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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증법 행동치료(DBT) 기술훈련이

청소년의 공격성, 자아존 감 분노표 양식에 미치는 효과*

진 다 슬 손 정 락†

북 학교 심리학과

변증법 행동치료 기술훈련이 공격성이 높은 청소년들의 공격성, 자아존 감 분노표 양

식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았다. 북지역 소재 학교의 2학년 학생 300명에게 공격성 척

도, 자아존 감 척도 분노표 양식 척도를 실시하 고, 이를 토 로 18명을 참가자로 선

정하여 변증법 행동치료 기술훈련 집단에 9명, 통제집단에 9명씩 무선할당 하 다. 변증법

행동치료 기술훈련은 총 9회기에 걸쳐 진행되었다. 로그램 종료 후 사후 조사가 실시

되었고 4주 후 추 조사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변증법 행동치료 기술훈련에 참여한 집단

이 통제집단보다 공격성이 더 감소되었고, 자아존 감은 더 향상되었으며, 추 조사까지 그

효과가 유지되었다. 분노표 양식은 변증법 행동치료 기술훈련 집단과 통제집단 사이에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 추후 연구에 한 제언이 논의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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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논문은 진다슬의 석사학 청구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교신 자(Corresponding Author) : 손정락 / 북 학교 심리학과 / (561-756) 북 주시 덕진구 백제 로

567 / Tel : 063-270-2927 / Fax : 063-270-2633 / E-mail : jrson@jbnu.ac.kr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 918 -

청소년기는 신체 인 변화와 더불어 심리

, 사회 측면에서 큰 변화와 발달이 이루

어지는 시기로, 더불어 청소년기에는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곤 한다. 최근 신문, TV, 인터

넷 등과 같은 다양한 언론매체에서 청소년의

학교폭력, 비행 청소년들의 자살 등과

련된 내용을 다루는 것을 자주 하게 된다.

특히 청소년의 학교폭력은 이 부터 지속 으

로 문제가 되어 왔지만 최근 들어 그 심각성

이 크게 부각되고 있으며, 학교폭력이 사회

인 이슈로 등장하면서 학교폭력에 한 실패

악과 그에 한 책의 필요성이 커져가고

있다.

이러한 학교폭력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는 공격성, 친한 친구의 비행정도, 성 , 가정

의 안정성, 충동성, 낮은 자아존 감, 가정형

편 등이 있는데, 이러한 변인들 에서 공격

성은 학교폭력이나 청소년 비행을 견하는데

높은 비 을 차지하고 있다(이석형, 2006). 박

선과 김유경(1997)의 연구에서 비행을 설명

하는 변인들 에서 공격성이 가장 높은 효과

를 가지고 있었으며, 공격성과 같은 개인 인

성향은 문제행동의 발생에 향을 미칠 수 있

다고 하 다.

공격성은 인간의 상호작용상황에서 유해

한 자극을 나타내는 행동, 타인이나 사물의

괴나 상해의 결과를 래하는 행동이나 이

를 목 으로 의도 으로 행사하는 행동과 같

이 부정 인 성향 행동으로 볼 수 있다(김

효정, 1999; 한세리, 2007). Buss와 Durkee(1957)

는 공격성을 크게 신체 공격성, 의성, 언

어 공격성․의심, 분노로 구분하 다. 신체

공격성은 폭력의 의도, 다툼, 박, 욕설,

보복 의도 등의 육체 폭력 행 를 의미하며,

의성은 타인에 한 질투심, 피해의식, 증오

심 등의 방식으로 실에 갖는 분노의 감정

표출을 의미한다. 언어 공격성․의심은 따

지기, 의견충돌, 성 함, 타인의 호의에 한

의심 등의 방식으로 언어를 통한 공격 행 를

의미하며, 분노는 감정의 폭발, 화냄, 잦은 싸

움 등 분노 표출과 련된 공격 행 로 정의

하 다.

Gregory와 James(1981)는 축되거나 공격

인 아동은 학교에서 부 응과 비행을 일으킬

확률이 높으며, 성인이 되어서도 정신건강

사회생활에서 지속 인 문제를 갖는다고 보고

하 다(박형원, 2002에서 재인용). 이러한 결과

는 청소년기에 공격성에 한 한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성인기에 부 응 문제

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 다. 공격성

과 련된 연구를 살펴본 결과, 자아존 감과

정서조 능력은 공격성을 낮추는데 정

향을 미친다고 보았다(김은임, 2011). 학교폭력

가해자들은 자아존 감이 하되어 있고,

하된 자아존 감은 학교생활에 한 의욕상실

과 소외감, 열등감을 증폭하게 하여 심리

갈등을 유발하고, 반항, 괴, 폭력 등 공격성

과 련된 반사회 행동에 향을 미친다(주

은희, 2002). 한 정서조 능력의 결함은 공

격행동을 측하는 주요 요인으로 밝 졌으며,

청소년의 비행행동을 다루기 해서는 분노조

이 선행되어야만 한다(손지 , 2003; 임소 ,

2000).

청소년의 공격성은 다양한 심리 변수

자아존 감에 의해서 향을 받을 수 있다.

Buss와 Perry(2002)는 자아존 감과 공격성이

연 된다고 하 다. 한 낮은 자아존 감은

공격성을 유발할 수 있는데 자아존 감이 높

은 청소년은 공격성이 낮은 경향을 보임으로

써 자아존 감의 수 에 따라 공격성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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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오 숙,

2000). 자아존 감이 낮을수록 분노감, 감,

신체 공격행동을 더 많이 보 고(서수균, 권

석만, 2002), 자아존 감이 높을수록 부정

정서에 한 자신의 느낌을 이해하려는 노력,

문제 해결을 한 구체 인 행동들을 보이는

능동 처를 통해서 부정 정서를 조 하

는 반응 수 이 높았다(민경환, 김지 , 장승

민, 윤석빈, 2000).

Rosenberg(1965)는 자아존 감을 자기 자신에

한 정 , 부정 태도라고 정의하 으며,

자신을 존 하고 바람직하게 여기며 가치 있

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정도라고 하 다. 자아

존 감은 개인의 행동방향과 강도를 결정하는

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청소년기에

변화와 발달에 한 향을 미친다(유 란,

1999). 따라서 청소년기에 정 인 자아존

감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인 인생

에서의 변화에 요한 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분노는 특정한 공격 형태의 반응이

수반되는 주 경험으로써, 공격성의 발생

확률을 높이는 생리 흥분상태와 좌 의 효

과를 결정하는 요한 매개변인이다(강신덕,

1997). 분노는 모든 사람이 지니고 있는 감정

으로써 인간의 가장 표 인 정서 가운데 하

나이며, 동서양에 제안된 다양한 정서이론에

서 가장 핵심 이고 기본 인 정서개념이다

(임능빈, 1995). 이러한 분노 감정은 각 개인마

다 다양한 방식으로 표 이 되는데, Spielberger,

Jacob Crane(1983)은 분노표 양식을 분노표

출, 분노억제, 분노조 로 구분하 다. 분노표

양식 분노표출과 분노억제는 역기능 인

분노표 행동으로 분류되며, 분노조 은 기

능 인 분노표 행동으로 분류된다. 분노표

출은 자신의 분노를 환경 속의 타인이나 다른

상에게 나타내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신

체 행 나 비난, 욕설, 언어 폭력, 극단

모욕으로 분노를 표 하는 것을 말한다. 분노

억제는 경험하는 분노를 마음에 담아두거나

억압하는 성향이며, 자신의 분노를 자기 내부

로 돌리거나 억압하거나 혹은 분노 유발 상

황과 련된 사고와 기억 혹은 분노 자체의

감정을 억제하거나 부정하는 것이다(안 순,

2007). 분노조 은 분노를 충동 으로 외부에

드러내는 행동을 조 하고 한 표 시기와

방법을 찾는 것을 말한다(임미옥, 송민경, 김

청송, 2012).

분노표 방식 분노표출을 심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지 않은 경우보다 공격성이 더

심하며, 분노표출이 통제되지 않을 정도로 심

한 경우에는 타인에 한 언어 , 신체 학

뿐만 아니라, 재산의 괴, 사회 철수와

비합리 인 문제해결을 낳기도 한다. 이러한

분노 표 이 하게 표 되지 못하고 타인

자신을 향하여 괴 인 공격성을 띠게 될

때 인 계나 자기 자신에게 많은 문제 을

발생하게 된다(반지정, 2009). 그 기 때문에

분노를 조 하는 능력은 청소년들에의 정

인 성장을 해 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

다.

남 옥과 김정남(2010)은 공격성은 청소년

문제행동을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기

때문에 문제행동의 방 차원에서 청소년의

공격성을 낮추어 수 있는 로그램의 필요

성에 해 언 하 다. 흔히 공격성을 낮추기

해 사용되는 집단상담 로그램의 주요 형

태로는 인지․정서․행동 로그램, 게슈탈트

로그램, 해결 심 로그램, 실요법 로

그램 등이 있다. 이 청소년의 공격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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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할 때 인지․정서․행동 근을 선호하며

(유수정, 2011), 청소년들의 공격성에 하여

많은 연구에서 인지․행동 근의 효과성이

검증되었다(김성희, 1982; 노안 , 1983; 문재

경, 1998; 반만 , 1993). 안소 (2013)은 마음

챙김 수 이 높은 사람은 공격성이 강하지 않

다고 볼 수 있으며, 마음챙김 수 을 향상시

키는 훈련을 통해 공격성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그러므로 공격성을 감소시키

기 해서는 마음챙김 수 을 향상시키는 훈

련 로그램을 실시하거나, 비합리 신념을

이는 인지 치료를 용하는 것이 합할 수

있다고 하 다. 한 이완훈련과 인지기술을

혼합한 치료 략이 공격성과 련된 분노조

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으며(Schlicter & Horan,

1981), 명상 로그램은 학교부 응 학생의

분노표출을 일반 인 상황에서 감소시키는데

효과 이었다(최치정, 2006). 한편 라정숙(2009)

은 정서조 을 통한 공격성 감소를 해 정서

조 집단상담 로그램의 용의 필요성을

언 하 는데, 마음챙김과 정서조 을 돕는

로그램으로 알려진 변증법 행동치료

(Dialectical Behavioral Therapy)는 학교폭력과 비

행 청소년의 정서조 을 도와 공격성을 감소

시킬 것으로 상할 수 있다.

변증법 행동치료(DBT)는 인지행동치료의

새로운 흐름 하나로 마음챙김을 포함하고

있다. 기존 인지행동치료는 체로 변화의 기

술로 이해할 수 있으나 변증법 행동치료는

표 화된 인지행동치료에서 더 나아가 스스로

를 완 히 수용하고 주변 세계 역시 바로 그

순간 있는 그 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교육하

는 것을 강조한다(Linehan, 1993a). 변증법 행

동치료는 Linehan(1993b, 1993c)이 자살 근 행

동을 보이는 환자들을 치료하기 한 방법으

로 개발하 는데, 기분장애, 불안장애, 독장

애, 섭식장애, 충동조 장애, 성격장애를 가진

환자들에게 사용하 고, 충주의 치료

근의 개요를 만들었다(Marra, 2005). 변증법

행동치료의 결과의 우수성은 자살시도의 감

소, 입원의 길이와 빈도, 치료의 탈락과 분노

조 , 인 계 기능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역에서 효과를 나타냈다(Linehan, Heard, &

Armstrong, 1993; Linehan, Tutek, Heard, &

Armstrong, 1994).

변증법 행동치료와 공격성과 련된 연구

를 살펴본 결과, 변증법 행동치료 기술훈련

으로 반항장애 청소년의 공격성이 감소하 으

며(Nelson-Gray, Keane, Hurst, & Mitchell, 2006),

정신건강 시설의 소녀 범죄자들의 공격성이

감소되었다(Trupin, Strewart, Beach, & Boesky,

2002). 한 경계선 성격장애를 지닌 사람들의

공격성의 감소도 보고되고 있다(Bohus, Haaf,

Stiglmayr, Pohl, Bohme, & Linehan, 2000). 한

Koons 등(2001)의 연구에서 변증법 행동치료

집단에 참여한 경계선 성격장애 기 을 만

족하는 20명의 참 여성들이 분노표출과 분

노억제에 유의미하게 큰 감소를 보 다.

표 인 형태의 변증법 행동치료는 일주

일에 한 번 개인 심리치료와 집단 기술 훈련

회기가 있고, 필요한 경우에 따라 치료자와

화로 기술 코치를 받는다. 변증법 행동치

료에서 기술 훈련의 기능은 내담자에게 부족

하고 최소한 이론 으로 역기능 인 행동 패

턴을 개선하고 장애를 해결하기 해 요하

다고 생각되는 구체 인 행동 기술을 가르치

는 것이다. 변증법 행동치료 기술 훈련은

모델링, 교육, 행동 연습, 피드백, 코칭 등과

같은 기술 훈련 과정과 과제를 매우 강조하면

서 변증법 으로 을 두고 있다. 변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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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치료가 목표로 하는 네 가지 기술 훈련

모듈이 있는데, 마음챙김, 고통 감내, 정서 조

인 계 효과성이다(Linehan, 1993a).

Marra(2005)는 마음챙김 기술은 변증법 행

동치료에서 가르치는 가장 요한 기술 의

하나라고 하 다. 마음챙김은 주의와 략을

환하고 과잉 경계를 감소시킬 수 있는 능력

을 증 시킬 수 있다. 고통감내 기술은 순간

의 고통을 경감시키는 것과 비슷하다. 일반

인 략들로는 정서 고통에 해 좀 더 마

음을 모으고, 정서 고통과 련된 괴로움을

감소시켜 주며 만성석이고 오래된 고통을 다

루는 심리학 처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이

다. 이 기술은 자아존 감이 낮은 학생이 느

끼는 무가치감을 다루는데 사용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고 스스로

를 안할 수 있는 힘을 기르도록 한다. 정서

조 기술은 개인이 어떤 정서를 가지고 있고,

언제 그 정서를 가지게 되었고, 어떻게 그 정

서를 경험하고 표 하는지에 향을 미치는

과정이다. 정서 조 기술의 목표는 환자들로

하여 자신의 감정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돕는

데 있다. 인 계 효과성 기술은 인 계

문제해결 략과 자기주장 략과 비슷하다.

효과성이란 원하는 것을 얻는 것, 인 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는 것, 자아존 감을 유지하

는 것을 뜻한다. 인 계 효과성 기술은 자

신의 자아존 감을 유지하면서 일 성 있고

유익한 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지닌 사

람들에게 도움이 된다(Baer, 2006).

본 연구는 변증법 행동치료 기술훈련을

통하여 청소년의 공격성, 자아존 감 분노

표 양식에 미치는 향을 검증해 보고자 한

다. 변증법 행동치료 기술 훈련의 네 가지

기술 훈련을 통하여 공격성을 감소시키고, 자

아존 감을 향상시키고, 분노표 양식을 변화

시키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변증법

행동치료 기술훈련이 청소년의 공격성, 자

아존 감 분노표 양식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1. 변증법 행동치료 기술 훈련 집단의 공

격성 수 은 통제집단에 비해 처치 후 더 감

소될 것이다.

2. 변증법 행동치료 기술 훈련 집단의 자

아존 감 수 은 통제집단에 비해 처치 후 더

향상될 것이다.

3-1. 변증법 행동치료 기술 훈련 집단의

분노조 은 통제집단에 비해 처치 후 더 향상

될 것이다.

3-2. 변증법 행동치료 기술 훈련 집단의

분노표출은 통제집단에 비해 처치 후 더 감소

될 것이다.

3-3. 변증법 행동치료 기술 훈련 집단의

분노억제는 통제집단에 비해 처치 후 더 감소

될 것이다.

방 법

참가자

북지역에 소재한 J 학교 2학년에 재학

인 청소년 300명을 상으로 공격성 척도,

자아존 감 척도 분노표 양식 척도를 실

시하 다. 척도 실시 후 공격성 수가 상

30% 이상에 속하는 청소년 본 로그램에

참가를 희망하는 22명을 최종 참가자로 선정

하여 11명은 변증법 행동치료 기술훈련 집

단에 나머지 11명은 통제집단에 무선할당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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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각 집단에서 개인 인 사정으로 치료

도 2명씩 탈락하여 최종 으로 본 연구에

참여한 참가자는 기술훈련 집단 9명(남 4명,

여 5명), 통제집단 9명(남 2명, 여 7명)으로 총

18명이다.

도구

공격성 척도

Buss와 Durkee(1957)가 개발한 BDHI(Buss-

Durkee Hostility Iventory)를 노안 (1983)이 번안

하여 수정한 검사지를 기반으로 하여 한세리

(2007)가 재수정한 척도를 사용하 다. 이 척

도는 4개의 하 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체 공격성 5문항, 의성 4문항, 언어

공격성․의심 5문항, 분노 3문항으로 총 21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에서 5 까지의 5

리커트 척도이다. 이세연(2007)의 연구에서

내 합치도 계수는 .84 고, 본 연구의 내 합

치도 계수는 .79 다.

자아존 감 척도

Rosenberg(1965)가 개발한 검사를 병제

(1974)가 번안한 것으로 정 자아존 감 5

문항, 부정 자아존 감 5문항으로 총 10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에서 4 까지의 4

리커트 척도로, 부정 자아존 감 5문항

은 역채 으로 처리한다. 수 범 는 10 에

서 40 이고 수가 높을수록 자아존 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김 임과 이윤주(2008)의

연구에서 내 합치도 계수는 .87이었고, 본

연구의 내 합치도는 .82 다.

분노표 양식 척도

Spielberger(1988)이 개발한 상태-특성 분노표

척도(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STAXI)를 이장호, 한덕웅 겸구(1998)가

한국 (STAXI-Korean Version)으로 개발한 것이

다. 이 척도에는 특성분노 10문항, 상태분노

10문항, 분노표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

나, 본 연구에서는 분노표 의 하 척도인 분

노조 , 분노표출, 분노억제에 해당하는 24문

항을 사용하 다. 이 척도는 분노를 느낄 때

나타나는 반응을 측정하는 것으로써, 1 에서

4 까지의 4 리커트 척도이다. 이장호 등

(1998)의 연구에서 분노표 양식척도의 내

합치도 계수는 분노조 이 .79, 분노표출이

.73, 분노억제가 .78이었고 본 연구의 내 합

치도 계수는 분노조 이 .77, 분노표출이 .73,

분노억제가 .79 다.

차

변증법 행동치료 기술훈련은 총 9회기를

실시하 으며, 각 회기는 주 2회, 회기당 60분

간 실시되었다. 마지막 9회기가 끝난 직후

로그램 참가 청소년에게 공격성, 자아존 감

분노표 척도를 사용하여 사후 검사를 실

시하 으며, 그로부터 4주 후 추 검사를 실

시하 다.

로그램의 구성

DBT 기술훈련의 목표는 개인이 필요한 기

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데 있으

며, 마음챙김, 고통감내, 정서조 , 인 계 4

가지 기술을 모두 포함하 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변증법 행동치료 기술훈련 집단은

Linehan(1993)의 경계선 성격장애 치료를 한

다이어 티컬 행동치료 메뉴얼을 참고하여



진다슬․손정락 / 변증법 행동치료(DBT) 기술훈련이 청소년의 공격성, 자아존 감 분노표 양식에 미치는 효과

- 923 -

회기 활동 주제 활동 내용

1 오리엔테이션

기술훈련 집단에 한 안내

친 감 형성 동기화

참가자 별칭 정하기 & 자기소개

집단 규칙 정하기

동의서 작성

2 마음챙김 기술 Ⅰ

기술훈련의 이론과 목표 설명

변증법 행동치료 이론 소개

마음챙김 기술 배우기 (세가지 마음상태)

3 마음챙김 기술 Ⅱ
과제 확인

‘What’ 기술과 ‘How’ 기술

4 고통 감내 기술 Ⅰ

마음챙김 연습

과제 확인

자기 안(Self-soothing)

5 고통 감내 기술 Ⅱ

마음챙김 연습

과제 확인

실 수용(Reality acceptance) 기술

6 정서 조 기술 Ⅰ

마음챙김 연습

과제 확인

감정 스피드 게임

자신의 감정 이해하기

7 정서 조 기술 Ⅱ

마음챙김 연습

과제 확인

정서 고통 이기

정반 행동하기

8 인 계 기술 Ⅰ

마음챙김 연습

과제 확인

원하는 것을 얻기 한 지침

9 인 계 기술 Ⅱ

마음챙김 연습

과제 확인

계를 유지하기 한 지침

자존감 유지를 한 지침

척도 작성

표 1. 변증법 행동치료(DBT) 기술훈련 로그램 구성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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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을 재구성하 다. 각 회기의 주제

로그램 내용은 표 1과 같다.

자료 분석

변증법 행동치료(DBT) 기술훈련 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 확인을 해 독립집단 t검

증을 실시하 다. 다음으로 변증법 행동치

료(DBT) 기술훈련 집단이 청소년의 공격성,

자아존 감 분노표 양식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해 치료집단과 통제집단의 사 -

사후-추 조사들에 한 이원반복측정 변량

분석을 실시하 다. 끝으로 사 -사후-추 조

사 수비교를 해 응표본 t검증(양방검증)

을 실시하 고, 유의수 은 p=.05로 정하 다.

본 연구의 자료 처리는 SPSS 12.0을 사용하여

분석하 다.

결 과

치료 집단과 통제 집단의 동질성 비교

로그램 실시 기술훈련 집단과 통제집

단의 공격성, 자아존 감 분노표 양식 수

이 동등한지를 검증하기 해 독립집단 t검

증을 시행한 결과, 로그램 실시 기술훈

련 집단과 통제집단의 공격성, 자아존 감

분노표 양식 수는 동등한 수 이었다. 그

결과는 표 2에 제시하 다.

변증법 행동치료(DBT) 기술훈련 집단과

아무런 처치를 하지 않은 통제집단의 사 ,

사후, 추 검사의 평균과 표 편차는 표 3과

같다.

공격성 수의 변화

공격성 수는 집단의 주효과, 시기의 주효

과, 집단과 회기의 상호작용효과 모두 유의하

지 않았다. 변증법 행동치료 기술훈련 집단

과 통제집단 별 사 -사후, 사 -추 검사

수에 한 응표본 t검증 결과, 변증법 행

동치료 기술훈련 집단에서는 사 수에 비

해 사후 수에서 유의하게 더 감소되었으며

(t=2.897, p<.05), 추 수에서도 유지되었다

(t=2.391, p<.05). 그러나 통제집단에서는 사

수와 사후 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t=.315, p=.76), 추 수에서도 유의한 차이

기술훈련 집단(n=9) 통제집단(n=9)
t p

M(SD) M(SD)

공격성 88.44(4.85) 90.22(7.56) -.594 .461

자아존 감 24.00(1.23) 24.33(1.87) -.447 .661

분노조 20.89(2.89) 23.11(2.76) -1.668 .115

분노억제 15.89(2.47) 17.67(2.65) -1.473 .160

분노표출 16.33(2.00) 17.00(2.83) -.577 .572

주. ( )안은 표 편차.

표 2. 변증법 행동치료 기술훈련 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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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없었다(t=.187, p=.86).

자아존 감 수의 변화

자아존 감 수는 집단의 주효과, 시기의

주효과, 집단과 회기의 상호작용효과 모두 유

의하 다. 변증법 행동치료 기술훈련 집단

과 통제집단 별 사 -사후, 사 -추 검사

수에 한 응표본 t검증 결과, 변증법 행

동치료집단에서는 사 수에 비해 사후

수에서 유의하게 향상되었으며(t=-2.804, p<

.05), 추 수에서 더 유의한 향상이 있었다

(t=-4.115, p<.01).

그러나 통제집단에서는 사 수와 사후

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t=-1.104,

p=.30), 추 수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없었

다(t=-1.265, p=.24).

분노조 수의 변화

분노조 수는 집단의 주효과, 시기의 주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집단과 회기의 상

호작용효과는 유의하 다. 변증법 행동치료

기술훈련 집단과 통제집단 별 사 -사후, 사

-추 검사 수에 한 응표본 t검증 결과,

변증법 행동치료집단에서는 사 수와 사

후 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t=-.717,

p=.49), 추 에서 차이가 유의하 다(t=-2.630,

p<.05). 통제집단에서는 분노조 수가 사

수에 비해 사후 수에서 유의하게 감소되

었고(t=2.674, p<.05), 추 에서도 유지되었다

(t=2.745, p<.05).

변인 집단
사 사후 추

집단

(A)

검사

시기(B)
A*B

M(SD) M(SD) M(SD) F F F

공격성
치료집단 88.44 (4.85) 74.56 (14.93) 80.44 (12.32) 2.65 2.81 1.89

통제집단 90.22 (7.56) 88.89 (17.10) 89.11 (17.98)

자아존 감
치료집단 24.00 (1.23) 28.33 (4.53) 28.56 (3.64) 4.92* 8.53*** 4.89*

통제집단 24.33 (1.87) 24.89 (2.21) 25.00 (1.22)

분노조
치료집단 20.89 (2.89) 22.00 (4.72) 23.33 (4.06) .24 .23 6.79**

통제집단 23.11 (2.76) 21.00 (2.45) 20.11 (2.98)

분노억제
치료집단 15.89 (2.47) 18.44 (5.18) 18.56 (3.68) .12 .88 3.27

통제집단 17.67 (2.65) 16.78 (3.19) 16.89 (4.17)

분노표출
치료집단 16.33 (2.00) 15.89 (3.41) 17.00 (1.87) .18 .52 1.30

통제집단 17.00 (2.83) 15.89 (2.37) 15.22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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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분노, 문제행동 자아존 감의 변량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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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억제 수의 변화

분노억제 수는 집단의 주효과, 시기의 주

효과, 집단과 회기의 상호작용효과 모두 유의

하지 않았다. 변증법 행동치료 기술훈련 집

단과 통제집단 별 사 -사후, 사 -추 검사

수에 한 응표본 t검증 결과, 변증법

행동치료집단에서는 사 수와 사후 수에

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t=-1.532, p=.16),

추 에서 차이가 유의하 다(t=-3.266, p<.05).

통제집단에서는 사 -사후(t=.951, p=.37), 사

-추 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722, p=

.49).

분노표출 수의 변화

분노표출 수는 집단의 주효과, 시기의 주

효과, 집단과 회기의 상호작용효과 모두 유의

하지 않았다. 변증법 행동치료 기술훈련 집

단과 통제집단 별 사 -사후, 사 -추 검사

수에 한 응표본 t검증 결과, 변증법

행동치료집단에서는 사 수와 사후 수에

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t=.397, p=.70), 추

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834, p=.43).

통제집단에서는 사 -사후(t=1.971, p=.08), 사

-추 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 =1.234,

p=.25).

논 의

변증법 행동치료 기술훈련이 청소년의 공

격성, 자아존 감 분노표 양식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 다. 변증법 행동치

료 기술훈련 로그램을 통해 변화된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변증법 행동치료 기술훈련 집단의

공격성 수 은 통제집단에 비해 처치 후 더

감소될 것이라는 가설 1이 지지되었다. 변증

법 행동치료 기술훈련 집단의 공격성은 사

보다 사후에 유의하게 더 감소되었으며, 4

주 후 추 조사에서도 그 상태로 감소되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통제

집단은 사 -사후-추 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

었다. 이는 변증법 행동치료 기술훈련이 훈

련 집단의 공격성 감소에 효과 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변증법 행동치료 기술훈

련의 효과가 지속 으로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변증법

행동치료 기술훈련이 반항장애 청소년의 공격

행동이 감소되었던 연구(Nelson-Gray et al.,

2006), 한 정신건강 시설의 소녀 범죄자들을

상으로 하 던 변증법 행동치료 기술훈련

집단의 공격성이 감소되었던 연구(Trupin et

al., 2002), 경계선 성격장애의 공격성이 감소되

었던 연구(Bohus et al., 2000)와 일치한다.

변증법 행동치료 기술훈련 마음챙김

기술에서 세 가지 마음상태는 감정 인 마음

과 합리 인 마음의 조화인 지혜로운 마음을

학습시킨다. 개심이나 분노와 같은 감정이

올라올 때, 공격 인 방식의 행동이나 부정

인 반응이 아닌 지혜로운 마음을 이용하여 더

나은 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 다.

곽재용(2005)은 인성교육에서 등학생에게 마

음수련을 용한 결과 홀가분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버렸고 폭력이 사라지고 친구들과 사

이좋게 지내게 되었고 부모님, 선생님, 어른들

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으며 집

력이 높아져 성 이 오르고 모든 일에 자신감

이 생겼다고 보고하 는데 이와 연 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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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인다. 한 마음챙김이 증가하면 공

격성이 감소한다는 결과와 연 이 있다(김

범, 2012; 미애, 김정모, 2011).

고통감내의 실 수용 기술은 자기 수용을

가능하게 한다. 자기수용이 높을수록 공격

인 행동을 게 하며 극 처 행동을 많

이 하게 하는데, 이는 안정된 자기개념으로서

의 자기수용이 스트 스 상황을 보다 건강하

게 처하는데 독립 인 역할을 한다는 의미

이다. 즉, 자신의 평가와 상 없이 자신을 있

는 그 로 받아들이는 사람일수록 문제를 해

결하기 해 직 이고 극 인 반응을 많

이 보이며, 스트 스 상황에서 심리 , 신체 ,

언어 공격을 유보할 뿐 아니라, 문제에 직

면하지 않으려는 소극 이고 회피 인 반응을

거의 하지 않는다고 하 다(김 웅, 2007).

둘째, 변증법 행동치료 기술훈련 집단의

자아존 감 수 은 통제집단에 비해 처치 후

더 향상될 것이라는 가설 2가 지지되었다. 변

증법 행동치료 기술훈련 집단의 자아존 감

은 사 보다 사후에 유의하게 향상되었으며, 4

주 후 추 조사에서도 유지되었다. 반면, 통

제 집단은 사 -사후-추 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변증법 행동치료 기술훈련이

훈련집단의 자아존 감 향상에 효과 인 것으

로 볼 수 있으며, 그 효과가 지속 으로 향

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변증법 행동치료 기술 의 하나인 마음

챙김 기술에서의 명상과 고통감내에서 나를

로하기가 자아존 감 향상에 정 인 향

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참가자들이

나를 로하기 작업, 즉 자신이 고통스럽고

화가 나는 등의 부정 인 감정이 일어날 때,

자기 자신을 스스로 로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찾고 그것을 시각화하여 만들어보는

시간을 통하여, 자기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다.

이는 마음공부를 지도 받은 학생들이 비교집

단보다 집단 간 차이와 시기에 따른 체 자

아개념에서 정 인 효과를 보 다는 연구

(김경유, 2007)와 마음챙김 로그램이 등학

생의 자아존 감 향상에 향을 미쳤다는 연

구결과와 연 이 있다(장정화, 2009). 한 자

기수용과 자아존 감 사이에는 정 인 상 이

있다는 연구결과와 연 이 있다(김 웅, 2007;

안신호, 박미 , 2005; 이수연, 1999). 인 계

효율성에서 자존감 유지를 한 지침이 자아

존 감 향상에 정 인 향을 미쳤을 것으

로 보인다. 이를 통하여 상 방을 배려하면서

도 자기 자신을 평가 하하지 않고 스스로를

존 하는 마음까지 유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단된다.

셋째, 변증법 행동치료 기술훈련이 분노

조 수 에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3은

지지되었다. 변증법 행동치료 기술훈련 집

단의 분노조 은 사 -사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4주 후 추 조사에서 더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반면, 통제 집단은 사 보다 사후

에서 유의하게 더 감소되었으며, 4주 후 추

조사에서도 그 상태로 감소되어 유지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증법 행동치료 기술

훈련 집단의 분노억제는 사 -사후에서는 유

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사 -추 에서는 유의

하게 향상되었다. 변증법 행동치료 기술훈

련 집단의 분노표출은 사 -사후-추 에서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Koons 등(2001)의 변

증법 행동치료 집단에 참여한 경계선 성

격장애 기 을 만족하는 20명의 참 여성들

이 분노표출과 분노억제에서 감소를 보 다는

연구와 일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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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역기능 표 양식인 분노 억

제가 사후에서 함께 향상되었는데, 분노 조

은 분노 억제와 정 인 상 을 이룬다는 연구

들이 보고된 바 있다(김교헌, 겸구, 1997; 서

지 , 1996). 백승혜(2008)는 분노 억제와 분노

조 간에 정 상 이 있으며 분노 표출과

분노 조 간에 부 상 이 있음을 밝혔다.

김미림과 홍혜 (2013)은 분노억압을 분노조

의 일부 혹은 분노표출이 발생하기 단계의

기능 인 분노표 양식으로 볼 수 있다고 하

다. 본 연구 로그램에서 분노조 방법을

배우는 과정으로서 추 에서 분노 조 의 유

의한 향상과 함께 분노 억제가 정 상 을

이루어 함께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분

노를 무조건 표출하는 것 보다 분노가 사회

으로 받아들여지는 수 에서 상황에 따라

하게 표출하거나 는 일시 으로 우선 억

제하는 등 분노를 조 할 수 있는 것이 개인

의 공격성 수 을 낮추는데 효과 일 수 있다

는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한다(권재훈, 2011). 분

노 조 에서 사 -사후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사 -추 에서 유의하게 향상되었는데 이는

로그램을 통하여 분노조 을 하는 방법을

배우고, 추 기간 동안 분노조 양식을 연습

하여 더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

본 로그램 고통 감내 기술에서 장단

찾기를 통하여 감정을 터뜨리는 것과 감정을

참아내는 것의 장단 을 찾아보도록 하 다.

어떤 상황에서는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 장

이 많고, 반 로 다른 상황에서는 감정을 억

제하는 것이 도움이 될 때가 있다. 따라서 장

단 찾기를 통하여 분노감이 일어났을 때 보

다 한 표 방법을 생각해보도록 하 다.

정서조 기술에서 정반 행동하기를 통하여

자신의 분노에 주의를 기울이고, 반사 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조 더 시간을

두고 분노를 조 할 수 있도록 하 다. 분노

는 명시 으로 불유쾌 정서이며 자동 으로

조 되는 것이 아니라 의도 인 조 노력이

필요한 정서이며, 분노 경험이 흔히 타인과의

계 상황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분노가 조

되지 못하면 사회 상호작용에 부정 인 결

과를 래할 수 있다(김주 , 2008). 따라서 정

서조 기술을 통하여 정서를 조 하는 방법

을 배우고, 이에 분노조 이 향상된 것으로

단할 수 있다. 한 명상이 분노를 조 하

는데 향을 미친 것으로 여겨지는데, 명상활

동이 분노 부정정서 조 에 향을 다는

연구 결과와 연 이 있다(권수진, 2010; 양동

명, 2012). 한 최경숙(2003)은 마음수련을 통

하여 부모나 친구에 한 분노의 감정이 완화

되거나 소멸되었고, 조하거나 불안했던 마

음이 편해졌음을 입증하 다.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해 보면, 변증법 행

동치료 기술훈련 집단의 공격성이 통제집단에

비하여 더 감소하 고, 자아존 감은 통제집

단보다 더 유의하게 증가하 다. 분노표 양

식에서 분노조 은 사 -추 에서 유의하 고,

분노표출과 분노억제에서의 변화는 실패하

지만, 변증법 행동치료 기술훈련 로그램

이 청소년들의 공격성을 감소시키고, 자아존

감 향상시킨다는 것을 확인하 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가 지니는 의의 시사 을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첫째, 5주간의 짧은 기간 동

안에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격성 수 이

유의하게 더 감소되었으며 이는 4주 후의 추

검사에서도 유지되고 있었다는 이다. 둘

째, 청소년들의 학교 폭력에 한 심이 높

아지고, 이와 련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



진다슬․손정락 / 변증법 행동치료(DBT) 기술훈련이 청소년의 공격성, 자아존 감 분노표 양식에 미치는 효과

- 929 -

고 있는 가운데, 본 연구를 통하여 학교 장면

에서 청소년들의 공격성을 감소시키는데 변증

법 행동치료 기술훈련의 용 가능성을 제

시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 과 후속 연구에서 고려되

어야 할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 상

은 특정 지역의 학교로 한정되어 있고, 사

례 수가 어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는 신 을 기해야 한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

서는 다양한 지역의 더 많은 사례를 포함시켜

일반화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둘째, 연

구자와 집단 로그램 진행자가 동일인이었다

는 것이다. 이는 치료 과정에서 치료자가 보

고자 하는 효과 방향으로 로그램을 이끌고

갔을 가능성이 있으며 추후 연구는 연구자와

치료자가 다른 인물일 때 보다 정확한 효과를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본 연

구의 통제집단은 비처치 통제집단이라는 이

다. 변증법 행동치료 기술훈련 집단의 효과

는 진행자와의 정기 만남 는 기술훈련 집

단 참여로 인한 변화의 가능성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자기보

고식 질문지와 같은 참가자의 주 인 보고

를 바탕으로 하여 그 효과를 측정하 다. 청

소년을 상으로 하는 추후 연구에서는 개인

의 주 인 보고 외에 진행자 찰자, 부

모나 교사에 의한 행동 찰 결과를 포함하는

것이 로그램의 효과를 더 객 으로 측정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다섯째, 변증법

행동치료 기술훈련을 진행하는데 게임을 활용

하거나 쉬운 용어로 바꾸어 설명하여 참가자

들의 이해를 돕고자 하 으나, 그럼에도 불구

하고 참가자들이 로그램 진행자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어려워하는 일이 벌어지기

도 하여 참가자들의 반 인 이해를 돕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변증법 행동치료

기술훈련을 청소년에게 용할 때에는 많은

시간을 할애하거나 이해의 정도를 확인하며,

반복 으로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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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Dialectical Behavioral Therapy(DBT) Skills Training on

Aggression, Self-Esteem, and Anger Expression of Adolescents

DaSeul Jin ChongNak Son

Department of Psychology, Chonbuk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plored the effects of Dialectical Behavioral Therapy(DBT) Skills Training on Aggression,

Self-Esteem, and Anger Expression in adolescents. Three hundred middle school adolescents in Chonbuk

province completed the Aggression Scale, Self-Esteem Scale and Anger Expression Scale. Eighteen

adolescents selected by those scales were randomly assigned into a DBT Skills training group and control

group (nine each). The DBT Skills training program was administered for nine sessions. Aggression in the

DBT skills training group decreased more than in the control group, while Self-Esteem increased in the

DBT skills training group more than in the control group, Anger Expression did not differ significantly

between the groups. Finally, the implications and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long with suggestions for

future study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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