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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In this study the effects of a self-growth program on self-esteem, inferiority and peer-relationships in children

using a community child center were examined. Methods: A quasi-experimental design was used. Data were collected

from August 26 to October 9, 2008. To test the effects of the self-growth program, the children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an experimental group (28) and a control group (25). The self-growth program was used with the children in the experi-

mental group. Results: The self-growth program effectively increased the self-esteem scores, and the peer-relationships

scores of the children, and decreased the inferiority scores. Conclusion: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self-growth program

is a useful nursing intervention for improving self-esteem, decreasing inferiority, and positively affecting peer-relationships

in these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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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필요성

학령기 아동은 신체적 발달이 비교적 완만히 진행됨으로써

발달속도가 안정성은 띄지만 인간발달의 세 가지 일반적인 특

성인 지적, 사회적, 성격발달 역에서 절 적으로 중요한 시기

이다(Hughes, 1999). 이 시기의 아동들은 성격 발달상 자아개

념이 싹트는 시기로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자아개념의

일부가 또래 및 교사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더 확장되는 시기이

기도 하다. Erickson (1959)에 의하면 아동기는‘근면성 열

등감’의 시기로 성공적인 학교생활을 통한 지적인 성취와 인정

을 통해 근면성을 형성하면서 자아개념을 긍정적으로 발달시킨

다. 하지만 순조롭게 근면성이 발달하지 못하고 실패를 하게 되

면 소외감, 부적절감과 열등감을갖게 된다. 

이러한 열등감은 가정불화, 별거나 이혼으로 인한 결손가정,

부모의 낮은 소득으로 인한 경제적 빈곤 등의 불우한 가정환경

과(Jeon, 1997), 주위의 경시적∙조소적인 태도, 능력부족, 정

서적, 사회적 불안정, 사회적 계층의 지위 등의 향을 받는다. 

특히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은 취약계층으로 가족

해체뿐만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과 심리∙정서 문제 등 여러 가

지 복합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

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이 개선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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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될 경우 또래와의 부적절한 상호작용으로 사회적 기술을 발

달시키고 실행할 기회가 감소되고, 자신과 사회에 해서 부정

적인 개념을 형성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아동들도 학교생활

을 통해서 자기 또래들과 긍정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법을 배우

며 학습활동을 통해 인지적 능력을 발달시켜 나가고, 학교생활

안에서 교사나 또래관계로부터의 인정과 관심은 아동의 건전

한 자아개념의 확장과 발달에 향을 미친다. 아동의 또래관계

는 정서적∙심리적 발달에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또래 속에서

인정받고 소속되는 체험은 또래들과의 어울림, 긍정적인 자아

개념 형성, 사회적 기술 습득 등 아동들이 심리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다(Gim, 2005). 또한 또래관계는

성숙한 사회인이 되기 위한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도록 하며, 아

동 자신이 주위로부터 사회∙정서적 지원을 받고 있다는 느낌

을 통해서 안정된 정서를 갖게 도와준다(Bukowski & Hoza,

1989). 그러나 저소득층 아동은 부모의 관심과 격려의 부족으

로 학습준비와 과제 수행에 뒤쳐져 교사나 또래 아동들로부터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아 학교생활에 해 긍정감보다 부정감

이 크며 이로 인해 자신에 한 자아존중감이낮고 다양한 성공

경험의 부족과 자신에 한 지지의 결여 등으로 인해 성취동기

또한 다른 아동들 보다 상 적으로 낮은 특징을 보인다(Kim,

N. S., 2004).

학령기 아동들을 상으로 자기성장프로그램 훈련효과를 검

정하고자 시도했던 그동안의 선행연구들로는 자기성장프로그

램의 적용이 자존감을 높이고(Park, 2004; Oh, 2003), 자아존

중감과 또래관계를 증진시키며(Seo, 2006), 열등감을 감소시

킨다(Kim, Y. J., 2004)는 보고들이 있다. 하지만 취약계층 아

동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이용 학령기 아동을 상으로 자존감,

열등감 및 또래관계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자기성장프로그

램의 적용은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지역아동센터들을 이용하는 학령기 아동들을 상

으로 자기성장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자존감과 열등감, 또래

관계에 미치는 향을 검증함으로써 지역아동청소년 정신보건

사업에서의유용하고효율적인중재프로그램을개발하고자한다. 

연구목적

본연구의목적은지역아동센터학령기아동들을 상으로실

시한 자기성장프로그램이 자존감, 열등감 및 또래관계에 미치

는효과를알아보기위한것이며, 구체적인목적은다음과같다.

첫째, 자기성장프로그램이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자존

감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한다.

둘째, 자기성장프로그램이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열등

감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한다.

셋째, 자기성장프로그램이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또래관

계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한다.

연구가설

첫째, 자기성장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조군보다자존감 점수가 높아질 것이다.

둘째, 자기성장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조군보다열등감 점수가 감소할 것이다.

셋째, 자기성장프로그램이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조군보다또래관계 점수가 높아질 것이다. 

연구 방법

연구설계

본 연구는 자기성장프로그램이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자존감과 열등감 및 또래관계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자기성장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과 참여하지 않은 조군을

둔 비동등성 조군 전후 설계(Nonequivalent control group

synchronized design)로 유사실험연구이다. 

연구 상

본 연구 상자는 G시에서 지원을 받아 운 하는 4개의 지역

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초등학교 4, 5, 6학년 재학생으로 상 아

동들의 보호자에게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전화를 걸어 구두 동의

를 받은 후 프로그램의 내용과 목적이 포함된 자료를 가정통신

문으로 발송하 으며 부모가 서면 동의한 아동에게 윤리적 측

면을 고려하여 연구 목적과 비 보장에 해 설명하 고 연구

에 참여한 아동들에게는 언제라도 연구 참여를 중단할 수 있다

는 것을 알려주고 서면 동의를 받은 후 프로그램 전후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 다. 본 연구 상자의 환경은 G시에서 지원 받

아 운 하는 4개의 지역아동센터로서 지역 간의 차이는 있지만

경제적 수준 등 가정 형편이 유사한 취약 계층인 공통점을 가지

고 있다.

상자 수는 유의수준 a=.05, 효과의 크기 .70, power 1-b=

.60을 기준으로 독립 t-검증에 필요한 표본 수인 21명(Cohen,

1988)을 근거로 탈락자를 예상한 적정한 인원으로 판단한 30

명을 근거로 실험군 30명, 조군 30명으로 정하 고 한 지역

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초등학교 고학년이 10-18명인 점을 감안

하여 4개의 지역아동센터를 선정하 다. 실험군 30명은 그 중

2개의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동으로 같은 내용의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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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회기별로 동일한 처치자가 실시하 고, 다른 2개 지역아동

센터에서는 조군 30명을 상으로 자료 수집하 다. 하지만

실험 중도탈락자가 7명 발생함으로써 최종 연구 상자는 실험

군 28명, 조군 25명으로 총 53명이었다. 

자료수집방법

자료 수집 기간은 2008년 8월 26일부터 10월 9일까지이었

으며 사전 동의 후 참석한 실험군에게 1회기 제일 처음 순서로

사전설문조사를 실시하 으며, 6회기 제일 끝 순서로 사후설문

조사를 실시하 다. 설문지는 상자가 직접 기입하도록 한 후

프로그램 담당자가 그 자리에서 회수하 다. 조군의 경우 실

험처치 외에는 실험군과 동일한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 으

며, 윤리적 고려를 위해 조군 25명에게는 연구 종료 후 희망

자에 한해 자기성장프로그램 중 넷째 회기‘좋은 친구가 되어

요’와‘인터넷 중독 예방 프로그램’을 제공하 다. 

실험처치

본 연구의 자기성장프로그램은 Rogers (1961)의 인간중심이

론을 바탕으로 개발된 Lee (1978)의‘자기성장을 위한 학습 프

로그램’과좋은또래관계형성을위한내용이추가된Gim (2005)

과 Seo (2006)의 자기성장 프로그램을 정신간호학교수와 정신

보건간호사의 자문을 받아 본 연구에 맞게 수정∙보완한 총 6

회기 프로그램을 말한다. 자기성장과 관련하여 Rogers (1961)

는 학습되는 모든 것의 주체는 개인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미

가 있는 것에 한하여 학습하고, 이러한 학습은 위험이 없는 안

전한 곳에서 학습자가 긍정적인 관심과 수용을 체험하는 곳에

서만 증진된다고 했다. Rogers (1970)는 우리의 행동은 우리들

이 가지고 있는 자아개념에 의해 좌우된다고 주장하 고, 자기

수용을 개인행동 변화와 자기성장의 시발점으로 보았다. 또한

자기 개방은 상호 간의 신뢰감을 높여서 서로의 이해를 증진시

키는 역할을 하며 건강한 성격을 발달시키고 의미 있는 관계를

발전시키는데필수적으로보았다.

이러한이론을바탕으로본연구에서는총6회기집단상담프

로그램을 주 1회, 매 회기당 50분씩 총 6주 동안 진행하 다.

첫 회기는‘만남을 시작해요’, 둘째 회기는‘나는 누구일까요?’,

셋째 회기는‘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넷째 회기는‘좋은 친

구가 되어요’, 다섯째 회기는‘소중한 나’를 실시하 으며 마

지막 회기는‘레디고’로 구성되어 있다. 각 회기의 내용은 주제

에 따라 또래관계 안에서의 자기 개방, 자기수용, 장점 찾기 활

동을 통한 긍정적인 자기발견과 자기이해, 미래와 꿈과 관련된

인생 설계와 목표 지향적 자기인식과 신념을 갖도록 진행되었

다. 매 회기마다 파워포인트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설명하

고, 주제에 따라 소책자에 내용을 작성하고 발표하도록 하 으

며, 3회기까지는 신뢰감과 친근감 형성과 촉진을 위해 음악, 노

래, 게임으로 마무리하 다. 프로그램 진행은 정신보건간호사

및 상담전문가로 청소년집단상담 경험이 많은 본 연구자와 함

께 학원 학기 중 집단상담 이론과 실제를 배운 간호학 석사

및 박사 과정생 11명을 진행자 및 보조진행자로 하여 진행하

다. 실험처치 제공시 처치자들의 능숙성에 따른 차이(instru-

mentation)를 줄이기 위해 사전교육을 통해 훈련시켰으며, 12

명의 실험처치 제공자들에게 가장 잘 할 수 있는 회기를 선택하

도록 하여 2명씩 짝지어 같은 회기를 맡아서 진행하도록 하 다

(Table 1).

연구도구

자존감 척도

자존감은 자신의 가치에 한 스스로의 평가로서 Rosen-

berg (1965)의 자존감 척도를 Jeon (1974)이 번안한 것을 본

연구자, 정신간호학교수 1인 및 정신보건간호사 1인이 함께 내

용타당성을 확인하 고, 문항분석을 통해 문항과 전체 문항간

의 상관계수가 .30 이상인 문항을 선정하여 측정하 다. 문항

수는 총 10문항으로 긍정적 문항 5문항, 부정적 문항 5문항이

며‘ 체로 그렇지 않다’1점에서‘항상 그렇다’4점의 4점 척

도로 부정적 문항은 역환산하 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존감 정

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Jeon (1974)의 연구에서 Cronbach’s

a=.83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74이었다. 

열등감 수준 척도

열등감은 신체적, 사회적 또는 그 밖의 상태나 조건이 다른

사람보다 낮거나 부족하다고 느끼고 생각하는 심리적 상태로

(Adler, 1956), 초등학교 4, 5, 6학년의 수준에 맞게 문항 및 어

휘를재구성하여사용한Jung (2002)의도구를본연구자, 정신

간호학교수1인및정신보건간호사1인이함께내용타당성을확

인하 고, 문항분석을 통해 문항과 전체 문항간의 상관계수가

.30 이상인문항을선정하여측정하 다. 이도구는신체적열등

감, 사회적 열등감, 지적∙학업적 열등감, 가정에 한 열등감,

성격에 한 열등감의 다섯 가지 하위 역으로 되어 있고, 4점

척도로‘매우그렇다’1점, ‘전혀아니다’4점을부여하고, 총점

수가 높을수록 열등감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Jung (2002)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91로 나타났고, 각

하위요인별 열등감은 .73, .76, .72, .78, .69이었다. 본 연구에

서는.89이었고, 하위요인별로는.56, .66, .73, .78, .72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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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관계 척도

본 연구에 사용한 아동 상호간의 또래관계 척도는 실험 상

자본인이가지고있는가치관및태도, 행동특성을본인스스로

평가해보는검사로Hong (1984)이개발한자료를Gim (2005)

이 초등학생의 수준에 맞게 수정∙보완한것을 본 연구자, 정신

간호학교수 1인 및 정신보건간호사 1인이 함께 내용타당성을

확인하 고, 문항분석을 통해 문항과 전체 문항간의 상관계수

가 .30 이상인 문항을 선정하여 측정하 다. 이 도구는 신뢰감,

존중감을 측정하는 2개의 하위 역에 걸쳐 총 40개의 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고, 5점 척도로‘매우 그렇다’에 5점, ‘전혀 그

렇지 않다’에 1점을 부여하고 부정문일 경우에는 역환산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관계가 우호적인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Gim (2005)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88로 나

타났고, 하위 역 신뢰감과 존중감 모두 .83이었으며, 본 연구

에서는 .80, 하위 역은 .77, .63이었다.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

하 다. 실험군과 조군의 일반적 특성의 실험전 동질성 검정

은 c2 test로, 종속변수의 실험전 동질성 검정은 t-test로 분석

하 다. 그리고 가설 검정을 위한 중재 전후 차이에 한 집단

간의 비교는 t-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중재 전 실험군과

조군의 또래관계의 신뢰감 점수의 차이에 한 비교는 AN-

COVA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연구 결과

상자의일반적특성에 한동질성검정

본 연구 상자는 실험군 28명, 조군 25명으로 실험군과

조군 간의 동질성 검정에서 학년, 성별, 동거가족, 친구 수,

부의 종교, 모의 종교, 부의 직장근무시간, 모의 직장근무시간

에 한 c2-test를 실시한 결과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두 집단은 동질한 집단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2).

사전검사점수의동질성검정

자기성장프로그램을실시하기전자존감은실험군평균27.18

점, 조군 평균은 26.84점으로, 두 집단 간은 통계적으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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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Date Number Theme Contents Method

1 8. 26 15 Let's start meeting 1. Pre-test PPT, 
9. 4 15 2. Introduction of program & agenda group activity

3. Making group rules & agreements guidebook, music
4. Self-introduction songs & games
5. Developing trust by singing songs & playing games

2 9. 2 15 Who am I? 1. What makes me different from others? PPT
9. 11 14 2. What do I want to be? group activity

3. Share with your friends after finishing your worksheet guidebook, music
4. Developing rapport by singing songs & playing games songs & games

3 9. 9 15 What kind of person do 1. Explain my life’s journey PPT
9. 18 14 I want to be? 2. How do I want to live from now on? group activity

3. Share my plan with my friends guidebook, music
4. Sharing hopes by singing songs & playing games songs & games

4 9. 16 15 Building friendships 1. My favorite friend is... PPT
9. 25 14 2. What does it mean to be a good friend? group activity

3. What kind of friend am I? guidebook
4. The words which I want to say to my precious friend
5. Share affirming words with others

5 9. 23 15 My life is precious 1. Tell a story that explains my life’s purpose PPT
10. 2 14 2. How can I show respect for my own life and the lives of my friends group activity

3. Make a pledge to respect my life and the lives of my friends guidebook
4. Share our respect for life with others through singing songs and 

playing games

6 9. 30 15 Ready, go! 1. Writing an autobiography PPT
10. 9 13 2. Express my life through drama guidebook, 

3. New start and completion drama
4. Post-test 

Table 1. Self Developmental Program: Theme and Specific Contents



한차이가없었다(t=0.27, p=.788). 열등감은실험군평균105.07

점, 조군평균103.24점으로두집단간의유의한차이가없었

고(t=0.43, p=.673), 하위 역인 신체적 열등감은 실험군 22.32

점, 조군 20.64점, 사회적 열등감은 실험군 19.07점, 조군

18.76점, 가정에 한 열등감은 실험군 18.43점, 조군 18.16

점, 지적∙학업적 열등감은 실험군 25.93점, 조군 25.76점,

성격에 한 열등감은 실험군 18.25점, 조군 18.96점으로 하

위 역별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어 동질한 집단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래관계의 평균은 실험군 129.11점, 조군 121.24점

으로 두 집단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t=1.87, p=.068), 하위 역인 신뢰감에서 실험군 63.04점, 

조군 57.44점으로 동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t=0.43, p=

.034) (Table 3).

가설검정

가설 1. 자기성장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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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2 p

Exp.
(n=28)

Cont.
(n=25)

Total

n (%) n (%) n (%)

A grade 4th grade 9 (32.1) 12 (48.0) 21 (39.6) 1.438 .487 
5th grade 8 (28.6) 6 (24.0) 14 (26.4)
6th grade 11 (39.3) 7 (28.0) 18 (34.0)

Sex Male 16 (57.1) 14 (56.0) 30 (56.6) 0.007 .933
Female 12 (42.9) 11 (44.0) 23 (43.4)

Living together a family Parents 20 (71.4) 11 (44.0) 31 (58.5) 6.155 .104
One’s lone father 3 (10.7) 3 (12.0) 6 (11.3)
One’s lone mother 5 (17.9) 8 (32.0) 13 (24.5)
The others - 3 (12.0) 3 (5.7)

Friend a numeral One 2 (7.1) 4 (16.0) 6 (11.3) 1.278 .258
More than two 26 (92.9) 19 (76.0) 45 (84.9)
Nothing answer - 2 (8.0) 2 (3.8)

Father a religion Existence 14 (50.0) 11 (44.0) 25 (47.2) 0.321 .571
Nothing 13 (46.4) 14 (56.0) 27 (50.9)
Nothing answer 1 (3.6) - 1 (1.9)

Mother a religion Existence 17 (60.7) 15 (60.0) 32 (60.4) 0.003 .958
Nothing 11 (39.3) 10 (40.0) 21 (39.6)

Father job business hour Within 8 hr 5 (17.9) - 5 (9.4) 6.542 .088
8-12 hr 8 (28.6) 10 (40.0) 18 (34.0)
12 or more hours 6 (21.4) 3 (12.0) 9 (17.0)
Nil 8 (28.6) 11 (44.0) 19 (35.8)
Nothing answer 1 (3.6) 1 (4.0) 2 (3.8)

Mother job business hour Within 8 hr 3 (10.7) 2 (8.0) 5 (9.4) 1.361 .715
8-12 hr 7 (25.0) 4 (16.0) 11 (20.8)
12 or more hours 5 (17.9) 3 (12.0) 8 (15.1)
Nil 13 (46.4) 15 (60.0) 28 (52.8)
Nothing answer - 1 (4.0) 1 (1.9)

Table 2. Homogeneity of General Characteristics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N=53)

Cont.=control group;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Exp.=experimental group.

Exp.
(n=28)

Cont.
(n=25)

M (SD) M (SD)

Self- 27.18 (4.88) 26.84 (4.13) 0.27 .788
esteem 

Inferiority Physical inferiority 22.32 (3.46) 20.64 (3.82) 1.68 .099
Social inferiority 19.07 (3.24) 18.76 (3.83) 0.32 .750
Family inferiority 18.43 (3.86) 18.16 (4.40) 0.24 .814
Academic 25.93 (4.63) 25.76 (4.99) 0.13 .899
intellectual 
inferiority

Characteristic  18.25 (3.43) 18.96 (4.15) -0.68 .498
inferiority 

Total 105.07 (14.38) 103.24 (16.98) 0.43 .673 

Peer-rela- Trust 63.04 (8.82) 57.44 (9.93) 2.17 .034
tionships Respect 66.07 (8.16) 63.80 (8.40) 1.00 .323

Total 129.11 (15.00) 121.24 (15.66) 1.87 .068

Table 3. Homogeneity Test for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in Pre-test (N=53)

Variables t p



조군보다 자존감 점수가 높아질 것이다.

자기성장프로그램 후 실험 처치 전후 자존감의 차이를 비교

해본 결과 실험군과 조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

었다(tb=3.15, p=.003) (Table 4).

가설 2. 자기성장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조군보다 열등감 점수가 낮아질 것이다. 

자기성장프로그램 후 실험처치 전후 열등감 차이를 비교해본

결과에 실험군과 조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b=-3.49,

p=.001). 하위 역별로는 신체적 열등감, 가정에 한 열등감,

지적∙학업적열등감에서실험처치전후차이를비교해본결과

두군간에유의한차이가있었다(tb=-4.32, p<.001) (tb=-2.71,

p=.009) (tb=-2.07, p=.044) (Table 4). 

가설 3. 자기성장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조군보다 또래관계 점수가 높아질 것이다. 

사전 동질성 검정에서 또래관계 하위 역인 신뢰감은 실험군

과 조군두집단간에유의한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나신뢰

감을공변량으로 통제하 다.

실험 후 또래관계 점수에서 실험군이 조군보다 유의하게

높았다(F=3.98, p=.004), 하위 역별에서는 신뢰감에서 실험

군이 조군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F=6.06, p=.004). 타인에

한 존경에서는 실험군이 조군보다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5).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자기성장프로그램이 지역아동센터 이용 학령

기 아동의 자존감, 열등감 및 또래관계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

았으며 주요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자기성장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이 참여하지 않은 조군

보다 자존감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자기성장프로그램

이 초등학생의 자기개념을 향상시켰다(Gim, 2005)는 결과, 부

적응 아동을 상으로 한 자기성장프로그램이 아동들의 자존

감 향상에 의의가 있었다(Kim, 2000)는 결과와 학령기 입원아

동의 자아존중감 증진 프로그램이 만성질환 아동에게서 효과

적이었다는 결과(Oh & Lee, 2004)와 일치하 다. 본 연구의

자기성장프로그램은 취약계층 학령기 아동들이 회기 중 또래

관계 안에서의 적극적인 자기 개방과 긍정적인 자기 이해로 구

성된 집단 활동과 게임을 통해 자기 자신과 친구의 소중함과 가

치 발견의 긍정적인 계기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자존감 향상

에 기여한 것으로 사료된다. 

자기성장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조

군보다 열등감 전체 점수에서 유의하게 낮았다. 이는 열등감감

소프로그램의 효과에 한 메타분석 결과(Lee & Park,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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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ta p tb p
Before Tx After Tx After-bef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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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lf-esteem Exp. 27.18 (4.88) 30.07 (4.50) -2.57 .016 2.89 (5.96) 3.15 .003
Cont. 26.84 (4.13) 25.64 (4.72) 1.85 .076 -1.20 (3.24)

Inferiority 
Physical inferiority Exp. 22.32 (3.46) 18.39 (4.64) 4.15 .000 -3.93 (5.01) -4.32 .000

Cont. 20.64 (3.82) 21.96 (3.63) -1.82 .081 1.32 (3.63)
Social inferiority Exp. 19.07 (3.24) 16.57 (3.83) 2.69 .012 -2.50 (4.93) -1.94 .058

Cont. 18.76 (3.83) 18.44 (3.38) 0.51 .614 -0.32 (3.13)
Family inferiority Exp. 18.43 (3.86) 15.75 (3.89) 2.67 .013 -2.68 (5.31) -2.71 .009

Cont. 18.16 (4.40) 18.84 (4.75) -1.01 .322 0.68 (3.36)
Academic intellectual inferiority Exp. 25.93 (4.63) 21.89 (4.80) 3.39 .002 -4.04 (6.29) -2.07 .044

Cont. 25.76 (4.99) 24.80 (4.47) 1.07 .293 -0.96 (4.47)
Characteristic inferiority Exp. 18.25 (3.43) 16.82 (3.72) 1.61 .119 -1.43 (4.69) -1.20 .237

Cont. 18.96 (4.15) 18.92 (3.00) 0.06 .956 -0.04 (3.60)

Total Exp. 105.07 (14.38) 90.43 (16.85) 3.89 .001 -14.64 (19.94) -3.49 .001
Cont. 103.24 (16.98) 104.44 (15.89) -0.48 .639 1.20 (12.62)

Table 4. Comparisons of Self-esteem & Inferiority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N=53)

ta=paired test; tb=unpaired test; Cont.=control group (n=25); Exp.=experimental group (n=28); Tx=therapy.

Cont.=control group; Exp.=experimental group.

Exp.
(n=28)

Cont.
(n=25)

M (SD) M (SD)

Peer-rela- Trust 65.46 (10.60) 57.84 (8.45) 6.06 .004
tionships Respect 67.07 (9.74) 62.56 (7.77) 1.45 .245

Total 132.54 (18.32) 120.40 (12.18) 3.98 .025

Table 5. Comparisons of Peer-relationships between the Experi-
mental and Control Group (N=53)

Variables F p



에서 열등감프로그램이 열등감 감소에 효과가 있었다는 결과

와 일치한다. 또한, Adler 집단상담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열

등감을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었다는 선행연구(Jean, 2000;

Lee, H. S., 2001; Yu, 2002)와 유사한 결과로 비록 프로그램

의 이론적 배경이나 진행에서 여러 가지 면으로 다르긴 하지만

본 연구의 자기성장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열등감 수준을 감

소시키는데 효과가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자기성장프로

그램 안에서 주도적인 자기인식 활동과 선택활동을 통한 자율

성 추구로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다는 내적인 믿음이 아동의

긍정적인 자기개념에 향을 줌으로써 반 현상인 열등감을

감소시킨 것으로 보인다. 열등감의 각 하위 역별로 살펴보면

실험군이 조군보다 신체적 열등감, 가정에 한 열등감, 지

적∙학업적 열등감에서 유의한 수준으로 감소되었고, 사회적

열등감과 성격에 한 열등감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초등학교 4, 6학년을 상으로 한 Jung (2002)의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접어들면서 지적∙학업적 열등감과 신체

적 열등감의 점수가 상 적으로 높게 나타남으로써 지적∙학

업적, 신체적 활동 요소가 열등감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

다. 이는 신체적 열등감과 지적∙학업적 열등감을 유의한 수준

으로 감소시킨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 또한 Kang (2003)

은 빈곤가족에서의 학령기 아동의 자아존중감 연구에서 부모-

자녀 갈등이 적을수록, 정서적인 가정환경이 좋을수록 학령기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향을 미치고, 빈곤 기간이 길

수록 부정적인 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고하 다. 이와 같이 긍

정적, 부정적 향을 직접적으로 주고받는 가족형태와 관계, 양

육태도와 방식과 같은 가정환경은 아동의 열등감 형성에 직접

적인 향을 미친다. 

하지만 실험군과 조군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성

격에 한 열등감과 사회적 열등감의 결과는 Yu (2002)의 연구

에서 초등학생을 상으로 한 Adler 집단상담 프로그램 효과가

아동의 사회적 관심 수준의 변화에는 유의한 효과가 없었다는

보고와 유사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에서 학령기 아

동의 경우 정체성이 형성되는 청소년기와 성인들과는 달리 사

회적 열등감이나 성격적 열등감보다 신체적 변화와 활동, 가정

환경과 양육태도, 지적∙학업적 성취와 유능감이 아동의 열등

감 형성에 더 직접적으로 향을 미치는 하위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자기성장프로그램 안에서 긍정적이고 수

용적이며 목표 지향적인 요소들이 학령기 아동에게 유능감과

정서적 안정감 및 자신감을 제공함으로써 열등감 감소에 기여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 프로그램은 취약계층 학령기 아

동의 심리∙사회적 성장발달과 열등감 감소에 효과적인 간호

중재임을 시사한다. 

자기성장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조군

보다 또래관계 전체 점수와 하위 역인 신뢰감에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성장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자아개념과 또래관계에 미치는 향에서 유의한 효과가 있었

다는 Gim (2005)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이론적 배경

은 다르지만 인간관계향상 집단상담프로그램이 초등학교 고립

아동의 또래관계에 긍정적인 향을 주었다는 Bae (2005)의

연구 결과와 놀이중심 인간관계훈련 집단상담이 아동의 또래

관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Choi (2006)의 연구와도 유

사한 결과이다. 또래집단은 자아개념의 발달과 자아존중감 형

성을 위한 중요한 활동무 이다. 그러므로 또래집단 안에서의

적극적인 자기개방과 신뢰감 형성 및 긍정적인 자신 이해를 통

한 자신감과 신념의 변화 등 아동의 인지적∙행동적 변화에 초

점을 둔 본 연구에서의 자기성장프로그램은 칭찬을 통한 친

하고 경험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으로 아동에게 자신감과 새로

운 신념을 형성하여 또래관계에도 긍정적인 향을 미쳤다. 또

한 이런 긍정적인 상호작용은 아동의 자존감 향상과 열등감 감

소에 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서로에 한 존경의

역에서 향상된 점수를 보 으나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

는데, 이는 아동의 자기중심적 경향이 타인에 한 존경과 같은

성숙함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의 6회기보다는 더 오랜

기간을 통해 평가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이상의 결과는 자기성장프로그램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

는 학령기 아동의 자존감 향상, 열등감 감소 및 또래관계에 긍

정적인 향을 주었으며, 자기 자신의 소중함을 이해하고 수용

하며 존중하는 인지적 변화, 주관적인 자기인식과 느낌의 평가

가 높아졌다는 것을 말해 준다. 학령기 아동의 삶의 질 역과

속성들에 관한 Han, Yi, Sim과 Choi (2005)의 연구에서 아동

은 자존감 저하 또는 손상, 선택의 자율성이 제한되었을 때 가

장 슬프고, 가장 바라는 것에서 부모/선생님으로부터 인정/칭

찬 받기, 개인선택존중, 공평한 인정, 다른 아이들과 비교 안 되

기 등의 속성이 도출되었다. 즉 아동들은 한 개인으로 존중받

기, 칭찬 및 인정받기를 통해 자신의 자존감을 유지하고자 함을

나타냈는데, 취약계층 아동들을 상으로 한 본 연구의 자기성

장프로그램은 이러한 요소를 충족시키며 아동의 삶의 질에도

향을 미치는 효과적인 지역사회 정신간호중재 방법이라 사

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자기성장프로그램의 효과는 아동기뿐

아니라 청소년기의 성장과 인생 전체에 향을 미치는 부정적

인 감정과 태도의 형성을 감소시켜 긍정적이고 적응적인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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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에 효과적인 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므로 지역사회 현장

에서 취약계층 아동의 요구와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우고 잠재력을 개발함으로써

정신건강증진에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자존감, 열등감 및 또래관계

에 미치는 효과를 검정하고자 하 다. 취약계층 학령기 아동들

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들을 상으로 한 자기

성장프로그램은 개인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요인인 자기이해,

자기수용, 자기 개방을 주제로 구성되었으며, 프로그램 중재 후

자존감 향상과 열등감 감소 및 긍정적인 또래관계 향상에 효과

적인 결과를 보 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성장프로그램이 열등

감이 형성되는 취약계층 학령기 아동에게 자아개념에 한 긍

정적인 관심과 수용을 체험하는 학습의 장으로서 아동의 건강

한 성격발달 형성에 향을 미치는 효과적인 간호중재로 적용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또래 속에서 인정받고 소속되는 체

험을 경험하는 새로운 학습의 장인 집단 활동은 자신의 가치와

친구의 소중함을 발견하고 자존감 향상 및 열등감 극복의 기회

를 제공하며, 정서적∙심리적 발달에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또

래관계의 증진과 더불어 취약계층 아동의 심리적 건강뿐 아니

라 삶의 질 향상에도 향을 미치는 지역사회 정신간호중재로

서 간호학적의의를 가진다. 

하지만 본 연구는 6회기의 단기 프로그램으로 실험 전후의

효과를 보았으나 간호중재의 지속 효과를 검정하기 위한 추후

평가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결론을 근거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자기성장프로그램의 기간이 짧으므로 장기적인 프로그

램 운 을 통하여 그 효과를 검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자기성장프로그램의 실시 직후 효과뿐만 아니라 지속

적 효과를 검정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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