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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코칭 대화법을 활용한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 개발 연구
나옥희1), 오오현2), 이미나3)

Development of School Violence Prevention Program Using
Emotional Coaching Dialogue
Ok-hee, Na1), Oh-hyun, Oh2), Mi-Na, Lee3)
요 약
본 연구는 중학생을 위한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그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학교폭
력예방 프로그램은 감정코칭 대화법을 사용하여 감정 알아차리기, 좋은 기회로 여기기, 감정을 읽어
주고 공감하기, 감정 명료화, 바람직한 행동으로 이끌기 등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대상은 G시에 거주
하고 있는 중학생(실험집단 12명, 통제집단 12명)이며, 프로그램 실시 기간은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이며, 총10회기이다. 연구도구로는 자아탄력성(박은희, 2013), 학교적응(김아영, 2002)이며, 수집한 자료
를 Window용 SPS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을 실시
한 실험집단의 자아탄력성 및 학교적응이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 이는 상황에 따라 감정을 표현하
고 공감하여 또래간의 조절능력이 증가하였으며, 새로운 환경에서 유연하게 대처하고 적응하는데 효
과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을 통해서 폭력에 대한 청소년의 그릇된 인식과
태도를 변화 시키는데 유용한 것임을 알 수 있었으며, 또래 및 교사와 긍정적 관계형성과 상호 신뢰
하여 행복감을 느끼며 원만한 대인관계를 가능케 하는데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핵심어 : 중학생,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 감정코칭, 자아탄력성, 학교적응.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school violence prevention program for
middle school students. The school violence prevention program used the emotional coaching conversation
method to derive emotional awareness, taking it as a good opportunity, reading emotions, clarifying
emotions, and leading to desirable behavior. The subjects of this study are middle school students (12
experimental group, 12 control group) who live in G city. The program period is from July to September,
2017, total 10 sessions. The research tools were ego resilience (Park, Eun Hee, 2013) and school adap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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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2002).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1.0 program for Windows.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the ego - resilience and school adjustment of the experimental group that implemented
the school violence prevention program showed significant results. This shows that emotional expressions
and empathic emotions increase the ability to control peers, and they are effective in coping and adapting
in a new environment. In other words, through the school violence prevention program, it was found that it
is useful to change the misperception and attitude of the adolescents about violence, and it is found that it
is effective to make positive relationship with peers and teachers.
Keywords: middle school student, school violence prevention program, emotion coaching, ego resiliency,
school adaptation

1. 서론
중학생은 다른 어떤 성장기보다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정서를 표출할 우려가 높아 감정의 기복
이 심하고 정서적 변화가 불안정한 상태를 경험하는 시기이다. 또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거나 조
절하는데 미숙해서 우울감이나 불안감의 수준이 높은 청소년은 교우관계에 있어 작은 일에도 민감
하게 반응함으로써 정서조절의 피해에 노출되는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다(정종진, 2012)[1]. 이처럼
정서반응을 일으키는 다양한 상황에서 정서를 조절하는 일은 매우 힘든 일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정서를 조절하는데 실패하게 되면 다양한 심리적 문제를 유발한다(이지영·권석만, 2006)[2]. 청소년
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에 대해 수치스럽게 여기거나 어떤 감정은 표현되어서는
안 된다고 교육을 받기도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슬플 때도 자신의 슬픈 감정을 억압하여 다른 사
람들 앞에서는 미소를 지어야 함을 배운다. 또한 화가 날 때는 부정적 정서를 표현하는 것에 대해
위험하게 생각하여 나름대로 타인과 떨어져 있을 수 있는 별도의 장소를 찾거나 애써 잊어버리려
가장 좋아하는 것을 떠올리며 긍정적 정서를 상기하는 것과 같은 생존 전략을 습득하게 된다. 이
러한 이유로 청소년은 감정을 소월히 생각하게 되어 공감능력이 떨어지고 부적응을 초래하게 된
다. 청소년의 정서조절은 그들의 발달 특성과 관련하여 통제와 자기조절의 과정 속에서 이해되어
져야 하며 무엇보다 청소년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잘 하기 위해서는 외부환경으로부터 유발된 정서
자극을 처리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유선미, 2013)[3].
청소년 학교폭력의 67.2%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유형은 언어폭력이 그 절반(34.9%)를 차
지하고, 스토킹(10.9%), 신체폭행(12.2%), 집단따돌림(16.9%) 순이다.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
폭력, 집단 따돌림, 교실붕괴, 청소년 비행 등의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한다(김윤경 정문자,
2009)[4]. 결국 학생들은 표면적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것처럼 보여도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여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해 생긴 학교폭력의 문제를 간과할 수 없는 실정이다(류방란 외, 2007)[5].
정서적인 표현이 잘 되지 않는 청소년들의 미숙한 사회적 대처기술로 인해 욕구를 적절한 방법
으로 표현하지 못한다면 또래와의 잦은 시비와 말다툼, 공격행동 등의 어려움을 겪게 되고, 비행,
폭력, 범죄 등의 반사회적인 행동양식을 보이기도 한다(김경중, 2003)[6]. 또한, 다양한 요인들로 인
해 심리적 갈등과 욕구불만을 크게 경험하며 이것은 곧 그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
고 있다(한상철, 2009)[7]. 따라서, 정서적인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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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그러므로, 감정코칭은 부모가 자녀에게 사용하는 효과적인 대화법으로 사용되어 타인의 감
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그 초점이다. 즉, 감정코칭의 핵
심은 ‘자녀의 모든 감정을 수용하고 올바른 행동으로 이끈다’는 것이다. 이를 본 연구자는 중학생
들이 의사소통상황에 적용하여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 질 수 있게 하려고 한다. 즉 친구들과 상호
작용 시 행동보다 감정에 초점을 맞추어 소통할 때, 상대방은 인정받은 기분이 들게 되어 마음문
을 열게 되므로써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다. Gottman의 연구를 바탕으로 감정코
칭이 청소년의 문제행동 등을 감소시키고 바람직한 발달을 돕는 의사소통이라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최성애 조벽, 2013)[8]. 따라서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공감하고 올바른

행동으로 이끄는 감

정코칭의 대화법을 활용하였다. 감정을 자연스럽게 수용하고 이해하되, 다양하게 표현되는 감정들
중 문제행동과 연결되는 경우 분명하게 한계를 두고 그 한계 안에서 좀 더 바람직한 행동으로 이
끌어 준다(정미숙, 2016)[9]. 즉 자신의 감정을 존중받는 경험을 통해 상황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
며 자기감정을 이해하고 자기진정을 잘 할 수 있게 된다(김지혜, 2015)[10]. 더불어 행동의 한계를
설정하므로써 부적응적 행동이 감소하게 되고 상대방의 감정을 수용하고 존중하게 된다. 그러므로,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한 원활한 대인관계를 유지하여 사회에서 보다 잘 적응하게 된다.
적응은 개인과 환경간의 조화와 균형 있는 관계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으로 자신에게 맞지 않
는 환경을 개조하는 능동적인 과정일 뿐 아니라 사회에서 요구하는 질서 등에 수동적으로 순응하
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는 학생이 무한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
도록 도움을 주는 기관으로써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맞춰 환경에 적응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적응하도록 그들의 능력을 체계적으로 길러주는 곳이다.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가정에서 보다
는 더 많은 시간을 학교환경에서 보내기 때문에 학교라는 환경은 적응을 위한 청소년 발달과정에
서 매우 중요하다. 학교생활 적응을 잘하는 학생들은 학교에 대한 감정이나 자신감 그리고 동기가
긍정적이어서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그들의 행동특성도 바람직하게 형성되어 학교와 사회 발전에
큰 도움을 준다(박원모 박명숙 천성문 하현주, 2008)[11]. 유옥현(2009)[12]은 학교적응이란 학생
이 모든 학교생활이 바람직하게 수용되어 학교생활 중에 일어나는 다양한 상황과 교육적 환경을
욕구에 맞게 변화시키거나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보았다. 구본용(2007)[13]은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는 일련의 어떤 노력으로서, 학생들 스스로가 자신의 요구를 학교
내에서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학습자의 시도로 규정하였으며, 문은식
(2001)[14]은 학교생활 적응을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이 학교 환경과 조화로운 상호작용을 통하여
성공적인 관계를 형성시킴으로써 또래관계와 교사 등 의미 있는 타자들과 원활한 인간관계를 유지
해 가며 학교수업에 보다 적응적이고 학교규칙에 순응하여 독립적인 한 개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가는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을 위한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그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은 중학생의 자아탄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은 중학생의 학교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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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및 연구도구
본 연구의 대상은 K시 S구에 위치한 남자 중학생 24명이다. 본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하여 중
학생 12명을 실험집단으로 하고 이와 유사한 가정환경 및 지역특성을 지니고 비슷한 활동을 가진
다른 중학생 집단 12명을 통제집단으로 선정하여 진행하였다. 본 연구도구는 자아탄력성과 학교적
응 측정도구이다. 첫째, 자아탄력성 측정도구는 박은희(2013)[15]가 번안한 것으로 Kremen과
Block(1996)이 개발한 자아탄력성 측정도구(Ego-Resiliency Scale: ERS)를 사용하였다. 총 40문항으
로 구성되고 5개 하위영역으로써 대인관계 .70, 활력성 .74, 감정통제 .72, 호기심 .71 그리고 낙관
성 .73을 포함하는 척도이다. 각 문항별 점수는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2점, 그렇지 않다” , 3
점 “보통이다” , 4점, “그렇다” , 5점 “항상 그렇다” 로 5점 Likert 척도으로 구성되었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학교적응을 측정도구로는 김아영(2002)[16]의
중학생용 학교적응 척도를 사용하였다. 학교적응척도는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각 하위요인은 학
교수업 .75, 교사관계 .76, 친구관계 .70 그리고 학교규칙 .70의 4개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별 점수 측정은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2점 “그렇지 않다” , 3점“보통이다” , 4점“그렇다” ,
5점“항상 그렇다”로 5점의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는데, 이 척도에 의한 학교적응 점수가 높을수록
학생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2.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1회기-3회기는 시작단계로써 감정의 개념과 의사소통유형을 소개한다. 1회기는 프로그램을 소개
하고 ‘사진에서 나의 감정을 찾아요’로써 자신이 좋아하는 사진을 선택하도록 하여 사진 속에서 자
신의 느낌을 알아차리고 자신을 소개하며 라포를 형성한다. 2회기는 ‘내 감정인식하기’에서는 ‘감정
을 숨기는 찬이’ 책을 소개하고 주인공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상대방은 적극적인 경청하여 감정코
칭의 처음 단계인 감정을 인식하고 공감을 한다. 3회기에서는 비폭력적인 언어와 폭력적인 언어를
통한 자신의 의사소통유형과 의사소통의 걸림돌을 알도록 한다.
4회기는 준비단계로써 교사와 친구 및 부모님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감정코칭대화법으로 자신
의 감정을 표현하고 타인의 감정을 공감하여 감정에 이름붙이기를 할 수 있도록 학습한다. 5회기-8
회기는 작업단계로써 연습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분노감정 뿐만 아니라 슬픔이나 우울에 대한 부
정적인 정서를 해소하고 자신을 표현하여 타인은 감정코칭의 공감을 사용하여 반응할 수 있도록
한다. 5회기에서는 우울이나 외로움과 같은 부적응적 정서를 감정이입할 수 있도록 하고 비폭력적
인 언어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며 감정코칭대화법으로 공감하여 올바른 행동을 선택하도록 돕는
다. 6회기에서는 화나 분노 감정에 대해 자신의 경험을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도록 하여 정서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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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유형과 필요성을 알도록 한다. 또한 감정코칭의 5단계를 사용하여 감정코칭의 유익함을 알 수
있도록 한다. 이때 집단원들은 감정코칭대화법의 적극적인 경청과 공감으로 상대하고 바람직한 행
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다. 7회기에서는 있는 그대로 관찰의 중요성을 알고 슬픔의 감정을 감
정코칭 5단계 대화법을 적용하여 마인드맵을 작성하고 해소하는 활동을 한다. 8회기는 욕구는 감
정과 관련이 있음을 알도록 교육하고 타인은 감정코칭 대화법을 적용하여 자신의 욕구와 관련된
감정을 알아차림을 통한 거울반응으로 공감한다. 9회기, 10회기는 종결단계로써 긍정적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공감대화법을 연습한다. 종결단계는 가장 즐거웠던 순간을 재 경험하도록 한 후
감정코칭 5단계 대화법을 적용하여 즐거움이나 행복감과 같은 적응적인 정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2.3.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 실제(6회기)
제목: 분노 다스리기: 분노를 정확하게 말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반적인 삶속에서 생겨나는 정서를 적절히 다루지 못하면 일상의 다양한
측면에서 어려움을 경험 할 수 있는 반면 정서를 적절히 잘 활용하면 대인관계와 사회적 환경에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얻으며 인정을 얻고 성취감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알 수 있는 사실
이다. 따라서 정서적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 중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은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정서조절은 대처, 방어, 통제와 다르다. 통제는 정서를 억제하는 정서조절의 과정이
고, 대처는 주로 스트레스 자극에 대한 반응에 초점을 두는 방식 의식적인 과정이다. 방어는 무의
식적인 정서조절 과정으로 정신분석 이론적 바탕에서 유래한 용어로 내적인 본능 깊숙이 있던 에
너지와 리비도적 충동이 야기한 불안을 조절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정서 조절은 부적응적인 정서
뿐 아니라 적응적인 정서까지 포함하며 의식적인 과정뿐 아니라 무의식적인 과정까지 포함하는 방
어와 구분이 되는 개념이다. 화나 분노감정에 대하여 주장적, 공격적, 소극적 행동을 이해하고 표
현하여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함으로서 정서를 조절한다. 화나 분노감정은 세 가지 방법으로 표현
을 하는데 첫 번째로, 소극적인 표현이다. 즉, 분노를 억제하는 형태로 화가 나면 이를 겉으로 나
타내지 않고 화가 나면 말을 하지 않거나 상대방을 피하고 속으로만 타인을 비판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분노를 억제하는 경우는 우울 및 신체화 증상의 발생에 중요한 원인으로 작
용한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00). 소극적인 표현의 형태로 타인과 관계에서 발생한
분노가 표현되지 않으면 억압되고 다른 부정적 행동과 정서로 대치될 수 있다고 Sharkin(1988)은
말했다. 둘째, 공격적인 방식으로의 분노 표출은 고혈압과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핵심요인으로
알려져 있다(최해연, 민경환, 이동귀, 2010)[17]. 따라서 폭력적인 분노 표현방식은 공격적으로 표현
하여 개인의 심리적 안녕뿐만 아니라

신체화 증상 및 학교폭력, 대인관계 문제까지 폭넓게 영향

을 미친다. 위의 두 가지는 역기능적인 표현 방식이고 셋째로 기능적이라 할 수 있는 주장적인 방
식으로서

분노를 조절하여 표현한다. 분노 조절은 분노를 인지하고 적절하게 조절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가를 언어적으로 명확하게 설명함으로써 상대방과의 관계가 개선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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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Spielberger et al., 1988). 본 회기에서는 동영상 시청을 통해 분노나
화가 난 상황에 따른 다양한 반응을 이해한다. 화내는 세 가지 주장적, 공격적, 소극적 행동유형을
이해하고 가장 적절한 분노표현 방법이 무엇인지 말로 표현하도록 한다. 화가 났을 때 ‘나는 세 가
지 행동유형 중에서 어떤 행동을 선택하는지’ 생각해 보고 자신의 선택대로 행동한 결과는 무엇이
었는지 상대방과 경험을 이야기한다. 과거의 화가 난 경험을 표현하여 재 경험한 다음 변화된 결
과를 분석해 본다. 이러한 방법으로 감정을 인식하고 공감하여 명료화하고 올바른 행동으로 선택
할 수 있도록 한다. 만약 이러한 대화법을 사용했다면 어떤 변화가 있었을 것인지 상대와 나누어
공감대화를 통한 정서조절의 유익함을 인식한다.

2.3. 자료 분석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자아탄력성과 학교적응에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자료처리는
SPSS WIN 21.0을 이용하였다. 실험집단의 자아탄력성과 학교적응의 사전-사후검사 결과 차이 비
교는 반복측정 다변량분석 방법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본 연구는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자아탄력성과 학교적응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수행된 것으로,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자아탄력성, 학교
적응에 대한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하여 비교 분석하였고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3.1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효과
자아탄력성 반복측정 다변량 분석결과이다. 자아탄력성에 대한 측정시기별,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1> 자아탄력성의 측정시기별 평균과 표준편차
<table 1>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ego resilience
변인

자아
탄력성

대인관계

사전검사
통제집단
M(SD)
3.55(.12)

실험집단
M(SD)
3.73(.22)

사후검사
통제집단
M(SD)
3.21(.48)

실험집단
M(SD)
4.01(.33)

활력성

3.52(.13)

3.77(.33)

3.33(.50)

4.12(.22)

감정통제

3.42(.16)

3.58(.45)

3.00(.67)

3.80(.19)

호기심

3.38(.20)

3.63(.51)

3.18(.69)

4.05(.40)

낙관성

3.53(.21)

3.76(.46)

3.18(.66)

4.09(.19)

하위변인

M:평균, SD:표준편차

실험집단의 사후 검사의 점수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중간 이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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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제의 하위영역이 다른 하위영역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탄력성에 대한 다변
량 분석 결과 공분산 행렬이 동질적임을 가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 Wilks의 람다값이 .732로
측정시기 별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에는 Wilks의 람다값이 .483이고
p<.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시기와 집단 간의 상호작
용 효과에서는 Wilks 람다값이 .651이고, 서로 간의 상호작용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상호작용 효과의 크기 η²은 .318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이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은 측정시기와 집단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표2> 자아탄력성의 반복측정 다변량분석 결과
<table 2> Multivariate analysis of repeated measures of ego-resilience
변인

Wilks의 람다

F

p

η²

측정시기

.732

1.556

.200

.228

집단

.483

4.732

.002

.467

측정시기X집단

.651

2.646

.046

.318

3. 학교적응에 미치는 효과
다음은 학교적응 반복측정 다변량 분석결과이다. 학교적응에 대한 측정시기별, 평균과 표준편
차는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3> 학교적응의 측정시기별 평균과 표준편차
<table 3> Th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school adjustment measures
변인

학교
적응

하위변인

사전검사
통제집단
M(SD)

실험집단
M(SD)

사후검사
통제집단
M(SD)

실험집단
M(SD)

학교수업

3.47(.26)

3.51(.47)

3.63(234)

4.31(.40)

교사관계

3.61(.27)

3.80(.33)

3.80(.30)

4.34(.27)

친구관계

3.87(.31)

4.04(.46)

4.00(.40)

4.44(.34)

학교규칙

3.66(.26)

3.83(.28)

4.06(.28)

4.32(.43)

M:평균, SD:표준편차

학교적응 척도의 중간 값인 3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비교적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특히 친구관계가 다른 하위변인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적응에 대한 다변량
분석 결과 공분산 행렬이 동질적임을 가정할 수 있었다. 반복측정 다변량 분석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었다. 즉, 측정시기의 Wilks의 람다값이 .388로 p<.0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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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별로 Wilks의 람다값이 .565이고 p<.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측정시기와 집단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Wilks 람다값이 .703로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효과의 크기 η²은 .277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학교폭
력예방프로그램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측정시기와 집단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
다.
<표 4> 학교적응의 반복측정 다변량분석 결과
<table 4> Multivariate analysis of repeated measures of school adaptation
변인

Wilks의 람다

F

p

η²

측정시기

.388

9.281

.003

.578

집단

.565

4.214

.012

.401

측정시기X집단

.703

2.481

.067

.277

4. 결론
본 연구자는 2-3년간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감정코칭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한 경험을 토
대로 청소년기 특성상 타인의 감정을 공감하는데 취약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음으로 폭력성을 지닌 중학생들을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인식
하게 되었다. 타인의 감정표현을 돕는 감정코칭으로는 형식적인 공감만 하게 할 뿐, 공감과 의사소
통능력이 취약한 청소년이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표현하는데 부족함을 깨달았다. 그로 인해 생긴
부적응적인 청소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연구는 타 프로그램에 비해 미흡한 실정이었다. 부적응
청소년의 문제 중 학교폭력이 증가하고 어떠한 프로그램의 적용이나 정책도 실패했다고 보고했다
(교육과학기술부, 2012). 특히, 최근 청소년 폭력의 67.2%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중
언어폭력 피해가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므로, 학교 현장에서의 비폭력적인 형태로서
감정을 표현하도록 돕고 올바른 행동으로 이끌 수 있는 감정코칭을 적용한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래서 본 연구에는 첫째, 남은영(2007)[18]의 감정코칭 5단계 기법을
참고하여 프로그램의 구성요소를 추출하였다. 감정코칭의 감정알아차리기, 좋은 기회로 여기기, 감
정을 들어주고 공감하기, 감정 명료화하기, 올바른 행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기의 5단계로 구성
되어 있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1, 2회기의 시작단계, 3, 4회기의 준비단계에서 감정코칭의 공감대화
를 적용하여 학우 간 새로운 의사소통을 경험시키고 습득하도록 교육하였다. 중학생 자신을 포함
하여 그들을 주변에 있는 가정과 학교에서 경험하는 감정과 감정코칭대화법으로 반응하고 공감하
도록 하였다. 이에 참여자들의 정서 및 공감에서 변화를 이끌어낼 뿐 만 아니라 올바른 소통을 원
활하게 할 수 있었다. 5-8회기의 작업단계에서는 타인의 부정적 감정을 경험하여 공감하기위해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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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 등과 같은 부적응적 정서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자신의 내면에 쌓였던 감정
을 표현할 때 감정코칭대화법을 사용하여 공감하였으며 치유효과가 있는 상담전략을 구현한 유의
미한 시간이었다. 이는 권석만(2006)[19]이 주장한 체험과 관련된 정서조절은 언어적 정서표현 방식
차원에서 구체적인 경험이 필요하다는 연구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9, 10회기의 종
결단계는 행복감과 즐거움 같은 적응적 정서는 감정코칭대화법을 사용하여 자신의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긍정정서로 표현하였다. 이는 Silk et al.(2003)가 주장한 정서조절은 상황에 맞게 긍정적 정
서표현을 한다고 연구한 내용에 근거한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자신의 감정과 관련있는 내면
의 욕구를 알고, 자기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할 수 있는 내면 탐색을 통해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
아들이고, 자기 공감을 통해 자기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도록 도와준다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정서가 조절되어 타인에 대한 느낌, 요구, 정서를 인식하고 공감하므로써 상호 신뢰가 이루
어지고 행복감과 일체감을 느끼며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둘째, 감정코칭
을 활용한 대화법은 중학생의 자아탄력성이 향상 되었다. 본 프로그램을 실시한 실험집단의 청소
년의 자아탄력성의 경우, 자아탄력성의 하위 요소인 호기심을 제외한 낙관성, 감정통제, 활력성, 대
인관계가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 통제집단 청소년들의 자아탄력성보다 향상되었다. 이는 본 연
구에서 개발된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이 청소년들의 상황에 따라 긴장과 인내수준을 조절하여 낯설
은 환경에서 변화하는 상황적 요구들에 대하여 성공적으로 적응하는데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윤옥(2013)[20]에 의하면 감정코칭을 사용하여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기술을 증진시킨 것으로 나
타났다. 이에 감정코칭을 활용하여 공감능력이 증가하므로써 자아탄력성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결과라 하겠다. 셋째, 학교적응은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의 중학생들과 통제집단의 중학생
들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학교생활적응의 하위요소인 학교수업을 제외한 교사관계, 친구관
계, 학교규칙은 감정코칭을 활용한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이 학생들의 학교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즉, 정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남향지(2014)[21], 성지은(2013)[22]의 연구결과에서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이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에 비해 학교폭력태도 변화에 긍정
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즉, 학교폭력예방 프로
그램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상황에 따라 감정을 표현하고 공감하여 긴장과 인내수준을 강화 시키거
나 약화시키는 조절능력이 증가하여 새로운 환경에서 요구하는 상황적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여
성공적으로 적응하는데 효과를 나타낸 것이라 볼 수 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폭력에 대한 청소
년의 그릇된 인식과 태도를 변화 시키는데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후적인 처벌보다 사전 예방이 최우선이 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알 수 있었다(김미숙, 신현주
20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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