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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슈탈트 관계성 향상 프로그램(GRIP)이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정서조절곤란과 문제행동에 미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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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게슈탈트 관계성 향상 프로그램(GRIP)이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정서조절곤란과 문
제행동의 변화에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연구 대상은 경기도
군포시의 ㅎ 위탁형 대안교육기관에 위탁된 학교부적응 청소년 10명이었다. 통제 집단은 타
위탁형 대안교육기관의 청소년 10명을 무작위 선정하였으며, 아무런 처치를 하지 않았다. 프
로그램의 효과성 검증을 위해서 정서조절곤란 척도(K-DERS)와 청소년 자기행동평가 척도
(K-YSR)를 측정하였으며 사전-사후-추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게슈탈트 관계성 향상 프로그램은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정서조절곤란을 유의
미하게 감소시켰다. 둘째, 실험집단의 정서조절곤란척도의 사전, 사후, 추후 점수를 비교한 결
과, 사전-사후 비교에서는 정서 비수용성의 하위 척도에서 유의미한 감소를 보였고, 사후-추
후 비교에서는 충동통제곤란, 정서적 명료성의 부족, 정서조절 전략에 대한 접근 제한의 하위
척도에서 유의미한 감소를 보였다. 셋째, 문제행동에서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유의미한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본 프로그램은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정서조절 곤란에 효과
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요어 : 학교 부적응, 정서조절곤란, 문제행동, 게슈탈트 관계성 향상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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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청소년기는 아이에서 어른으로 가는 과도기
단계로서 급격한 신체적․생리적 변화와 사회
적․심리적 변화의 영향으로 정서적 변화를
겪는 불안정한 시기이다. 이 시기에 접어들면
서 청소년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회의 압력과 욕구에 직면하는 과정 안에서
내적․외적 심리적 갈등에 부딪치며 정서적
혼란을 경험한다. 따라서 청소년의 정서는 아
동기나 성인기와 다른 특징을 보이는데 감수
성이 예민하고 강렬한 정서적 반응을 보이며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기 어려워 부적절하고
극단적인 방식으로 반응을 보인다(이원화, 이
지영, 2011). 이러한 발달적인 특성으로 인해
청소년은 다양한 문제 행동과 적응 문제를 보
일 수 있다(강은주, 2011).
청소년들의 생활공간 중에서 가장 큰 부분
을 차지하는 곳은 학교로서 청소년들은 이곳
에서 공동생활 규범을 익히고 다양한 인간관
계를 체험하고 학업을 익히며 성인이 되기 위
한 적응 과제를 수행한다. 청소년에게 학교는
가정과 또래집단을 거쳐 보다 고차원적인 사
회화를 체험하고 자신의 인적자본을 개발하는
시공간이다(이경상, 2011). 따라서 성인기의 사
회 적응의 주요 바탕이 되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기의 학교 적응은 매우 중요하
다고 볼 수 있다(정숙경, 2006).
학교에서의 부적응은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혼란뿐만 아니라 인생의 준비단계에서 필요한
능력이나 역량을 쌓아 나가는데 심리적․사회
적으로 어려움을 느끼게 한다(전종국, 박중규,
2009). 한국교육개발원(2012)의 통계자료에 따
르면 학교부적응으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 학
업을 중단하는 청소년은 매년 6만 명이 발생

하고 있으며 학교부적응으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추세이고,
학업 중단의 주요 원인은 학교 관련 요인 중
학교부적응이 가장 큰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
다(한국교육개발원, 2012). 따라서 학교부적응
청소년에 대한 조기 발견과 예방 및 학교적응
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
들이 필요한 실정이며,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증가는 사회 전체의 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므
로 전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강은주, 2011).
학교적응에 많은 영향이 있는 변수는 개인
의 심리 정서 상태로 나타났다(양연숙, 2006).
이러한 배경으로 최근 들어 학교적응과 관련
하여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 요인 중에는 정서
지능이 있으며, 학교적응과 정서지능의 관련
성에 대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정서지능이 높
을수록 학교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정서지능의 하위요인인 정서조절이 학
교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주
목되었다(박명주, 2001; 서동식, 2002; 문은식,
2005; 최영자, 2008). 정서조절은 개인의 적응
및 정신건강과 정신병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
치며(이원화, 이지영, 2011) 정서조절의 실패가
반복되어 만성적으로 나타나는 정서조절곤란
은 개인 내적 기능 뿐 아니라 사회적, 직업적
기능을 방해하여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Cole,
Michel & Teti, 1994). 이처럼 개인의 적응은 적
절한 정서적 반응과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기
때문에 적응과 정서조절에 대한 관심이 많은
추세이다(조영숙, 2011).
정서를 조절하는 것이 생활에 가장 중요
한 영향을 미치는 시기는 아동기와 성인기
의 과도기에 있는 청소년기이다(이원화, 이
지영, 2011). 정서조절에 관심을 둔 여러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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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은 정서조절이 가장 도전을 맞는 시기로
청소년기를 들었으며(Hare, 2008; Silk, 2003),
한 선행연구는 중․고등학생 청소년들이 대학
생에 비해 정서조절곤란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이원화, 이지영,
2011).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청소년기
에 두뇌에서의 발달적 변화를 비롯한 생물학
적 요인으로 인해 정서적 반응성이 증가하지
만(Hare, 2008)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이 성인보
다 미숙하기 때문이다(이원화, 이지영, 2011).
특히 적응에 취약한 부적응 청소년은 부적응
적인 정서조절전략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적응에 유연하거나 유능한 청소년보다 낮은
정서조절능력을 보인다(김민아, 2008).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은 성인기
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심각한 정서 및 행
동문제를 예방하는 데 필수적이며, 이미 다양
한 문제가 발현되기 시작한 학교부적응 청소
년의 경우에는 행동이 더 악화되기 전에 조기
개입함으로써 적응 수준을 높일 수 있다(이해
경, 신현숙, 이경성, 2004).
학교부적응 청소년은 낮은 정서조절능력과
관련하여 현저한 문제행동을 보이는데, 유영
덕(1996)은 학교부적응으로 인해 청소년이 불
안, 우울 등의 내재화 문제행동을 겪게 된다
고 하였으며, 최영은(2003)은 대안학교 청소년
이 우울과 불안 등의 내재화 문제와 공격성과
같은 외현화 문제를 나타냈고 심각한 비행 문
제를 보이는 임상범위의 청소년은 내재화 문
제인 신체적 증상과 외현화 문제인 비행행동
을 나타냈다고 보고하였다.
학교부적응 청소년이 보이는 문제행동은 정
서조절과 관련성이 높은데, 정서지능과 문제
행동과의 관계를 탐색한 연구(황혜정, 1999)에
따르면 정서 지능의 하위요인 중 감정조절 및

충동억제가 정서․행동 문제를 예측하는 변인
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서지능의 요인 중에서
도 정서를 적절히 조절하는 능력이 또래와의
관계를 원만하게 하고 행동문제를 감소시켜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한다(한유
진, 2004). 정서조절이 발달하는 과정은 자기
통제 단계에서 외부의 힘, 즉 환경이나 교육
의 영향에 따라 정서조절의 형태를 내면화해
나가는 것이다(최은숙, 2003). 따라서 청소년기
는 정서조절에 대한 개입을 통해 정서반응을
적절히 조절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어
느 시기보다 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이
원화, 이지영, 2011) 정서조절능력을 향상시
킬 수 있는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이 필요하
다(현채송, 2011).
정서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정서조절전
략에는 인지적, 체험적, 행동적 전략이 있으
며 인지적 전략과 체험적 전략 모두 정서조
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지영, 권
석만, 2010). 이는 정서조절력을 키우기 위해
서 다양한 전략의 습득과 사용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기존의 정서프로그램은 아
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다수이고, 정서 단
어를 교육하는 과정이 부족하다는 한계점이
있으며(최은실, 2010) 학교적응과 관련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기존의 학교적응력 향상 프
로그램이 주로 언어적인 상담방법으로 구성
되어 있고 해결중심기법이 많아 정서의 해소
가 부족하다는 한계점이 있다(손민정, 2008).
이에 따라 비언어적 상담이 가능하고 예술
놀이 및 GRIP 도구를 이용한 인지적 접근 및
정서적 접근을 통합한 게슈탈트 관계성 향상
프로그램(GRIP)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게슈탈트 치료 및 게슈탈트 관계성 향상 프
로그램(GRIP)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곽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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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2005)는 인지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을 통
합한 게슈탈트 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
나 연구대상이 우울한 중학생으로 한정되었
으며, 오지혜(2011)의 연구 또한 GRIP을 통한
정서조절의 향상을 보고하였으나 연구대상이
우울성향 여자 중학생에 한정되어 우울 증상
에 초점화된 프로그램이라는 한계점이 있다.
이에 따라 본 프로그램은 선행 연구의 한계
점을 보완하고 학교부적응 청소년을 위해 고
려할 요소(전종국, 박중규, 2009)를 바탕으로
구성하였다. 그리하여 기존의 게슈탈트 관계
성 향상 프로그램(GRIP)에 포함되어 있는 예
술놀이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흥미 수준에 맞
는 다양한 게임놀이를 접목시켜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우울과 불안 등의 내재화 문제와
충동 통제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긍
정적인 정서를 경험하도록 도모하고, 게임
놀이를 통해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경쟁 및
갈등 상황에서 드러나는 역기능적 대인관계
패턴의 수용을 도와 자신 및 타인과의 관계
성을 향상하도록 하였다. 또한 정서를 적절
하게 조절하고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인지적으로 학습하고 체험적으로 익힐 수 있
도록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서조
절능력 향상과 문제행동의 감소를 위하여 인
지적 측면과 체험적 측면을 통합한 게슈탈트
관계성 향상 프로그램(GRIP)을 구성하고 시
행하였으며, 학교부적응으로 인해 위탁형 대
안교육기관에 위탁된 학교부적응 청소년을
대상으로 본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였
다.

연구 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연구자에게 의뢰된 경기도 군포
시의 ‘ㅎ’ 위탁형 대안교육기관에 위탁된 청소
년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총 20명의 청소년
을 두 집단에 10명씩 무선 할당하여 한 집단
은 본 연구자가, 다른 집단은 임상심리 석사
과정의 다른 연구자가 본 프로그램을 시행하
였다. 그러나 본 연구가 진행되면서 취업기관
으로의 이전이나 이사 등의 개인사정으로 각
집단에서 5명씩 탈락하여 최종적으로 10명이
실험집단에 참여하였다. 통제집단은 타 위탁
형 대안교육기관에 위탁된 학교부적응 청소년
10명을 무선 표집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인 학생들이 속한 위탁형
대안교육기관이란, 정규교육기관(일반적 정규
학교)이나 대안교육기관 중에서 위탁교육을
실시하는데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교육
기관이다. 위탁형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청
소년은 일반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청소년
가운데 기존 학교가 맞지 않고 부적응한 청소
년들이며, 위탁생의 특징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청소년들이 많다. 위탁
형 대안교육기관은 학생의 학적을 원 소속 학
교에 속한 상태로 학습을 하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탈학교 학생은 아니나 학업중단 위기
및 기존 학교 부적응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
어져 있다(황인국, 2008).
연구 설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하여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사전
-사후 검사 설계를 사용하였다. 프로그램 효과
의 지속성을 검증하기 위해 실험집단과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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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 프로그램 종료 6주 후 추후검사를 실 (2007)의 연구결과, 문항 및 요인 분석에서 예
시하였다.
상과 반대 방향의 결과가 나온 17번 문항을
제외한 35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총점이 높을수
연구 진행절차
록 정서조절곤란의 정도가 더 크다는 점을 의
미한다. 조용래(2007)의 연구에서 한국판 DERS
게슈탈트 관계성 향상 프로그램(GRIP)을 두 전체 척도의 내적합치도(Cronbach α)는 .93이었
실험집단을 대상으로 동일하게 진행하였으며 고, 6개의 하위 척도들의 내적합치도(Cronbach
진행된 기간은 2012년 5월 4일부터 7월 6일까 α)는 .73∼.9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
지이며 주 1회씩 총 10회기로 구성되었고, 한 도(Cronbach α)는 .92이었다.
회기 당 120분이 소요되었다. 프로그램의 실
시는 본 연구자와 임상심리 석사전공의 다른 한국판 청소년 자기행동평가 척도
연구자가 각 집단의 주 진행을 맡았다. 반면 (K-YSR)
통제집단은 아무런 처치를 받지 않았다. 프로 청소년의 문제행동 수준을 평가하는 척도로
그램은 김정규(2010)가 개발한 게슈탈트 관계 K-YSR(Korean Youth Self Report)을 사용하였다.
성 향상 프로그램(GRIP)의 매뉴얼을 참고하여 이 척도는 청소년의 적응 및 정서, 행동에 대
본 연구자가 연구목적에 맞게 재구성하였다. 해 자기행동 평가를 위해 Achenbach(1991)가
구체적인 내용은 표 1에 제시하였다.
CBCL을 토대로 개발한 YSR(Youth Self Report)
을 오경자, 이혜련, 하은혜, 홍강의(2001)가 12
측정도구
세∼17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표준화하였다.
이 척도는 자신의 문제행동에 대해 3점 척도
한국판 정서조절곤란 척도 (K-DERS)
상에서 직접 평가하도록 하는데, 크게 문제행
정서조절곤란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동증후군 척도, 사회능력 척도 및 특수 척도
Gratz와 Roemer(2004)가 개발한 척도를 조용래
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의 문제행동 증후
(2007)가 한국판으로 번안한 자기보고식 검사
군 척도는 8개의 문제행동 증후군과 내재화
이다. 각 문항 내용은 평소 자신에게 얼마나 문제, 외현화 문제, 총 문제 행동의 3개 척도
자주 해당되는지 그 정도를 ‘전혀 그렇지 않 를 포함하여 전체 11개 증상척도로 구성되어
다’의 1점에서 ‘거의 항상 그렇다’를 5점으로 있다.
하는 5점 척도 상에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내재화 문제(위축, 신체증상,
K-DERS의 요인구조는 원판과 마찬가지로 6개
우울 및 불안) 31문항, 외현화 문제(비행, 공격
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다. 각 요인은 충동 성) 30문항으로 총 61문항을 사용하였다. 총점
통제곤란, 정서에 대한 주의와 자각 부족, 정 은 내재화 문제 0-62점, 외현화 문제 0-60점이
서에 대한 비수용성, 정서적 명료성의 부족, 며 총점이 낮을수록 문제행동이 많다는 것을
정서조절전략에 대한 접근 제한과 목표지향행 의미한다. 강은주(2011)의 연구에서 나타난 내
동의 어려움으로 구성되어 있다.
적합치도는 .90이며,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
본 연구에서는 총 36개 문항 중 조용래 (Cronbach α)는 .92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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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게슈탈트 관계성 향상 프로그램(GRIP)의 회기별 요약
회기

1

2

3

4

5

6

7

회기 목표

프로그램 소개
라포 형성

알아차림 증진
상호작용 증진
알아차림 증진
상호작용 증진
정서자각 표현
알아차림 증진
상호작용 증진
정서표현 훈련
알아차림 증진
자기수용 증진
양극성 통합
알아차림 증진
자기수용 증진
마음자세 찾기
알아차림 증진
자기수용 증진
정서표현 훈련

활동내용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
- 게슈탈트 상담에 대한 설명
Ice Breaking & 알아차림 연습
- ‘눈맞춤’하여 편한 눈/불편한 눈 찾기
- 베개 뺏기, 스크럼 뜯어내기
목표 설정 및 소감 나누기
집단 규칙 및 벌칙 정하기
‘신체․욕구․환경 알아차림’ 활동
- 스크럼 뜯어내기 & 알아차림
어린 시절 집 그리기
마음자세카드 이용하여 소감나누기
‘신체․감정 연결성 알아차림’ 활동 - 당신의 이웃을 사랑합니까
가족상징 작업
마음자세카드 이용하여 소감나누기
‘다양한 정서 이해하기’ 활동
- 감정단어카드로 자주 느끼는 감정과 어색한 감정 탐색하기
I-message 훈련
생각․감정․행동 삼각형 배우기
소감나누기
‘나의 정서 이해하기’ 활동
- 게임놀이(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 알아차림
찰흙 작업
- 멋있는 나/되고 싶은 나/감추고 싶은 나
소감나누기
‘나의 정서 표현하기’ 활동
- 집단원 서로에게 느끼는 감정을 감정단어카드(GRIP-3)에서 골라 피드백하기
- I-message 훈련
소감나누기
‘주장적 표현하기’ 활동
- 게임놀이(홍삼, 공동묘지) & 알아차림
마음자세카드(GRIP-1) 작업
- 나에게 있는 마음 / 내가 기르고 싶은 마음/ 타인에게 주고 싶은 마음자세카드
주장적․비주장적․공격적 표현
소감나누기
- 6 -

시간(분)
20

90

10
20
20
60
20
20
80
20

100

20
30

70
20

100
20
20

8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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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9

알아차림 증진
자기수용 증진
정서표현 훈련
알아차림 증진
자기수용 증진
정서표현 훈련

10

마무리

알아차림 연습
‘인생 곡선 그리기’ 활동
- 기뻤던 추억, 슬펐던 추억, 화났던 기억
소감나누기
알아차림 연습
‘긍정적 정서 향상하기’ 활동
- 꿈에 대해 이야기 하고 마음자세카드(GRIP-3)이용하여 피드백하기
소감나누기
알아차림 연습
보약주기
- 서로 장점, 보완할 점 말해주기
가장 기억나는 감정 찾기
전체 회기 소감 나누기

10
90
20
10
90
20
10

90

20

연구결과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는 PASW
Statistics 18.0로 분석하였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을 검증하기
위해 한국판 정서조절곤란 척도(K-DERS), 한
국판 청소년 자기행동평가 척도(K-YSR)의
사전검사 점수는 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t
samples t-test)을 실시하여 검증하였다.
프로그램의 참여에 따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사후
변화량에 대해 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t
samples t-test)을 실시하였다. 또한 프로그램 효
과의 지속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반복측정 분
산분석(Repeated measures two-way ANOVA)을 실
시하였다. 프로그램의 효과가 나타난 경우 실
험집단과 통제집단의 각 척도별 하위 요인의
변화에 대해 대응표본 t검정(Paired samples
t-test)을 실시하였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 검증
사전검사에 대한 동질성 검증
프로그램 효과를 검증하기 앞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사전검사를 실시하고 집단의 동질
성에 대한 검정을 실시하였다. 사전검사는 한
국판 정서조절척도(K-DERS)와 한국판 청소년
자기행동 평가척도(K-YSR)를 실시하였으며 동
질성 검증의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두 집단의 사전
검사 점수를 검증한 결과, 정서조절곤란 척
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075, p=.941). 청소년 자기행동평가 척도의
하위척도인 내재화 문제(t=-.193, p=.849)와 외
현화 문제(t=.443, p=.663)에서 유의미한 차이
가 없었다. 이를 토대로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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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검사 동질성 검증
실험집단
(n=10)
변인
K-DERS

(n=10)

M(SD)

M(SD)

101.7(9.53)

t

102.5(4.74)

-.075

a

46.1(3.88)

-.193

a

43.5(2.72)

.443

내재화
45.1(3.42)
외현화
45.2(2.69)
청소년 자기행동평가 척도(K-YSR)의 하위척도.
K-YSR

a

통제집단

게슈탈트 관계성 향상 프로그램(GRIP)의 효 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피험자 내
과 검증
요소인 반복측정의 주효과가 유의하였으나
(F=3.871, p=.045), 참여여부와 반복측정의 상
정서조절곤란(K-DERS)에 미치는 프로그램 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았다(F=1.326,
의 효과 검증
p=.085). 따라서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해 부분
게슈탈트 관계성 향상 프로그램이 학교부적 적으로 지지되었다. 정서조절곤란(K-DERS)의
응 청소년의 정서조절곤란에 미치는 효과를 사전, 사후, 추후 검사의 평균 변화의 추이는
검증하기 위하여 정서조절곤란 척도(K-DERS)
를 이용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사
후 차이 값에 대해 독립 표본 t검증을 통해 110
검증하였다. 그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105
100
것으로 나타났다(t=2.186*, p=.042).
실험
즉,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이 참여하 95
통제
지 않은 통제집단에 비해 정서조절곤란이 유 90
의미하게 감소하였으며 프로그램의 효과가 나 85
타났다. 프로그램의 효과가 나타났으므로 효 80 사전 사후 추후
과의 지속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반복측정 분
표 3.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정서조절곤란척도 사전-사후 t검증
사전
사후
변인
K-DERS

실험
통제

M(SD)

M(SD)

101.7(9.53)

94.5(7.70)

102.5(4.74)

106.9(2.46)

*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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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p

2.186*

.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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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과 같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변화에 대해 구체적
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정서조절곤란 척도의
각 하위요인에 대한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
였다. 그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정서조절곤란의 하위 요인에 대해 검증한
결과, 실험집단에서 사후 측정 시 정서에 대
한 비수용성이 유의미하게 감소하였으며 추후
측정 시 충동통제곤란과 정서적 명료성의 부
족, 정서조절 전략에 대한 접근 제한이 유의
미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처치를 받지 않은 통제집단에서는 정서조절곤
란의 하위 요인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
지 않았다.
결과를 종합해보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대해 사전-사후 검증 결과 실험집단의 정서조

절곤란의 감소가 유의미하였다. 그리고 정서
조절곤란에 있어서 반복측정의 주효과는 유의
미하였으나 프로그램의 참여여부와 반복측정
간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았으므로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
다. 따라서 “게슈탈트 관계성 향상 프로그램
(GRIP)은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정서조절곤란
을 감소시킬 것이다.”라는 연구문제 1의 가설
1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문제행동에 미치는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
게슈탈트 관계성 향상 프로그램(GRIP)이 문
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
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사후 변화량에 대
한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프로그
램 효과의 지속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반복측

표 4. 정서조절곤란척도 하위요인의 대응표본 t검증 결과
하위요인
충동통제곤란
정서 주의/자각 부족
정서 비수용성
정서적 명료성 부족
정서조절 전략에 대한 접근 제한
목표지향행동의 어려움

실험
통제
실험
통제
실험
통제
실험
통제
실험
통제
실험
통제

*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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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사후

사후-추후

t

p

t

p

1.342

.213

2.818*

.020

.546

.599

-1.030

.330

2.108

.064

1.482

.173

-.141

.891

-.036

.972

2.449*

.037

.341

.741

.984

.351

-.561

.589

1.861

.096

2.228*

.053

.089

.931

-.542

.601

.000

1.000

2.475*

.035

.967

.359

-.294

.776

1.221

.253

2.024

.074

1.909

.089

-1.979

.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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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외현화 문제행동 사전-사후 t검증
50
사전
변인
외현화 문제행동

실험
통제

48

M(SD)

44.1(2.76)

46

43.5(2.72)

44

M(SD)
41.1(3.78)
41.9(2,49)

t

p

.249

실험
.806
통제

42

* p < .05

정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내재화 문제행동에 대해 검증한 결과
는 다음과 같다. 게슈탈트 관계성 향상 프로
그램(GRIP)이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내재화 문
제행동(우울과 불안, 신체화, 사회적 위축)에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사후 차이 값에 대한 독립
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5에
제시되었다.
사전-사후 차이 값에 대한 독립 표본 t검증
을 통해 살펴본 결과, 통제집단과 실험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t=.128, p=.900)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서 사
후 측정 시 내재화 문제행동이 다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프로그램의 효과 및 지속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피험자 내 요소인 반복측정의 주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았다(F=2.849, p=.071). 참여여부
와 반복측정의 상호작용 효과 또한 유의미하

40
사전

실험
통제

사후

추후

지 않았다(F=.488, p=.618). 내재화 문제행동의
사전, 사후, 추후 검사의 평균 변화의 추이는
그림 2와 같다.
결과를 종합해보면,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
험집단에서 추후 측정 시 내재화 문제행동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통제집단의 자연
감소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반복측정의
주효과와 집단별 변화 양상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도 유의미하지 않았으므로 프로그램의 효
과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게슈탈트
관계성 향상 프로그램(GRIP)은 학교부적응 청
소년의 내재화 문제행동(우울, 불안, 신체화,
위축)을 감소시킬 것이다.”라는 연구문제2의
가설 2-1은 기각되었다.
두 번째, 외현화 문제행동에 대해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게슈탈트 관계성 향상
프로그램(GRIP)이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외현

표 5.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내재화 문제행동 사전-사후 t검증
사전
변인
내재화 문제행동

사후

사후

M(SD)

M(SD)

45.1(3.42)

38.0(4.31)

46.1(3.88)

42.1(3.68)

*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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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p

.128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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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문제행동(공격성, 비행)에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
-사후 차이 값에 대한 독립 표본 t검증을 실시
하였다(표 6 참조).
사전-사후 차이 값에 대해 독립 표본 t검증
을 통해 살펴본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
으며(t=.249, p=.806) 실험집단에서 오히려 외
현화 문제행동이 다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
다.
본 프로그램의 효과 및 지속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반복측정 분산분석(Repeated measures
two-way ANOVA)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반복
측정의 주효과(F=2.206, p=.125), 참여 여부와
반복측정의 상호작용 효과 모두 유의미하지
않았다(F=.041, p=.960). 외현화 문제행동의 사
전, 사후, 추후 검사의 평균 변화의 추이는 그
림 3과 같다.
결과를 종합해보면,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
험집단에서 추후 측정 시 외현화 행동의 감소
를 보였으나 통제집단의 자연 감소와 유의미
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반복측정 주효
과와 프로그램의 참여여부와 반복측정 간 상
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았으므로 프로그
램이 효과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
서 “게슈탈트 관계성 향상 프로그램(GRIP)은
47
46
45
44
43
42
41
40

실험
통제

사전

사후

추후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외현화 문제행동(공격성,
비행)을 감소시킬 것이다.”라는 연구문제 2의
가설 2-2는 기각되었다.

논 의
연구 결과 논의
본 연구는 학교부적응으로 인하여 위탁형
대안교육기관에 위탁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
서조절력의 향상을 위해 인지적 측면과 정서
적 측면을 통합한 게슈탈트 관계성 향상 프로
그램(GRIP)의 시행 및 효과성 검증을 목적으
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위탁형 교육기관으
로부터 의뢰되어 진행되었다. 효과적인 집단
상담을 위하여 두 실험집단으로 나눈 후 무선
할당하여 배정하였고 통제집단은 실험집단의
대상과 마찬가지로 학교부적응으로 인해 타
위탁형 대안교육기관에 위탁된 청소년을 대상
으로 무선 배정하였다. 실험집단에는 총 10회
기의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며 프로그램의 효
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모두에 한국판 정서조절곤란척도(K-DERS), 한
국판 청소년 자기행동평가 척도(K-YSR)를 사
용하여 사전, 사후, 추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서조절곤란의 변화와
내재화 문제행동, 외현화 문제행동의 변화로
나누어 기술하였으며, 각 결과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서조절곤란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게슈탈트 관계성 향상 프로그램(GRIP)에 참여
한 실험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해 정서조절곤란
이 통제집단보다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추후 시점에 실험집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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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조절곤란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통
제집단에 비해 그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고
프로그램의 참여와 반복측정에 따른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게슈탈
트 관계성 향상 프로그램(GRIP)이 정서조절곤
란의 감소에 미친 효과는 부분적으로 지지되
었다.
실험집단의 정서조절곤란이 사후 시점에서
유의미하게 감소한 이유는 본 연구에서 사용
한 척도와 관련하여 설명할 수 있다. 정서조
절곤란의 하위 요인 분석 결과, 사후 시점에
서 정서에 대한 비수용성이 유의미하게 감소
하였다. 이는 본 프로그램이 정서에 대한 알
아차림을 증진하여 정서에 대한 지각을 높이
고 긍정적 정서뿐만 아니라 부정적 정서에 대
한 표현에 대한 공감과 지지 및 수용을 통해
정서에 대한 수용성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
다. 추후 시점에서는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나 정서조절곤란
이 감소하는 긍정적 경향성을 보였는데 특히
정서조절곤란의 하위요인 중 충동통제곤란과
정서적 명료성의 부족, 정서조절 전략에 대한
접근 제한이 사후에 비해 유의미하게 감소하
였다. 이러한 변화가 추후 시점에 나타난 이
유는 본 프로그램이 초반에는 정서에 대한 알
아차림 및 수용을 돕는데 치중하다 중반 이후
부터 적절하게 조절하고 표현하는 전략을 습
득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인 것으
로 생각된다. 즉, 정서에 대해 명확히 구분하
고 충동을 통제하며 적절히 조절하고 표현하
는 방법에 대한 학습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
기 어렵고 지속적인 연습 및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프로그램에 참
여한 집단원들은 집단 초기에 다양한 정서에
대해 잘 알아차렸으며 집단 중반부터 평소에

사용하던 부적응적인 방식 외에 프로그램에서
배운 적응적인 방식으로 조절하고 표현하도록
도왔으나 새로운 방식을 바로 사용하기가 어
렵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프로그램이 진행
됨에 따라 효과적인 의사 전달법과 정서표현
방법을 배우며 놀이 상황에서 혹은 집단원과
의 갈등 상황에서 배운 방법을 직접 실험해보
는 기회를 통해 정서조절곤란을 낮출 수 있도
록 도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
이 정서에 대한 알아차림과 수용 증진과 적절
한 표현방식에 대한 이해와 학습을 통해 정서
조절곤란의 감소를 가져온 것으로 보이며 이
는 게슈탈트 관계성 향상 프로그램이 우울 성
향 여자 중학생의 우울, 정서조절, 학교적응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연구한 오지혜(2010)의 결
과와 일치한다.
둘째, 내재화 문제행동의 변화를 분석한 결
과, 게슈탈트 관계성 향상 프로그램(GRIP)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사후 시점에 내재화 문제
행동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변
화가 통제집단에 비해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프로그램의 참여 여부와
반복측정에 따른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게슈탈트 관계성 향상 프로그램(GRIP)이
우울, 신체화 및 불안의 감소에 효과가 있다
는 기존 연구와 상반된 결과이다(이지현, 2009;
석미란, 2010; 김미연, 2011).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본 프로그램이 미해결 정서의
해소와 접촉경계혼란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해
우울 및 불안 등의 내재화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였으나 10회기의 짧은 회기로, 장기간 형성
된 접촉경계혼란행동을 해소하는 데에는 한계
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추후 시점
에 내재화 문제행동의 감소 효과가 지속되지
못하고 오히려 상승한 이유는 다수의 집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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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겪는 가족 및 생활시설과 관련된 스트레
스 등 외생변수의 부정적 영향에 기인한 것으
로 보인다. 실제로 프로그램을 하는 동안 집
단원들은 증가된 긍정적 정서를 보고하였으며
본인이 자각하는 우울의 수준이 이전에 비해
낮아졌다고 반응하였으나, 유의미한 정도의
변화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셋째, 외현화 문제행동의 변화를 분석한 결
과, 게슈탈트 관계성 향상 프로그램(GRIP)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사후 시점에서 외현화 문
제행동이 소폭 감소하였으나 통제집단에 비해
그 변화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프로그램의 참여 여부와 반복측정에 따
른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게슈탈트
관계성 향상 프로그램(GRIP)이 공격성에 영향
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와 상반된 결과이다(한
혜영, 2001; 어성숙, 2008; 최유경, 2008). 실제
위탁교육시설 내 교사 등으로부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집단원들의 공격성이나 비행 등의
충동적 표현 및 행동이 감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나 유의미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본 프로그램이 문제행동의 개선을
위해 양극성 작업을 구성하였으나 이는 한 회
기에만 국한되어 진행되어, 비행 등의 행동
변화에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필요하나, 본 프로그램의 시행이 한 기관에서
의뢰되어 시행되어 무선설계가 어려웠으며 집
단 효율성을 위해 인원제한을 10명으로 제한
하여 시행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명을 두 실험 집단으로
나누어 무선 배치하였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여러 위탁형 대안교육기관의 학교부적응 청소
년뿐만 아니라 학업중단을 겪거나 정규학교에
있는 학교부적응 청소년을 포함하는 무선설계
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에 필요한 비
교집단이 부재한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무처
치 통제집단과의 비교를 통해 효과성을 검증
하였다. 하지만 본 프로그램은 정서를 강조하
는 기존의 게슈탈트 관계성 향상 프로그램
(GRIP)에 인지적 요소를 가미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정서조절력을 향상시킨 기존의 게슈탈
트 관계성 향상 프로그램(GRIP)의 시행 및 비
교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의 효과성
입증에 제한이 생기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유
사한 프로그램 효과 검증 연구를 계획한다면,
보다 합리적인 실험설계 방법의 개발이 필요
할 것이다.
셋째, 정서조절 및 부적응 행동인 문제행동
에 있어 자기보고식 검사에 의존하다 보니 객
관적인 감소효과를 입증하는 데 제한이 있다.
연구의 제한점과 제언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평가 방법에 있어 자
기보고식 뿐만 아니라 교사를 포함한 청소년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지도자 및 학부모 등 다양한 관찰자로부터의
은 다음과 같다.
평가가 필요할 것이다.
첫째, 표본의 대표성에 대한 문제가 존재한
다고 본다. 본 연구는 하나의 위탁형 대안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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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Gestalt Relationship Improvement Program(GRIP)
on emotional regulation difficulties and
behavior problems of School Maladaptive Adolescents

Lee Eunbe

Jungkyu Kim

Department of psychology The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a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Gestalt Relationship Improvement Program(GRIP)
on emotional regulation difficulties and behavior problems of school maladaptive adolescents. The
experimental group were 10 school maladaptive adolescents who charged to the charging type alternative
education institutions in Gyeonggi Gunposi. The control group, who charged to the other charging type
alternative education institutions, were selected randomly and didn't have any treatment. In order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emotional regulation difficulties and youth self report scales were used
and pre-test, post-test and later-test were carried out both on the experiment group and the control
group. The results of the study can be summarized as below. Firstly, Gestalt Relationship Improvement
Program(GRIP) decreased with statistical significance in the emotional regulation difficulties scale of school
maladaptive adolescents. Secondly, the emotional regulation difficulties scales of the experimental group's
pre-, post- and later scores were compared, emotional non-aqueous sub-scale showed a significant reduction
in pre-post comparisons, and impulse control difficulties, lack of emotional clarity, limited access to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sub-scales were significantly decreased. in post-later comparison. Third,
behavior problems in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ntrol group did not show significant differences.
In conclusion, the study suggests that GRIP can be a effective for the reduction of emotional regulation
difficulties of school maladaptive adolescents.
Key words : school maladaptation, 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behavior problem, gestalt relationship improvement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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