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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연구의 필요성1.

아동들은 미래사회의 주역이며 기계화되고 복잡해진,

현대사회에서 미래를 향하여 밝은 희망을 가지고 풍요로

운 인간관계속에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아동들.

의 학교생활을 둘러 싼 상황을 보면 반드시 긍정적이지

는 못하다 특히 따돌림의 문제는 심하게는 수근대는 반.

친구들의 따돌림을 참지 못하고 유서를 남기고 자살하는

세계일보 매일신문 다( , 1997. 9. 29, , 2002,11.15),

시 되돌릴 수 없는 아동의 생명을 앗아가기도 하고 따,

돌리는 아동 따돌림당하는 아동 모두의 인격형성에 적,

지 않은 영향을 미쳐 인간관계를 바르게 형성하지 못하

는 사람으로 성장할 우려가 있다김옥엽 또한( , 1999).

집단 따돌림을 당하게 되면 피해 당사자는 우울증 자신,

에 대한 부정적 견해 자신에 대한 비난 낮은 자아존중, ,

감을 지니게 되며 심한(Bernstein & Watson, 1997),

경우에는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된다아동폭력예방재단( ,

집단 따돌림은 같은 집단 내에서 한 명 또는 여1996).

러 명의 구성원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보다 약하거,

나 집단문화에 거슬리는 특정한 구성원에게 심리적 언,

어적 신체적인 고통을 가하는 행위이다 또래관계가 어, .

려운 아동들은 자신의 친구관계에 대해 대체로 불만족하

고 있으며 이들은 괴롭힘을 당함 말붙이기 힘듬 노, “ ”, “ ”, “

는데 안 끼워줌 등을 힘들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이로 인해 생각이 편협적으로 되고 생활이 폐쇄적이 되

며 학교생활에 재미가 없어 전학가고 싶으며 머리가 아,

프거나 몸에 상처가 많은 등의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다

고 하였다김택호( , 1999).

이렇듯 학생들의 일상생활속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집

단 따돌림에 대한 가해자와 피해자의 문제에 대해 많은

것이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돌림 현상은 년1970

대 초반에야 비로소 체계적인 연구가 시작되어 떼지어, ‘

몰려듬 또래폭력 사회적배타(mobbing)’, ‘ (bullying)’, ‘

동료 학대(social exclusion & harrass-ment)’, ‘

이지메라는 용어로 연구되고 있다 집(peer abuse)’, ‘ ’ .

단 따돌림 현상은 일본이나 한국에서만 심각한 문제가

아니며 서구의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이미 존재한 것이,

다 곽금주 이춘재( , 1996a, , 2000).

지금까지 집단 따돌림과 관련되어 출간된 연구논문들

은 모두 년도 이후이며 상담사례구본용1997 , ( , 1997;

이규미 문형춘 및 홍혜영 등 실태조사나병, , , 1998 ), (

현 김준호 박정선 및 김은경 김용태, 1996; , , , 1997; ,

이춘재와 곽금주 미출간논문 박경숙 손희권과1997; ; ,

송계명 등등 몇 편에 불과하다 이렇듯 집단 따, 19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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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림현상이 사회적 교육적으로 중요한 심리적 현상임에,

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 연구의 양적 질적 부족,

은 집단 따돌림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 원인 설명 및, ,

그 대처방안에 대한 제한적 시각만을 제시해 준다권준(

모 집단 따돌림은 과거에는 별로 문제시되지 않, 1999).

았으며 그 당시 집단 따돌림의 심각성을 크게 문제삼지,

않았던 점은 미시적 수준에서 해석하여 단순한 개인의

문제로 보는 관점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현재의 집단 따돌림은 아동 및 아동기의 발달

과정상의 한 단계라는 차원을 넘어 보다 큰 수준의 개입

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과적으로 문제의 원인이.

개인적 속성과 더불어 구조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인식이

확산되어가고 있으며서울특별시종합상담실 김옥( , 1998,

엽 재인용 현재의 교육현장은 이러한 여러 가지, 1999 ),

문제의 심각성에 비추어 볼 때 따돌림에 대한 대책이,

너무나 부족한 실정이다.

집단 따돌림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부족과 이에,

대한 소극적 반응 및 문제를 축소화시키려는 태도는 학

교에서 일어나는 집단 따돌림 문제의 해결에 장애가 될

뿐 아니라 효과적 대응책의 수립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

이 되고 있으며 학교에서(Clarke & Kiselica, 1997),

일어나는 집단 따돌림의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따돌림을 만드는 요인 및 집단 따돌림이 발생되고 진행

되는 과정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하였다이명신( ,

2000).

더불어 김수선 에 의하면 학교에서의 집단따돌(2001)

림은 피해학생들의 학업부진 등교거부는 물론 학생들의,

심각한 정신장애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특별

한 지도가 있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였으며 김 에, (1999)

의하면 현재 일선 초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집단 따돌림“

으로 인해 두통을 호소하거나 몸이 아프거나 학교가기,

를 거부하거나 결석하는 등 고민을 의논할 대상이 없어,

서 하루종일 정신심리적인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 이”

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

로 집단 따돌림에 대한 인식과 집단 따돌림정도의 차이

를 파악하고자 하며 가해 피해경향은 어느 정도인지를, -

알아보고 일선 보건교사들에게 본 기초자료를 활용하여,

아동간호시 도움을 주고자 이 연구를 시도하게 되었다.

용어의 정의2.

집단 따돌림1)

이론적 정의(1)

두 명 이상이 집단을 이루어 특정인 혹은 특정집단“ ( )

을 그가 소속해 있는 집단속에서 소외시켜 구성원으로서

의 역할 수행에 제약을 가하거나 인격적으로 무시 혹은

음해하는 언어적 신체적 일체의 행위를구본용, ( , 1997)”

의미한다.

조작적 정의(2)

경북 시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중 연K

구의 목적에 동의한 학생들에게 지난 학기동안 개월“ 1 (6 )

일어난 일들 중 같은 학반 혹은 다른 학반과 학원친구들

로부터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당하거나 무시당하거나 따, ,

라다니며 놀리거나 나쁜 소문을 퍼뜨리거나 욕을 하거,

나 같이 놀아주지 않거나 말로 겁을 주거나 때리는 것, -

단 개인의 허락하에 재미로 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음( , )”

등을 포함한 행동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식의 이지메가 아닌 집단 따돌림이라

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연구의 목적3.

첫째 대상자의 집단 따돌림 실태를 파악한다, .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집단 따돌림정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해 피해 경향 실, -

태를 파악한다.

Ⅱ 문헌 고찰.

학령기 아동들이 특정한 피해학생들을 배제시키거나

괴롭히고 신체적 공격을 가하는 행동은 또래폭력,

또는 또래 괴롭힘이라 칭하며 이는 또래간(bullying) ,

에 행사되는 언어적 심리적 신체적 폭력행위를 모두 포, ,

함하고 있다이상균 학생폭력 실태조사와( , 1999: 359).

학생폭력 방지 대책 개발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

던 노르웨이 베르겐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올베우스

는 또래 괴롭힘을 힘의 불균형관계에서(Olweus, 1995)

한 명 이상의 학생이 오랜 기간동안 반복적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행동에 노출되어 있을 때 발생한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부정적인 행동은 신체적 언어적 비언어적 공격, , ,

또는 집단으로부터의 의도적인 따돌림 등 의도적으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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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입히려는 행동이라고 설명하였다.

최근 학교폭력과 집단 따돌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한국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의 보, (1996)

고에 따르면 초중고등학생 중 여학생의 남학, 38%,

생의 가 지난 년동안 학교에서 맞은 적이 있는 것50% 1

으로 나타났고 피해유형별로는 집단 따돌림이 를, 49%

차지한다고 하였다백운학 또한 년 한국( , 1998). 1998

교육개발원이 초 중등학교 천 백여명을 대상으로 조, 6 8

사한 결과 집단따돌림이 가장 심한 집단은 중학생이,

이고 다음은 초등학생 이며 고등학생26.9% , 25.1% ,

순으로 나타났다21.3% .

또한 방송매체에서 조사한 에 따르면 초KBS(2000) ,

등학교 시절의 왕따피해는 상급학교 진학 후에도 그 꼬

리표를 단 채 그대로 지속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부는 왕따 피해학생을 위한 상담,

전화 예 대검찰청 를 개설하( , 1588-7179, 3480-2828)

는 한편 피해학생의 재택수업을 고려하기에 이르렀다,

디지털 조선일보 손준구 재인용( , 1999, , ).

집단 따돌림은 한 개인의 인격성장에 대단히 부정적이

며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 이유는 또래집단

은 사회적 행동에 대한 기준 개인적 관계의 추구 소속, ,

감의 제공 자아의 통합에 영향을 주는 등 자아존중감의,

원천이자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확보하는데 도움을 주며

자신과 타인의 존재를 지각하게 해주(Heaven, 1994),

기 때문이다 따라서 친구가 없다는(Erickson, 1959).

것은 아동들에게 스트레스의 중요한 원인이 되며 낮은,

자존감 외로움 심사회적 문제 소외감 등을 야기시킨다, , ,

(Heaven, 1994).

이런 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집단 따돌림에 대한 학

술적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한 것은 세계적으로 년1960

대 후반과 년대 초의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국가들1970

이었다 그러나(Heinemann, 1972; Olweus, 1973).

국내에서 연구에 대한 관심은 년 이후 집단 따돌림1995

의 피해학생의 자살이 사회적 문제가 된 이후에 시작되

었다.

가 년 가을에 전국의 초중학교 학생을Olweus 1983

대상으로 실시한 학생폭력실태조사결과 전체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생의 가 가끔 또는 좀 더 자주 가해15% “ ” “ ”

자와 피해자가 되었으며 이 중 는 피해자이며 는, 9% 7%

가해자이었다고 보고하였다 그는 민주사회의 개인이라.

면 누구나 누려야 할 억압과 굴욕에서 벗어날 권리를 보

장해 주기 위해서 성인이 학생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폭력을 가하는 학생은 반사회,

적인 길을 걸어갈 확률이 다른 학생에 비해 크므로 그들

의 행동을 저지하고 좀 더 사회적으로 용납할 만한 방향

으로 조정해 주려고 하는 노력이 긴요하다고 보았다한(

국교육개발원, 1999).

실제 영국에서는 년 학생폭력에 대한 체계적인1989

실태조사와 이에 기초한 방지대책수립을 위하여 쉐필드

프로젝트 가 시작되었고 년말에(Sheffield Project) , 1990

는 교육부가 이 사업을 지원하여 전학교 차원의 대책을

개발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였으며 선택적 대책은 교,

육과정에 기초한 전략으로서 폭력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조치 점심시간의 보호 감독강화와 운동장환경개선의 세, ,

가지 범주로 나누어서 실시한 결과 초등학교에서 폭력피

해가 정도 줄어들었다고 한다최대15% ( 80%). 일본에서

도 협력자회의에서 년 월에 이지메 문제의 해결을1996 7

위한 종합대책에서 약한자를 이지메 하는일은 인간으로“

서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강하게 갖는다 는”

등 이지메 문제에 대한 다섯가지 기본적 인식을 재확인

한 후에 가정 지역사회 학교 교육위원회 국가가 취해, , ,

야 할 조치를 제언하고 있다교육개발원( , 1999).

우리나라는 이미 년에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종1997

합대책을 마련하여 범정부적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

며 교육부는 종전의 성적위주의 줄세우기식 교육을 탈, ‘ ’

피하여 체험위주의 인성교육을 강화함으로써 도덕적 인

간을 육성하는데 노력해 왔다교육부 그러나( , 1997).

년 한국교육개발원이 초 중등학교 천 백 여명1998 , 6 8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의 학생이 피해 경, 24.2%

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고 년 한국 아동 상담원에, 1999

서 천 백 여명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2 7

응답자의 가 자신의 학급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하53.2%

는 아이가 있다고 지각한 것으로 집계되어 이미 우리나

라 학교 현장에서도 집단 따돌림 현상이 상당히 확산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돌림의 피해자가 보이는 개인.

내적 특성으로는 자기중심적이거나 소심하고 부정적이며

열등의식을 지니고 있고 지나치게 감정적인 점등을 들

수 있다 반면 집단따돌림의 가해자가 보이는 특징으로.

는 권력과 지배에 대한 강한 욕구가 있고 적대감과 공격

성 충동적 성격이 강함을 들 수 있다이규미 문형춘, ( , ,

홍혜영, 1998)

또한 피해자들은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면 외로

움 분노 억울함 자책감과 같은 감정을 느끼며 따돌린, , ,

친구들에 대해서는 복수심 증오 피하고 싶은 느낌을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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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고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분노감정이 더 강하게

표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돌림을 당한 후의 반응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상황을 극복하기보다는 의38.4%

학생들이 스스로를 고립시키거나 혼자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용태 박한샘 이렇듯 한 개인의 인( , , 1997).

격성장에 대단히 부정적이며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집단따돌림에 대한 실태 및 가해 피해경향을 파악-

하여 초등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건강한 또래관계를 형,

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게 되었다.

Ⅲ 연구 방법.

연구설계1.

초등학생들의 집단 따돌림에 대한 실태와 집단따돌림

정도의 차이 및 가해 피해경향을 살펴보기 위한 연구이다, .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2.

본 연구의 모집단은 년 월 기준 시에 거주2001 11 K

하는 초등학생 학년학생이고 표본추출은 층3, 4, 5, 6 ,

화 단계 추출법을 택하였다 구체적인 과정은 첫째 교2 . ,

육청 산하 보건교사가 근무하는 개 초등학교에서 경제46

적 지리적으로 비슷한 학교를 시내학교 교와 변두리, 13

학교 개교로 층화하고 둘째 차추출 단위에서 무작위33 , 1

로 각 개교를 추출하고 차추출과정 셋째 각 학교에2 (1 ), ,

서 차 추출단위인 학년에서 학급을 무작위로2 3, 4, 5, 6

학급씩 추출하였으며 총 명을 조사하였다 자료수1 , 530 .

집은 연구자가 무작위로 표출된 해당학교 담임선생님들

께 전화로 동의를 구한 후 한자리에 초대해서 연구목적,

과 방법에 대하여 직접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각 학교 담

임교사의 서면동의를 구한 후 재량시간을 이용 설문지,

를 작성하게 하였고 설문지는 그 자리에서 작성하여 즉,

시 회수하였으며 설문에 동의하고 응해 준 학생들에게,

는 감사의 뜻으로 작은선물로 보답했다 자료수집기간은.

년 월 일 년 월 일까지 주간이었2001 11 6 2001 11 27 (3 )～

으며 총 부 중 응답이 부실한 설문지 부를 제외, 530 18

한 부를 통계처리 하였다512 .

연구도구3.

집단 따돌림 관련질문1)

일반적 특성은 최은숙 의 문항을 사용하였으(1999) 7

며 집단 따돌림에 대한 질문은 구본용이 개발한, (1999)

또래관계에 대한 설문지 중 본 연구의 대상인 초등학생“ ”

과 관련이 있는 문항을 사용하였다 전체질문지는 간11 .

호학 교수 인 보건교사 명의 협조를 얻어 묻고자하는2 , 2

것을 정확히 묻고있는지 여부인 타당도를 충분히 사전검

토 후 사용하였으며 일반적특성을 포함하여 총 문항, 18

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해 피해척도2) -

집단 따돌림 가해 피해 척도는 최은숙 이 개발, (1999)

한 가해질문지를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의 대상인 초등,

학생에게 알맞은 용어로 쉽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가해 피해 척도는 지난 학기부터 지금까지최근 개- “ 1 ( 6

월 동안 로 제한하였으며 그동안 개월동안 경험하였)” (6 )

던 집단 따돌림의 피해 가해경험에 대하여 물어보았다, .

가해 피해집단의 특성 가지를 유형별소외형 언어형- 3 ( , ,

신체형로 각각 문항씩 분포시켜 가해항목 문항) 5 ‘ ’ 15 ,

피해항목 문항 총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집단 따돌‘ ’ 15 30 ,

림 가해와 집단 따돌림 피해 척도는 각 문항 당 전혀 없‘

었다는 점 있었다에서 한 번 또는 두 번은 점 가’ 0 , ‘ ’ ‘ ’ 1 , ‘

끔은 점 일주일에 한 두번씩은 점 일주일에 여러’ 2 , ‘ ’ 3 , ‘

번은 점을 배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가해 피해를 경’ 4 ,

험한 수준이 높음을 나타낸다.

가해경향질문은 총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15 ,

외형으로는 나는 친구가 묻는 말에 의도적으로 대답하지“

않은 적이 있다 나는 친구가 인사하면 일부러 무시한,

적이 있다 나는 친구를 놀고 있을때 일부러 끼워주지,

않은적이 있다 나는 그 친구남 여의 나쁜 점을 여러, ( , )

친구들에게 말한 적이 있다 나는 다른 반 친구들에게도,

친구 남 여와 놀지 말라고 말한적이 있다 등의 문항( , ) ” 5

이다 언어형으로 나는 친구남 여의 별명 신체특징. “ ( , ) ,

을 가지고 큰소리로 놀린 적이 있다 나는 친구에게 없, “

어 꺼져버려 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 나는 친구에게” ,“ ” ,

다른 아이들 앞에서 욕하며 망신 준 적이 있다 나는 친,

구에게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

박한 적이 있다 나는 친구에게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약을 올린 적이 있다 등의 문항이다 신체형으로 나는” 5 . “

친구를 매점 문구점 등에 강제로 심부름을 시킨 적이,

있다 나는 친구를 툭툭 치거나 날카로운 것으로 쿡쿡,

찌른 적이 있다 나는 친구에게 숙제를 대신해 오도록,

한 적이 있다 나는 친구의 준비물이나 도시락을 강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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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앗은 적이 있다 나는 친구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찬 적이 있다 등의 문항이다” 5 .

피해경향 질문은 총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15

외형으로는 물어도 대답을 들을 수가 없었고 말을 걸 수“

도 없었다 인사해도 노골적으로 무시당한 적이 있다 점, ,

심시간이나 놀이시간에 소외되어 혼자 있은 적이 있다,

나에 대한 나쁜 소문이 퍼지게 되어 친구들과 멀어진 적

이 있다 다른 반 친구와도 놀지 못하게 심한 방해를 받,

은 적이 있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언어형” 5 ,

은 별명이나 신체특징에 관련된 놀림에 시달린 적이 있“

다 재수없어 꺼져 등의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다른, “ ” ,“ ” ,

아이들 앞에서 심한 욕을 들은 적이 있다 시키는대로,

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당한 적이 있다,

사사건건 시비를 걸어왔고 약오르는 말을 들은 적이 있

다 등의 문항이며 신체형은 매점이나 문구점 등에 강” 5 , “

제로 심부름을 한 적이 있다 툭툭 치이거나 날카로운,

것으로 쿡쿡 찔리곤 했다 숙제를 강제로 대신 해 준 적,

이 있다 준비물이나 도시락을 강제로 빼앗긴 적이 있다, ,

주먹이나 발로 차이고 맞은 적이 있다 등의 문항이다” 5 .

여기서 소외형은 은밀하고 은근하게 무리를 지어 한

사람을 소외시키는 유형이다 언어형은 놀림 조롱 또는. ,

욕을 하거나 협박하는 유형으로서 주로 언어적으로 고통

을 주며 따돌린다 신체형은 강제적인 심부름이나 몸을.

이용한 심한 장난 강탈이나 구타가 위주가 되는 따돌림,

유형이다 최 의 연구에서 집단 따돌림 가해의 전. (1999)

체 신뢰도인 이고 집단 따돌림 피Cronbach a = .80 ,

해의 전체 신뢰도는 였다 본 연구Cronbach a = .85 .

에서는 집단 따돌림 가해의 전체 신뢰도는 Cronbach a

이고 집단 따돌림 피해의 전체 신뢰도는= .60 ,

으로 나왔다Cronbach a = .70 .

자료분석4.

을 이용하여 일반적 특성 문항은SPSS Win 10.0 7

백분율로 집단 따돌림 관련내용 문항은 검증으, 11 ²χ

로 집단 따돌림형태 가해 피해경향실태 문항가해, - 30 ( 15

문항 피해 문항은 를 이용해 자료를 분석하였, 15 ) t-test

으며 질문지는 총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48 .

Ⅳ 연구 결과.

일반적 특성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1>.

학교별 인원수는 시내거주가 였으며 남학생이50.2% ,

로 여학생 에 비해 조금 많았다 학년별로52.1% 46.9% .

는 학년이 학년 학년 학3 23.4%, 4 24.8%, 5 25.2%, 6

년 였으며 부모 모두 생존이 였고26.6% , 94.7% , 4.3%

는 부모님 한 분 생존으로 나왔다 종교를 가지고 있는.

인원이 였으며 형제관계에서는 장남 장녀가77.3% , ,

로 가장 많았다48.2% .

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N=512)

특성 구분 실 수 %

학교별

시 내 257 50.2

변 두 리 255 49.8

성별

남 272 53.1

여 240 46.9

학년

학년3 120 23.4

학년4 127 24.8

학년5 129 25.2

학년6 136 26.6

부모여부

부모 모두 생존 485 94.7

부모님 한 분생존 22 4.3

부모님모두안계심 3 0.6

기 타 무응답( ) 2 0.4

종교

있 음 396 77.3

없 음 116 22.7

형제관계

외동 막내, 199 38.9

장남 장녀, 247 48.2

차남 차녀, 66 12.9

Total 512 100.0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집단 따돌림 정도의2.

차이 파악

학년별 고민의논대상자는 학년은 부모님과 고3, 4, 5

민의논을 가장 많이 하고 있었으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부모님과의 의논이 줄어들었으며 학년의 는 고, 6 40.4%

민의논 대상자를 친한 친구와 의논하는 것으로 나왔다‘ ’

표< 2>.

또한 고민을 혼자 해결하는 비율은 전체적으로는 낮았

으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

었으며 학년인 경우는 나 되었다 이를 볼 때 학, 6 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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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별에 따른 고민의논대상자는 학년이 낮을수록 부모님과

고민의논을 하고 있었으며 학년이 높을수록 친한 친구와,

의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의하였다(p<0.000).

따돌림을 당하는 친구 수를 살펴보면 표 과 같다< 3> .

한 학급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친구수가 명이라고 말1 2～

한 아동이 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으며 특히 학52.0% , 4

년이 다른 학년에 비하여 따돌림을 당하는 친구가

로 가장 높았다59.1% (p<0.002).

학년별 친구관계 인식여부는 표 와 같으며 친구를< 4> ,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는 경우 학년이 로 학년6 83.8% 5

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하였다76.0% (p<0.05).

전체적으로 의 학생이 친구를 매우 소중하게 생81.3% “

각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학년별에 따른 따돌리는 이유를 살펴보면 표 학년< 5>,

이 올라갈수록 너무 이기적이고 잘난 척 한다 는 내용이“ ”

로 가장 많이 나왔으며 학년이 낮을수록 따돌리37.0% ,

는 이유가 못생기고 말을 못하기 때문 혹은 공부를 못“ ” “

하고 힘도 없고 약하기 때문 으로 나왔다” .

성별에 따른 집단 따돌림 의견은 표 남학생은 친< 6>, “

구를 따돌리는 학생에게 문제가 있다 가 로 여자” 48.9%

학생 에 비해 높았으며 여자학생 가 남자44.6% , 50.8%

학생 에 비해 둘 다 문제가 있는 것 으로 생각하40.1% “ ”

고 있음이 높게 나왔으며 유의하였다(p<0.003).

성별에 따른 현재 친구와의 관계만족여부를 살펴보면

표 학년별 고민의논 대상자< 2> (N=512)

가족부모님( ) 친한친구 학교 선생님 혼자해결 기타 계 ²χ

학년3 79(65.8) 21(17.5) 3(2.5) 12(10.1) 5(4.2) 120(100.0)

46.94
학년4 64(50.4) 39(30.7) 1(0.8) 22(17.3) 1(0.8) 127(100.0)

학년5 63(48.8) 42(32.6) 2(1.6) 16(12.4) 6(4.7) 129(100.0)

학년6 38(27.9) 55(40.4) 2(1.5) 30(22.1) 11(8.1) 136(100.0)

계 244(47.7) 157(30.7) 8(1.6) 80(15.6) 23(4.5) 512(100.0)

p<0.000

표 학년별 따돌림을 당하는 친구 수< 3> (N=512)

없다 명1 2～ 명3-4 명5-6 계 ²χ

학년3 44(36.7) 68(56.7) 6( 5.0) 2( 1.7) 120(100.0)

26.42*
학년4 34(26.8) 75(59.1) 14(11.0) 4( 3.1) 127(100.0)

학년5 67(51.9) 56(43.4) 5( 3.9) 1( 0.8) 129(100.0)

학년6 63(46.3) 67(49.3) 5( 3.7) 1( 0.7) 136(100.0)

계 208(40.6) 266(52.0) 30( 5.9) 8( 1.6) 512(100.0)

p<0.002

표 학년별 친구관계인식여부< 4> (N=512)

매우소중 조금소중 그저그렇다 소중안함 전혀소중안함 계 ²χ

학년3 98(81.7) 11( 9.2) 11( 9.2) - - 120(100.0)

20.56*
학년4 106(83.5) 12( 9.4) 7( 5.5) - 2( 1.6) 127(100.0)

학년5 98(76.0) 22(17.1) 9( 7.0) - - 129(100.0)

학년6 114(83.8) 18(13.2) 1( 0.7) 1( 0.7) 2( 1.5) 136(100.0)

계 416(81.3) 63(12.3) 28(5.5) 1( 0.2) 4( 0.8) 512(100.0)

p<0.05

표 학년별 따돌리는 이유< 5> (N=512)

못생기고

말을 못해서

공부 못하고

힘도없고약함

너무 이기적

잘난척함

집안가난 혹은 부모님

학교방문극성
계 ²χ

학년3 42(37.5) 38(33.9) 28(25.0) 4( 3.6) 112(100.0)

35.89
학년4 33(28.9) 27(23.7) 40(35.1) 14(12.3) 114(100.0)

학년5 33(28.2) 32(27.4) 48(41.0) 4( 3.4) 117(100.0)

학년6 28(24.1) 32(27.6) 54(46.6) 2( 1.7) 116(100.0)

계 136(29.6) 129(28.1) 170(37.0) 24( 5.2) 459(100.0)

p<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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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매우 만족한다 는 남학생 이 여학생< 7>, “ ” 53.7%

에 비해 매우 만족하는 율이 높았으며 여학생의34.6% ,

경우 가 남학생 에 비해 보통이다 라고20.0% 12.5% “ ”

생각하는 경우가 높았다(p<0.000).

성별 학년별 지역별로 멋있는 친구를 물어 본 결과, , <

표 다른 사람을 잘 이해 해 주는 친구8>, “ ”(42.8%)->

리더쉽이 있는 친구 공부 잘 하는 친구“ ”(21.5%)-> “

순 으로 나왔으며 변두리지역 여학생이 시내지”(13.1%) ,

역 여학생보다 다른 사람을 잘 이해 해 주는 친구 를 선“ ”

호하는 것으로 나왔다 시내지역 학생들은 싸움 잘하는. “

친구 를 변두리 지역 학생들은 춤 잘 추고 잘 노는 친구” , “ ”

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있어서(p<0.004).

는 남학생은 싸움 잘하는 친구 를 여학생은 춤 잘추고“ ” , “

잘 노는 친구 를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나 차이가 있었다”

또한 학년이 높아질수록 리더쉽이 있는 친(p<0.001). “

구 를 선호하고 있었고 공부를 잘 하는 친구 는 학년이” , “ ”

높아질수록 중요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p<0.000).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해 피해 경향 실3. -

태 파악

집단 따돌림 형태 중 가해 피해 경향실태를 알아본 결-

과 표 가해경향에 있어서 소외형은 여자가< 9>, 16.1±

로 남자 에 비해 높았으나 유의하지는 않9.8 15.6±10.8

았다 언어형은 남자가 으로 여자. 14.79±11.4 8.5±

에 비해 훨씬 높아서 유의하였으며 신체8.7 (p<0.000),

형은 남자가 로 여자 에 비해 높았으6.4±6.1 3.9±5.1

며 유의하였다 피해경향은 소외형은 여학생(p<0.000).

의 경우 로 남학생 에 비해 높았9.3±12.9 7.9±10.0

으나 유의하지 않았으며 언어형은 남학생이, 14.9±

로 여학생 에 비해 언어적으로 피해를14.3 12.9±13.5

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신체형 역시 남학생이, 6.0

표 집단 따돌림 의견< 6> (N=512)

따돌림당하는 친구에게

문제가 있다

친구를 따돌리는

아이에게 문제 있다

둘다

문제가있다
아무에게도 문제없다 계 ²χ

남자 21( 7.7) 133(48.9) 109(40.1) 9( 3.3) 272(100.0)
13.72

여자 11( 4.6) 107(44.6) 122(50.8) - 240(100.0)

계 32( 6.3) 240(46.9) 231(45.1) 9( 1.8) 512(100.0)

p<0.003

표 현재친구와의 관계만족여부< 7> (N=512)

매우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이다 다소불만족

매우

불만족
계 ²χ

남자 146(53.7) 87(32.0) 24(12.5) 2(0.7) 3(1.1) 272(100.0)
22.02

여자 83(34.6) 96(40.0) 48(20.0) 7(2.9) 6(2.5) 240(100.0)

계 229(44.7) 183(35.7) 82(16.0) 9(1.8) 9(1.8) 512(100.0)

p<0.000

표 성별 학년별 지역별 멋있는 친구< 8> , , (N=512)

춤 잘추고

잘노는 친구

싸움 잘하는

친구

공부 잘하는

친구

리더쉽이

있는 친구

다른 사람을

잘 이해해

주는 친구

기타 계 ²χ

시내 15( 5.8) 31(12.1) 33(12.1) 59(21.7) 107(39.3) 11( 4.0) 272(100.0)
17.05*

변두리 21( 8.2) 13( 5.4) 34(14.2) 51(21.3) 112(46.7) 8( 3.3) 240(100.0)

남자 14( 5.1) 48(17.6) 33(12.1) 59(21.7) 107(39.3) 11( 4.0) 272(100.0)
21.12**

여자 22( 9.2) 13( 5.4) 34(14.2) 51(21.3) 112(46.7) 8( 3.3) 240(100.0)

학년3 12(10.0) 5( 4.2) 33(27.5) 12(10.0) 54(45.0) 4( 3.3) 120(100.0)

76.11***
학년4 6( 4.7) 8( 6.3) 13(10.2) 26(20.5) 72(56.7) 2( 1.6) 127(100.0)

학년5 7( 5.4) 27(20.9) 14(10.9) 32(24.8) 45(34.9) 4( 3.1) 129(100.0)

학년6 11( 8.1) 21(15.4) 7( 5.1) 40(29.4) 48(35,3) 9( 6.6) 136(100.0)

계 36( 7.0) 61(11.9) 67(13.1) 110(21.5) 219(42.8) 19( 3.7) 512(100.0)

p<0.004, <p<0.001*, p<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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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여학생 에 비해 피해자입장에서도 신±7.9 3.8±6.8

체적 피해가 높았으며 유의하였다(p<0.001).

그러므로 가해경향은 남학생은 주로 언어형과 신체형

을 사용하여 가해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여학생,

은 소외형을 사용하고 있었다 피해경향 역시 남학생은.

신체적으로나 언어적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었으며 여학,

생들은 소외당하는 것으로 피해를 겪고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Ⅴ 논 의.

본 연구에서 초등학생들의 고민의논 대상자는 학년이

낮을수록 부모님과 의논을 하며 학년이 높을수록 친한,

친구와 의논하며 고민을 혼자 해결하는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실무중심학교보건 에서 세 학령기아동(2000) 11-12

특징은 팀에 충성이 강하며 친구를 가장 좋아하는 시기,

이며 비합리적인 독립을 원한다고 하였다 이는 학년이, .

올라갈수록 사회성이 발달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

는 능력이 늘어나며 또래집단에 관심이 생기는 시기이,

므로 부모에게서 떨어져서 독립적이 되어보고 싶어하는

마음에서 이런 결과가 얻어졌다고 본다 김용숙. (1996)

에 의해 시도된 초등학교 조사에서도 집단 해꼬지를 당

한 후 행동과 대응방법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

가 남학생의 경우 약 로 가장 많았고 선생님30% ,

부모님 친구 로 나타났다 청소년폭력4.9%, 3%, 4.8% .

예방재단 의 통계에 따르면 피해학생의 가(1996) , 69%

주위에 학교폭력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며 만이 부, 22%

모나 교사에게 알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집단.

따돌림과 같은 초등학생 자신이 해결하기엔 버거운 문제

혹은 심각한 문제일 경우는 학생들이 고민을 의논하러

학부모 교사를 찾기 전에 학부모 교사가 먼저 지속적인, ,

관찰을 통해 문제를 먼저 발견 진지하게 개입하여 해결

방안을 위하여 노력할 수 있는 중재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고 하겠다.

또래관계의 중요성을 물어 본 결과 전체적으로는

의 학생이 친구를 매우 소중하게 생각 하고 있었81.3% “ ”

고 명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전국단위로, 2,929

조사시 구본용 의 보다 높은 결과를 얻었(1999) 61.9%

다 본 연구에서 친구를 매우 소중 하게 생각하는 경우. “ ”

남학생은 여학생 로서 별 차이가 없었으82.4%, 80.0%

나 구 의 연구에서는 여학생 이 남학생, (1999) 68.1%

에 비해 높게 나타나 여학생이 또래관계를 더 중63.6%

요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으며 본 연구결과와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학년별로는 본 연구에서 학년이. 6 83.8%

로 학년 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학년5 76.0%

이 올라갈수록 친구의 수도 많아지고 친구와의 우정도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다.

소중한 친구 수를 알아본 결과 성별에 따라서 여학생,

은 친구가 명인 경우 로 남학생 에1 2 30.8% 20.2%～

비해 높게 나와서 유의하였으며 구 의 연구에서, (1999)

도 여학생 가 남학생 보다 명의 가장32.3% 25.3% 1 2～

소중한 친구를 두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서 본 연

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는 여학생들은 내성적인 성격이.

므로 많은 친구를 사귀지 않고 깊이 있게 사귀는데 비해,

남학생들은 외향적이며 행동적이므로 많은 친구를 사귀

고 이로 인해 친구와의 우정을 여학생에 비해 더 중시

하고 있었다 학년별 학반에서 따돌림 당하는 친구는 전.

체적으로 보았을때 가 따돌리는 아이가 있다고 답59.4%

하였으며 학반에서 명이라고 말한 학생이, 1 2 52.0%～

로 구 의 보다는 약간 높았다 김옥엽(1999) 43.1% .

의 연구에서는 명이 따돌림을 당한다 에 초(1999) “1 2 ”～

등학생이 가장 심하다고 하였다 구 의 연구에서. (1999)

응답자의 약 가 자신의 학급에서 따돌림을 당하는50%

아이가 있다고 지각하고 있는 것이 본 연구결과와 일치

하였으며 따돌림을 당하는 학생수로는 대개 명이, 1 2～

로서 가장 많았다 개 초중고등학교 학생43.1% . 57

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박경숙 손희권 및 송계명6,893 ,

표 집단 따돌림 가해 피해경향< 9> - (N=512)

남(N=272) 여(N=240) t

가

해

소외형 15.6±10.8 16.1± 9.8 -0.57

언어형 14.7±11.4 8.5± 8.7 6.82*

신체형 6.4± 6.1 3.9± 5.1 5.10*

피

해

소외형 7.9±10.0 9.3±12.9 -1.41

언어형 14.9±14.3 12.9±13.5 1.62

신체형 6.0± 7.9 3.8± 6.8 3.32**

각 항목별 최고점 점기준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가해경향이 높으며 피해받는 경향도 높음p<0.000*, p<0.001** (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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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구에서는 지난 년간 집단 따돌림 피해경험(1998) 1

자가 로 보고되었다 김용태 의 연구에서는24.2% . (1997)

의 학생들이 따돌림 당한 경험을 보고했고 따돌림30% ,

피해자 중에서 거의 매일 따돌림 당한다는 학생이 5.2%

였다 이춘재와 곽금주 의 연구에서 지난 학기에. (1999)

집단 따돌림 당한 경험자는 이며 이번 학기의 경18.3% ,

험자는 였다20.3% .

그러나 이처럼 많은 학생들이 따돌림을 당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일부교사들이나 학부모입장에서는 집단 따,

돌림은 어느 시대 어느 지역에도 있는 것이며 현실적인, ,

인생에 대한 훈련이며 성장의 불가피한 부분이라고 가,

볍게 생각하지만 일부 학생들에게는 치명적이며 성인이,

된 후에 미칠 장기적 심리적 영향은 집단 따돌림연구에

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와. Parker Usher(1987)

의 연구에서 집단 따돌림 피해자들이 경험하는 또래들의

배척이 성인이 된 후의 심리적 장애를 강하게 예측하였

으며 의 연구에서는 이성을 제대로, Gilmartin(1987)

사귈 수 없는 소위 로 남성의 약 가 학“love-shy” 80%

교에서 집단 따돌림을 경험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가.

해자의 결과에 대한 의 종단적 연구는 매Olweus(1995)

우 충격적인데 그에 의하면 초등학교 학년에서 중학교6

학년 사이의 가해학생 가운데 약 가 세가 될 때3 60% 24

까지 전과 범이 되었으며 과거의 폭력학생 가운데1 , 3

나 되는 학생이 세가 될 때까지 전과 범 이5 40% 24 3～

상이었으며 이와 같은 비율은 정상 학생들의 약 배가, 4

되는 수치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 , ,

서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상담과 교육등을 통해 지속적,

으로 보살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실무중심 학교.

보건 에서 상담이란 충고나 권고를 하는 것이 아(2000)

니라 상담의뢰자로 하여금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며 상담을 하면서 문제를 안고 있는 개개인은 스스로,

해결의 실마리를 인식하게 되고 적절한 해결방안을 모색

하게 된다고 하였다.

따돌리는 이유를 살펴보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너무“

이기적이고 잘난 척 한다 는 내용이 로 가장 많이” 37.0%

나왔으며 학년이 낮을수록 못생기고 말을 못하기 때문, “

혹은 공부를 못하고 힘도 없고 약하기 때문29.6%” “

으로 나왔다 김 의 연구에서도 따돌림당28.1%” . (1999)

하는 아이가 이기적이고 얄미운 행동을 할 때 가 학생집“ ”

단 로 나왔다 두 번째 이유는 약하고 멍청한 행57.4% . “

동 등 따돌림당할만한 행동을 하기 때문 이라고 하여 비”

슷한 결론을 얻었다 특히 초등학교 학생들은 언어표현.

이나 대인과 접촉하는 기능의 발달이 미숙하므로 집단생

활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나 불만을 따돌림이라고 하는 수

단으로 표출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학급전체의 지도.

도 중요하지만 따돌림을 하는 아동이 따돌림당하는 한사

람 한사람에 대해서 따돌림이 왜 해서는 안 되는지를 구

체적 수준에서 설명하고 또한 학교생활에서 친구와 사귀

는 방법 규칙을 지키는 일이 왜 필요한지를 개별적이면,

서도 집단적인 지도를 병행하여야 한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가장 좋아하는 친구를 물어본 결과 남학,

생은 가 싸움 잘하는 친구를 여학생 에 비17.6% 5.4%

해 선호하였으며 여학생 가 남학생 에 비, 46.7% 39.3%

해 리더쉽이 있는 친구 를 가장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 ”

으며 구본용 의 연구에서도 남학생 가 여, (1999) 20.4%

학생 에 비해 싸움을 잘 하는 친구들 을 선호하였6.4% “ “

고 여학생들은 가 남학생 보다 다른 사람, 33.1% 29.4% ”

을 잘 이해해 주는 친구와 리더쉽이 있는 친구 를 좋아하“

는 것으로 나타나 유의하였으며 이는 구 의 연구, (1999)

결과와도 비슷한 결과를 얻었다.

또한 학년이 높아질수록 다른 사람을 잘 이해해주는

친구를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공부 잘 하는 친,

구인 경우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중요하지 않았다 성별에.

따른 현재 친구와의 관계만족여부를 살펴보면 남학생이,

로서 여학생 에 비해 만족률이 높았다53.7% 34.6% .

집단 따돌림에 있어서 가해 피해경향을 살펴보면 가해-

경향에 있어서는 남학생은 주로 언어형과 신체형을 사용

하여 가해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여학생은 소외,

형을 사용하고 있었다 피해경향 역시 남학생은 신체적.

으로나 언어적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었으며 여학생들은,

소외당하는 것으로 피해를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집단 따돌림도 폭력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으며,

에 의하면 따돌림 가해 남학생들이Farrington(1993)

학교 졸업 후에 더 자주 폭력적인 행동에 개입된다는 증

거를 보고했다 또 학교에서의 집단 따돌림 행동은 일탈.

비행 행동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과도 있다(Rigby &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는 같은 동성끼리의Cox, 1996).

집단이 형성되는 시기이며 남녀 차가 분명하게 나타나,

는 시기이므로 남자 아동들은 폭력이나 신체적인 따돌림

의 형태가 많은 것에 비해 여자 아동들은 보다 심리적인

따돌림 형태가 많아지는 경향이 보인다 이러한 따돌림.

은 소집단에 있어서 질투심이나 지배욕이 동반하는 사례

가 대표적이며 소속하는 집단에서 배타 당하고 따돌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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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아동은 정신적으로 중대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소집단의 동향을 민감하게 관찰하는 태도

가 필요하며 특히 이 시기는 따돌림현상을 알아차리기,

가 어려운 일들이 증가하는 시기이므로 아동들끼리 소집

단을 만드는 동향과 소집단에 들지 못하는 아이들의 행

동을 깊이 관찰하여 가정과 연계를 가져야 한다.

또 남녀의 발달 차이를 고려하여 아동의 행동이나 태

도의 변화를 섬세하게 관찰해 가는 일이 필요하다고 하

겠다김옥엽 집단 따돌림과 우울과의 관계 연구( , 1999).

에서 는 집단 따돌림의 가해정도 피해정도Slee(1995) , ,

가해 피해정도가 우울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

졌으며 이 등 의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사실과, (1999)

함께 가해 피해 집단이 피해집단보다 더 우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따돌림의 특성은 첫째 간접적 가해소외. ( ,

모함 에서 직접적 가해모욕 폭행 갈취로 발전하는 경) ( , , )

향이 있으며 가해자들은 피해자에게 원인을 전가시키고,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또한.

대부분 주동자가 따돌림을 주도하고 일부학생은 동조,

또는 방조하는 경향이 있으며 교사의 눈을 피해 은밀하,

게 이루어 질 뿐만 아니라 학생들 사이의 집단규범으로,

인해 교사에게 이야기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

에 발견하기가 어렵다 한다 이러함을 볼 때 집단 따돌.

림을 당하는 학생들의 문제는 지속적인 상담과 꾸준한

관찰을 통해서만이 예방할 수 있다고 보아지며 이를 위,

해 집단따돌림의 실태를 조사하고 따돌림의 피해 가해, -

경향을 알아내어 각 학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집단따

돌림을 차단하기 위하여 신경을 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Ⅵ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경북 시에 재학하고 있는 개 초등학교K 4

학생 명을 대상으로 집단 따돌림에 대한 실태 및 집512

단따돌림의 정도의 차이를 파악하고 학생들이 겪은 가해,

피해경향을 알아보는 연구로서 학생상담 및 치료를 담당-

하고 있는 보건교사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실시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학교별로는 총 명중 시내학교 재학이 명1. 512 257

이었고 성별은 남자가 명 학(60.2%) , 272 (53.1%),

년별로는 학년이 명 으로 많았으며 부모6 136 (26.6) ,

여부를 살펴보면 부모모두 생존이 명 으485 (94.7%)

로 가장 많았다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명. 396

이었고 형제관계는 장남 장녀가 명(77.3%) , , 247

로 가장 많았다(48.2%)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집단 따돌림의 정도의2.

차이를 살펴보면 학년별에 따른 고민의논대상자는,

학년이 낮을수록 학년은 가 부모님과 고민3 65.8% “

의논 을 하는 것으로 나왔으며 학년이 높을수록 학” , 6

년은 친한 친구 와 의논하는 것으로 나왔고27.9% “ ” ,

고학년일수록 고민을 혼자 해결하는 비율이 높았다

학년별 따돌림을 당하는 학생이 학반에(p<0.000).

서 명이라고 말한 학생이 로 높았다 따1 2 52.0% .～

돌리는 이유를 보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너무 이기적“

이고 잘난척 한다 는 내용이 로 가장 많이 나” 37.0%

왔으며 학년이 낮을수록 못생기고 말을 못하기 때문, “

이 로 나왔다 전체적으로29.6% (p<0.002). 81.3%

의 학생이 친구를 매우 소중하게 생각 하고 있음을“ ”

알 수 있었다 현재 친구와의 관계만족여부는 남학. ,

생이 로 여학생 에 비해 만족율이 높53.7% , 34.6%

았다 집단 따돌림의견은 남학생인 경우(p<0.000).

친구를 따돌리는 학생에게 문제가 있다 가 로“ ” 48.9%

여학생 에 비해 높았으며 여학생 가44.6% , 50.8%

남학생 에 비해 둘 다 문제가 있는 것 으로40.1% “ ”

생각하고 있으며 유의하였다 또한 시내지(p<0.003).

역 학생들은 싸움 잘하는 친구를 변두리 지역 학생,

들은 춤 잘추고 잘 노는 친구 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 ”

타났다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리더쉽(p<0.004). “

이 있는 친구 를 가장 선호하였으며 남학생은 싸움” , “

잘하는 친구 를 여학생은 춤 잘추고 잘 노는 친구” , “ ”

를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나 차이가 있었다

또한 학년이 높아질수록 리더쉽이 있는(p<0.001).

친구를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공부 잘 하는,

친구인 경우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중요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p<0.000)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해 피해 경향실태는 가해경향3. -

에 있어서는 남학생은 주로 언어형과 신체형을 사용

하여 가해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p<0.000),

여학생은 소외형을 사용하고 있었다 피해경향 역시.

남학생은 신체적으로나 언어적으로 피해를(p<0.001)

당하고 있었으며 여학생들은 소외당하는 것으로 피,

해를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보건교사는 학업성적과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학생들1.

이 마음을 열어놓고 상담을 청하기 쉽다는 점을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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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활용 일선에서 학생들 간호시 정신심리적인 면까,

지 신경을 쓸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본다.

보건교과서 개발시 정신심리를 다루는 교과목이 반드2.

시 삽입되어져야 하며 초등학생들에게 좀 더 많은,

보건수업과 상담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규교,

육과정으로서의 보건교과목이 마련되어져야 한다고

본다.

집단 따돌림에 대한 국가차원에서의 연구가 필요하3.

며 각 지역별 특성에 맞게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학,

생들에 대하여 교직원 학부모 학생이 서로 협조하여,

집단 따돌림을 예방할 수 있는 지역사회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집단 따돌림에 대한 교직원. ,

연수학부모연수 등이 필요하며 맞벌이 부모가 계속

증가하므로 초등학생들이 쉽게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상담요청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 상담기관

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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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Key concept : Bullying, Primary school students

Study on Bullying among Primary

School Students

Jung, Eun-Soon*Kim, Yi-Soon**Lee, Hwa-Za*

Kim, Young-Hae*Song, Mi-Gyoung***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512 students

in 4 primary schools located at the inner and

the outskirt of K city, Northern Kyungsang

Province from November 6, 2001 to November

27, 2001(during 3 weeks). This study was a

research about the difference of a bullying　

degree and tendency of both teasing and teased

students.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help

nursing teachers in charge of student

consultation and treatment.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for to whom students confess their

worries, students in lower grade talked to their

parents while students in higher grade talked to

their close friends. The higher grader, the

higher rate in solving their problems by

themselves. For how many students are teased

by their peers in groups, 52.0% students

answered 1 or 2 students in a class. For the

reasons of bully, 37.0% higher graders

answered, very selfish and putting on airs after　

29.6% lower graders answered, ugly and bad at

speaking. Second, for perception of peer　

relation, 81.3% students participating in the

study answered, very important. For a question

whether students satisfy present relation with

their friends by gender, 53.7% boys were

satisfied while 34.6% girls were satisfied. Third,

*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Pusan National

University

**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Dongeui University

*** School Nurse, Kyoung Book Kyong Ju Dong Choun

Elementary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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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difference in bullying by gender, boys mainly

teased others by using words and physical

power(p<0.000) while girls estranged others.

When it goes to teased students, it was the

case: boys were bullied physically(p<0.000) and

linguistically while girls were hurt by

estrangement.

Having nothing direct to do with school

achievement, nursing teacher should make good

use of such an advantage that students tend to

easily confess their worries to them and take

care of psychological aspects of students in

treatment. Furthermore, it needs to include

contents of bully in the regular heath care

educ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