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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폭  방 프 그램의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경
동신 학  아 학과

Meta—Analysis on the Effect of School Violence 

Intervention Program

Kyung-Hee Kim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Dongshin University

  약  연 는 현재 현 에  실시 고 는 학 폭  방 프 그램  효과에 한 메타  실시하

다. 메타  체계 고 객  방법  활용하여 개  크  방향  시한다는  가지고 는 방

법 , 개 에 한 합   가능하다. 문   통해  33편  연 물   상  하

다.  33편  연 물에  129개  효과크  합하여 한 결과 학 폭  방 프 그램  체 효과크

는 0.624  나타났다. 간특  역에 라 학 폭  방 프 그램  효과크  비 한 결과,  역, 운동

 역, 지  역, 사회  역, 복합  역 순  효과가 었다. 참가  연 에  효과크  비 한 

결과 등학  고학 , 고등학생, 학생, 등학  학  순  효과크 가 나타났다. 개 시 에  효과크  

한 결과 3차 방, 2차 방, 1차 방 순  효과크  나타났다. 러한 연  결과  바탕  후 연  

향후 프 그램 운 에 한 시사  하 다.

주 어 : 학 폭 , 학 폭  방 프 그램, 방, 개 , 방  단계, 메타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using a meta-analysis to estimate effect size of school violence prevention

program. Using an objective and systematic method, meta-analysis has advantages that prove intervention’s 

amount and direction. Meta-analysis facilitates comprehensive analysis. Through the data collection, 33studies 

were selected and 129 effect size were calculated as analysis objects. The overall effect size of school violence 

prevention program was 0.624. In the human characteristic, the affective domain had the largest effect size. 

Next were the physical domain, cognitive domain, the social domain and the complex domain. Analysis on age 

of participant, high grade elementary students group had the largest effect size. Next were the high school 

students, middle school students and the lower grade elementary students group. Analysis on intervention 

periods, tertiary prevention had a largest effect size. Next were secondary prevention and primary prevention. 

Based on the findings, implications for future study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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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폭력은 세계 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상으

로 피해자나 가해자, 주변인 모두가 장차 우리 사회를 이

끌어 나갈 청소년이며, 학교폭력의 경험은 성인이 된 이

후의 삶에 미치는 향이 크다는 에서 의미 있게 다루

어져야 한다[1]. 학교 폭력은 최근 들어 폭력만의 문제를

넘어서 피해학생의 자살사건 등으로 이어지면서더 이상

학교 문제가 아닌 사회 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2]. 이러한 심각성과 련하여 정

부는 학교폭력 방과 근 을 해 책과 법률을 제정

하 다. 그 결과 2015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피해응

답자 수가 감소하 으며, 신고 도움비율이 증가한 것

으로보아 학생들의인식에도 변화가 생긴것을 알수 있

었다. 그 지만 아직까지도 학교폭력의 피해로 고통 받

는 학생들이 존재하며, 이러한 학교폭력피해 경험시기가

연령화[3], 집단화 되며 피해수 이 증가하고 있

어 학교폭력의 방과 재를 한 다각 인 근이 필

요하다[4,5].

학교폭력 방 책에 한 법률의 정의에 따르면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상으로 발생하는

상해, 폭력, 감 , 박, 유인, 명 훼손, 모욕, 강제 인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

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 정신 , 재산상의피해를수

반하는 행 이다. Olweus(1994)는 학교와 련하여 일어

나는 폭력행 로 학생이 개인 는 래집단에 의해 지

속 , 반복 으로신체 , 물리 폭력은 물론 따돌림, 욕

설, 박 등의 폭력행 에 노출되는 것을 학교폭력이라

고 정의하 다[6].

학교폭력은 피해자와 가해자모두에게 향을미친다.

피해 학생은 부정 인 자아상[7], 우울, 외로움[8,9], 신체

화[7,10], 인기피[11], 학교 응의 어려움[7,12] 등의 문

제를 호소하 다. 가해학생의 경우 반사회 문제행동

[11], 학교 응 문제[13], 알코올 문제[14]를 호소하 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상으로 한 종단 연구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행동 문제가 계속될 경우, 이는 성장과정

에서부정 인 향을 미쳐 상습범죄자가될 확률이 4배

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5]. 이처럼 학교폭력의 문제는

피해자, 가해자 모두에게 학교에서 응의 문제, 높은 스

트 스[16,17]와 같은 문제를 래하고 장기 으로 부정

향을 미칠 수 있다[15].

지 까지 학교폭력의 발생 원인을 밝히는 연구가 다

양하게 이루어졌다. 이러한 원인들을 크게 개인 요인

과 환경 인 요인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18]. 먼 개인

요인으로 낮은 자아존 감[19,20], 낮은 자기통제[21],

낮은 공감능력[22], 정서불안[23,24], 공격성[25,26], 충동

성[25] 등이 있다. 다음으로 환경 요인에는 가정환경

[27, 28] 교우 계[29, 30], 매체[31, 32] 등을 들수 있

다. 이처럼 학교폭력의 발생 요인은 다양하며 여러 원인

들이 복합 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며[18] 학교폭력에

한 개입 한학생개인의특성, 학교체제, 가족 체제, 지

역사회 체제 등의 다양한 요인을 모두 고려하여 근해

야 한다[33,34,35].

학교폭력의 방의 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

이 없다. 폭력이 발생한 후에 개입하는 경우에 비해이를

미연에 방하는 근이보다효과 이다. 방(prevention)

은 최 로 문제가 발생하기 이 에 문제 발생 과정에

한 연구와 개입에 이 맞추어 진다[36]. 이러한 개입

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한 것으로

‘3단계 방 모형’을들 수 있다. 3단계 방모형의 1단계

는 부분의 학생이 속하는 역으로 재 어려움이 없

는 단계를 의미하며 보편 개입에 해당한다. 이는 문제

가 인식되지 않은 상태에 개입하는 것을말한다. 2단계는

문제를 발생시킬 험에 놓여 있는 상태로 선택 개입

에 해당한다. 상 으로특정 장애나 문제를 갖게될

험이 높은 상에게 개입하는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3

단계는 소수의 학생이 해당하는 역으로 학생들은 재

장애나 문제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지시

개입이라고 한다. 이는 장애나 문제의 고 험군을

상으로 개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 으로 이러한 방은 다양한 로그램을 통해

시행된다[25]. 재 국내에서 학교폭력을 방하기 해

실시되고 있는 로그램으로는 서울 발달심리 연구실

에서 개발한 헬핑 로그램, 시우보우 로그램, 삼성생

명 공익재단 사회정신 건강연구소에서 노혜련 등이 개발

한 작은 힘으로 시작해 ! 등이 있다. 이 외에도 명상[25,

37], REBT[19], 미술치료[38,39], 역할극[40] 등을 결합한

로그램들이 실시되고 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을

상으로 호흡명상과 공감능력 향상 로그램을 실시한 강

민규(2016)의 연구에서는 가해 학생들의 공감능력이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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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되었다[37]. 서진, 유형근, 권순 (2010)의 연구에서는

역할놀이를 통한 학교폭력 방 로그램이 학교폭력에

한 태도와 갈등해결 략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40]. 그러나 모든 연구에서 동일한 결과

를 보고한 것은 아니었다. 성지은, 김수진의 연구(2014)

에서는 로그램 실시 결과 학교폭력에 한 태도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41]. 학교폭력의 보호요

인으로 강조되고 있는 공감을 증진시키는 데는 효과가

없었으며 학교폭력의 발생요인인 공격성의 감소에도 효

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42].

이러한 상반된 연구결과들은 학교폭력 방 로그램

에 한 혼란을 가져올 것으로 생각된다. 학교폭력 방

로그램은 폭력에 한 태도와 인식변화, 정서변화, 공

격성 실제 폭력사용의 감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

가할 수 있지만, 개별 로그램의 효과에 한 분석만으

로는 종합 평가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42].

Park-Higgerson 등(2008)의 메타연구에서는 학교폭력

방 로그램이 폭력행동 감소를 가져오며, 비 문가보

다는 문가가 진행한 로그램, 험군의 학생집단에서

더 효과 인 결과를 나타냈다[43]. 윤 희 등(2014)은 학

교폭력 방 로그램이 공격 행동이나 폭력 감소, 사

회 기술, 정서 개선에 효과 이며 상연령은 고등학

생, 등학생, 학생의 순으로 효과크기 차이를 보고하

다[18]. 학교폭력 방 로그램의 장 합성과 학교

폭력 방 효과를 담보하기 해서는 로그램의 장

용을 통한 효과와 활용성에 한 검증과정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아무리 좋은 로그램이라 해도 타당성이

나 효과를 평가하기 한 체계 이고 과학 인 장

용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객 인 효과도 입증하기

어렵고 결과 으로 활용 효과 한 기 하기 어렵기 때

문이다[44]. 따라서 이연구에서는 학교폭력 방 로그

램과 심리 치료 근을 한 로그램을 상으로 3단계

방 모형을 기 로 하여 메타분석을 진행하 다.

메타분석은 학계에 보고된 모든 연구 결과들을 모아

계량 인 과정을 통해 요약하는 분석방법으로 체 연구

결과를 이해하고 연구 경향성을 악할 수 있는 방법론

이다[45,46]. 기존의 연구물을 통합하는 다른 방법으로는

화술 연구가 표 이나, 이러한 방법은 객 성이 떨

어진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단 을 극복하기

해 메타분석이 고안되었다[45]. 따라서 메타분석은 체

계 이고 객 인 방법을 통해 연구물을 선정하며, 통

계 인방법을활용하여개입의효과에 한방향(direction)

과 크기(amount)를 제시한다. 메타분석에서는 서로 다른

선행 연구를 통합하기 해 효과의 크기를 표 화된 측

정단 로변환시켜종합 인 비교분석을 가능하게한다.

이를 해 메타분석에서는 효과크기를 사용한다[45]. 학

교폭력에 한 메타연구로는 학교폭력에 향을 미치는

요인별 메타연구[47], 국내 학교폭력 로그램 효과와

련된 메타분석 논문으로 윤 희 등의 연구를 들 수 있

다[18]. 이 연구에서는 23편의 연구물을 선정하여 메타분

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효과크기는 .641로 나타났으며

Cohen(1992)의 해석기 에 따라 매우 큰 효과크기임을

확인하 다[48].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명시 으로 학교

폭력 방 로그램으로 특정된 연구들만을 포함시켰으

며, 실제 가해자와 피해자를 상으로 하는 로그램은

분석 상 논문에서 제외하 다. 이러한 한계 을 보완하

여, 이 연구에서는 방의 단계에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

다. 따라서 윤 희 등의 연구에서는 제외시켰던 연구물

까지 포함하여 분석을 시도하 다[18]. 지 까지 학교폭

력 로그램에 한 효과 연구는 부분 개별 로그램

효과에 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인간의 주요

한 문제행동을 방하고 조정하는데 목 이 있는 방과

학의 에서 학교폭력 방은 학교폭력 발하는 험

요인을 없애고 학교폭력을 억제하는 보호요인을 강화함

으로써 학교폭력 발생을 이거나 없애는 것이다. 따라

서 지 까지의 연구 결과물들을 보다 체계 으로 통합하

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학교폭력 방과 련

하여 다양한 로그램 구성을 한 융복합의 교육 시

도로, 학교폭력 방교육의 내용을 조직함에 있어 학생들

의 사회문화 맥락과 인지 정서 수 을 최 한 반

하기 한 노력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교육 장에서 실시되었던 학교폭력

방 로그램의 효과에 한 인간특성, 참여 상, 개입시

기에 따른 로그램의 효과크기를 살펴보았다. 이를

해 선행 개별 연구물들의 로그램 특성, 효과변인(종속

변인), 조 변인 등을 고려하여 분석하 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폭력 방 로그램의 체 효과크기는 어

떠한가?

둘째, 학교폭력 방 로그램 연구의 효과변인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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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효과크기는 어떠한가?

셋째, 학교폭력 방 로그램 연구의 재변인에 따

른 효과크기는 어떠한가?

2. 연 방법 

2.1 상

학교폭력 방 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기 해서

이 연구에서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www.riss.kr), 한국

학술정보(kiss.kstudy.com), 국회도서 데이터 베이스를

사용하 다. 검색 키워드는학교폭력, 따돌림, 왕따, 괴롭

힘, 가해자, 피해자, 방 등을 사용하 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논문의 선정기 을 사용하 다. 첫째, 학교폭력

방 로그램을 실시하여 그 효과를 검증한 연구물을

상으로 선정하 다. 둘째, 이 연구는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 으로 두된 2000년 반을 기 으로 최근에 발

간된 논문을 상으로 선정하 다. 셋째, 이 연구에서는

통제집단이나 비교집단을 사용하여 사 -사후 연구 설

계를 통해 두 집단 간의 평균값을 비교한 연구물을 상

으로 선정하 다. 넷째, 효과크기 산출을 해 연구의 결

과가 양 으로 기록되어 있는 연구물을 상으로 선정하

다. 그 결과 복 논문을 제외하고 총 69편의 논문이

선정되었다. 1차로 원문이 제공되지 않는 5편과 질 연

구방법론을 사용한 6편을 제외하 다. 2차로 주제가 맞

지 않은 10편, 연구 설계가 선정 기 과 맞지 않은 9편을

제외하 다. 마지막으로 효과크기 산출을 해 필요한

기본 인 통계자료를 보고하지 않은 6편을 제외하 다.

그 결과 총 33편의 논문이 최종 분석 상으로 선정되었

다<Table 1>.

Category N

Publish

year

2002-2008

2009-2012

2013-2016

9

9

15

type
unpublished

published

18

15

intervention

period

1st prevention

2nd prevention

3rd prevention

22

8

3

<Table 1> The general information of selected studies

2.2 료  코

본 연구자는 선정된 33편의 연구물의 출 연도, 출

유형, 로그램의 특성, 로그램 개입 시기, 효과 역,

그 외의 참가자 특성을 범주화하여 코딩하 다. 로그

램의 효과에 해 개별 연구에서 보고한 학교폭력 로

그램의 효과는 매우 다양하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이용남과 김은아(2013)가 제시한 인간특성 역에 따라

효과 역을 다섯 가지 역으로 범주화하여 분류하 다

[49]. 이용남, 김은아(2013)는 인간의 특성을 크게 5가지

역으로 분류하 다. 첫 번째로 인지 특성은지(知)의

사용과 사고방식에 련된 역으로, 지능, 사고력, 인지

략 지식 등이 있다. 두 번째, 정의 특성은 인간의 감

정과 정서와 련된 역으로 태도, 자아개념, 자기효능

감, 공감 등이 포함된다. 셋째, 사회 특성은 인 계와

사회 행동과 련된 특성으로 공격성, 이타심, 동 등

이 있다. 넷째, 복합 특성은 어느 한 가지 범주에 분류

하기 어려울 정도로인지 ·정의 ·사회 특성 둘이

상의 특성이 결합되어 있는 특성을 의미한다. 복합 특

성으로는 성격, 가치, 응유연성, 스트 스 등이 있다.

다섯째, 신체 특성은 운동, 신체와 련된 특성으로 각

종 스포츠 기술 등이 포함된다. 로그램 참여자는 등

학교 학년, 등학교 고학년, 학생, 고등학생으로 범

주화하여 분류하 다. 로그램 개입 시기에 따라 1차, 2

차, 3차 방으로 분류하 다. 연속 변인인 참가 인원 수,

로그램 진행 회기에 해서는 메타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자료의 코딩 내용은 본 연구자, 상담심리학 박사 1

인과 합의 하에 선정하여 코딩하 으며, 필요한 경우

공 교수와 상의하는 차를 거쳤다.

2.3 료 

메타분석에서는 결과의 타당성 확보를 해 출 편

향 평가를 실시한다. 출 편향을 확인하기 해 이연구

에서는 몇 가지 방법을 사용하 다. 첫째, 시각 인 확인

방법으로 Funnel plot를 활용하 다, Funnel plot은 효과

크기를 x축, 표 오차를 y축으로 나타낸 그래 로, 그래

에서 평균효과 크기를 심으로 ○의 좌우 칭 정도

에 따라 출 편향을 확인하는 방법이다, 둘째, Egger이

제시한 linear regression 방법, 셋째, Begg 과Mazumdar

의 순 상 방법을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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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분석에서 효과크기는 개입의 효과크기 는 변수

간 계의 크기를 표 한 값으로, 분석 단 에 해당한다

[45]. 이 연구에서는 표 화된 평균차이 효과크기 표

본의 효과크기의 차이에서 오는 편 를교정해주는 장

이 있는 Hedges’ g효과 크기를 사용하 다[50]. 이는 메

타분석을 하여 선정된 모든 연구물에서 사 -사후 측

정치 간 상 을 제시 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인 추정치

인 r= .7을 사용하 다[51]. g 값은 0.2는 작은 효과크기,

0.5는 간효과크기, 0.8은 큰 효과크기로 해석한다.

메타분석이 소개된 이후 지 되고 있는 문제 하나

가 바로 각각의 연구 결과들이 동일한 모집단으로부터

추출된 것인가에 한 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

기 해 Hedges와 Olkin(1983)는 동질성 검정을 제시하

다[50].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연구물들이 동일한 모집

단에서 추출된 것인지를 알아보기 해 동질성 검정을

실시하 다. 동질성 검정값인 Q값을 산출하여 이질 인

경우에는 무선효과모형에 의해 분석을 실시하며 그 지

않은 경우 고정효과모형에 의해 분석을실시하 으며 모

형에 따라 효과크기 추정이 달라진다.

동질성 검정 후, 분석의 단 를 이동하여 효과크기를

산출하 다. 체 효과크기는 각각의 연구물을 하나의

단 로 사용하 으며 분석하 다. 하 범주에 따른 효

과크기는부여받은 ID를 하나의 단 로 사용하여 하 집

단 분석을 시하 다. 체 효과크기와 범주형 변수의 경

우 유형에 따른 효과크기를 구하는과정으로 진행되었으

며, 표 화된 평균차이의 효과크기를 산출하 다. 연속형

변수의 경우 메타회귀분석을 통해 해당변수의 경향성을

살펴보았다. 메타분석을 하여 메타분석 지원 문

로그램인 CMA(Comprehensive Meta-Aanalysis) 소

트웨어를 사용하 다.

3. 연 결과

3.1 동질  검

체 효과크기를 측정하기 에, 동질성 검정을 실시

하여 각 연구에서 추출된 효과크기들이같은 모집단에서

추출된 것인지를 검정해야 한다. 검사 결과, Q값은

365.440으로 나타났다. I2 값은 91.243으로 나타났다

<Table 2>. I2값은 25%이면 낮은 수 , 50%이면 간

수 , 75% 이면 높은 수 으로 이질 임을 타나낸다[52].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개별 연구물들의 효과크기가 매우

이질 임으로 단하 으며, 개별 연구물의 효과크기

한 서로 이질 인 것으로 나타났다(Q=511.521, df=114, p

< .001). 검사결과에 따라 이 연구에선 개별 연구물의 차

이에 민감한 랜덤효과 모형을 선택하여 결과를 분석하

다, 분석 상으로 선정된 33편의 연구를 각각 하나의 분

석 단 로 사용하여 효과크기를 산출하 다<Table 3>.

학교폭력 방 로그램의 체 효과크기는 0.624로 나

타났으며, 95% 신뢰구간은 0.535-0.712 다. 이는 학교폭

력 방 로그램의 효과가 간 이상의 효과를 가진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N Q p I2 95% CI SE

33 365.440 0.000 91.243 0.265-0.347 0.021

<Table 2> Homogeneity test

k ES SE Var 95% CI p

129 0.624 0.045 0.002 0.535-0.712 0.000

<Table 3> The overall effect size

3.2 편향 검

출 편향 검증을 해 먼 Funnel plot을 통해 시각

으로 확인하 다. 그 결과 평균효과 크기를 심으로

○가 좌우 칭을 이루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Fig.

1]. 통계 인방법으로출 편향을 알아보기 해 Egger

의 linear regression 방법과 Begg과 Mazumdar의 rank

correlation 방법을 사용하 다. Egger의 linear regression

방법을 통해 산출한 회귀 편은 4.916, 표 오차는 0.701

로 나타났다. 회귀 편의 유의성을 살펴본 결과 p값이

0.004로 유의하 다. Begg과 Mazumdar가 제시한 rank

correlation 방법을 활용하여 표 오차와 효과크기의

계를 살펴본 결과 Kendall’s tau는 0.501, p는 0.005로 유

의하 다. 이상의 시각 인 확인, 통계 인 방법들을 통

해 출 편향의 가능성 여부를 살펴본 결과, 출 편향의

가능성을 의심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다음의 결과들을 그

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출 편향의 가능성을 의심하여

효과크기를 과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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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unnel plot

3.2 효과 역에  효과크

개별 연구물의 여러 효과들을 인간의 특성 역에 따

라 범주화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같다<Table 4>. 학

교폭력 방 로그램의 효과는 인간의정의 역에서

0.781로 가장 큰 효과크기를 보고하 다. 다음으로는 운

동 역(0.686), 인지 역(0.540), 사회 역(0.492),

복합 역(0.472) 순으로 효과크기를 보고하 다. 이를

통해 학교폭력 방 로그램이 인간의 감정과 정서의

표 방식을나타내는 특성으로 동기, 흥미, 불안, 태도 등

을 포함하는 정의 인 역에 효과가 간 이상 있는 것

을 알 수 있다. 한 정의 역뿐만 아니라 모든 역

에서 간 정도의 효과크기를 보고 한 것으로 보아 학교

폭력 방 로그램이 인간의 특성 역에서 모두 효과

가 있는 것으로 단할 수 있다.

3.3 재변 에  효과크

개별 연구에서 살펴본 변수들을 크게 범주형 변수와

연속형 변수로 구분하여 연구의 특성에따른 효과크기를

살펴보았다. 범주형 변수에는 참가자의 연령과 방 단

계가 포함되었다. 성별의 경우 보고하지 않은 연구물이

부분이었으며, 여성보다는 남성을 상으로 한 연구물

이 부분이여서 분석에서 제외하 다. 연속형 변수에는

연구의 로그램 진행시간이 포함되었다. 메타회귀분석

을 통해 로그램 진행기간에 따라 효과크기가 어떤 경

향성을 보이는지 살펴보았다<Table 4>, <Table 5>.

3.3.1 연 에  효과크

참가자의 연령에 따라 등학교 학년, 등학교 고

학년, 학생, 고등학생으로 구분하여 효과크기를 살펴보

았다. 등학교 학년의 ID를 부여받은 연구의 수는 20

개, 효과크기는 0.454로 나타났다. 등학교 고학년의 ID

를 부여받은 연구의 수는 53개이며 효과크기는 0.734로

나타났다, 학생의 ID를 부여받은 연구의 수는 47개

으며 효과크기는 0.576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의 ID를 부

여받은 연구의 수는 8개, 효과크기는 0.675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효과크기를 비교한 결과 등학교 고학년에

게서 가장 큰 효과크기가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등

학교 학년, 고등학생, 학생의 순이었다. 이러한 효과

크기의 차이가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Q=5.448, p > .05). 이러한연구 결과는 학교폭력

방 로그램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연령이 유의한 재변

인이 아님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추가 으로 부여받은 ID

의 수를 통해 학교폭력 방 로그램이 재 등학교

고학년, 학생에게 활발히 실시되는 반면에 등학교

학년이나 고등학생에게는 상 으로 게 실시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3.2 개 시 에  효과크

3단계 방 모형에 근거하여 각 연구에서보고한 로

그램 개입의 단계의 특성에따라 효과크기를산출하 다.

분석 결과 1차 방에서 0.536로 나타냈다. 다음으로는 2

차 방 0.816, 3차 방 0.819 순으로나타났다. 결과 으

로 3차 방이 가장 큰 효과크기를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는 2차 방, 1차 방 순으로효과크기를 나타냈다. 이러

한 효과크기의 차이가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

났다(Q=10.414, p < .01).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학교폭력

방 로그램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로그램의 개입 시

기가 유의한 재변인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category k ES SE p Q

cognitive 29 0.540 0.058 0.000

-

affective 41 0.781 0.095 0.000

social 20 0.492 0.082 0.000

complex 18 0.472 0.077 0.000

physical 21 0.686 0.147 0.000

low grade 20 0.454 0.01 0.000

5.448

(0.142)

high grade 53 0.734 0.09 0.000

middle school 47 0.576 0.07 0.000

high school 8 0.675 0.12 0.000

1st 84 0.536 0.053 0.000
10.414

(0.005)
2nd 33 0.816 0.078 0.000

3re 12 0.819 0.143 0.000

<Table 4> Effect Size of categorical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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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연 변 에 한 메타회귀  

연속변인에 해당하는 로그램 진행 회기, 참가자 수

는 메타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로그램 회기 수는 최

소 4회기, 최 16회기이다. 참가자 수는 최소 8명, 최

321명이다. 회기 진행 수에 따른 분석결과, 회기 수가늘

어날수록 효과크기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그

램 참가자 수에따른 메타회귀 분석 결과, 로그램에 참

여하는 인원이 증가할수록 로그램의 효과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는 <Table 5>와 같다.

category B SE 95% CI p

session
slope 0.212 0.165 -0.111-0.535 0.000

intercept 0.041 0.016 0.009-0.071 0.009

participant
slope 0.746 0.058 0.633-0.860 0.000

intercept -0.003 0.001 -0.005-0.001 0.001

<Table 5> Meta-regression of intervention

4. 

이 연구는 재 교육 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학교폭

력 방 로그램의 효과에 한 종합 인 결론을 내리

고자, 학교폭력 방 로그램을 상으로 메타분석을

실시하 다. 메타분석을 통해 학교폭력 방 로그램의

체 효과크기, 로그램의 효과 역별 효과크기, 조

변인에 따른 살펴보았다.

그 결과 첫째, 학교폭력 방 로그램의 체 효과크

기는 0.624의 효과크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폭

력 방 로그램의 효과를 간보다 다소 높은 효과크

기로 보고한 윤 희 등의연구결과와 일치한다[18]. 둘째,

개별연구에서 살펴본 학교폭력 방 로그램의 효과를

인간특성 역 범주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정의

역에서 .781로 가장 큰 효과크기를 보고하 으며, 이는

해석 기 에 의해서도 큰 효과크기임을 확인하 다. 다

음으로는 운동 역(.686), 인지 역(.540), 사회

역(.492), 복합 역(.472) 순으로 효과크기를 보고하

다. 국내에서 실시되는 기존의 학교폭력 방 로그

램이 폭력에 한 인식, 정서, 사회, 행동 등 다양한 결과

변인에 반 으로 효과가 있음을 주장한 윤 희 등

(2014)의 연구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18]. 이러한 결과는

학교폭력 방 로그램이 학생들이 가진 폭력에 한

태도, 정서와 련된 공감 부분에 정 인 효과를 주는

것 뿐만 아니라 외 찰이 가능한 신체, 운동 인

역에도 큰 효과가 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

에 한 분석은 자기보고 설문지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는 외 인 행동, 정서, 인지와

련해서 학생 본인의 답이외에 교사, 래 친구들의

찰, 보고에 의해서도 결과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그 게

된다면 개입의 효과에 한 좀 더 객 인 평가가 가능

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학교폭력 방 로그램들의

개별 연구물의 특징을 고려하여, 방의 단계, 참가자 특

성(연령)에 따른 효과크기의 차이에 해 살펴보았다. 먼

연령에 따른 효과크기의 차이를 알아보기 해 참가

자의 연령에 따라 등학교 학년, 등학교 고학년,

학생, 고등학생으로 구분하여 효과크기를 살펴보았다.

등학교 학년의 효과크기는 0.454, 등학교 고학년의

효과크기는 0.734, 학생의 효과크기는 0.576로 나타났

다. 마지막으로 고등학생의 효과크기는 0.675로 나타났

다. 연령에 따른 효과크기를 비교한 결과 등학교 고학

년에게서 가장 큰 효과크기가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등학교 학년, 고등학생, 학생의 순이었다. 한 참

가자의 연령이 학교폭력 방 로그램의 효과에 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조 변수가 아님을 확인하 다. 추가

으로 재 학교폭력 방 로그램이 재 등학교 고

학년, 학생에게 활발히 실시되는 것을 확인하 다. 이

러한 결과는 고등학생 집단에서 가장 큰 효과크기를 보

고한 윤 희 등(2014)의 연구와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18]. 이러한 차이는 기존의 연구에서의 분석 상 연구

물과 이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 상 연구물의 차이가 있

기 때문에 직 비교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연령

에 따른 분석을 통해 갈수록 심해지는 학교폭력의 연

령화 상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 자료로서 의미를 갖

는다.

로그램의 개입 시기를고려하여 이를 3단계 방모

형에 근거하여 효과 크기를 산출하 다. 분석 결과 1차

방에서 0.536, 2차 방 0.816, 3차 방 0.819 순으로나

타났으며 개입의 시기에 따라 효과크기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학교폭력상담 회(2004)에 따르면

학교에서 의무 으로 6개월에 1회 이상학교폭력 방교

육을 실시해야하는 교육이 주로 비디오 시청(26.7%),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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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강의(22.6%), 시청각 강의(13.1%)와 같은 형식 인 방

법으로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로그램효과를 기 하기

어렵다고 지 하 다[53]. 청소년폭력 방재단(2011)에

서는 이러한 학교의 방교육이 학교폭력의심각성에 비

해 소극 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형식 인 틀에 갇

있다는 문제 을 확인하 다[54]. 이 연구에서도 1차

방 단계에서 간 정도의 효과크기를 보고한 반면에 이

미 학교폭력이 일어나거나 험한 단계에있는 학생들을

상으로 한 2차, 3차 방의 단계에서매우 큰 효과크기

를 보고하 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재 우리가 실

시하고 있는 학교폭력 방 교육들이 이미 발생한 학교

폭력에 해서는 한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학

교폭력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한개입에는 문제

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연속 변인에 해당하는 로그램의 회기

수, 참가자 수에 해 메타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

과 로그램의 회기 수가 증가할수록, 참가자 인원이 증

가수록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윤 희 등

(2014)의 연구와 상반되는 결과이다[18]. 이러한 결과에

해 후속 연구에서 진 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연구에서는 재 학교폭력 방 교육의 주소를

확인하고, 로그램의 향상을 한 연구 방향을 제시하

기 해 실시되었다. 첫째, 재 실시되고 있는 학교폭력

방교육은 1차 방이 가장 많이 실시되고있는반면에

가장 낮은 효과크기를 보고하 다. 이러한 결과에 해

재 실시되고 있는 1차 방 로그램에 한 반 인

검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규모 학생들을 상으로

강당에 모여 실시되는 방 교육 신 학 별로 소집단

을 구성하여 학교폭력 방 교육을실시한다면 학교폭력

을 방하고 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 소규

모 학생을 상으로 방 교육을 실시하기 해서는

재 사용되고 있는 로그램의 내용 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재 실시되고 있는 로그램은 학생들의

발단단계를 고려하지 않고 일반 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은 각각 다른 발달단계에 있는 학

생들에게 공통 으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한계 들은 학교폭력 방의 효과에

한 객 인 평가나 로그램의 질을 하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각 발달단계에 맞는

로그램을 개발하여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로그램의 실시와 련하여, 후속 연구들에서는 학교폭력

방 개입에 해 단편 , 일회 해결책보다는 장기

으로, 다양한 체계와 변인들을 고려하여 방 심의

해결책을제시해야한다. 윤 희 등(2014)은 단기 로그

램이 일시 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가능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정기 으로 로그램을 다시 용하는

등의 다른 책의 필요성에 해 언 하면서, 단지 연구

를 한 로그램의 운 이 아닌 상시로 운 되는 로

그램의 요성을 강조하 다[18].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

로 하여 단기 인 개입보다는 장기 인 개입, 상시

인 개입의 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선행연구에

서는 연구에서는 학교폭력 방을 해서는 다양한 수

을 고려한 다층수 의 체계 인 근이 필요하다가 지

하 다[42]. 학생들은 개인, 학교, 사회와의 상호작용에

의해 향을 받기 때문에 학교폭력은 여러 요인들의 상

호작용을 통해 발생하는 상이기 때문에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다[55,56]. 따라서 학교폭력 방을 한 근에서

는 개인변인, 가족체계변인, 학교체제요인, 지역사회체제

변인을 고려한 개입이 필요하다.

재 학교폭력 문제는 차 큰 사회 문제로 인식되

고 있다. 외국의 경우 학교폭력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요인들로 지 되는 문제(무단 결석, 가출 등)를 해결하기

해 학교, 학부모, 교육청, 경찰의 력체계를 통해 사

에 방하고자 하는 방에 을 취한다[20]. 그에 비

해 국내의 경우 범국가 차원의 교과과정이나 학교의

반 인 생활지도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로그램이 거

의 없고, 청소년 련 단체 기 을 심으로 만들어진

로그램이 부분이다[20]. 학교폭력이 날이 갈수록 심해

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 장에서 이루어지는 개입들이 학

생들의 생활지도, 교육과정, 지역사회와의 연 등 다각

으로 이루어진다면 실효성이 높아질 것 같다. 따라서

학교폭력 방 로그램은 국가 차원에서 학생들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로그램을 개발, 보 실시되어야 한

다. 이 게 보 된 로그램은 학교에서 의무 으로 실

시하여, 사후조사와 추후 조사를 통해지속 효과에

한 평가까지 실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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