 의미와 유형을 이해
한다.
- 자신의 부모명령과 금지명령을
자꾸
4

화가 나는
이유가 뭐죠?

탐색한다.

- 인생각본에 대해 설명하기
- “각본분석질문지” 작성하기
- “각본분석질문지”를 통해 각본매트릭스 분석과
정에서 자신의 부모명령과 금지명령을 이해하고
분노감정을 확인하기

- CP를 활성화시킨다.
- 셀프허가를 통해 자아상태를 활
성화 시킨다.
- 자신의 억제된 분노감정을 탐색
한다.

- CP를 긍정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 “두 개의
의자요법”의 기법을 적용하기
- 과거 자신의 분노억제 경험에 대해 이야기 하고
분노억제 시 억압된 감정을 이해하기
- 스스로가 자신에게 긍정적인 허가를 주어 긍정
적인 자존감과 자아상태를 활성화시키기
- 회기요약 및 소감나누기, 다음회기 안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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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교류분석 집단상담프로그램의 활동내용

단계

회기

주제

(계속 2)

목표

활동내용
- 무조건적 긍정적 스트로크 주기
- 전 회기 요약 및 정리해 주기
- 인정자극(스트로크)에 대해 설명하기

- 긍정적인 스트로크와 부정적인
스트로크의 반응을 이해한다.
원하는 것을
5

말 할 수
있어요!

- 긍정적인 스트로크가 분노조절
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 NP를 활성화시킨다.
- 분노표출 관련 감정을 조절한다.
- 긍정적인 자아상으로 재결정 한
다.

- “스트로크사전점검표”를 작성하고 자신의 스트로
크 추구 유형 알아차림 하기
- 긍정적인 인정자극(스트로크)과 분노표출의 관계
이해하기
- 타인에게 사용하는 스트로크 유형에 대해 이야기
하기
- NP를 긍정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 “플러스 스
트로크요법”의 기법을 적용하기
- 부정적 인정자극(스트로크)거부하기
- 인정욕구를 충족시키는 의사소통을 통해 긍정적
인 자아상을 재결정하여 분노표출을 낮추기
- 회기요약 및 소감나누기, 다음회기 안내하기
- 무조건적 긍정적 스트로크 주기
- 전 회기 요약 및 정리해주기

- 시간구조화(폐쇄, 의식, 활동, 잡

생

담, 심리게임, 친밀)를 이해한다.

산

- 시간구조화 유형과 관련된 부정

단
계

나도 이제는
6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적 행동(분노표현) 패턴을 탐색
한다.

- 시간구조화(폐쇄, 의식, 활동, 잡담, 심리게임, 친
밀)에 대해 설명하기
- “나의 시간구조화”를 작성한 후 자신의 시간구조
화 양상을 알아차림하기
- 자신의 시간구조화 양상과 관련하여 반복되는 부

- AC를 활성화시킨다.

정적인(분노표현) 생활패턴에 대해 알아차림하기

- 역기능적인 시간구조화를 승자
각본의 시간구조화로 재결정하
여 분노조절 정도를 높인다.

- AC를 긍정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 “타협요법”
의 기법을 적용하기
- 자신의 역기능적인 시간구조화를 재결정하고 문
제해결 가능한 사고와 분노조절 능력을 기른다.
- 회기요약 및 소감나누기, 다음회기 안내하기

- 자신의 인생태도를 알아차림하
고 자기긍정, 타인긍정의 OK인
생태도로 재결정한다.
분노조절
7

(분노통제)은
이렇게 하자!

- OK인생태도를 위해 긍정적인 스
트로크을 주고받으며 존중받는
감정을 느껴본다.

- 무조건적 긍정적 스트로크 주기
- 전 회기 요약 및 정리해 주기
- 네 가지 인생태도 “자기긍정(I`m OK), 자기부정
(I`m Not OK, 타인긍정(You`re OK), 타인부정
(You`re Not OK)”와 인생태도 유형에 대해 설명
하기
- “인생태도 사전점검표” 작성하기

- FC를 활성화시킨다.
- 화가 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
게 I-message(나 전달법)으로 타
인에게 표현한다.

- 작성한 “인생태도 사전점검표”를 통해 현재 자신
의 인생태도에 대해 알아차림하기
- 집단원의 장점을 찾아 스트로크 하기
- 긍정적인 스트로크 주고받기에 대한 느낌 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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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회기

주제

(계속 3)

목표

활동내용
- FC를 긍정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 “머리 기울
이기 요법”의 기법을 적용해 보기
- OK인생태도로 재결정하여 분노의 감정을 “Imessage(나 전달법)”로 타인에게 솔직하게 표현하
고, 이해 받으면서 분노통제의 정서를 높이기
- 회기요약 및 소감나누기, 다음회기 안내하기
- 무조건적 긍정적 스트로크 주기

- 전체프로그램에 대한 느낌을
통
합
단

8

나도 변할 수

계

있었네요!

- 전체 회기 요약 및 정리해 주기

나누고 변화된 모습을 평가한

- 사후검사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실시하기(분노조절)

다.

-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및 “프로그램만족도” 작성하기

-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변화된
나를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다.

- “You’re OK 롤링페이퍼” 작성하기
- 프로그램을 마무리하면서 변화된 나를 표현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약속 받기

- 프로그램을 종결하고 종결감
정을 다룬다.

- 전체 프로그램 중 가장 유의미 했던 회기 및 활
동에 대해 소감나누기
- 종결 감정을 따뜻하게 다루어 주기

2) 자아상태
이 연구에서는 위기청소년들의 자아상태를 측정하기 위해 윤영진 외, (2016)이 개발한 고등학
생용 자아상태검사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5가지 하위 요인 즉, 상대방에게 강요와 나의
주장 관철하려 하고 쉽게 용서하지 않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비판적 어버이자아상태(CP), 타인
을 위로하거나 격려하는 것을 좋아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양육 어버이자아상태(NP), 어떤 일
을 할 때 계획 세우고 정확하고 분명하게 처리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어른자아상태(A), 모든
일에 호심이 많은 등의 내용이 포함된 자유로운 어린이자아상태(FC),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
을 두려워하고 등의 내용이 포함된 순응하는 어린이자아상태(AC)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하위
요인 별 10문항씩 총 50문항이다. 각 문항은 5점 Likert식 척도로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로 평정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요인의 심리
적 에지가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기능적인 수준의 자아상태는 각 하위 요인 별 비판
적 부모자아상태(CP)는 20-25점, 양육적 부모자아상태(NP)는 25-35점, 어른자아상태(A)는 35-40점,
자유로운 어린이자아상태(FC)는 30-35점, 순응하는 어린이자아상태(AC)는 22-27점 정도로 정의한
다(윤영진 외, 2015). 윤영진 외, (2016)의 연구에서 자아상태 각 하위 요인 별 신뢰도(Cronbach’s
α)는 비판적 어버이자아(CP) .83, 양육적 어버이자아(NP) .81, 어른자아(A) .84, 자유로운 어린이자
아(FC) .78, 순응하는 어린이자아(AC) .74 으로 나타났으며, 이 연구의 경우 하위 요인 별 신뢰도
는 비판적인 부모자아(CP) .91, 양육적 부모자아(NP) .94, 어른자아(A) .86, 자유로운 어린이자아
(FC) .77, 순응하는 어린이자아(AC) .80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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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노조절
이 연구에서는 위기청소년들의 분노조절에 대한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Spielberger(1985)가 개발
한 분노조절척도(AX-Anger Expression Scale)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3가지 하위 요인 즉, 화나면
이를 겉으로 드러내며 화난 표정으로 욕하기 등의 내용이 포함된 분노표출, 화나도 겉으로 표현
않으며 말하지 않거나 등의 내용이 포함된 분노억제, 화난 상태를 지각하여 진정하기 위해 다양
한 방법을 사용하여 분노를 조정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분노통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하위
요인 별 8문항씩 총 24문항이다. 각 문항은 4점 Likert식 척도로 1=전혀 그렇지 않다, 2=약간 그
렇다, 3=그렇다, 4=매우 그렇다 로 평정한다. 각 하위 요인 중 분노표출 점수와 분노억제는 점
수가 낮을수록, 분노통제는 점수가 높을수록 분노조절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임태숙, 1992).
Spielberger(1985)의 연구에서 분노조절의 각 하위 요인 별 신뢰도(Cronbach’s α)는 분노표출 .67, 분
노억제 .68, 분노통제 .81 이었으며, 이 연구의 경우 각 하위 요인 별 신뢰도는 분노표출 .92, 분
노억제 .87, 분노통제 .89로 나타났다.
3. 자료 분석

이 연구의 분석은 SPSS v.22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실시하였다. 첫째,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분노조절에 대한 내적신뢰도를 알아보고자 신뢰도(Cronbach’s
α) 계수를 산출 하였다. 둘째,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
실시하였다. 셋째, 교류분석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보호관찰 위기청소년들의 자아상태를 기능적
인 수준으로 활성화 시키는 정도 및 분노조절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사전, 사후의 차이를 알아
보기 위해서 대응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교류분석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보호관찰 위기청소년의 자아상태에 미치는 효과

1) 집단별 자아상태 사전 동질성 검증
이 연구에서의 교류분석 집단상담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기전에,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 동질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아상태에 대한 독립표본 t검정 사전검사를 실시하였다.
집단별 자아상태의 하위 요인의 사전 동질성검사 결과의 평균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은 비판
적 부모자아(t=-.083, p>.05), 양육적 부모자아(t=1.785, p>.05), 어른자아(t=-.432, p>.05), 자유로
운 어린이자아(t=-1.523, p>.05), 순응하는 어린이자아(t=-.280, p>.05)로 통계적으로 두 집단이 유
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는 <표 3-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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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집단

통제집단

하위 요인

평균
(M)

표준편차
(SD)

평균
(M)

표준편차
(SD)

t

p

비판적 부모자아(CP)

26.91

5.65

27.18

9.33

-.083

.935

양육적 부모자아(NP)

34.27

7.48

28.00

8.93

1.785

.089

어른자아(A)

27.45

8.03

28.73

5.57

-.432

.670

자유로운 어린이자아(FC)

34.00

4.22

37.36

5.99

-1.523

.143

순응하는 어린이자아(AC)

29.73

5.80

30.36

4.80

-.280

.782

2) 교류분석 집단상담프로그램이 자아상태에 미치는 영향
이 연구에서는 교류분석 집단상담프로그램이 자아상태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지
를 알아보고자 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집단과 실시하지 않은 통제집단에 대한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3-2>와 같다.
<표 3-2> 자아상태 사전-사후 검사결과 비교분석표

하위 요인

실험집단

통제집단

M(SD)

M(SD)

사전

사후

t

p

사전

사후

t

p

비판적
부모자아(CP)

26.91
(5.65)

25.45
(2.30)

.911

.384

27.18
(9.33)

27.45
(7.93)

-.319

.756

양육적
부모자아(NP)

34.27
(7.48)

33.27
(4.03)

.505

.625

28.00
(8.93)

28.45
(9.21)

-.524

.612

어른자아(A)

27.45
(8.03)

32.36
(3.47)

-2.534

.030

28.73
(5.57)

29.36
(6.00)

-.753

.469

자유로운
어린이자아(FC)

34.00
(4.22)

32.09
(2.88)

1.347

.208

37.36
(5.99)

36.55
(4.70)

1.111

.292

순응하는
어린이자아(AC)

29.73
(5.80)

24.00
(3.66)

3.724

.004

30.36
(4.80)

30.73
(4.27)

-.669

.519

<표 3-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실험집단의 자아상태 하위 요인 중 사전점수(27.45)점에서 사후
점수(32.36)점으로 +4.91점 차이를 보이는 어른자아(t=-2.534, p<.05)와 사전점수(29.73)점에서 사
후점수(24.00)점으로

–5.73점의 차이를 보이는 순응하는 어린이자아(t=3.724, p<.05)가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그 외의 비판적 부모자아는 사전점수(26.91점)에서 사후점수(25.45
점)로 +1.46점의 차이를 보였고, 어른자아의 사전점수(34.27점)에서 사후점수(33.27점)로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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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차이를 보였다. 자유로운 어린이자아는 사전점수(34.00점)에서 사후점수(32.09점)로 +1.91점의
차이를 보이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는 보이지 못했다. 하지만, 자아상태 척도의 기능적인
수준의 자아상태 하위 요인 별 점수를 보면 비판적 부모자아상태(CP)는 20-25점, 양육적 부모자
아상태(NP)는 25-35점, 어른자아상태(A)는 35-40점, 자유로운 어린이자아상태(FC) 30-35점, 순응하
는 어린이자아상태(AC)는 22-27점 정도로 정의한다. 이 연구의 실험집단의 하위 요인 별 점수결
과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비판적 부모자아 사전점수(26.91)점에서 사후점수(25.45)점, 양육적 부모
자아 사전점수(34.27)에서 사후점수(33.27)점, 어른자아(27.45)점에서 사후점수(32.36)점, 자유로운
어린이자아 사전점수(34.00)점에서 사후점수(32.09)점, 순응하는 어린이자아 사전점수(29.73)점에서
사후점수(24.00)점으로 실험집단 하위 요인 별 점수의 상승과 하락으로 기능적인 수준의 자아상
태 점수범위를 유지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이와 같은 결과로 교류분석 집단상담프로그램은 실험
집단의 자아상태 활성화에 효과가 있었음을 나타냈다. 따라서 이 연구결과 <가설 1> ‘교류분석
집단상담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실험집단 보호관찰 위기청소년의 자아상태는 통제집단 보다 기능
적인 수준으로 활성화 될 것이다.’가 부분 수용되었다.
3) 집단별 자아상태 하위 요인의 사전-사후 검사 결과 비교 그래프
이 연구에서 나타난 자아상태 하위 요인 별 사전-사후검사 결과비교에 대한 연구결과를 그래
프로 제시하면 [그림 3-1], [그림 3-2], [그림 3-3], [그림 3-4], [그림 3-5]와 같다.

[그림 3-1] 비판적 부모자아(CP)

[그림 3-2] 양육적 부모자아(NP)

[그림 3-3] 어른자아(A)

[그림 3-4] 자유로운 어린이자아(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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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순응하는 어린이자아(AC)

4) 교류분석 집단상담프로그램 진행 후 집단별 자아상태 동질성 검증
이 연구에서의 교류분석 집단상담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자아상태에 대한 독
립표본 t검정 사전검사를 실시하였다. 유의수준 .05와 자유도가 20인 양방검정의 기각 값은 ±
2.086이다. 이를 토대로 집단별 자아상태 하위요인의 사후 동질성검사 결과의 평균에서 실험집
단과 통제집단은 비판적 부모자아(t=-.80), 양육적 부모자아(t=1.59), 어른자아(t=-1.44)의 경우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자유로운 어린이자아(t=-2.68), 순응하는 어린이자아
(t=-3.97)의 경우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이 연구의 교류분석 집단상담프로그램은 실험
집단 보호관찰 위기청소년의 자아상태를 기능적으로 활성화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 결과는 <표 3-3>과 같다.
<표 3-3>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사후 동질성검사 결과표

실험집단
하위 요인

통제집단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M)

(SD)

(M)

(SD)

25.45

2.30

27.45

7.93

-0.80

양육적 부모자아(NP)

33.27

4.03

28.45

9.21

1.59

어른자아(A)

32.36

3.47

29.36

6.00

1.44

자유로운 어린이자아(FC)

32.09

2.88

36.55

4.70

-2.68*

순응하는 어린이자아(AC)

24.00

3.66

30.73

4,27

-3.97*

비판적
부모자아(CP)

2. 교류분석 집단상담프로그램이 보호관찰 위기청소년의 분노조절에 미치는 효과

1) 집단별 분노조절 사전 동질성 검증
이 연구에서 사용된 교류분석 집단상담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전에, 실험집단과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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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의 사전 동질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분노조절에 대한 독립표본 t검정 사전검사를 실시
하였다. 집단별 분노조절 및 하위 요인 별 사전 동질성검사 결과의 평균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
단은 분노표출(t=-.1.524, p>.05), 분노억제(t-.570, p>.05), 분노통제(t=.480, p>.05)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 결과는 <표 3-4>와 같다.

<표 3-4>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사전 동질성검사 결과표

실험집단
하위 요인

통제집단
t

p

3.64

-1.524

.143

20.55

4.37

-.570

.575

12.27

4.05

.480

.636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M)

(SD)

(M)

(SD)

분노표출

23.00

4.17

25.55

분노억제

19.45

4.61

분노통제

13.09

3.94

2) 교류분석 집단상담프로그램이 분노조절에 미치는 영향
이 연구에서는 교류분석 집단상담프로그램이 분노조절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지
를 알아보고자 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집단과 실시하지 않은 통제집단에 대한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3-5>와 같다.

<표 3-5> 분노조절 사전-사후 검사결과 비교분석표

실험집단

통제집단

M(SD)

M(SD)

하위요인

분노표출

분노억제

분노통제

사전

사후

23.00

15.82

(4.17)

(3.19)

19.45

13.82

(4.61)

(4.35)

13.09

19.73

(3.94)

(2.94)

t

p

6.616

.000

3.676

.004

-8.664

.000

사전

사후

25.55

26.82

(3.64)

(4.45)

20.55

20.73

(4.37)

(5.26)

12.27

11.36

(4.05)

(3.53)

t

p

-1.964

.078

-.282

.783

1.132

.284

<표 3-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실험집단의 분노조절 하위요인 중 사전점수(23.00)점에서 사후

–7.18점의 차이를 보이는 분노표출(t=6.616, p<.05), 사전점수(19.45)점에서 사
후점수(13.82)점으로 –5.63점의 차이를 보이는 분노억제(t=3.676, p<.05), 사전점수(13.09)점에서
점수(15.82)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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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 연구의 분노조절은 실험집단의 하위요인 분노표출과
분노억제의 사후점수가 사전점수보다 하락하고, 분노통제의 사전사후점수가 사전점수보다 상승
하면 분노조절에 효과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하위요인 별 분노표출 점수가
점 하락하고 분노억제의 점수 또한

–7.18

–5.63점으로 하락했으며, 분노통제 점수가 +6.64점으로 상

승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교류분석 집단상담프로그램이 실험집단의 분노조절에 효과가 있음
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연구결과 <가설 2> ‘교류분석 집단상담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실험집단
보호관찰 위기청소년의 분노조절 효과는 통제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을 것이다.’가 지지되었다.

3) 집단별 분노조절 하위 요인별 사전-사후 결과 비교 그래프
이 연구에서 나타난 분노조절 하위요인 별 사전-사후 검사결과에 대한 비교 그래프를 제시하
면 [그림 3-6], [그림 3-7], [그림 3-8]과 같다.

[그림 3-6] 분노표출

[그림 3-7] 분노억제

[그림 3-8] 분노통제

4) 교류분석 집단상담프로그램 진행 후 집단별 분노조절 동질성 검증
이 연구에서 사용된 교류분석 집단상담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분노조절에 대
한 독립표본 t검정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유의수준 .05와 자유도가 20인 양방검정의 기각 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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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86이다. 이를 토대로 집단별 분노조절 하위요인의 사후 동질성검사 결과의 평균에서 실험

—

집단과 통제집단은 분노표출(t=-6.66), 분노억제(t 3.36), 분노통제(t=6.04)란 모든 하위요인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교류분석 집단상담프로그램은 실험집단 보호관찰
위기청소년의 분노조절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 결과는 <표 3-6>과 같다.

<표 3-6>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사후 동질성검사 결과표

실험집단
하위 요인

통제집단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M)

(SD)

(M)

(SD)

분노표출

15.82

3.19

26.82

4.45

-6.66*

분노억제

13.82

4.35

20.73

5.26

-3.36*

분노통제

19.73

2.94

11.36

3.53

6.04*

3. 개별 특성 및 사전- 사후 행동변화

이 연구의 실험집단에 참여한 11명 보호관찰 위기청소년의 개별 특성 및 사전-사후 행동변화
관련 내용은 <표 3-7>과 같다.

<표 3-7> 개별 특성 및 사전- 사후 행동변화

1

2

집단원

특성

카트라이더

성매매 및

공주님

폭력

공주님

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

사전-사후 행동변화
결핍된 스트로크 충족을 위해 대인관계에서 억압된 감정표출 및 부적절
한 성관계를 맺어 왔으나, 이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무조건적인 긍정적
스트로크를 주고받으면서 억압된 감정표현 및 타인수용 능력이 증진됨
결핍된 스트로크 충족을 위해 부적절한 성관계를 지속해 왔으나, 이 프
로그램 참여를 통해 상보교류를 주고받으며 타인과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해지고 부정감정 조절 정도가 높아짐
심리적인 안정을 타인과의 성적접촉을 통해 유지해 왔으나, 이 프로그램

3

수찐이

성매매 및

참여를 통해 무조건적 긍정적인 스트로크를 주고받으면서 자신을 소중히

가출

여기고 타인의 삶에 적절히 관여해야 함을 알아차림 했으며, 타인에 대
한 부정감정 조절 정도가 높아짐

4

차나

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

결핍된 인정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성적인 쾌락으로 타인과의 관계를 유
지해 왔으나, 이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무조건적 긍정적인 스트로크를
주고받으면서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에너지가 높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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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원

(계속)

특성

사전-사후 행동변화
타인과의 관계에서 억압된 감정을 공격적으로 표출하고 부적절한 성관계

5

노란이

성매매 및

를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유지해 왔으나, 이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초기

폭력

어린시절 억압된 감정에 대해 알아차림하고 억압된 분노감정을 솔직하게
표출하는 등 더 효과적으로 분노를 조절함
타인과의 관계에서 억압된 감정을 공격적으로 표출함으로써 타인의 관심

6

진지

가출, 폭력 및
절도

을 이끄는 스트로크 추구패턴을 반복해 왔으나, 이 프로그램 참여를 통
해 무조건적 긍정적인 스트로크 주고받기 속에서 지금 그대로 자기 자신
을 수용하고 소중히 여기면서 분노감정을 상처주지 않으며 표출하는 힘
이 강화됨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요구하더라도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7

경수기

학교부적응 및

못하며 부적절한 성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이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지

성매매

금-여기 문제해결 가능한 사고기능이 활성화 되어 부정적 감정을 적절히
표현하는 등 더 효과적으로 분노를 조절함

8

9

소리

서지니

가출 및
학교부적응

학교부적응 및
성매매

타인과의 관계에서 폭력적 행동패턴을 반복적으로 유지해 왔으나, 이 프
로그램 참여를 통해 무조건적인 격려와 지지 스트로크를 주고받으면서
규칙 준수, 상호협조 및 타인존중의 긍정적인 인생태도를 보임
결핍된 인정욕구를 성관계라는 신체접촉 차원의 스트로크 추구패턴을 통
해 충족해 왔으나, 이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문제해결 가능한 사고기능
이 향상되었으며, 타인에 대한 공격적인 분노표출 행동도 낮아짐
결핍된 인정욕구를 성관계라는 신체접촉 차원의 스트로크 추구패턴을 통

10

태양

학교부적응 및

해 충족해 왔으나, 이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무조건적 긍정적인 스트로

성매매

크 주고받기 속에서 억압된 분노 감정의 표현, 타인과의 상호협력 및 문
제해결 능력이 향상됨

11

관심

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

쾌락추구의 목적으로 부적절한 성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이 프로그램 참
여를 통해 무조건적 긍정적인 스트로크 주고받기 속에서 부정감정의 표
출이 줄어들고 문제해결 가능한 사고기능이 활성화됨

Ⅳ. 결론 및 논의
이 연구는 교류분석 집단상담프로그램에 참여한 보호관찰 위기청소년 실험집단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통제집단 보다 자아상태를 기능적 수준으로 활성화 시키고 더 효과적으로 분노
조절을 할 수 있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 나타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살펴본 주요 논의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류분석 집단상담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통제집단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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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아상태 사후검사 점수가 유의하게 검증되었다. 특히 실험집단 참여자의 자아상태 하위 요
인 중 A와 AC가 유의미하게 나타냈다(p<.05). 그 외 통계적으로는 유의미 하지 않게 나타난 CP,
NP, FC도 기능적인 자아상태 점수 즉, CP 20-25점, NP 25-35점, FC 30-35점 범위에 해당하였다.
즉, 이 연구결과 실험집단 참여자들의 각 하위 요인 별 점수가 상승과 하락으로 자아상태가 기
능적인 수준의 점수범위를 유지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 결과 교류분석 집단상담프로그램이 보호
관찰 위기청소년의 기능적인 자아상태 활성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연구결과
들을 선행연구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먼저, 이 연구에서 CP의 점수와 NP의 점수가 기능적인 자
아상태 점수로 근접한 결과는 김진녀(2014)의 교류분석 집단상담프로그램이 학교부적응 청소년
의 자아상태, 자아존중감 및 사회적 회피와 불안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다음
으로 이 연구에서 A의 낮았던 점수가 상승하여 기능적인 자아상태 점수로 근접한 결과는 서원
선(2002)의 교류분석 집단상담프로그램이 시설 위기청소년의 자아개념 및 성취동기에 효과가 있
었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이외 이 연구에서 FC의 점수와 AC의 높았던 점수가 하락하여
기능적인 자아상태 점수로 근접한 결과는 이숙(2013)의 교류분석 집단상담프로그램이 청소년의
자아탄력성 증진과 적응적인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유사 연구결과와도 일치하였다. 이는 교류분
석 집단상담프로그램이 학교부적응 중학생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서윤주,
2016) 및 학교 밖 청소년의 자아상태에 영향을 주어 사회불안과 생애목표에 효과적인 영향을 미
친다는 연구결과(조정미, 2017)를 지지하였다. 무엇보다 이 연구에서 자아상태 하위 요인 중 A와
AC의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 점은 A가 지나치게 높으면 무미건조한 컴퓨터
와 같은 차가운 인간이 되고, 지나치게 낮으면 즉흥적인 경향이 있다는 박원모(2008)의 연구결과
와 AC가 지나치게 높거나 낮으면 열등감과 소외감 등이 강하게 나타나 부적응행동, 정서문제,
수업 및 학업 문제행동, 부모-자녀 관계 문제행동, 공격적 또래 관계 문제행동을 보인다는 서윤
주와 이동훈(2010)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결과 교류분석 집단상담프로그램
은 보호관찰 위기청소년들의 자아상태를 기능적인 수준으로 활성화시켜 줌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이 연구에서 적용된 교류분석 집단상담프로그램이 보호관찰 위기청소년의 자아상태를
기능적 수준으로 활성화하여 역기능적 부적응 행동을 기능적으로 변화시킨 것은 다음의 요인들
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이 프로그램이 비록 짧은 회기로 진행되었지만, 각 회기별 무
조건적 긍정적인 스트로크 제공을 통해 보호관찰 위기청소년의 C에 억압되어 있는 감정표출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A의 오염이 제거되어 자아상태가 지금-여기 문제해결 가능한 사고하는 기
능으로 활성화 된 것으로 본다. 또한 자아상태 검사 후 각 하위요인 별 자아상태 점수와 그 행
동 특성에 대해 이해한 후 자신의 자아상태를 알아차림 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다는 점이다. 이
외 참여자들이 보다 쉽게 교류분석의 주요 개념들을 이해하고 새로운 행동기술들을 익히고 실
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들을 회기 활동에 활용하여 흥미롭게 진행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교류분석 집단상담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통제집단보
다 사후검사에서 분노조절이 유의하게 검증되었다. 이 연구의 실험집단의 분노조절 변인 각 하
위요인 별 결과를 살펴보면 분노표출의 경우 사전 23.00점에서 사후 15.82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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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점 하락

김다윤․김미례 / 교류분석 집단상담프로그램이 보호관찰 위기청소년의 자아상태와 분노조절에 미치는 효과-보호관찰 여자 위기청소년 중심으로하였으며, 분노억제의 경우 사전 19.45점에서 사후 13.82점으로

–5.63점 하락하였으며, 분노통제

의 경우 사전 13.09점에서 사후 19.73점으로 +6.64 상승하여 각 하위 요인 모두 유의미한 결과
를 보였다(p<.05). 따라서 이 연구 결과 교류분석 집단상담프로그램이 보호관찰 위기청소년의 분
노조절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선행연구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먼
저, 이 연구에서 분노통제 점수가 상승하여 분노조절이 유의미하게 나타난 결과는 교류분석 집
단상담프로그램이 심리적으로 위축된 위기청소년들의 자기통제, 분노조절 측면에서 효과가 있었
다는 연구결과들(류태보, 1996; 손수향 외, 2007; 이영호, 2002)과 일치 하였다. 이외 교류분석 집
단상담프로그램에 참여한 수형자들의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 수준이 긍정적으로 향상되었다는

⋅

⋅

연구결과(최경환 김태익 허장덕, 2014), 교류분석 프로그램이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 불안과

⋅

생애목표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정미선 윤경희, 2015)와 교류분석 이론에 근거한 분노조절
프로그램이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의 분노조절에 효과가 있었다는 정미선과 윤경희(2015)의
유사 연구결과들과도 맥락적으로 일치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결과 교류분석 집단상담프로그램은
보호관찰 위기청소년들의 분노조절을 효과적으로 조력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 연구에서 적용된 교류분석 집단상담프로그램은 보호관찰 위기청소년의 분노조절
에 다음과 같은 점에서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보호관찰 위기청소년의 부정적인 교류패턴을 스
스로 알아차림하고, 긍정적인 상보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 회기가 제공되었다는 점
이다. 이 과정에서 참여자들이 초기 어린시절 미해결된 욕구와 관련이 있는 억압된 분노감정을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익히고 실연하면서, 분노를 보다 더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승
자로의 재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참여자들이 과거 자신의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행동, 성적인 부분 등의 다양한 문제행동들을 집단원들을 신뢰하고 기꺼이 자기개방 하게 됨으
로써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집단원에게 공감적 이해, 지지와 격려, 상호간에 긍정적인 피
드백을 주고받음으로써 스트레스 상황 시 촉발되는 부정적인 분노감정을 조절하기 위한 변화
시도를 해 나갈 수 있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이 연
구의 실험집단은 G광역시 일부 보호관찰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되었기에 연구의 결과를
전국단위로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둘째, 이 연구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보호관찰
위기청소년 여자로 편향되어 있으므로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셋째, 이 연구에서 사
전검사 측정도구를 사후검사에도 반복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참여자의 자의적인 해석이나 학습효
과가 있을 수 있기에 검사결과 오차가 발생 할 수도 있는 한계가 있다. 넷째, 실험집단 대상의
특성상 보호관찰 과정 중에 있기에 때론 긴급 변동 상황과 탈락 위험이 발생하여 프로그램 진
행에 다소 어려움이 유발될 수도 있다는 점에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교류분석 집단상담프로그램은 보
호관찰 위기청소년 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기 때문에 그 표본이 크지 않고 성별 편향성이 있
다는 점이다. 이에 추후 연구에서는 성별 편향성을 고려하여 남녀 모두를 포함한 다수의 위기청
소년에게 연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보호관찰 위기청소년 중 낮은 분노가 심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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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개입에 대한 적절한 요소가 추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보호관찰 위기청
소년 대상 개인별 특성과 요구에 맞게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구안되고 적용되어 검증될 필요가
있다. 셋째, 독립변인인 교류분석 집단상담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동안의 단기적인 변화뿐만 아니
라 정성적 관점에서 추수검사와 지속적 개별상담 실시를 통해 장기적인 변화를 어느 정도 도모
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효과 검증도 필요하다고 본다. 넷째, 가족체계 관련 요인이 위기청소년
들의 삶의 태도에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가정 할 때 가족구성원 또는 부모역할을 하는
주 양육자와 함께 할 수 있는 교류분석 상담프로그램의 개발도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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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Transactional Analysis Group
Counseling Program on Ego state and
Controlling Anger of Youth at a Crisis in Probation
- Target youth at a women crisis in probation -

Da yun, Kim

Mi Rye, Kim

Honam University’s 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the transactional analysis group counseling
program on ego state and controlling anger of Youth at a Crisis in Probation To that end target 22
youth at a women crisis in probation in G Metropolitan City probation. into 11 experimental groups and
11 control groups. to 11 experimental groups The group counseling program for exchange analysis was
conducted three times, 90 minutes per week, from August 30, 2018 to February 8, 2019.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experimental group probation crisis youth who participated in the
transactional analysis group counseling program has a ego state became more functionally active than the
control group. Second, the experimental group probation crisis youth who participated in the transactional
analysis group counseling program had a higher degree of anger control than the control group. this
suggests the exchange transactional analysis group counseling program of probation crisis youth is effective
in controlling the ego state and controlling anger. finally, we discussed the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and suggestions for further research.

Key words : transactional analysis group counseling, probation, crisis youth, ego state, controlling a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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