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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생명의 소중함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소

중히 강조되는 보편율이다. 그러나 급격한 경제발전이 가져다 준 현

대사회에서 인간은 자신의 욕구 충족에만 전념하게 되어 삶의 진정

한 가치의 문제를 도외시 한 채 물질적 풍요 속에서 실존적 공허를 

경험하게 되었다(Park, 2003). 이는 생명의 위기를 초래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버리기도 하고 하찮은 원인으로 

남의 목숨을 빼앗는 일이 예사로워진 사회현상이 지구촌 전체에 그

물망처럼 총체적으로 엮이게 되었다(Cho, 2010). 이러한 사회현상은 

아동 및 청소년 발달단계에도 영향을 미쳐, 최근 10대 청소년의 사

망원인 1위가 자살이 되고 있어 10대 청소년의 24.3%는 자살로 생을 

의미요법을 적용한 생명존중 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삶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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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하고 있다. 또한 제5차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조사 통계 결과

에 따르면, 최근 1년 동안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는 청소년

은 전체의 19.1%, 최근 1년 동안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는 청소년은 

4.6%라고 보고되었다(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

tion [KCDCP], 2010;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11). 또한 초등

학생의 53.1%가 가출충동을 느꼈고, 27.6%가 자살충동을 느꼈다고 

하였다(Paek & Bang, 2009). 학교폭력 피해자 중 62.3%가 고통스러워

하였고 15%의 학생은 그로 인한 괴로움이 죽을만큼이라고 표현하

여 정도의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학교 폭력은 그 유형이 다양

해지고 있으며 연령이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으로 점차 낮아지

는 추세에 있다(Seo, 2003; The Foundation for Prevention Youth Vio-

lence, 2010). 이와 같은 생명 경시 현상은 삶에 대한 가치관의 부재와 

무의미감, 쓸모없다는 느낌, 열등감, 욕구 좌절에서 온 혼란에 기인

된 것으로 볼 수 있다(Lee, 2004; Ryu, 2008).

Seo (2003)는 한국사회에 황금만능주의, 불건전한 대중매체, 생명

의료윤리의 부재, 학교 폭력과 집단 따돌림 등 생명 경시 현상이 널

리 확산되어 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동기부터 생명 존중교

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생명존중 교육의 목적은 현대 사회가 

당면한 생명 위기의 문제를 인식하게 하고, 생명의 의미와 소중함

을 일깨움으로 모든 생명과 인간이 존엄하다는 사고를 형성하는 데 

있다(Hong, 2007). 특히, 아동기 생명존중 교육을 통해 아동에게 삶

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가를 인식시키고, 건전한 생활습관을 

키우도록 하며, 자신과 타인을 위한 생활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목적의식을 갖고 살아가게 도와줄 수 있으며 자신의 삶과 생명에 

대한 가치를 키워 어려움에 대처하고 성공적인 삶을 계획할 수 있

는 힘을 길러 줄 수 있다(Ryu, 2008). 초등학교 4-6학년에 해당되는 

고학년의 경우, 인간발달과정에서 과도기적 청소년기에 해당되는 

데, 이 시기는 인격적 성숙의 초기단계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가장 

큰 변화를 겪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고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수용하는 기초를 형성하는 시

기이기도 하다(Kim, Kim, & Kim, 2012). 또한 아동기가 성격형성의 

결정적 시기인 점을 감안해 볼 때(Chung, 2002), 생명존중에 대한 교

육의 실시는 이 시기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생명이 소중하다는 인식과 목적의식은 사람들로 하여금 살아가

기 위해 필요한 동기를 끌어내고 대안적인 방법을 찾도록 해준다

(Cho, 2010; Snyder, 2002). 삶의 의미는 본질적으로 인간이 어떻게 살

아가야 할 것인지 방향을 가지고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다고 믿는 

것을 추구하는 것으로, 삶의 의미 추구는 모든 인간에게 있어 보편

적인 동시에 가장 근본적인 동기이며 삶의 의미나 가치에 대해 갖는 

의문은 정신적 주체성을 지각하게 해준다(Snyder). 인간이 삶의 의

미와 목적을 상실하게 되면 고독감, 무력감, 불안감 등 심리적 고통

을 경험하게 되는 데 이러한 심리상태를 실존적 공허라고 한다

(Frankl, 1988). 실존적 공허 또는 삶의 무의미성을 진단하고 치료하

기 위해 Frankl은 의미요법(logotherapy) 이론을 제시하였다. 의미요

법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아가도록 함으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건설적인 힘을 갖게 하는 심리치료 방법이다. 의미요법의 기본 원리

를 세 가지로 압축한다면 첫째, 어떤 조건하에서도 우리의 삶은 의

미를 지니고 있으며, 둘째, 사람에게는 의미를 찾는 의지가 있으며 

행복은 그것의 성취를 통하여 오는 것이고, 셋째, 한정된 상황 속에

서도 우리의 삶은 의미를 구현하는 자유가 있다는 것으로 이 원리

는 어떤 인종, 사회, 종파를 막론하고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통

용된다는 것이다. 삶의 의미 추구는 인생 주기의 어느 단계에서나 

중요한 문제이지만 특히 아동기나 청소년기는 정서와 가치관이 발

달하고 정립되는 시기이므로 인생을 계획성 있고 건강하며 보람 있

게 살아가기 위해 자신의 고유한 삶의 의미발견이 시작되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청소년기에 무의미감, 불안, 무기력감에 빠지게 되면 그 해결책의 

모색 과정에서 자살을 시도할 수 있으며, 청소년 자살의 70-90%는 

우울과 관련이 높은데(Fergusson & Lynskey, 1995), 우울 증상 중 자

존감 저하와 절망감은 자살행동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심리적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Kutcher & Marton, 1989). 아동의 우울증은 

정서적인 기분변화로 슬픔, 침울함, 외로움, 무력감, 무가치함을 나

타내는 정서적 장애를 의미한다(Kim G. M. et al., 2012). 초등학교 시

기에 우울증을 겪게 되면 낮은 집중력을 보이고, 불행감, 슬픈 감정, 

무력감, 사랑받지 못하고 불공평하다는 느낌을 갖고, 안정적이지 

못하고, 어른이 되어 무엇이 되고 싶다는 희망사항이 없게 된다

(Cho, 2010).

여러 연구에서 많은 학생들이 우울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심리 

사회적인 발달과정에서 중요한 시기인 초등학교 고학년 때에 우울

증이 높다고 밝히고 있다. 이 시기에 우울증이 높은 이유는 초등학

교 고학년은 심리적인 면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어, 다양한 정신적

인 어려움을 겪게 되는 시기로서, 부모들은 발달단계나 능력, 적성

과는 상관없이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려고 하기 때문에 아

동들이 삶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망각한 채 부적응과 

죄책감으로 인해 우울증의 빈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Kim G. M. et al., 2012; Kim H. S. et al., 2012; Ryu, 2008). 반면 가정의 

붕괴가 증가함에 따라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양육

환경의 변화 또한 아동기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고 있다

(Kim G. M. et al.).

한편 초등학생을 위한 생명존중 교육에 관련된 연구 결과로는, 

생명존중 교육이 초등학생의 삶과 죽음에 미치는 효과(Ryu, 2008) 

연구만이 수행되었으나 이 연구에서 개발된 생명존중 교육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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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은 초등학생을 위한 웰다잉(well-dying)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

되어 있어, 진정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추구함으로 생명의 존엄성을 

인식시키고 자아의 존재가치를 강화시키는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검증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다. 사람은 항상 삶의 의미를 꾸준

히 찾아나가면서 살기 때문에 의미요법을 접목한 생명존중교육을 

통해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의식 수준을 향상시키며 삶의 의미를 강

화하고 의미상실로 인한 우울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생명존중 교육을 위해 개발된 삶의 의미 

발견 교육 프로그램이 생명존중인식, 삶의 의미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다.

3. 연구 가설

가설 1: 삶의 의미발견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대조군보

다 중재 직후와 중재 후 4주 시점의 생명존중 정도가 높을 것이다.

가설 2: 삶의 의미 발견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대조군보

다 중재 직후와 중재 후 4주 시점의 삶의 의미 정도가 높을 것이다.

가설 3: 삶의 의미 발견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대조군보

다 중재 직후와 중재 후 4주 시점의 우울정도가 낮을 것이다.

4. 용어 정의

1) 삶의 의미 발견 프로그램

의미요법(logotherapy)이란 인간의 실존적 특성(의지의 자유, 삶의 

의미, 의미 추구의 의지)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자신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도록 하고 자신의 실존에 대한 선택과 책임의 중요성

을 깨닫도록 돕는 상담요법이다(Frankl, 1969, 1988).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이 자신의 삶에 부여된 의미를 찾음으로써, 자신의 

생명에 대한 소중함과 가치를 깨닫고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

기 위해 개발된, 총 5차시의 ‘소중한 나의 삶’ 생명존중 교육 프로그

램이다(Kang, Kim, & Song, 2011).

2) 생명존중

생명존중(life respect)이란 목숨, 생명에 대하여 사람으로서 지켜

야 할 도리와 규범을 인식하고 인간 생명을 포함한 모든 생명을 소

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Chung, 2002). 본 연구에서는 Kang, 

Kim, Song과 An (2011)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생명존중인

식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3) 삶의 의미

삶의 의미(meaning of life)란 개인이 어떤 경험을 할 때 그 경험에 

주어진 삶의 특정한 이유로서, 인생에서 의미와 목적을 갖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이다(Frankl, 1988). 본 연구에서는 Kang, 

Kim, Song, Sim과 Kim (2007)이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개발한 삶

의 의미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4) 우울

아동기 우울(depression)은 슬픈 정서보다는 짜증과 여러 문제

행동(반항, 공격적 행동, 무단결석, 도벽, 주의 집중장애, 학습의욕저

하 등)을 보이는 경우를 말한다(Ahn, 2007). 본 연구에서는 Kovacs 

(Kovacs, 1982)의 소아우울 척도를 Cho와 Lee (1990)가 한국말로 번

역한 후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시차설계(nonequivalent control 

group non-synchronized design)를 이용한 유사실험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기간

본 연구는 경북 포항시 소재 1개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을 대상

으로 하였다. 연구자가 소속된 대학의 연구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

은 후, 해당 학교의 학교장과 담임교사를 방문하여 본 연구의 목적 

및 프로그램의 내용 소개와 연구 진행절차를 소개하고 동의를 얻

었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보건교사의 판단으로 정신과적 건강문제

가 없고 인지 및 대인관계 능력에 장애가 없으며 연구의 취지에 대

해 충분히 이해하고 서면으로 동의가 가능한 아동이었다. 이 기준

에 적합한 아동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 및 절차를 설명하고, 익명

이 보장되며 조사된 자료는 연구 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

되지 않을 것임을 설명한 후 연구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자발적

으로 동의하는 대상자로부터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또한 동의한 

학생의 부모님에게는 연구에 대한 설명서를 보내 서면동의서를 받

았다.

대상자 수는 G*Power program을 적용하여 Repeated measures 

ANOVA에서 유의수준(α) .05, 검정력(1-β) 80%, 높은 수준의 효과크

기(f) .50을 적용한 대상자수는 각 그룹 당 10명이 적절하나 본 연구

에서는 탈락을 고려하여 편의표출에 의해 각 그룹 당 80명의 대상

자를 선정하였다. 사전 조사와 2회의 사후 조사에서 수거된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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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답변이 불충분한 15부와 교육 중 탈락한 대상자 3명을 제외하고 

최종 142명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는 효과크기 .50, 검정력 

.80 수준을 고려할 때 충분한 수의 대상자가 확보되었다고 본다.

3.  초등학생의 생명존중 교육을 위한 삶의 의미 발견 프로그램: 

‘소중한 나의 삶’

본 연구에 적용된 초등학생의 생명존중 교육 프로그램은 의미요

법의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개발되었으며 프로그램명은 ‘소중한 나

의 삶’이다(Kang, Kim, Song, et al., 2011). 본 프로그램은 5차시로 구

성되었으며 각 차시 진행은 CD를 이용한 교육과 영상물 교육 후 교

육용 책자를 이용한 질의응답시간으로 구성되어 매 차시 약 30-40

분의 교육이 주어진다. 각 차시별 핵심 교육내용과 교육진행 절차

는 Table 1에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매 차시는 해당 교육내용을 암

시하는 주제명으로 구성하였는 데, 1차시(소망공룡동물원) 교육에

서는 삶의 본질적 특성에 관한 세 가지 요소(삶의 의미, 의지의 자

유, 의미 추구의 의지)를 설명하고 있다. 2차시(향기 언덕), 3차시(사

랑의 정원), 4차시(긍정의 숲) 교육에서는 삶의 의미 발견 방법(창조

적 가치, 경험적 가치, 태도적 가치) 세 가지를 소개하였다. 5차시(나

의 호수)에서는 자신의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임을 강조하며 선택

과 책임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매 차시별 교육진행은 6컷 동영상 만화로 구성된 동기유발코너인 

‘무엇일까’, 교육 목적에 따른 교육 내용이 진행되는 ‘체험하기’, 교육 

내용에 대한 카타르시스를 위한 ‘의미송’, 교육내용을 직접 수행해 

보는 ‘확인하기’로 이루어졌다. ‘확인하기’ 단계는 핵심 교육 내용 확

인을 위한 퀴즈, 질문, 토의 및 학습 내용에 대한 소감 나누기와 다

음 차시 교육 전까지 배운 내용을 자신에게 적용해보는 수행과제로 

진행되었다. 교사용 지침서를 별도로 개발하여 보건교사가 교육 프

Table 1. Finding Meaning of Life Program for the Life Respect Education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My precious life’

Intro screen
  (period)

What is it?
  (motivation corner) Goals Contents of education Confirming

(practice corner)

Lesson 1: 
Dinosaur park of  
  promise

Six-panel comic strip Explain three natures of the human 
mind

Three natures of the human mind
  Meaning of life: The reason for life 

and a purpose which is retained 
until death.

 Freedom of will: Freedom to have 
any attitude in any circumstances. 

  Will to meaning: The desire to 
satisfy and pursue meaning and 
purpose.

▶  Song of meaning: Sing 
together

Quiz about ‘Experiencing’
Applying to myself using the 
booklet developed
 -  Questions and Answer section 

and discussion on what one 
learned from the lessons

 - To tell a story related to the 
lessons 

 - Assignment to apply what's 
learned for one week

Lesson 2: 
Hill of fragrance

Six-panel comic strip  Explain what works and things people 
want or can do for meaning and 
purpose of their lives

How to find the meaning of life I
Creative value: Revealed by creative 

and productive activities such as 
hobbies or occupations including 
reasons to live.

Lesson 3: 
Garden of love

Six-panel comic strip Experience through means such as 
art, beauty of nature and loving 
relationships

How to find the meaning of life II
Experiential value: Obtained through 

life experiences such as learning 
life values, communicating with 
useful persons, and enjoying the 
nature or arts with affection

Lesson 4: 
Forest of acceptance

Six-panel comic strip  People can find a reason to live 
through understanding the purpose 
and meaning of their suffering

How to find the meaning of life III
Attitudinal value: Refers to acquiring 

a certain attitude toward suffering. 
Based upon the way suffering is 
acknowledged, the reason for life 
does not disappear until the end 
of one’s life

Lesson 5: 
My lake

Six-panel comic strip Importance of selection and 
responsibility in life-management

Becoming the master of my life
Mastering my life, ‘me’.
The importance of selection and 

responsibility in  life-management
Selection: Finding the best solutions 

to the problems of life
Responsibility: Accepting the results 

and responsibility for 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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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요법을 적용한 생명존중 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삶의 의미, 생명존중 인식, 우울에 미치는 효과

로그램의 전체내용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의미

송’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하여 누구나 무료사용이 가능하도록 하

였다.

4. 연구 진행 절차

1) 자료 수집 과정

본 연구의 자료 수집 기간은 2011년 3월 4일부터 6월 30일까지였

다. 경북 포항시에 소재하는 일개초등학교를 임의 추출한 후 5학년 

학생 6개 반 중 무작위 표본추출을 통해서 실험군 3개 반과 대조군 

3개 반으로 추출한 후 1, 5, 6반은 실험군, 2, 3, 4반은 대조군으로 선

정하였다. 교육 프로그램 내용이 대조군에게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

기 위해 시차설계를 적용하여 대조군 자료 수집을 먼저 시행하였

다. 대조군에게 3월 7일 사전 조사를 실시한 후 3주 후 1차 사후 조

사, 4주 후 2차 사후조사를 실시하였다. 대조군 자료 수집이 종료된 

후 5월 1일에 실험군 사전 조사를 한 후 3주동안 실험군에게 총 5회

의 교육을 수행하였다. 수업 중 교재는 ‘소중한 나의 삶’ 차시별(5차

시) 교육내용이 수록된 CD 1장과 소책자(14p) 1권이었다. 수업시간

은 매 회당 40분간 진행이 되었고 교육은 본 프로그램 교육내용을 

훈련받은 해당 학교 보건교사가 진행하였다. 교육종료 직후 1차 사

후 조사, 4주 후 2차 사후 조사를 실시하였다. 교육 종료 4주 후 2차 

사후 조사를 수행한 이유는 Song (2003)의 초등학생 안전사고 예방

을 위한 웹기반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분석 연구에서 교과서로 수

업한 것보다 동영상 또는 웹기반으로 교육할 경우 학생들의 학습효

과가 사라지는 4주 후부터 지속적인 교육의 반복이 이루어져야 한

다는 연구 결과에 근거하였다.

한편 대조군은 모든 사후 조사가 끝난 이후 윤리적인 측면을 고

려하여 대조군에게도 동일한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교육을 실시해

주었다. 그리고 사전 및 사후 조사에 응해 준 모든 학생들에게 초등

학생용 캐릭터 자와 펜 등을 선물로 주었다.

실험군과 대조군에게 수행한 사전 및 사후 조사는 연구대상자가 

어떤 처치군인지 모르는 연구보조원이 수행하였고, 질문지를 작성

하는 데 걸린 소요시간은 1인당 15-20분이었다.

2)  ‘소중한 나의(초등학생) 삶’ 교육 진행절차

구체적인 매회 교육 진행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무엇일까(5분)-학습동기유발

동기유발과 흥미유발을 위해 6컷 만화를 플래쉬로 보여주며, 학

습할 내용에 대한 교육내용을 미리 상상하게 함으로 흥미와 재미

를 유발하였다.

(2) 체험하기(20분)-프로그램 학습

초등학생 후기 발달 특성에 맞게 자체 개발된 캐릭터들이 나와서 

각 파트를 여행하면서 생명의 소중함을 체험하도록 만들었으며 특

히 생명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각종 영상사진 삽입과 플래쉬를 

통해 간접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재미있게 구성하였다. 체험하기 

코너에서 각 차시별로 제시된 학습목표는 다음과 같다.

1차시(소망공룡동물원): 우리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

일까?

2차시(향기언덕): 너의 재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3차시(사랑의 정원): 자연의 아름다움, 사랑을 경험하는 것은 우

리에게 삶의 의미, 즉 살아가는 이유가 될까?

4차시(긍정의 숲):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5차시(나의 호수): 내 삶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3) 의미송(5분)-다짐

총 3절로 구성되어있으며 1차시에서는 1절, 2차시에서는 2절, 3차

시에서는 3절 순으로 진행이 되며 노래가사는 자신이 가장 사랑받

는 존재이고 소중하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다. 매 차시 학습이 끝난 

후 신나고 흥겹게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긍정적인 마음과 삶의 의미

에 대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미송>을 

학생들과 같이 신나게 불렀다. 

(4) 확인하기(10분)-정리하기

체험하기에서 학습한 내용을 퀴즈문제를 통해 확인하여 복습할 

수 있도록 하여 정리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이외에도 초등학생

의 생명존중 교육 책자에서 각 차시별로 1-2장 정도 학습한 내용을 

나의 삶에 적용하여 자신의 삶에서 주인공이 자신이라는 것과 긍

정적인 생각, 감사하는 마음, 칭찬하는 마음, 행복한 마음 등을 가지

도록 알려주고 ‘소중한 나의 삶(초등학생) 교육용 책자’에 적어보도

록 하였다.

5. 연구 도구

1) 생명존중 인식

Kang 등(2011)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생명존중 인식 도

구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하며, 총 16문항의 도구로 생명존중에 대

한 태도 8문항, 생명존중에 대한 가치 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5점 척

도로 이루어졌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생명존중 인식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α= .82이었으며 본 연구의 

Cronbach’s α는 .89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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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삶의 의미

본 연구에서는 Choi, Kim, Shin과 Lee (2005)가 성인을 대상으로 개

발한 46문항의 삶의 의미 측정도구의 개념적 기틀을 근거로 신뢰도

와 타당도 검증을 거쳐 학령기 후기 아동에게 적합하게 24문항으로 

Kang 등(2007)이 개발한 삶의 의미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본 연구대

상자인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측정한 점수를 이용하였다. 관

계적 경험, 긍정적 태도, 만족/희망, 목표추구, 가족사랑 경험의 5개 

영역에서 총 24문항의 도구이다. 4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의미발견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신뢰

도는 Cronbach’s α= .89이었으며 본 연구의 Cronbach’s α는 .93이었다.

3) 우울

Kovacs (1982)이 7-13세 아동에 맞게 개발한 소아우울 척도를 

Cho와 Lee (1990)가 한국말로 번역한 후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

으로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3점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이 

심한 것을 의미한다. Cho와 Lee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

는 .88이었으며, 본 연구의 Cronbach’s α는 .95이었다.

6.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7.0 (SPSS Inc., Chicago, IL, USA) 프로그

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실험군과 

대조군 간 동질성 검정은 기술통계, Chi-square test, Fisher’s exact 

test, t-test로 분석하였다. 둘째, 실험군과 대조군의 사전, 중재 직후, 

중재 후 4주의 종속변수의 교육 효과의 차이는 반복측정 분산분석

으로 검정하였다. 일반적 특성 중 실험군과 대조군 간 유의한 차이

를 보인 종교, 생명존중 교육경험, 애완동물 키운 경험 유무는 개체

간 요인으로 처리하였다. 셋째, 표본의 수는 G*Power program을 이

용하여 검정력 분석을 하였다. 넷째, 측정 도구의 내적 일관성은 

Chronbach’s α값을 산출하였다.

연구 결과

1. 일반적 특성 및 종속변수에 대한 동질성 검정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성별, 종교, 동거가족, 주 돌봄 제

공자, 방과 후 활동, 학교생활 만족, 친한 친구, 생명존중 교육 경험, 

애완동물 키우기 선호, 애완동물 키운 경험을 조사하였으며, 동질

성 검정 결과,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어 두 집단 간 

동질성이 확인되었으나 종교, 생명존중 교육경험, 애완동물 키운 

경험 특성에서는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able 2). 생명존중 인식, 삶의 의미, 우울 변수의 사전측정 점

수는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두 집단이 

동질함을 확인하였다(Table 3).

2. 가설검정

실험군과 대조군 간의 사전 조사, 교육종료 직후, 교육 후 4주 후

의 생명존중 인식, 삶의 의미, 우울정도의 변화를 비교하기 위하여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가설검정 결

과 제 1-3가설 모두에서 구형성 가정을 만족하지 않아(p< .05) 다변

량 검정을 하였으며 일반적 특성 중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종교, 생

명존중 교육경험, 애완동물 키운 경험 유무는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 제 1가설: 삶의 의미발견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대조군

보다 중재 직후와 중재 후 4주 시점의 생명존중 정도가 높을 것이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생명존중 인식 정도는 집단 내 측정시기와 집

단 간에 상호작용이 있고(F =16.00, p < .001), 그룹 간(F =31.32, 

p< .001) 및 측정시기(F= 46.58, p< .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 

가설 1은 지지되었다(Table 4, Figure 1A).

2) 제 2가설: 삶의 의미발견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대조군

보다 중재 직후와 중재 후 4주 시점의 삶의 의미 정도가 높을 것이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삶의 의미 정도는 집단 내 측정시기와 집단 

간에 상호작용이 있고(F=35.47, p< .001), 그룹 간(F=24.95, p< .001) 

및 측정시기(F=51.40, p< .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 가설 2는 

지지되었다(Table 4, Figure 1B).

3) 제 3가설: 삶의 의미발견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대조

군보다 중재 직후와 중재 후 4주 시점의 우울정도가 낮을 것이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우울 정도는 집단 내 측정시기와 집단 간에 

상호작용이 있고(F=17.67, p< .001), 그룹 간(F=12.60, p= .001) 및 측

정시기(F=26.34, p< .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 가설 3은 지지

되었다(Table 4, Figure 1C).

논 의

우리나라에서 초등학생들의 생활은 생존과 경쟁에 초점이 맞추

어져 있으며 여가생활은 폭력적 게임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변화

는 아동들로 하여금 생명의 존귀함이나 경외심을 사라지게 하는

데, 특히 이 시기에는 가치 판단능력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아 생명

경시 풍조는 빠르게 확산될 수 밖에 없다(Cho, 2010). 따라서 초등학

생시기부터의 생명존중 교육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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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Homogeneity of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Categories
Total (N=142) Exp. (n=70) Cont. (n=72)

χ2 or t p
n (%) or M±SD n (%) or M±SD n (%) or M±SD

Gender Male
Female

70 (49.3)
72 (50.7)

36 (51.4)
34 (48.6)

34 (47.2)
38 (52.8)

0.25 .616

Religion Have
None

81 (57.0)
61 (43.0)

34 (48.6)
36 (51.4)

47 (65.3)
25 (34.7)

4.04 .044

Cohabiting family* Parents
Siblings
Grandparents
Relatives

140 (98.6)
127 (89.4)
20 (14.1)
8 (5.6)

68 (97.1)
61 (87.1)
7 (10.0)
3 (4.3)

72 (100.0)
66 (91.7)
13 (18.1)
5 (6.9)

2.08
0.76
1.90
0.11

.149

.381

.168

.719‡

Main caregiver Parents
Siblings
Grandparents
Relatives

134 (94.4)
36 (25.4)
7 (4.9)
7 (4.9)

65 (92.9)
13 (18.6)
5 (7.1)
3 (4.3)

69 (95.8)
23 (31.9)
2 (2.8)
4 (5.6)

1.09 .579

After school activities One
Two or three
More than four
None

56 (39.4)
54 (38.0)
9 (6.3)

23 (16.2)

26 (37.1)
27 (38.6)
3 (4.3)

14 (20.0)

30 (41.7)
27 (37.5)
6 (8.30
9 (12.5)

2.30 .523‡

Satisfaction with school life Satisfied
Moderate
Not satisfied

2.34±0.82 1.58±0.67 1.58±0.66 -0.02 .983†

Number of best friends One or two
Above three
None

14 (9.9)
124 (87.3)

4 (2.8)

7 (10.0)
61 (87.1)
2 (2.9)

7 (9.7)
63 (87.5)
2 (2.8)

0.16 1.000‡

Lif e-esteemed education 
experience

Have
None

78 (54.9)
64 (45.1)

31 (44.3)
39 (55.7)

47 (65.3)
25 (34.7)

6.31 .012

Preference for raising pets Like
Dislike

121 (85.2)
21 (14.8)

61 (87.1)
9 (12.9)

60 (83.3)
12 (16.7)

0.40 .523

Experience on raising pets Yes
No

110 (77.5)
32 (22.5)

49 (70.0)
21 (30.0)

61 (84.7)
11 (15.3)

4.40 .036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Multiple response; †t-test; ‡Fisher’s exact test.

Table 3. Homogeneity Test for Pretest between Groups

Variables
Total (N=142) Exp. (n=70) Cont. (n=72)

t p
M±SD M±SD M±SD

Life respect 4.22±0.50 4.27±0.53 4.17±0.48 -1.14 .254

Meaning of life 3.26±0.42 3.25±0.37 3.27±0.46 0.29 .767

Depression 1.47±0.35 1.47±0.34 1.48±0.36 0.23 .812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Table 4. Comparison of Life Respect, Meaning of Life, and Depression over the Time between Groups ( N =142)

Variables                         Time
Exp. (n=70) Cont. (n=72)

Comparison     F p
M±SD M±SD

Life respect Pretest
Posttest
At 4 weeks

4.27±0.53
4.80±0.20
4.84±0.20

4.17±0.48
4.31±0.50
4.33±0.60

Group
Time
Time*Group

31.324
46.58
16.00

< .001
< .001
< .001

Meaning of life Pretest
Posttest
At 4 weeks

3.25±0.37
3.80±0.13
3.74±0.22

3.27±0.46
3.33±0.48
3.34±0.49

Group
Time
Time*Group

24.95
51.40
35.47

< .001
< .001
< .001

Depression Pretest
Posttest
At 4 weeks

1.47±0.34
1.15±0.13
1.23±0.21

1.48±0.36
1.45±0.39
1.45±0.44

Group
Time
Time*Group

12.60
26.34
17.67

< .001
< .001
< .001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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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아·김신정·송미경 외 1인

인간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고 하였다. ‘생명’이라고 하면 우선 떠오르는 것은 ‘사람’ 일 것이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사회에서의 소위 ‘인명경시’ 현상은 날이 갈수

록 심각해지는 상황이다. 현재 생명경시와 관련된 많은 사건이 초등

학생 연령인 10대 청소년 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어(Kim G. M. 

et al., 2012; KCDCP, 2010) 청소년에서의 생명경시 풍조가 심각한 수

준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작 학교 교육현장에서는 학

생 개개인의 실존적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생명존중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를 통해 삶의 의미 발견 프

로그램은 대상자의 생명존중인식 정도를 높이는데 효과가 있음이 

나타났다. 아직까지 초등학생에게 의미요법을 접목한 생명존중교

육을 수행한 연구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근거는 부족한 실정이지만 

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생명존중과 관련된 계속적인 연구가 수행

되어야 할 것이다. 생명존중 의식 함양을 위한 초등도덕 교육의 방

향을 제시한 Seo는 생명가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무엇보다도 소

중하기 때문에 생명존중 교육이 초등학생에게 절실히 필요하며, 생

명존중 교육은 인간생명에 대한 존중만이 아니라 생명일반에 대한 

존중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살아있는 모든 것은 그 자체로 고유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므로, 우리는 생명 그 자체에 대한 소중함 또는 

살아있는 자연에 대해 존중의 태도를 지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일

본과 한국의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나타난 생명존중 교육 내용을 

비교한 Chung (2002)도 우리나라는 생명존중 의식을 함양하는 기

오늘날 우리는 도처에서 생명의 위기 현상을 본다. 연일 터지는 

흉악 범죄, 급증하는 자살, 인간 생명을 도구화하는 생명과학 실험 

등은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위협하고 있다. Seo (2003)는 오늘날, 인

간 생명에 대한 다양한 위협이 더욱 심각해진 이유는 무엇보다도 

*Cross Sectional difference in the posttest 1 (right after education termination); 
†Cross Sectional difference in the posttest 2 (at the 4th week after education termination);
T0=pretest; T1=posttest 1; T2=posttest 2.

Figure 2. The change of meaning of life by group and time. 

Control group                Experimental group

(p< .001)†

(p< .001)*

Figure 1. The change of life respect by group and time.

*Cross Sectional difference in the posttest 1 (right after education termination);                
†Cross Sectional difference in the posttest 2 (at the 4th week after education termination);
T0=pretest, T1=posttest 1, T2=posttest 2

Control group                Experimental group

(p< .001)*
(p< .001)†

*Cross Sectional difference in the posttest 1 (right after education termination);
†Cross Sectional difference in the posttest 2 (at the 4th week after education termination);
T0=pretest; T1=posttest 1; T2=posttest 2.

Figure 3. The change of depression by group and time.

(p< .001)* (p< .001)†

Control group                Experimenta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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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부여나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 키우기에 소홀한 측면을 보

이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생명존중 인식정도를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동·식물 기르기 같은 생태교육을 연계하는 등 다양

한 체험활동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의미요법에서는 인간이 

삶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방법을 세 가지 가치와 관련시켜 제시하고 

있는데, 그 세 가지 가치는 창조적 가치, 경험적 가치, 태도적 가치이

다. 창조적 가치는 자신의 창조적인 행위를 통해 삶의 의미를 발견

하는 것으로, 이는 자신의 직업이나 일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경험

적 가치는 진선미를 통한 체험이나 누군가를 사랑한 경험을 통해서 

삶이 의미를 발견하는 것으로 자연의 아름다움을 체험하거나 만남

을 통해할 수 있는 경험이다. 태도적 가치는 피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서 자신을 초월하는 태도 변경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

이다(Frankl, 1969, 1988). 의미요법에서 제시하는 세 가지 가치는 인

간과 자연을 포함한 생명존중의식 개념을 포함하고 있어 Seo와 

Chung이 제시하는 거시적인 생명존중교육의 방향과 일치하는 이

론적 체계임을 알 수 있다.

삶의 의미는 사람마다 다르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만 인간은 

누구나 각자의 삶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 본 연구

에서 삶의 의미 발견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

해 삶의 의미 정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중학생(Kang, Im, et al., 2009) 

및 고등학생(Kang, Shim, Jeon, & Koh, 2009)과 암환자를 대상으로 

의미요법 교육을 실시한 결과 대상자의 삶의 의미 증진에 유의한 

효과를 보인 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 Park (2003)은 대학생을 대

상으로 10회의 의미요법을 실시한 결과,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유의

한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여 의미요법이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데 긍

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위의 선행 연구 결과를 통해 의

미 있는 삶이란 개인이 추구하고자 하는 삶의 방식으로 자신을 이

끌어가는 삶으로, 인간 삶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노력은 인간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가장 중요한 힘이 된다는 사실(Frankl, 1988)이 확

인되었다고 본다. Ryu (2008)는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생명존

중 교육을 실시하여, 이러한 교육이 아동의 삶의 의미에 대한 인식

을 증진시키는 데 효과적이었음을 보고하였다. Ryu가 개발한 생명

존중 교육 프로그램은 생명과 삶의 소중함, 생명존중 인식, 죽음에 

대한 이해, 자살의 영향과 바른 태도, 죽음으로 인한 상실에 대처하

는 법, 생명존중 교육의 필요성 등의 주제로 총 8회기로 구성된 초

등학생을 위한 자살예방에 초점을 둔 교육 프로그램으로 의미요법

의 기본개념이 일부 반영되었다.

생명존중 교육은 자살예방에만 초점을 둔 미시적 접근이 아닌 

학생 개개인이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여 스스로의 존엄성을 인식하

도록 하는 거시적 차원의 수준에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볼 때 

의미요법과 매우 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Lee (2004)는 삶의 의미를 

상실했다고 느끼는 사람에게 생명에 대한 주위의 관심이 필요하다

고 하였는데, 의미요법은 유일하게 소중한 존재로서 생명에 대한 존

엄성을 강조하고, 삶을 가치 있게 살아야 하는 동기를 부여하며, 개

인마다 고유한 삶의 의미를 찾도록 돕는 방법으로 아동 및 청소년

의 생명존중 교육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이론적 배경과 핵심개념으

로 반영될 필요가 있겠다.

Frankl (1988)은 삶의 목적과 의미를 상실할 경우 실존적 공허감

을 경험하게 되는데, 실존적 공허감이란 삶의 궁극적 의미의 완전

한 결여 또는 상실을 경험하는 것으로 무관심, 무기력, 공허감, 절망 

등의 우울 증상을 경험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의미요법을 접

목한 생명존중 교육을 받은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교육 직후와 

교육 종료 4주 후에 각각 우울 정도가 유의하게 낮아졌다. Snyder 

(2002)는 아동과 청소년이 가장 보편적으로 겪고 있는 심리적 어려

움이 우울이라고 하였는데, 특히 어린 아동의 경우, 희망이 높을수

록 우울증이 낮게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희망과 우울증의 관계

를 연구한 논문(Snyder, 2004)에서도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은 희망

이 높을 경우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초등학생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지지, 희망 및 우울증의 구조

적 관계를 분석한 Cho (2010)의 연구에서는 우울증이라는 심리적 

특성은 흥미와 의욕의 상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학업성취도에 부정

적인 영향을 준다고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자신의 삶의 

목적과 가치를 찾도록 돕는 의미요법은 초등학생들이 희망을 갖도

록 도우며 이를 통해 우울을 경감하는 데 효과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본다. 삶에서 의미가 발견될 경우 아동들의 삶에 심리적인 

빛이 존재 할 수 있으므로 의미요법은 대상자의 우울을 낮출 수 있

는 중요한 생명존중 교육방법이라고 본다. 생명존중 교육은 간호학

에서 각 개인의 독특성을 인식하는 것처럼 사람마다의 독특한 가

치들을 인정하고 그러한 가치들이 자연스럽게 발현될 수 있도록 돕

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초등학생들로 하여금 의미요법을 적용한 생

명존중 교육을 통해 삶의 의미를 인식하고 생명존중에 대한 인식

을 높이며 우울을 예방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Seo (2003)

의 연구에서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생명존중 의식이 낮아지는 것으

로 나타났으므로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교육을 강화하고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른 특성을 고려하여 생명존중을 고취시키고 함양시

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다른 학문 

분야와의 연계를 통해 광범위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생

명존중 교육은 인간의 기본적인 삶에 관련된 문제인 만큼 학교 교

육에만 맡겨질 것이 아니라 가정과 대중매체 등에서도 관심을 갖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알려주고 사회, 국가적으

로 생명의 가치에 대해 올바로 이해함으로써 생명존중 교육을 내면

화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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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본 연구에서 적용한 의미요법의 이론적 배경을 접목하여 개발된 

생명존중 교육 프로그램은 초등학생의 생명존중 인식증진, 삶의 의

미 발견 및 우울감소에 효과적인 프로그램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

구에서 사용한 초등학생의 생명존중 교육을 위한 삶의 의미발견 

프로그램은 총 5차시로 구성되었다. 초등학생들에게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핵심 교육내용은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하였으며 영상

물 교육 후 각 개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교육용 책자와 교사용 지침

서가 개발되어 교육현장에서 용이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발된 프

로그램이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5학년만을 대상으로 교육효과를 검증한 결

과로서, 초등학교 고학년인 4-6학년 각각의 효과비교는 이루어지

지 못하였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학년 간 차이점을 비교분석

하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생명존중 교육 프로그램의 핵심내용은 삶의 의미발견을 통한 생명

존중의식 함양에 있다. 앞으로 초등학생의 우울 및 자살예방을 위

해서는 삶의 의미발견 방법 뿐 아니라 우울 및 자살예방을 강화시

킬 수 있는 주제를 포함한 보다 심도 깊은 생명존중 의식함양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삶의 전체론적 시각에서 생명존중교육의 기본이념을 반영한 본 

교육 프로그램은 미래 한국의 주인이 될 초등학생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인식시키고, 의욕적인 삶의 근본 동기가 되는 자신의 삶

의 의미를 발견하도록 돕고, 삶의 주인으로서 책임 있는 선택을 하

도록 하는 교육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겠다. 이를 통해 초등학생의 

삶의 질 증진 및 우울과 자살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또한 인간 뿐 아니라 모든 생명체와 자연의 소중함을 같이 다루고 

있어 건강한 삶의 교육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보건교과 시간에 활

용될 수 있는 유용한 자료라고 생각된다. 또한 교육 효과를 검증하

는 추후 연구가 계속 진행됨으로 근거중심 결과가 축적되기를 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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