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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To examine whether the Aulim school violence prevention program(the Aulim program) has
been effectively accommodated in school settings, this study investigated effects of the Aulim
program. Thus, this study tested pre-post psychosocial abilities(empathy, communication, emotional
regulation et al.), school violence prevention abilities(allowance of school violence), and changes of
school adjustment in the Aulim(treatment) groups and the non-Aulim(non-treatment) groups. Also,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different operating systems(operating types, operating entities)
regarding the levels of schools(primary, middle, and high schools) among the Aulims. Results
showed that the Aulim revealed better scores in communication, conflict resolution, self-esteem,
active actions to prevent school violences, and school adjustment than the non-Aulim groups did.
Furthermore, better results were shown when the Aulim was conducted regularly and
a
teacher’s team took charge of the program than when Aulim was conducted intensively in a short
period of time and an Aulim counselor only managed it. However, these results were revealed
differently among the levels of schools. Finally,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suggested
the effective operating systems and implications to administer this program across sch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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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5년 학교현장에 보급된 어울림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이 프로그램의 취지 및 목적에
맞게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목적으로 어울림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어울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운영학교와 비운영학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 전과 후
학생들의 심리사회적 역량(예: 공감, 의사소통, 감정조절 등), 학교폭력예방 역량(예: 학교폭력 허용도
등) 및 학교적응에서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또한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학교만을 대상으로, 어울림 프
로그램 운영방법(예: 운영방식, 운영주체)에 따른 적용효과의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학교급별로 살펴보
았다. 연구결과,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학교 학생들이 비운영학교 학생들보다 ‘의사소통, 갈등해결, 자
기존중감’, ‘학교폭력에 대한 적극적 대처 및 도움행동’, 그리고 ‘학교적응’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어울림 프로그램의 효과는 ‘집중운영’보다는 ‘정기운영’ 방식에서, ‘외부 어울림 카운슬러 단독’보
다는 ‘교내교사 팀티칭’ 방식에서 더 높게 나타났지만, 이러한 프로그램의 효과는 학교급에 따라 조금
씩 다른 양상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를 기초로 단위학교별 어울림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 및 현장 착근 방안을 제언하였다.
주제어: 학교폭력, 어울림 프로그램, 학교폭력예방 역량, 심리사회적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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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한 학급에서 집단따돌림이 발생할 경우 집단에 속한 개개인의 역할에 따라 가해자(bully), 보
조자(assistant), 강화자(reinforcer), 방어자(defender), 방관자(outsider)로 구분될 수 있다
(Salmivalli et al., 1996). O’Cornell, Pepler와 Craig(1999)에 따르면, 학교폭력 상황에서 80% 이
상의 학생들은 ‘방관자’로 알려져 있다. 학교폭력 상황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방관자는 폭력을
강화 또는 중단시킬 수도 있는 역동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방관자의 역할은 학교폭력예방에
중요한 구심점이 된다(곽금주, 2008; 정은하 외, 2016). 따라서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
해서는 잠재적인 가·피해학생은 물론 일반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예방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
다. 즉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학생들의 부적응 행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거
나 잠재적 위험 요인을 지닌 학생들에 대한 예방 및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함으로써 인성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박효정·정미경·박종효, 2007). 또한 학교폭력 상황에서 집단에
속한 개인을 학교폭력의 ‘방관자’가 아닌 ‘적극적인 방어자’로 만들어 학교폭력 문제를 자율적으
로 해결하려는 학교폭력예방문화 조성이 중요하다. 이에 교육부는 2013년 ‘어울림 프로그램 추
진 기본계획(2013. 6)을 수립하고, 학교현장에서 내실 있는 학교폭력예방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
도록 국가수준의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인 어울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해오고 있다.
어울림 프로그램은 2013년부터 순차적으로 개발·보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어울림 프로그
램을 운영하는 학교도 매년 그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2013년에 302개교로 시작하여, 2014년에
502개교, 2015년에는 536개교, 그리고 2016년에는 1,011개교로 운영학교가 확대되었다. 이와 같
이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학교의 양적 확대와 함께 어울림 프로그램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는 개
발된 어울림 프로그램을 학교현장에 적용하고, 그 적용효과에 기초하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 즉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의 현장 적합성과 학교폭력예방 효과를 담
보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현장 적용을 통한 효과와 활용성에 대한 검증 과정이 필요하며(박
효정·정미경·김효원, 2010), 개발을 마친 어울림 프로그램은 ‘교원 연수, 현장 적용, 적용효과 검
증, 프로그램 개정’이라는 과정을 통해 프로그램의 성과를 분석하고, 실증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수정·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한편, 어울림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학교폭력예방 역량뿐만 아니라 공감, 소통, 감정조절 등
심리사회적 역량을 향상시키고, 또래문화 개선을 통해 단위학교에 학교폭력예방문화를 조성하
기 위해 개발된 대표적인 학교기반의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이다. 즉 어울림 프로그램은 모듈
형 프로그램으로 단위학교에서 학교별 특성 및 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예방교육이 교육과정에 지속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연계 가능하
도록 개발되었다. 이에, 어울림 프로그램은 학교현장에 안정적으로 착근되도록 매년 현장 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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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및 컨설팅 등이 지원되어 단위학교 교사중심
의 운영 기반도 확충되어 나가고 있다.
본 연구는 어울림 프로그램을 실증적 증거를 기반으로 하는 국가차원의 안정된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으로 확대·적용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2015년 학교현장에 보급된 학생용 어울림 프로그
램이 그 취지 및 목적에 맞게 효과적으로 적용·운영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학생용 어울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운영학교(처치집단)와 비운영학교(비교집단)
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고,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학교 간 운영모듈 및 운영방법
에 따른 프로그램의 적용효과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어울림
프로그램의 효과를 크게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첫째, 어울림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학교폭력예방 역량 및 심리사회적 역량에 미친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어울림 프로그램의 효과
를 검증한다. 둘째, 어울림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태도 및 행동, 학교생활 적응
에 필요한 다양한 심리사회적 역량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
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어울림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학교적
응에 미친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어울림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한다. 셋째, 어울림 프로그램의
운영방법(예: 운영방식, 운영주체)에 따른 적용효과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학교만을 대상으로 운영방법에 따른 효과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단위학교에서
어울림 프로그램이 프로그램의 취지 및 목적에 맞게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단위학교별 어울림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에 대한 개선방향 및 학교현장에서
어울림 프로그램이 보다 안정적으로 착근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분석
1. 어울림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개관
가. 어울림 프로그램 개발 배경 및 목적
기존의 학교폭력예방교육은 주로 학생대상 프로그램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 및 학교폭력
이 발생한 이후의 대처방안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학교폭력예방을 위해서는 학교
폭력에 대한 인식 및 대처 기술은 물론, 공감과 의사소통, 갈등해결, 감정조절, 자기존중감 등
학생의 심리적 특성을 변화시키기 위한 학교폭력예방교육이 필요하다(Berger, 2007; Badenes,
Estevan, & Bacete, 2000; O’Moor & Kirkham, 2001). 또한 학교폭력예방교육의 효과가 극대화
되고, 학생의 심리적 특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학생 뿐 아니라 교사와 학부모 등 학교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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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적극적인 개입 및 대처, 지원이 요구된다. 이에 어울림 프로그램은「어울림 프로그램 추진
기본계획」(교육부, 2013. 6)에 따라 국가차원의 지원으로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을 통한 학교
문화 개선을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어울림 프로그램은 학생은 물론 교사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2013년부터 기본과정과 심화과정 개발이 이루어지는 등 장기적·지속적으로 개
발되었으며, 개정 및 보완 과정을 거치고 있다. 특히, 학생용 프로그램의 경우 교사가 직접 운
영하도록 개발됨으로써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또래문화는 물론 교사와의 관계 회복을 통한
학교문화 개선에도 효과를 거두고 있다(박효정·이희현·김현진, 2014). 즉, 어울림 프로그램은 단
위학교 문화개선을 위해 단위학교의 학교특성 및 여건을 고려하고, 교사를 통해 교육과정 속에
서 적용될 수 있도록 개발된 국가수준의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이다.

나. 어울림 프로그램의 구성 및 내용
어울림 프로그램은 사회성, 정서 및 학교폭력예방 역량 향상을 목표로, ‘공감, 의사소통, 갈등
해결, 자기존중감, 감정조절, 학교폭력 인식 및 대처’의 총 6개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어
울림 프로그램은 6개 모듈별로 학생용, 교사용, 학부모용이 개발되었으며, 학교급에 따라 초등
저학년용, 초등 고학년용, 중학생용, 고등학생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학생용은 기본과 심
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는데, 기본 프로그램은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필요
한 핵심역량을 키워주기 위한 기본적인 수준의 내용으로 구성되며, 심화 프로그램은 일반학생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유형별 프로그램 또는 학교폭력 고위험군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기본
프로그램의 내용보다는 좀 더 심화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생용 프로그램의 기본 프로그
램은 모듈 당 4차시, 심화 프로그램은 모듈 당 6∼7차시로 구성되어 있다.
6개의 각 모듈은 타인의 이해 및 정서적 공감, 의사소통 기술 및 타협과 설득, 갈등상황 인식
을 통한 합리적 대처, 소속감과 자신감, 정서 인식 및 부정적 정서의 조절능력 향상을 위한 내
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각 모듈의 프로그램 내용은 구체적인 학교폭력 사례를 활용하고,
학교폭력의 경향성 및 원인 등을 반영하여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
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모듈의 프로그램 구성은 역할극 및 토론, 미술이나 음악 활동, 게임 등
체험활동 방법, 또래중재 및 자치법정 활동, 집단상담 방법 등 다양한 방법 중 학교급별 특성
및 학생의 흥미와 동기를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었으며, 학생용 프로그램의
경우 단위학교에서 교과시간,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개발되었다.
모듈별 어울림 프로그램은 2013년부터 순차적으로 개발되어, 학교급별 학생, 교사, 학부모 대
상 총 96종이 개발되었다. 학생용 프로그램의 경우, 2015년 현재 6개 모듈의 기본 프로그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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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의사소통, 갈등해결, 학교폭력 인식 및 대처’ 포함 4개 모듈의 심화 프로그램이 보급되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기존중감과 감정조절’ 심화 프로그램을 제외한, 2015년 하반기 개
발 및 개정이 완료되어 학교현장에 보급된 학생용 총 10개의 모듈을 중심으로 프로그램 적용효
과를 살펴보았다.

2. 국내외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의 효과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은 크게 학교폭력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을 돕기 위한 상담 프로그램
과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예방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볼 수 있
다(정은하 외, 2016).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폭력을 당한 이후 이에
대처할 수 있도록 자아존중감이나 자아효능감을 향상시키고, 사회인지 능력을 함양시켜 친사회
적 행동과 반사회적 행동을 구별하고, 문제해결능력을 키워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학교폭
력 가해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공격성이나 분노, 충동성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기통제 및 자기감시 훈련이 주를 이룬다. 반면,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 프로그램은
피해학생에 대한 공감훈련을 통해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중재자 또는 보호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나 또래관계를 돈독하게 해주는 방법 등을 주로 다루고 있다(곽금주, 2008;
Kress & Elias, 2006). 이와 같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들이 실제로 학생들에게 효과가 있는
지를 검증하기 위한 많은 국내외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외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이루어진 많은 연구들의 결과를 종합
해보면,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의 효과는 크게 다섯 가지 영역으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학교
폭력예방 프로그램은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행동 감소에 효과가 있다.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에 참여한 학생들이 프로그램 참여 이전에 비해 공격적인 행동이 감소되었고(Botzer, 2003;
Olweus, 1993), 언어폭력, 신체폭력의 가해경험이 유의하게 낮아졌으며(공문숙, 2004), 프로그램
실시 1년 후 추적조사에서도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왕따 피해경험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
한 것으로 보고되었다(이훈구 외, 2000). 둘째,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은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변화에 효과가 있다.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학교폭력의 허용적 태도나 가
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데 효과적이었고(장금순, 2005), 프로
그램 실시 후 학생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지식이나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다(Farrell,
Valois, Myer & Tidwell, 2003). 셋째,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은 학교폭력 관련 상황에서의 대
처능력 향상에 효과가 있다.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실시 후 집단 따돌림과 또래괴롭힘 등의
학교폭력 상황에서 대처하는 능력이 향상되었고(공문숙, 2004; 김혜진, 2002; Botzer, 2003),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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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학교폭력 상황에서 방관자 역할(윤성우, 2004) 및 회피적, 소극적 행
동이 감소되었다(김유미, 2004). 넷째,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은 공감, 협동, 자기주장 및 자기통
제 능력 등과 같은 사회적 기술의 향상에 효과가 있다.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적용 후 학생들
의 공감과 협동, 자기주장 및 자기통제 능력(유정이, 2002) 및 감정이입 수준이 향상되었고
(Sprinkle, 2005), 친사회적 기술과 분노조절 기술이 증가하였다(Botzer, 2003). 다섯째,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학교생활 및 교사, 학급 등 환경의 변화에 효과가 있다. 학생들이 학
교폭력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후 학교활동과 학교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고, 이
는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학교적응 및 학교생활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장금순, 2005;
Olweus, 1993). 또한 프로그램을 통해 교사의 공격적인 행동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되
고(Sprinkle, 2005), 학급 내에서 비폭력적 대안들이 더 많이 사용되며(Jackson, 2003), 학교환경
이나 학교문화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킨다는 결과도 보고되었다(Bradshaw et al., 2009; Corrigan,
Klein, & Isaacs, 2010; Eliot et al., 2010).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고찰한 국내외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효과를 기초로 하여, 어울림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의 개발 취지 및 목적에
맞는 프로그램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즉 어울림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학교폭
력에 대한 태도 및 대처능력, 공감, 의사소통, 감정조절 등과 같은 심리사회적 역량과 관련된
사회적 기술, 더 나아가 학생들의 학교생활만족이나 교우 및 교사관계 등과 같은 학교적응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조사방법 및 조사대상
본 연구는 2015년 어울림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와 이에 대응하는 비운영학
교를 대상으로 하였다. 운영학교(처치집단)는 2015년 어울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초·중·고 포
함 총 536개교이며, 비운영학교(비교집단)는 운영학교와 인구통계학적(예: 시도 및 지역규모, 행
정구, 설립유형, 학교유형, 학급당 평균학생 수 등)으로 유사한 학교를 표집하였다. 이때 2015년
현재(2015년 4월 1일 기준)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모집단 중 분교, 폐교나 휴교 상태인 학교
는 제외하였으며, 전체 학생 수가 10명 미만인 학교도 제외하였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본 연구
의 비교집단으로 총 473개의 학교가 선정되었다.
운영학교(처치집단)와 선정된 비운영학교(비교집단)를 대상으로 사전-사후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다. 운영학교의 경우, 학교별로 어울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안내문을 통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전인 9월(학기 초)에 프로그램 적용 학년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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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프로그램 운영을 모두 마친 후 사전 설문지
를 작성했던 동일한 학급의 동일 학생을 대상으로 사후조사를 실시하였다. 학교별로 어울림 프
로그램 운영기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사기간은 9월(학기 초)∼12월(학기 말)로 정하였다.
비운영학교(비교학교)의 경우, 초등학교는 3학년과 6학년 각 3개 학급,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2
학년 각 3개 학급의 학생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사전과 사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비운영학
교는 어울림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사전조사는 9월에, 사후조사는 12월에 실시하도
록 안내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학교(처치집단) 중 총 348개교로부터 설문지를 회수하였
으나, 이 중 사전-사후검사 대응비교를 위해 두 가지 설문응답이 모두 회수된 307개교의 자료
만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비운영학교(비교집단)에서는 총 327개교로부터 설문지를 회수하였고,
이 중 사전-사후 설문지 모두 회수된 326개교의 자료만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분석에 최종적으로 포함된 조사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단위 명(%)]
변 인

구 분

학년

성별

학교폭력
피해 경험

학교폭력
가해 경험
전 체

운영학교

비운영학교

초

중

고

초

중

고

1학년

230(.6)

9,185(24.4)

4,949(13.2)

-

-

-

2학년

685(1.8)

4,211(11.2)

1,257(3.3)

-

7,936(26.6)

3,185(10.7)

3학년

1,204(3.2)

987(2.6)

25(.1)

9,289(31.2)

-

-

4학년

6,732(17.9)

-

-

-

-

-

5학년

4,994(13.3)

-

-

-

-

-

6학년

3,140(8.4)

-

-

9,389(31.5)

-

-

남자

9,952(26.5)

8,434(22.4)

3,667(9.8)

10,391(34.9)

4,408(14.8)

1,802(6.0)

여자

6,863(18.3)

5,773(15.4)

2,470(6.6)

8,226(27.6)

3,528(11.8)

1,382(4.6)

무응답

170(.5)

176(.5)

94(.3)

61(.2)

-

1(.0)

있다

1,349(3.6)

348(.9)

110(.3)

2,217(7.4)

138(.5)

31(.1)

없다

15,413(41.0)

13,876(36.9)

6,071(16.1)

16,275(54.6)

7,742(26.0)

3,144(10.6)

무응답

223(.6)

158(.4)

50(.1)

186(.6)

56(.2)

10(.0)

있다

968(2.6)

284(.8)

62(.2)

1,677(5.6)

108(.4)

16(.1)

없다

15,838(42.1)

13,985(37.2)

6,130(16.3)

16,832(56.5)

7,794(26.2)

3,160(10.6)

무응답

179(.5)

114(.3)

39(.1)

169(.6)

34(.1)

9(.0)

16,985(45.2)

14,383(38.3)

6,231(16.6)

18,678(62.7)

7,936(26.6)

3,18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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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변수
가. 공감
공감능력은 Davis(1980)의 대인관계 반응지수(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척도를 박성희
(1996)가 번안하여 사용한 척도 중 일부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에서 공감
(empathy)은 4개의 하위요인, 즉 인지적 요소로써 ‘관점취하기, 상상하기’, 정서적 요소로서 ‘공
감적 관심, 개인적 고통’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감을 구성하는 4개의 하위요인
중, 공감의 인지적 요소인 ‘관점 취하기’와 정서적 요소인 ‘공감적 관심’을 포함 총 6문항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공감의 내적합치도 계수는 .867이었다.

나. 의사소통
의사소통능력은 Bienvenu(1971)가 제작한 대인간 의사소통 척도를 강경자(1996)가 번안한 것
을 본 연구에서 타인과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요구되는 능력을 중심으로 문항을 재구성하
여 사용하였다. 의사소통 척도는 ‘경청, 표현의 명확성, 자기노출, 자기개념, 감정처리’의 5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나는 다른 친구들이 하는 말을 잘 들어준다’, ‘다
른 사람에게 내 생각이 더 좋다는 것을 설득할 수 있다’, ‘나는 알고 싶은 것이 있으면 다른 사
람들에게 잘 물어본다’, ‘친구에게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 그 친구에게 내 감정을 잘 알린다’ 등
의 7문항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의사소통의 내적합치도 계수는 .833이었다.

다. 갈등해결
갈등해결능력은 이은해, 고윤주와 오원정(2000)이 Mdlendelson, Goldbaum과 Semeniuk(1995)
의 친구관계 질문지-갈등해결방식(McGill Friendship Questionnaire-Conflict Resolution Styles)
번안한 것을 하지원(2004)이 문항을 추가하여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갈등해결전략 척도는 갈
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 상대방과 자신의 욕구 충족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갖는지에 따라 ‘절충
및 협력, 회피, 양보, 지배’의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친구와 내가 서로
바라는 것이 다를 때, 조금씩 양보한다’, ‘나는 친구와 의견이 다를 때, 둘 다 만족할 수 있는
해결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등과 같이 대인관계에 갈등이 생길 경우 양쪽이 수용할 만한
해결책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는 ‘절충 및 협력’ 요인의 7문항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갈등해결의 내적합치도 계수는 .923이었다.

라. 자기존중감
자기존중감은 최보가와 전귀연(1993)이 Coopersmith(1967)의 자아존중감 척도(SEI)를 참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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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개발한 자아존중감 척도 중 ‘사회적 자아존중감’을 측정하는 문항만을 사용하였다. 자아존중
감 척도는 ‘일반적 자아존중감, 사회적 자아존중감, 가정적 자아존중감, 학교 자아존중감’의 4개
의 하위요인을 포함하는 총 3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4개의 하위요인 중 ‘다른
사람에 대한 친구로서 자기 자신에 대해 느끼는 감정’인 사회적 자아존중감 요인의 9문항을 5
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자기존중감의 내적합치도 계수는 .931이었다.

마. 감정조절
감정조절은 김경희와 김경회(1998)가 제작한 유아용 정서지능 평정척도를 박인경(2010)이 수
정하여 사용한 정서조절능력 척도 중, 본 연구에서는 ‘감정조절 및 충동억제’을 측정하는 문항
을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나는 화가 나서 하던 일을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나는 감
정이나 기분이 수시로 변한다’,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면 못 참는다’ 등의 총 5개의
문항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자기존중감의 내적합치도 계수는 .754이었다.

바. 학교폭력 인식 및 대처
학교폭력 인식 및 대처는 장금순(2005)이 사용한 학교폭력태도 검사 중 일부를 수정하여 사
용하였다. 학교폭력태도 검사는 학교폭력에 대한 허용적 태도 6문항,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자
에 대한 태도 4문항, 학교폭력 발생 시 대처하는 태도 4문항 포함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폭력 인식 및 대처를 ‘학교폭력 허용도’와 ‘학교폭력에 대한 적극적 대처
및 도움행동’의 두 가지측면에서 측정하였다. 학교폭력 허용도는 ‘다른 친구가 나를 때리면 나
도 때리는 것이 당연하다’, ‘놀림 당한 친구가 힘들어하는 것을 봐도 아무렇지 않다’ 등의 8문
항, 학교폭력에 대한 적극적 대처 및 도움행동은 ‘학교에서 같은 반 친구가 놀림을 당하면, 나
는 그 아이 편이 되어 도와줄 것이다’, ‘학교에서 어떤 친구가 맞거나 괴롭힘을 당하면, 학교 선
생님에게 도움을 청할 것이다’ 등의 6문항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학교폭력 허
용도의 내적 합치도 계수는 .824, 학교폭력에 대한 적극적 대처 및 도움행동은 .872이었다.

사. 학교적응
학교적응은 이규미와 김명식(2008)이 개발한 학교적응 척도를 참고하여, 학교적응을 구성하는
하위요인 중 교우관계, 교사관계, 학교생활만족도를 각 4문항씩 총 12문항을 5점 척도로 측정하
였다. 학교적응의 전체 내적합치도 계수는 .930이었고, 각 하위요인인 교우관계는 .875, 교사관
계는 .895, 그리고 학교생활만족도는 .910이었다.

3. 분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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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첫째, 어울림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하기 전에 먼저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학
교인 처치집단과 비운영학교인 비교집단이 동질적인 집단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의 종
속변인별 사전점수의 평균 차이를 검증하였다. 둘째,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여부에 따른 프로그
램의 처치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의 종속변인별 사전점수를 공분산으로 통제
한 공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운영학교만을 대상으로 학교급과 프로그램 운영방법(예: 운
영방식, 운영주체)에 따른 어울림 프로그램의 적용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아
보기 위해, 종속변인별 사전점수를 통제한 이원공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운영학교(처치집단)와 비운영학교(비교집단) 간의 동질성 검증
어울림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하기 전에 먼저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학교인 처치집단과 비운
영학교인 비교집단이 동질적인 집단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집단별 본 연구의 종속변인인 어울
림 프로그램 6개 모듈 관련 변인들(공감능력, 의사소통능력, 갈등해결능력, 자기존중감, 학교폭
력 인식 및 대처)과 학교적응 변인의 사전점수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이때 본 연구의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학교의 경우 학교급별로 또는 같은 학교급 내에서도 학교별로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학년이 다르기 때문에, 학교급별로 조사대상자의 학년별 분포가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다. 반면, 비운영학교의 경우 초등학교는 3학년과 6학년,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2학년을 대상
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특정 학년만이 포함되었다(<표 1> 참조). 따라서 본 연구
의 운영학교와 비운영학교의 조사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상이하고 이와 같은 학년 변
인은 곧 본 연구의 종속변인별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비운영학교와 학년을 맞추어 운영학교의 경우 초등학교는 3학년과 6학년, 중·고등학교는 2학년
학생만의 자료를 분석에 포함시켰다.
운영학교와 비운영학교 간의 사전점수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표 2> 참조), ‘자기존중감’을
제외한 모든 종속변인에서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감정조절능력’에서는
운영학교의 학생들이 비운영학교의 학생들보다 높은 점수를 보인 반면, 나머지 ‘공감능력, 의사
소통능력, 갈등해결능력, 학교폭력에 대한 적극적 대처 및 도움행동’, 그리고 ‘학교적응’ 변인에
서는 비운영학교의 학생들이 운영학교의 학생들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다. 또한 ‘학교폭력 허용
도’ 측면에서는 비운영학교의 학생들이 운영학교의 학생들보다 낮은 점수를 보여, 학교폭력에
대해 더 엄격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후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인별
사점점수를 통제한 후 운영학교와 비운영학교 간의 사후점수에서의 차이 분석을 통해 어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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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학교와 비운영학교의 사전점수 차이 분석
종속변인

학교유형

사례수

평균(표준편차)

t값

1. 심리사회적 역량
1-1. 공감능력
1-2. 의사소통능력
1-3. 갈등해결능력
1-4. 자기존중감
1-5. 감정조절능력

운영학교

5,308

3.67(.66)

비운영학교

11,866

3.85(.71)

운영학교

4,928

3.80(.61)

비운영학교

12,421

3.84(.63)

운영학교

3,873

3.83.67)

비운영학교

10,139

3.86(.69)

운영학교

3,576

3.41(.72)

비운영학교

7,918

3.44(.75)

운영학교

4,510

2.44(.76)

비운영학교

10,432

2.33(.76)

-15.23***
-4.65***
-2.70**
-1.47
7.75***

2. 학교폭력예방 역량
2-1. 학교폭력 허용도
2-2. (학교폭력에 대한) 적극적 대처 및 도움행동
3. 학교적응

운영학교

3,016

1.95.60)

비운영학교

10,514

1.88(.59)

운영학교

3,014

3.92(.67)

비운영학교

10,515

3.99(.69)

운영학교

9,793

3.69(.68)

비운영학교

29,687

3.82(.70)

5.23***
-4.77***
-15.88***

* ‘학교폭력 허용도’는 학교폭력에 대한 허용적 태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점수가 낮을수록 학교폭력에 대해 엄격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p<.001, **p<.01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2. 어울림 프로그램의 효과 분석
앞의 운영학교와 비운영학교 간의 동질성 검증 분석에서 나타난 것처럼, 본 연구의 프로그램
효과 변인인 종속변인별 사전점수가 두 집단 간에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각
집단의 사전 수준이 동일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후검사의 평균 차이를 비교할 경우, 사후점수에
서의 집단 차이가 처치에 의한 효과라고 단정지울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회귀등식을 이용
하여 각 집단의 사전점수의 평균을 동일하게 한 후 종속변인을 교정하여, 교정된 종속변인의
평균 차이를 검증하는 공분산분석을 실시해야 한다(성태제, 2007, pp. 202-203). 따라서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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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학교와 비운영학교의 교정된 사후점수 차이 분석
종속변인

학교유형

사례수

교정 평균(표준오차)

운영학교

5,297

3.86(.00)

비운영학교
운영학교
비운영학교
운영학교
비운영학교
운영학교
비운영학교
운영학교
비운영학교

11,816
4,902
12,374
3,853
10,093
3,537
7,888
4,477
10,368

3.85(.00)
3.91(.00)
3.87(.00)
3.94(.00)
3.90(.00)
3.59(.00)
3.51(.00)
2.34(.01)
2.34(.00)

운영학교

3,009

1.90(.00)

비운영학교
운영학교
비운영학교
운영학교
비운영학교

10,502
3,006
10,499
9,764
29,579

1.92(.00)
4.02(.01)
3.97(.00)
3.83(.00)
3.80(.00)

F값

1. 심리사회적 역량
1-1. 공감능력
1-2. 의사소통능력
1-3. 갈등해결능력
1-4. 자기존중감
1-5. 감정조절능력

2.13
10.43***
12.29***
49.25***
.03

2. 학교폭력예방 역량
2-1. 학교폭력 허용도
2-2. (학교폭력에 대한) 적극적 대처 및 도움행동
3. 학교적응

1.37
23.75***
11.06***

***p<.001

에서는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여부에 따른 프로그램의 처치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의 종속변인별 지표들의 사전점수를 공변인으로 통제한 후 운영학교와 비운영학교 간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공분산분석 결과(<표 3> 참조), 심리사회적 역량 관련 변인에서는 ‘공감능력과 감정조절능력’
을 제외한 나머지 변인에서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학교의 학생들이 비운영학교의 학생들보다 ‘의사소통능력, 갈등해결능력, 자기존중감’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학교폭력예방 역량 관련 변인에서는 운영학교와 비운영학교 학생들의 ‘학교폭력
허용도’ 점수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반면, ‘학교폭력에 대한 적극적 대처 및 도움
행동’ 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운영학교의 학생들이 비운영학교의 학생들보다 학교폭력에
대한 적극적 대처 및 도움행동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더 나아가,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학교
의 학생들이 비운영학교의 학생들보다 ‘학교적응’ 점수가 더 높았다. 본 연구결과는 어울림 프
로그램이 학생들의 학교폭력예방 역량 및 심리사회적 역량뿐만 아니라 학교적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비록 ‘공감능력과 감정조절능력’, 그리고 ‘학교폭력 허용도’에서

134

교육학연구 제54권 제3호

는 어울림 프로그램의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한 개인이 갖고 있는
신념이나 태도, 그리고 타인에 대한 공감이나 개인의 감정조절과 같이 개인의 정서와 관련된
역량은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4～6차시 프로그램 운영만으로는 그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
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방법에 따른 적용효과 분석
가. 학교급과 운영방식에 따른 적용효과 분석
앞에서는 어울림 프로그램을 운영한 운영학교(처치집단)와 운영하지 않은 비운영학교(비교집
단) 간의 차이 검증을 통해 어울림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했다면, 여기에서는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학교만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의 운영방법(예: 운영방식, 운영주체)에 따른 적용효과의 차이
가 나타나는지를 학교급별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단위학교별 어울림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 및 현장 착근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먼저, 학교급과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주체에
따른 본 연구의 종속변인별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종속변인별 사전점수를 공분산으로 한 이원
공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운영방식은 학기 초․중․말의 어느 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운
영하는 ‘집중운영’과 학기 중에 분산하여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정기운영’ 방식으로 구분하였다.
학교급(3집단)과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방식(2집단)에 따른 본 연구의 종속변인별 사전점수에
서 추정된 평균과 표준오차 및 공분산분석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심리사회적 역량 관련 변인에서는 학교급과 프로그램 운영방식의 상호작용 효과가 모
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교폭력예방 역량 관련 변인에서는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심리사회적 역량 관련 변인을 중심으로 학교급과 운영방식의 단순
효과를 검증하였다. 먼저, ‘공감능력’에서는 학교급별 주효과, 운영방식별 주효과, 그리고 학교급
과 운영방식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모두 유의하였다. 각각을 살펴보면,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가 중·고등학교보다 공감능력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고(F(2, 16,649)=15.07, p<.001), 운영방식별
로는 정기운영이 집중운영보다 공감능력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F(1, 16,649)=14.45, p<.001).
상호작용 효과의 경우, [그림 1]과 같이,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는 운영방식에 따른 공감능력
점수의 차이가 거의 없지만, 고등학교에서는 정기운영 방식에서 공감능력 점수가 더 높게 나타
났다(F(2, 16,649)=6.10, p<.01).
‘의사소통능력’에서도 학교급별 주효과, 운영방식별 주효과, 그리고 학교급과 운영방식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모두 유의하였다. 각각을 살펴보면,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중·고등학교보다
의사소통능력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고(F(2, 15,201)=35.40, p<.001), 운영방식별로는 정기운영이
집중운영보다 의사소통능력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F(1, 15,201)=64.49, p<.001). 상호작용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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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경우, [그림 1]과 같이,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는 운영방식에 따른 의사소통 능력 점수의
차이가 크지 않지만, 고등학교에서 그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나 정기운영 방식에서의 의사소통
능력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F(2, 15,201)=8.66, p<.001).
‘갈등해결능력’에서는 학교급별 주효과와 학교급과 운영방식 간의 상호작용 효과만 유의하였
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의 갈등해결능력 점수가 가장 높고, 중·고등학교 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F(2, 10,815)=24.69, p<.001). 상호작용 효과의 경우, [그림 1]와 같이 초등학교
에서는 집중운영 방식이 정기운영 방식보다 갈등해결능력 점수가 더 높지만, 중학교에서는 운
영방식에 따른 차이가 없어지다가 고등학교에서는 반대로 정기운영 방식의 점수가 더 높게 나
타났다(F(2, 10,815)=13.53, p<.001).
‘자기존중감’에서는 학교급별 주효과와 학교급과 운영방식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였다.
학교급별로는 중·고등학교의 자기존중감 점수가 초등학교보다 높게 나타났다(F(2, 11,906)=3.78,
p<.05). 상호작용 효과의 경우, [그림 1]과 같이 초등학교에서는 운영방식에 차이가 없다가 중학
교에서는 집중운영 방식의 점수가 높고, 고등학교에서는 정기운영 방식의 점수가 더 높게 나타
났다(F(2, 11,906)=4.33, p<.05).
‘감정조절능력’에서는 학교급별 주효과, 운영방식별 주효과, 그리고 학교급과 운영방식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모두 유의하였다. 각각을 살펴보면, 학교급별로는 중·고등학교가 초등학교보다
감정조절능력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F(2, 13,962)=25.33, p<.001). 운영방식별로는 집중운영이
정기운영보다 감정조절능력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F(1, 13,962)=12.84, p<.001). 상호작용 효
과의 경우, [그림 1]과 같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운영방식에 따른 감정조절능력 점수에 차
이가

거의

없다가

고등학교에서는

집중운영

방식의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F(2,

13,962))=18.27, p<.001).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학교급별로는 ‘공감, 의사소통, 갈등해결’과 같은
사회성 함양과 관련된 모듈에서는 대체로 초등학교의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고, ‘자기존중감,
감정조절’과 같은 개인의 정서 함양 모듈에서는 중·고등학교의 점수가 더 높은 경향성을 보였
다. 또한 운영방식에서는 대체로 프로그램을 집중운영하는 것보다 정기운영 방식이 더 효과적
이지만, 고등학교에서 운영방식에 따른 효과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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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학교급과 프로그램 운영방식에 따른 종속변인별 추정된 평균(표준오차) 및 공분산분석 결과
운영방식
종속변인

학교급

1. 심리사회적 역량
1-1. 공감능력

1-2. 의사소통능력

1-3. 갈등해결능력

1-4. 자기존중감

1-5. 감정조절능력

2. 학교폭력예방 역량
2-1. 학교폭력 허용도

2-2. 적극적 대처 및 도움행동

집중운영

정기운영

초

3.91(.00)

3.91(.01)

중

3.85(.00)

3.86(.01)

고

3.81(.01)

3.92(.02)

초

3.93(.00)

3.99(.01)

중

3.87(.00)

3.91(.01)

고

3.80(.01)

3.95(.01)

초

4.01(.01)

3.95(.01)

중

3.90(.01)

3.90(.01)

고

3.84(.01)

3.94(.02)

초

3.58(.00)

3.58(.01)

중

3.63(.01)

3.60(.01)

고

3.55(.01)

3.62(.01)

초

2.29(.00)

2.31(.01)

중

2.38(.01)

2.39(.01)

고

2.48(.01)

2.31(.02)

초

1.87(.00)

1.84(.01)

중

1.94(.01)

1.96(.01)

고

1.90(.01)

1.93(.02)

초

4.10(.01)

4.10(.01)

중

3.97(.01)

3.99(.01)

고

4.02(.01)

3.98(.02)

학교급

운영빙식

F

F

학교급
×
운영방식

15.07***

14.45***

6.10**

31.40***

64.49***

8.66***

24.69***

1.09

13.53***

3.78*

1.85

4.33*

25.33***

12.84***

18.27***

28.32***

.13

2.31

39.66***

.007

1.27

F

***p<.001, **p<.01, *p<.05

4.2

집중운영
정기운영

4.1

4.2

4.0

4.0

3.9

3.9

3.8

3.8

3.7

3.7

3.6

3.6
초

중

공감능력

고

집중운영
정기운영

4.1

초

중

의사소통능력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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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운영

4.2

집중운영

정기운영

4.1

정기운영

4.0

4.0

3.9

3.9

3.8

3.8

3.7
3.7

3.6

3.6

3.5
초

중

고

초

중

갈등해결능력

고

자기존중감

3.0

집중운영

2.9

정기운영

2.8
2.7
2.6
2.5
2.4
2.3
2.2
초

중

고

감정조절능력

[그림 1] 학교급 × 운영방식에 따른 심리사회적 역량에서의 상호작용

나. 학교급과 운영주체에 따른 프로그램 적용효과 분석
마찬가지로, 학교급과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주체에 따른 본 연구의 종속변인별 효과를 알아
보기 위해 종속변인별 사전점수를 공분산으로 한 이원공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본 연구
에서는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주체를 4개의 집단, 즉 교내 담임교사나 교과교사 단독으로 운영
하는 ‘교사단독’, 외부 어울림 카운슬러가 단독으로 운영하는 ‘어울림 카운슬러 단독’, 교내 담임
교사나 교과교사와 교내 생활지도부 또는 상담교사가 함께 운영하는 ‘교내교사 팀티칭’, 그리고
교내 담임교사나 교과교사와 외부 어울림 카운슬러가 함께 운영하는 ‘교내+교외 팀티칭’ 집단으
로 세분화하여 살펴보았다.
학교급(3집단)과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주체(4집단)에 따른 본 연구의 종속변인별 사전점수에
서 추정된 평균과 표준오차 및 공분산분석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학교급과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주체의 상호작용 효과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그
에 따른 학교급과 운영주체별 단순효과를 검증하였다.
먼저, 심리사회적 역량 측면의 5개의 종속변인 모두에서 학교급에 따른 주효과가 유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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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학교급별로는 ‘공감능력’, ‘의사소통능력’, ‘갈등해결능력’과 같은 사회성 함양과 관련된 변인
에서는 초등학교가 가장 높고, 중·고등학교는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존중감’
과 ‘감정조절능력’과 같은 개인의 정서 함양과 관련된 변인에서는 고등학교가 가장 높고, 다음
으로 중학교, 초등학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운영주체별로는 ‘감정조절능력’을 제외한 나머지
변인에서 주효과가 모두 유의하였다. 즉 ‘공감능력’과 ‘의사소통능력’에서는 교내교사 팀티칭 운
영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교사단독, 교내+교외 팀티칭, 어울림 카운슬러 단독
순으로 나타났다. ‘갈등해결능력’과 ‘자기존중감’에서는 교내교사 팀티칭 운영 집단에서 가장 높
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교내+교외 팀티칭, 교사단독, 어울림 카운슬러 단독 순으로 나타났다. 학
교급과 운영주체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도 5개의 종속변인 모두에서 유의하였다(그림 2 참조).
예를 들어 ‘공감능력’의 경우 [그림 2]에서 보는 것과 같이, 초등학교에서는 운영주체에 따른 공
감능력 점수에 차이가 거의 없다가 중·고등학교로 갈수록 운영주체간의 차이가 나타나, 고등학
교에서는 교내교사 팀티칭 집단에서 공감 점수가 가장 높고, 어울림 카운슬러 단독 집단의 점
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학교폭력예방 역량 관련 변인 중 ‘학교폭력 허용도’에서는 학교급에 따른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운영주체에 따른 주효과는 유의하였다(F(3, 9,557)=4.52,
p<.01). 즉 교내+교외 팀티칭이나 교사단독 운영 집단에서 학교폭력 허용도 점수가 가장 낮았
고, 어울림 카운슬러 단독 운영 집단의 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작용 효과도 유
의하여, [그림 3]에서 보는 것과 같이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교사단독에서 학교폭력 허용
도 점수가 가장 낮고 어울림 카운슬러 단독 집단에서 가장 높은 반면, 중학교에서는 반대로 교
사단독에서 가장 높고, 어울림 카운슬러 단독 운영 시 가장 낮게 나타났다(F(6, 9,557)=8.56,
p<.001).
‘적극적 대처 및 도움행동’에서는 학교급별 주효과, 학교급과 운영주체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였다. 학교급에서는 초등학교가 중·고등학교보다 적극적 대처 및 도움행동 점수가 더 높
게 나타났다(F(2, 9,554)=20.23, p<.001). 상호작용 효과의 경우, [그림 3]과 같이 초등학교에서는
교내교사 팀티칭이나 교사단독 운영 시 적극적 대처 및 도움행동 점수가 높게 나타난 반면, 중
학교에서는 반대로 교사단독 운영이나 교내교사 팀티칭 운영의 경우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F(6, 9,554)=7.50, p<.001).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초등학교에서는 대체로 운영주체에 따른 어
울림 프로그램의 적용효과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지만, 중·고등학교로 갈수록 운영주체에 따
른 모듈별 프로그램의 적용효과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학교급과
운영주체에 따른 모듈별 프로그램의 적용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학교
급에 따른 심리사회적 발달 특성 및 모듈별 특성을 고려하여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주체를 선택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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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학교급과 프로그램 운영주체에 따른 종속변인별 추정된 평균(표준오차) 및 공분산분석 결과
운영주체
종속변인

학교급

교사
단독

어울림
카운슬러
단독

교내교사
팀티칭

학교급

운영주체

F

F

학교급
×
운영주체

8.96***

5.51***

3.72***

12.47***

8.84***

3.79***

15.52***

7.57***

3.93**

7.51***

9.83***

8.95***

13.96***

2.02

2.26**

2.57

4.52**

8.56***

20.23***

.27

7.50***

교내+교외
팀티칭

F

1. 심리사회적 역량
1-1. 공감능력

1-2. 의사소통능력

1-3. 갈등해결능력

1-4. 자기존중감

1-5. 감정조절능력

초

3.90(.01)

3.94(.04)

3.93(.01)

3.92(.00)

중

3.90(.01)

3.84(.01)

3.87(.01)

3.84(.01)

고

3.86(.09)

3.68(.06)

3.95(.02)

3.85(.01)

초

3.98(.01)

-

3.95(.01)

3.94(.00)

중

3.90(.02)

3.88(.02)

3.89(.01)

3.88(.01)

고

3.91(.04)

3.75(.06)

3.97(.02)

3.83(.01)

초

3.95(.01)

-

3.98(.02)

4.01(.01)

중

3.87(.03)

3.81(.03)

3.92(.01)

3.92(.01)

고

-

3.82(.02)

3.96(.02)

3.84(.01)

초

3.53(.01)

3.50(.03)

3.61(.01)

3.57(.01)

중

3.58(.02)

3.55(.02)

3.63(.01)

3.65(.01)

고

3.55(.05)

3.68(.03)

3.73(.03)

3.52(.01)

초

2.30(.01)

2.33(.03)

2.35(.02)

2.28(.01)

중

2.42(.04)

2.37(.03)

2.38(.01)

2.37(.01)

고

2.55(.05)

2.39(.06)

2.37(.02)

2.42(.01)

초

1.80(.01)

2.00(.04)

1.87(.02)

1.88(.01)

중

2.00(.02)

1.85(.04)

1.95(.01)

1.87(.02)

고

1.86(.05)

2.01(.02)

1.95(.02)

1.89(.01)

2. 학교폭력예방 역량
2-1. 학교폭력 허용도

2-2. 적극적 대처 및 도움행동

초

4.13(.02)

4.07(.04)

4.17(.02)

4.07(.01)

중

3.91(.02)

4.02(.04)

3.98(.01)

4.05(.02)

고

4.06(.05)

3.95(.02)

3.96(.02)

4.00(.01)

***p<.001, **p<.01, *p<.05

교사 단독
어울림카운슬러단독
교내교사팀티칭
교내+교외팀티칭

4.2
4.1

교사 단독
어울림카운슬러단독
교내교사팀티칭
교내+교외팀티칭

4.2
4.1

4.0

4.0

3.9

3.9

3.8

3.8

3.7

3.7
3.6

3.6
초

중

공감능력

고

초

중

의사소통능력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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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단독
어울림카운슬러단독
교내교사팀티칭
교내+교외팀티칭

4.2
4.1
4.0

교사 단독
어울림카운슬러단독
교내교사팀티칭
교내+교외팀티칭

4.2
4.1
4.0
3.9
3.8

3.9

3.7
3.6

3.8

3.5

3.7

3.4
3.3

3.6
초

중

초

고

중

갈등해결능력

고

자기존중감

3.0

교사단독
어울림카운슬러단독

2.9

교내교사팀티칭
교내+교외팀티칭

2.8
2.7
2.6
2.5
2.4
2.3
중

초

고

감정조절능력

[그림 2] 학교급 × 운영주체에 따른 심리사회적 역량에서의 상호작용

교사단독
어울림카운슬러단독
교내교사팀티칭
교내+교외팀티칭

2.2
2.1

교사단독
어울림카운슬러단독
교내교사팀티칭
교내+교외팀티칭

4.2
4.1
4.0

2.0
3.9

1.9
3.8

1.8

3.7
3.6

1.7
초

중

고

학교폭력 허용도

초

중

고

적극적 대처 및 도움행동

[그림 3] 학교급 × 운영주체에 따른 학교폭력예방 역량에서의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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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2015년 어울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운영학교(처치집단)와 비운영학교(비교집
단)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 전과 후 학생들의 심리사회적 역량(예: 공감능력, 의사소통능력,
갈등해결능력 등) 및 학교폭력예방 역량(예: 학교폭력 허용도, 학교폭력에 대한 적극적 대처 및
도움행동)뿐만 아니라 학교적응에서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어울림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
였다. 또한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학교만을 대상으로,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방법(예: 운영방식,
운영주체)에 따른 적용효과의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학교급별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 및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여부에 따른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한 결과,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학교의 학생들이 비운영학교의 학생들보다 ‘의사소통, 갈등해결, 자기존중감’ 등과 같은 심
리사회적 역량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운영학교의 학생들이 비운영학교의 학생들보다
‘학교폭력에 대한 적극적 대처 및 도움행동’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더 나아가 운영학교
학생들의 ‘학교적응’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어울림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심
리사회적 역량 및 학교폭력예방 역량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학교적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한 많은 선행연구들(김혜진,
2002; 유정이, 2002; O’Moor & Kirkham, 2001; Skrzypiec et al., 2011 등)의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로, 어울림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이나 갈등해결능력 등과 같은 사회적 기술의
향상뿐만 아니라 학교폭력에 대한 대처능력 향상, 더 나아가 학생들의 학교생활 및 학교적응
변화에도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어울림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심리사회적 역
량 및 학교폭력 대응 전략을 함양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것이 검증된 만큼, 어울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운영할 필요가 있다. 핀란드의 KiVa 프로그램의 경우, 국가차원에서 개발하
여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초등학생은 10회기, 중학생은 4회기로 주기적인 예방교육이 의
무적으로 시행·적용되고 있다(Kärnä et al., 2011; Salmivalli & Poskiparta, 2012). 또한 프로그
램의 지속적인 효과성 검증을 통해 학교폭력 유형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국가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지원되고 있다. 따라서 어울림 프로그램도 학생들의 심리사회적 역량
및 학교적응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밝혀진 만큼, 국가차원에서 더 많은 운영지원 및 적용을 확
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학교폭력 허용도’나 ‘공감이나 감정조절’ 등과 같이 일부 모듈에서는 프로
그램의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학교폭력예방교육의 효과는 단기
간에 이루어질 수 없는 문제이므로, 학생들의 예방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계획
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 Olweus(1993)의 일부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장기

142

교육학연구 제54권 제3호

적인 관점에서 어울림 프로그램이 개발 취지 및 목적에 맞게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되도
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이러한 학교폭력예방교육이 학생들에게 어떠한 효과를 미치는지 살펴
보는 프로그램 적용효과 연구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어울림 프로그램은 학기 초․중․말에 일정 기간이나 시간을 정해서 집중적으로 프로
그램을 운영하는 것보다 학기 중에 정기적으로 꾸준히 운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어울림 프로그램은 학교 내 교과과정과 자연스럽게 연계되어 운영·정착되는 것이 가
장 효과적임을 드러내는 결과로서, 어울림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이 학교현장에서 개발 취지
및 목적에 맞게 정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박효정·이희현·김현진, 2014). 따라서 단위학교별로
학기 초 학교교육계획에 어울림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예: 운영모듈, 운영시간, 운영방
법 등)을 수립하여, 어울림 프로그램을 일회성 활동이나 단기적 행사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
속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으로 운영해 나갈 필요가 있다. 더불어 어울림 프로그램이 교육과정에
서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사회적 이해 기반도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어울림 프로그램은 대체로 ‘교내교사가 팀티칭’을 이루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가
장 효과적이고, ‘외부 어울림 카운슬러 단독’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학교 내 담임교사나 교과교사가 주도적으로 어울림 프로그램을 운영
하되, 단독운영 방식보다 팀티칭(예: 담임교사+상담교사, 교과교사+상담교사 등) 방식으로 운영
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보여준다.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이 교사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핀란드의 KiVa 프로그램이나 오스트리아의 ViSC 사회역량 프로그램 등 다양하다(Kärnä et al.,
2011; Salmivalli & Poskiparta, 2012; Strohmeie, 2008). 이러한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들은 학
교폭력 문제 해결에 있어서 학교와 학생을 이분법적으로 보지 않고, 학교, 교사, 학생이 긍정적
으로 상호작용하여 학생의 심리사회적 변화 및 행동 변화를 수반하고, 나아가 학교문화 개선을
꾀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단위학교 교사의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역량을 강화하기 위
해서는 집합연수뿐만 아니라 원격연수 과정을 확대하여 교사중심의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기반
을 확충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어울림 프로그램이 교사를 중심으로 교육과정 상에 자연스
럽게 녹아들어 학교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착근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초등학교에서는 대체로 운영주체에 따른 어울림 프로그램의 적용효과 차이가 크지 않
지만, 중·고등학교로 갈수록 운영주체에 따른 모듈별 프로그램의 적용효과 차이가 크게 나타났
다. 예를 들어, ‘공감능력’의 경우 초등학교에서는 운영주체에 따른 공감능력 점수에 차이가 없
다가 중·고등학교로 갈수록 운영주체 간의 차이가 나타나, 고등학교에서는 교내교사 팀티칭 운
영에서 공감능력 점수가 가장 높고, 어울림 카운슬러 단독 운영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학교폭력 허용도’의 경우,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교사단독 운영에서 학교폭력 허용도가
가장 낮고, 어울림 카운슬러 단독 운영에서 학교폭력 허용도가 가장 높은 반면, 중학교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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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교사단독 운영에서 학교폭력 허용도가 가장 높고, 어울림 카운슬러 단독 운영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어울림 프로그램은 학교문화 개선을 위해 교사가 직
접 운영하도록 설계·개발된 것으로, 교사를 중심으로 어울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에서 프
로그램의 적용효과가 높게 나타났다는 본 연구결과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즉, 이는 어울림 프
로그램이 당초 개발 목적과 취지에 맞게 효과적으로 착근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박효정·이희현·김현진, 2014). 한편, 본 연구에서는 운영주체에 따른 모듈별 프로그램의 적
용효과가 학교급별로 조금씩 다른 양상을 보여주었다. 즉, 어울림 카운슬러 단독 운영에서는 대
부분의 모듈별·학교급별로 대체로 효과가 적은 것으로 드러난 반면, 교사단독 운영, 교내 교사
팀 운영, 혹은 교내-교외팀 운영의 교사가 중심이 된 운영체계에서는 모듈별로 프로그램 효과
의 차이가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사에 따라서 운영 역량에 차이
가 있고, 이것이 프로그램 적용효과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모듈별 어울
림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단위학교 일반교사의 운영 역량이 좀 더 제고될 수 있도록 어울림 프
로그램 운영 담당교사에 대한 역량강화 연수뿐만 아니라, 단위학교별로 운영방법에 대한 체계
적인 전달연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달방법 보완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을 통한 추후연구의 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핀란드의 대표적
인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인 KiVa Koulu나 미국의 Second Step과 같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학교기반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으로 개발된 어울림 프로그램은 현장 적합성 및 효과성 검증을
위해 2013년부터 프로그램의 적용효과를 분석해오고 있다. 2013년 개발되어 보급된 3개 모듈
운영에 대한 어울림 프로그램 적용효과 분석을 시작한 이래, 본 연구는 2015년 하반기 현재까
지 개발 및 개정이 완료되어 학교현장에 보급된 학생용 총 10개의 모듈 운영에 대한 프로그램
효과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매년 어울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의 양적 확대와 함께 대
규모 운영학교를 대상으로 6개 모듈 기본 프로그램과 4개 모듈 심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교
폭력예방 역량뿐만 아니라 심리사회적 역량 측면에서 어울림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어울림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개인적 역량에서의 효과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교우관계나 교사관계, 그리고 학교생활만족도와 같이 학교적응에도 효과적임
을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 더 나아가,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방법에 따른 적용효과의 차이를
학교급별로 살펴봄으로써, 단위학교에서 어울림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 학교폭력예방교육 효과 제고를 위한 정책 제안 및 논의를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어울림 프로그램의 개정 및 보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고, 또한
단위학교에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과 적용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줌으로써 학교폭력예방을
목적으로 개발된 어울림 프로그램의 활용도를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안전한 학교폭력예방문화
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어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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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은 선정된 운영학교의 여건 및 사정에 따라 프로그램의 운영시기 및 운영시간, 운영모
듈, 운영주체 등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학교별로 운
영하는 모듈이 같고 차시별 프로그램의 내용이 같더라도, 프로그램 운영 측면에서는 학교별로
다양하다. 즉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여건에 따라 또는 교사의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역량
등에 따라 프로그램의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보다 정교한 연구설계를
통해 최대한 가외변인이 될 수 있는 여러 요인들을 통제한 후 어울림 프로그램의 효과를 정확
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2015년 2학기 한 학기 동안 적용된 학생용 어울림 프로그램의 효과만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프로그램의 효과가 학교폭력 감소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프로
그램이 장기적으로 운영되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효과가 분석될 필요가 있다. 학교폭력에 대한
태도는 오랜 시간에 걸친 경험을 통한 가치관의 변화를 통해서 궁극적인 효과를 볼 수 있으며,
공감이나 의사소통, 감정조절과 같은 심리사회적 역량 또한 개인이 내면화하는 데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한다(김현정·심혜원, 2013). 따라서 프로그램의 효과가 지속되는지를 확인하는 추수조사
및 종단연구를 통해 어울림 프로그램의 장기적인 효과가 검증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어울림 프로그램을 적용한 후 프로그램의 효과를 학생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 및 태도, 공감이나 의소소통, 자아존중감 등의 개인의 심리사회적 역량 측면에서의
변화로 측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학교폭력에 대한 태도나 개인의 심리사회적 역량의 변화가
학교폭력 상황에서 실제 학교폭력 감소 행동으로 이어질 지는 단정할 수 없다. 물론, 기존 연구
들에 따르면, 학생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 및 태도는 학교폭력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을지라도 폭력 행동을 촉발하는 위험요인을 완화시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김현정·심혜원,
2013; 박효정 외, 2010), 공감능력, 관점채택능력, 자아존중감, 자기통제, 학교적응 등은 개인 차
원에서 학교폭력 발생을 억제하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박효정 외, 2007). 또한 본 연구에서
는 어울림 프로그램 적용 후 학생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적극적 대처 및 도움행동에 대한 일부
문항을 측정하였지만, 추후연구에서는 학교폭력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동 상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변인들을 추가하여 어울림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보다 정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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