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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자아존 감 향상 로그램이 한부모 가정 등학생의 자아존 감과 우울에 미치는 효과를 검

증하기 해 실시되었다. 연구에 참여한 상자들은 본 로그램에 동의한 두 개의 등학교 한부모 가정 

아동  지원자를 받아 A학교를 실험군(12명)으로, B학교를 조군(13명)으로 임의 배정하고 로그램 시

작 에 자아존 감과 우울 척도를 이용하여 사  검사를 실시하 다. 실험군에게는 한부모 가정 등학생

을 한 자아존감향상 로그램을 제공하 다. 실험처치는 실험군 12명을 6명씩 2집단으로 나 어 주 1회 

40분씩 총 10회기를 진행하 다. 로그램 종료 후 실험군, 조군에게 자존감과 우울 척도를 이용하여 

사후 검사를 실시하 다. 사후 검사에서 실험군 1명의 자료가 결측되어 최종 실험군 11명, 조군 13명의 

자료가 수집되었다. 연구결과 조군 보다 실험군이 유의한 수 에서 자아존 감이 증가(z=-2.499, 

p<.012, ES(d)=0.7)하고, 우울이 감소(z=-2.145, p<.032, ES(d)=-0.4)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로그램이 한부모 가정 등학생들의 심리사회  응을 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중심어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자아존중감∣우울∣

Abstract

This study aims to testify the effect of self-esteem improvement program for elementary 

school children from single-parent families on their self-esteem and depression. Methods: The 

research design used in this study was a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posttest research 

design. The participan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an experimental group(n=11) and a 

control group(n=13). Data were analysed by using Mann-Whinety U test, Wilcoxon Signed 

Ranks, Cohen's d with SPSS(PASW)18.0 program. Result: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in 

scores for self-esteem(z=-2.499, p<.012, ES(d)=0.7) and depression(z=-2.145, p<.032, ES(d)=-0.4) 

in experimental group. Conclusion: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self-esteem improvement 

program should be used with elementary school children from single-parent families to help 

them and to improve their psycho-social adap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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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사회는 격한 변화와 다양성의 사회로 가족의 

형태 한 핵가족, 부부가족, 한부모 가족, 입양가족 등 

다양하고 새로운 가족의 형태들이 출 하고 있다. 그 

에서도 한부모 가정은 우리사회에서 꾸 히 증가하

여 사회  심이 집 되고 있는 가족의 형태이다. 실

제로 한부모 가구의 수는 2005년 1,370천 가구에서 

2011년 1,639천 가구로 증가하고 있으며, 체 가구에서 

한부모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5년 8.6%에서, 2011

년 9.3%로 꾸 히 증가하고 있다[1]. 이에 따라 한부모 

가정에서 양육되고 있는 아동의 수 한 증가하고 있

다. 가족의 구조 , 기능  변화는 아직 처능력이 미

숙한 아동들에게 더 크게 향을 미칠 수 있다. 한부모 

가정 아동들은 한쪽 부모의 부재로 인한 상실감, 새로

운 환경의 응 문제, 그리고 부모의 역할을 신 수행

해야 하는 역할 과  등의 어려움을 경험한다[2]. 

특히 등학교 시기는 신체 , 심리 , 사회 으로 

격한 성장과 더불어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학교

와 래집단 등 새로운 인 계와 환경을 경험하면서 

다양한 스트 스에 놓이게 된다. 이 시기는 성취해야 

할 발달과업이 많은데 비해 인지 으로 미성숙하기 때

문에 그에 따르는 심리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

다[3]. 보건복지부[4]에서 등학생을 상으로 실시한 

정신건강 선별 검사에서 등학생 25.8%가 정서와 행

동의 문제를 보이고 있어 등학생의 정신건강 리의 

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한부모 가정 등학생들은 이

와 같은 발달 스트 스 이외에 가정환경의 구조 ․기

능  변화에 응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서  어려

움을 보일 수 있다. 부모와의 격리와 상실은 아동과 청

소년 우울의 공통 인 원인으로[5], 많은 한 부모가정 

아동들이 우울 증세를 보인다. Hoyt, Cowen, Pedro- 

Carroll 그리고 Alpert-Gillis[6]의 연구에서는 이혼 가

정 아동의 25%가 극심한 우울의 감정을 경험하 다. 

아동기 우울은 자신에 한 무가치감, 무력감, 망감을 

갖게 하여 성취의욕을 떨어뜨림으로 인해 건강한 성장

발달을 해하며, 충동조 이 미숙하여 우발 인 사고

가 발생하기 쉽다[7]. 그러므로 극 인 방  치료  

개입이 필요하다. 

하지만 한부모 가정의 모든 등학생이 이러한 문제

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어떤 아동들은 가정의 구조

 변화에 심리사회  응 문제를 일으키는 반면, 어

떤 아동들은 이러한 갈등상황을 해결하고 변화된 환경

에 잘 응하는 아동도 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스트

스에 한 응  반응의 개인차 요인인 보호요인에 

주목한다[8][9]. 보호요인은 험요인의 부정 인 향

력을 재하거나 완화시켜 문제행동의 발생 확률을 낮

추는 요인을 말한다. 신성희[10]의 연구에서는 자아존

감, 내 통제신념, 가족 회복력 에서 자아존 감이 

이혼가정 아동의 응에 가장 큰 향을  것으로 나

타났으며, 조성암[11]의 연구에서도 이혼 가정 아동의 

내재화 문제에 있어서 자아존 감이 응집단에서 유

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 감이란 자신에 한 부정  혹은 정  평

가와 련된 것으로 자기 자신을 존경하고 바람직하게 

여기며,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이다[12]. 

Erikson은 등학교 시기(6-12세)를 자아존 감 발달

의 결정 인 시기이며, 정 인 자아존 감의 성취는 

아동의 생존에 필수 인 것이라 하 다. Greenberg 등

[13]의 연구에 따르면 자아존 감을 높여  집단은 

 상황에 하여 불안을 덜 느끼고, 만성 으로 낮은 

자아존 감을 가진 집단은 자신의 삶에 한 만족도가 

낮고, 우울증 등 다양한 정서 장애를 보 다. Sowislo & 

Orth[14]는 자아존 감과 우울증의 계에 한 메타 

분석을 통해 낮은 자아존 감은 우울증의 강력한 측

변인(β=-.08)이며, 자아존 감을 높여주는 것이 우울증 

발병의 험요인을 감소시키는데 유용한 재가 될 것

이라고 제언한다. 이와 같이 등학교시기에 정 인 

자아존 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아동의 재 

뿐만 아니라 미래의 응에도 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한부모 가정 아동의 보호요인인 자아존 감

을 높여주는 것은 가정의 구조 ․기능  변화 스트

스에 한 응력을 높여주어, 궁극 으로 이들의 심리

인 응 특히 우울감의 감소에 도움을  것이라 사

료된다. 선행연구에서 한부모 가정 아동의 자아존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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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향상시키기 해 집단 미술치료[15], 인지행동 요법

을 용한 자기성장 로그램[16], 놀이 심 이야기치

료 로그램[17] 등이 시행되었다. 하지만, 기존연구에

서는 자아존 감을 향상시키기 해 아동의 자아수용

과 표  등 자아 성찰에 한 개입을 주로 하고 있으나, 

한부모 가정 아동은 자신의 가족에 한 부정 인 인식

으로 인하여 낮은 자아존 감, 열등의식, 우울감 등을 

경험한다[18]는 것을 감안할 때, 자신의 가족을 정

으로 수용하도록 돕는 것이 자아존 감 향상의 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부모 가정 등학생의 건강한 

심리  응을 도모하고자 자신과 가족을 탐색하고 이

해, 수용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자아존 감 향상 로그

램을 개발하고 용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2. 연구 가설
가설1. 자아존 감향상 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자아존 감 향상 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조군 보다 자아존 감이 높아질 것이다.

가설2. 자아존 감향상 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자아존 감 향상 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조군 보다 우울감이 낮아질 것이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자아존 감향상 로그램이 한부모 가정 

등학생의 자아존 감과 우울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

하기 한 비동등성 조군 후설계(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posttest design)이다. 실험군에

는 한부모 가정 아동을 한 자아존 감 향상 로그램

을 실시하 으며, 조군에는 어떠한 처지도 실시하지 

않았고, 윤리  고려를 해 연구가 종결된 후 동일한 

로그램을 조군에게 실시하 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에 참여한 상자들은 <한부모 가정 아동을 

한 자아존 감향상 로그램>이라는 가정통신문을 

S 역시에 치한 두 개의 등학교 돌 교실 학생 가

정에 보내고, 희망하는 아동을 보건교사  학교상담사

를 통해 모집하 다. A학교는 12명이, B학교는 13명이 

모집되어 A학교를 실험군으로, B학교를 조군으로 임

의 배정하 다. 연구 참여자의 윤리  고려를 하여 

본 연구 시작 에 해당 학교 교장선생님, 보건교사, 학

교상담사에게 연구목   로그램 내용에 해 설명

하고 동의를 구하 다. 학생과 학부모에게 로그램 시

작 에 연구의 목 과 로그램 효과 해 구체 으로 

설명하고, 돌 교실 방과 후 활동으로 진행되어 수업에 

지장이 없으며, 익명성이 보장되고, 언제든지 연구 참여

를 단할 수 있음을 상세히 설명하 다. 동의하는 참

가자들에게 직  서면동의를 받았으며 자료는 연구 이

외의 목 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하 다.  

3. 측정도구
3.1 자아존중감
Rosenberg[12]의 자아존 감척도(Self-Esteem Scale)

를 병재[19]가 번안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이 척도는 소아와 청소년에게 실시할 수 있는 자기 보

고형 척도로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그

지 않다' 1 에서 '매우 그 다' 4 의 범 로 평정

하게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정문항(3, 5, 9, 10번 

문항)을 역 채 하 으며, 수가 높을 수 록 자아 존

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병재[19]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5이며, 본 연구에는 . 83이다. 

3.2 우울
Kovacs와 Beck[20]의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를 조수철과 이 식[21]이 한국어로 번안하여 만든 소

아 우울 척도(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CDI ; 

이하 CDI)를 사용하 다. 이 척도는 아동에게 실시 할 

수 있는 자기 보고형 척도로 총 27문항으로 되어 있으

며, 수가 높을 수 록 우울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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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철과 이 식[21]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는 .80

이며, 본 연구에서는 .79이다. 

4. 연구진행
4.1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구성 및 진행
본 연구에서 사용한 로그램은 정선아[22]의 자아성

장 로그램과 서 숙과 황은숙[23]의 한부모 가정에 

한 반편견 유아교육 로그램을 본 연구 목 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 다. 

이에 본 연구의 로그램을 1-4회기는 자기 탐색과 

이해, 5-8회기는 가족 탐색과 이해, 9-10회기는 자기 수

용과 미래 설계로 구성하 다. 1-4, 9회기는 정선아[22]

의 연구를, 5-8회기는 서 숙과 황은숙[23]의 연구를 

수정 보안하 으며 10회기는 본 연구자가 새롭게 구성

하 다. 로그램의 회기별 구체 인 목표와 내용을 간

호학과 교수 1인, 아동치료기  문가 1인, 그리고 학

교상담사에게 제시하여 로그램의 내용타당도를 확인 

후 수정․보완하여 최종 로그램을 구성하 다. 

구체 으로 1회기는 로그램의 목표와 규칙을 소개

하고 별칭짓기를 통해 집단원과의 친 감을 형성하기, 

2회기는 비 사탕 게임을 통해 자신과 가족에 한 비

을 공유함으로 유 감을 강화하기, 3회기는 "감정을 

숨기는 찬이"라는 도서를 이용하여 자신의 감정을 억

르지 않고 자연스럽게 표 하기, 4회기는 "쓰 기통에 

들어간 진주"라는 도서를 이용하여 자신에 해 정

으로 생각하고 어려움에 해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방법 모색하기, 5회기는 다양한 동물 가족  

자신의 가족 형태와 유사한 동물을 선택하고 가족의 다

양성을 수용하기, 6회기는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살펴

보며 한부모 가정에 한 부정  감정을 감소시키기, 7

회기는 자신의 집을 꾸미는 미술활동을 통해 자신의 가

족에 한 탐색과 어려움을 공유하기, 8회기는 "따로따

로 행복하게"라는 책을 읽고 자신이 만약 책 주인공이

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활동을 통해 한부모 가정 

자녀로서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문제에 한 해결책 모

색하기, 9회기는 집단원 서로의 장 을 칭찬하기, 10회

기는 미래의 자신의 가족에게 일어날 희망 인 3가지 

뉴스를 작성하고 아나운서가 되어 발표하기로 구성하

다[표1]. 

표 1. 한부모 가정 아동들을 위한 자아존중감향상 프로그램
의 개요

회기 내용

자기 
탐색
및 
이해

1 ￭ 프로그램의 목표 및 집단 규칙 이해
￭ 자기소개 및 별칭짓기 

2 ￭ 비밀공유 게임을 통해 서로의 어려움을 공유
3 ￭ 학교나 가정 내에서 경험했던 다양한 감정탐색 및 표현

4 ￭ 도움을 요청하고 받는 것에 대한 부적감정을 감소 
￭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지지체계가 있음을 인식

가족  
탐색
및 
이해

5 ￭ 동물원의 다양한 가족구성 형태를 알아보고 가족의 다양
성을 인식

6 ￭ 가족의 형태에 대한 고정관념을 탈피, 한부모 가정에 대
한 부정적인 감정을 감소

7 ￭ 집 그림 활동을 통해 자신의 가족을 탐색
￭ 가족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지지를 받는 긍정적인 경험

8 ￭ 한부모 가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한 다양한 대처방
안을 탐색, 문제해결능력 향상

자기
수용 
및 
미래
설계

9 ￭ 서로의 장점을 발견하여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적인 
표상을 확립하고 자존감 향상

10
￭ 자신의 가족에 대한 긍정적인 미래상을 그리기
￭ 가족의 긍정적인 미래상을 실현시키기 위한 자신의 역할 
생각하기

본 연구는 맞벌이, 한부모, 소득층 가정 등의 아동

들을 방과 후에 부모가 귀가할 때 까지 돌 주는 학교 

돌 교실의 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진행은 

참여를 희망하는 12명의 아동을 6명씩 두 집단으로 나

어 본 연구자들과 2인의 보조치료자와 함께 진행하

다. 로그램의 주 진행을 맡은 공동연구자들은 1  

정신보건간호사이며, 그  1인은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시설에서 정서행동장애 아동에 한 집단치료  상담 

7년의 경력이 있다. 보조치료자들은 지역아동청소년 정

신보건시설에서 인턴쉽을 받고 있는 석사과정생들로 

로그램 시작 에 로그램 활동지와 교안을 통해 

로그램에 해 숙지하 으며, 로그램 에 아동들의 

활동을 보조, 행동을 찰  기록하는 역할을 맡았다. 

매 회기가 끝날 때마다 진행 방법과 아동들의 반응에 

해 평가 회의를 가졌다. 

로그램은 매 회기 마다 활동지를 가지고 집단 활동 

 상담의 형태로 진행하 으며, 아동들이 자신의 내면

을 원활하게 표 할 수 있도록 게임, 미술활동, 문학  

근 등의 매체를 활용하 다. 각 회기별 로그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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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단계, 개단계, 정리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입

단계에서는 다양한 이완활동과 지난 시간의 내용을 회

상하도록 하고, 개단계에는 각 회기별 주제에 해당되

는 내용을 진행한다. 정리단계에서는 배운 내용을 정리

하고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해 함께 이야

기한다.  

4.2 자료수집
자료수집기간은 2013년 4월 1일부터 6월 14일까지

으며, 구체  자료수집 차는 다음과 같다. 실험군(12

명)과 조군(13명)에게 자아존 감과 우울 척도를 이

용하여 사  조사를 실시하 으며, 실험군 12명을 6명

씩 2집단으로 나 어 자아존 감 향상 로그램을 주 1

회 40분씩 총 10회기를 실시하 다. 로그램 종료 후 

실험군, 조군에게 자아존 감과 우울 척도를 이용하

여 사후 검사를 실시하 다. 실험군  한명이 우울척

도에 응답하지 않아 최종 실험군 11명, 조군 13명의 

자료가 수집되었다.

4.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연구 목 에 따라 SPSS(PASW) 18.0 

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 다. 실험  

인구 통계학  특성에 한 두 집단의 동질성은 

x
2-test, 종속변수에 한 두 집단 간의 동질성 검증은 

Mann-Whinety U test로 분석하 으며, 처치 후 사 , 

사후 간의 변화 정도의 유의성을 알기 해 Wilcoxon 

Signed Ranks test를 사용하 다. 이와 함께 표본의 크

기에 향을 덜 받는 Cohen[24]의 피험자 내 효과크기

(effect size)를 각 종속변인 별로 구하여 비교하 다. 

일반 으로 |d|은 0.2-0.3은 작은 효과 크기, 0.5는 간 

효과크기, 0.80은 큰 효과크기를 의미한다[24].  

Ⅲ. 연구결과 

1. 연구 대상자들의 인구 통계학적 특징 
조군 13명  남학생이 5명, 여학생이 8명이며, 학

년분포는 1학년 4명, 2학년 8명, 3학년 1명 이었다. 실험

군은 11명  남학생이 5명, 여학생이 6명이며, 학년분

포는 1학년 3명, 2학년 7명, 3학년 1명이었다. 조군은 

이혼가정이 12명, 사별 가정이 1명이었으며, 실험군은 

이혼가정이 9명, 사별가족이 2명이었다. 실험군과 조

군의 인구 통계학  특성의 분포 차이를 검증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2].

표 2. 실험군과 대조군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

항목 범주

실험군
(n=11)

조군
(n=13) x

2
p

n(%) n(%)

성별 남 5(45.5) 5(38.5) .120 .729여 6(54.5) 8(61.5)

학년
1학년 3(27.3) 4(30.8)

.043 .9792학년 7(63.6) 8(61.5)
3학년 1(9.1) 1(7.7)

가족
형태

이혼 9(81.8) 12(92.3) .599 .439사별 2(18.2) 1(7.7)

2. 실험군과 대조군의 처지 전 자아존중감, 우울 
정도에 대한 동질성 검증

실험군과 조군의 동질성을 검증하기 해 자아존

감과 우울의 사  수로 Mann-Whinety U test를 

실시한 결과(α= .05, 양측검증),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두 집단 간 사  동질성이 확인되었다[표 3]. 

3. 가설 검증
3.1 가설 1
“자아존 감향상 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자아

존 감 향상 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조군 보다 자

아존 감이 높아졌을 것이다.”는 지지 되었다[표 4]. 실

험군은 처치  평균 27.18 에서 29.55 으로 유의하게 

증가하 으나(z=-2.499,  p<.012), 조군은 유의한 변

화가 없었다(z=-.847, p<.397). 한 실험군은 

ES(d)=0.7의 간 크기의 효과를 보 다. 

3.2 가설 2
“자아존 감향상 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자아

존 감 향상 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조군 보다 우

울이 낮아졌을 것이다.”는 지지되었다[표 4]. 실험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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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치  평균 26.18 에서 22.55 으로 우울이 유의하게 

감소하 으나(z=-2.145, p<.032), 조군은 유의한 변

화가 없었다(z=-1.299, p<.194). 한 실험군은 

ES(d)=-0.4의 간 크기의 효과 크기를 보 다. 

표 3.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 검증

항목 집단(n)
M
(SD)

평균
순

u z p

자존감
실험(11) 27.18

(3.54) 9.68
32.750 -.183 .071

대조(13) 30.15
(3.87) 14.88

우울
실험(11) 26.18

(9.72) 12.64
70.000 -.087 .931

대조(13) 25.38
(8.14) 12.38

표 4. 실험군과 대조군의 자아존중감과 우울 점수 변화 차이 
검증

항목
집단
(n)

사 사후
z p d

M(SD) M(SD)

자존감
실험(11) 27.18

(3.54)
29.55
(3.53) -2.499 .012 .7

대조(13) 30.15
(3.87)

28.54
(4.45) -.847 .397 -.4

우울
실험(11) 26.18

(9.72)
22.55
(7.93) -2.145 .032 -.4

대조(13) 25.38
(8.14)

23.08
(8.74) -1.299 .194 -.3

Ⅳ. 논의

한부모 가정은 우리 사회에서 결손 가정, 편부모 가

정으로 불리다가 한국여성민우회를 심으로 ‘온 한 

하나의 가족’이라는 의미로 ‘한부모’라는 용어를 사용하

기 시작하 다[23]. 이러한 용어의 변화는 한부모 가정

을 결핍과 취약성의 에서 강  심으로 바라보려

는 사회  변화를 반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강  

심 에서는 한부모 가정 아동들이 보이는 우울, 불

안, 행동화 문제 등 여러 가지 응 상의 어려움을 문제 

행동으로 규정하지 않고, 응 과정의 일부로 바라본다.  

아동들이 이와 같은 응 상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건강한 성장 발달을 이루기 한 보호요인  하나가 

자아존 감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한부모 가정 등학생

들의 심리  응력을 높여주기 해 학교 장에서 

용할 수 있는 자아존 감 향상 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기 해 시도되었다. 그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아존 감 향상 로그램에 참여한 아동의 자

아존 감은 유의하게 증가하 으나, 조군은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표 4]. 이는 한부모 가정 아동들의 자아

존 감의 정 인 변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이며, 

한부모 가정 아동을 상으로 자아존 감 향상 로그

램을 진행한 최 미[25], 김정희와 정다운[26] 등의 연

구결과와도 일치 한다. Rosenberg[12]는 자아존 감이 

반 된 평가, 사회  비교, 자아귀인, 심리  요성의 

원리에 의해 형성된다고 하 다. 본 로그램은 학교 

장에서 래 집단 로그램 형태로 진행됨으로써 비

슷한 환경에 놓인 래들로 부터 정  반 과 사회  

비교를 경험한 것이 아동들의 자아존 감 향상에 도움

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최 미[25]는 기존 한부모 가정 로그램의 고찰을 

통해 가정환경에 한 부정  인식과 평가가 아동의 자

아존 감에 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하는 

부분에 을 둔 연구가 매우 부족함을 지 하고 있

다. 본 연구는 아동들이 자기 탐색 뿐 아니라 가족에 

한 탐색과 이해를 통해 가족의 다양성을 수용하여 정

인 자아상을 형성하도록 도와 자아존 감 향상에 기

여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 비 을 공유할 수 있는 비

 사탕 게임(2회기)과 자신의 가족 환경을 개방하고 

탐색할 수 있는 미술활동(7회기), 그리고 아동들의 상

황과 유사한 어려움을 해결해 가는 내용의 동화책(8회

기) 등의 다양한 매체와 기법을 활용하여 진행함으로써 

아동들이 보다 쉽게 자기 개방과 탐색의 과정을 경험하

을 것이라 생각된다. 최혜신[27]은 집단 미술치료가 

자신을 표 하기 힘든 한부모 가정 아동에게 자신의 감

정과 생각을 드러내는 의사소통의 기술로 사용될 수 있

는 치료  가치가 있다고 하 으며, 신주은[28]은 동화

책을 활동한 문학  근은 아동이 주변세계와 상호작

용하는 기술을 습득하게 하고, 자신과 다른 사람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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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태도를 학습하게 하여, 아동의 

잘못된 인식에 변화를  수 있는 장 이 있다고 하 다.

둘째, 자아존 감 향상 로그램에 참여한 아동의 우

울은 유의하게 감소하 으나 조군은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표 4]. 이는 본 로그램이 한부모 가정 아동들

의 우울감 감소에 기여하 음을 의미하며, 김혜린[29], 

김미한[30] 등의 연구결과와도 일치 한다. Beck[20]은 

우울의 인지 이론에서 자아에 한 부정  신념을 우울

증 유발 요인의 하나로 보고 이의 개선을 치료 목표로 

삼았다. 본 연구의 자존감향상 로그램은 자신과 가족

에 한 부정  신념과 무가치감을 개선하도록 도와 우

울 감소에 기여하 을 것으로 사료된다. 

심리․사회  부 응은 우울을 유발하고, 우울은 다

시 아동의 응을 방해하는 악순환이 반복 된다. 우울

한 아동은 부정 인 자기 평가, 불행감, 에 지와 동기

의 하, 미래에 한 부정 인 생각 등과 같은 증상을 

보이며 심하게는 자살로 이어 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방  재가 무엇 보다 필요하다[7]. Robinson, Graber 

& Hilsman[31]의 연구에서 스트 스가 높은 조건하에

서 낮은 자아존 감을 가진 청소년은 심한 우울을 경험

하 으나, 높은 자아존 감을 가진 청소년은 스트 스

에 향을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Orth, Robins 

& Roberts[32]는 청소년과 기성인을 상으로 한 종

단  연구에서 재의 낮은 자아존 감이 미래의 우울

증 발병을 유의하게 측한다고 제시하 다. 따라서 자

아존 감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재가 우울증의 방

 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자아존

감 향상 로그램은 자아존 감에 한 효과 크기가 

ES(d)=0.7, 우울감 감소에 한 효과 크기 ES(d)=-0.4

로 측정되어 학교와 지역아동센터 등 다양한 실무 장

에서 한부모 가정 아동들의 심리  응을 도울 수 있

는 근거 기반 재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의의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한부모 가정 등학생들을 강  심의 시각으

로 바라보고 이들의 보호요인인 자아존 감을 향상시

킬 수 있는 로그램을 개발  용하여 효과를 검증

하 다는 것에 의의가 있을 것이다. 한 기존의 한부

모 가정 아동들을 상으로 한 자아존 감 향상 로그

램들이 상자의 필요에 특화되지 못하고, 일반 인 자

아존 감 향상을 도모하 다면, 본 로그램은 아동들

이 직면한 어려움 즉 가족의 기능 ․구조  변화를 이

해하고 수용하는 것에 보다 을 두고 개발되어 한부

모 가정 아동들의 자아존 감과 우울감에 실질 으로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 사료된다. 둘째, 인지행동  기

법, 미술치료, 독서치료 등 문헌에서 그 효과가 입증된 

다양한 기법과 매체를 아동의 필요에 맞게 조직하고 제

공하 다. 이는 아동에게 질 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다학제  근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

라 할 것이다. 셋째, 본 로그램은 돌 교실 학생들을 

상으로 학교 방과 후 시간에 진행되었다. 돌 교실, 

지역 아동 센터 등 한부모 가정 아동들을 정기 으로 

돌보고 있는 기 에서 이들의 심리정서 증진을 해 사

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 과 후속 연구를 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은 수의 표본을 상으로 로그램을 실

시하 기에 비모수 검정을 통해 로그램의 효과를 검

증 하 다. 이에 따라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추

후연구에서는 일반화를 해 모수검증이 가능하도록 

상자의 수를 늘려 반복 연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 감을 총제  자

아로 측정하 으나, 로그램 구성에 있어서 개인  자

아와 가족  자아의 향상이 구분됨으로 추후 연구에서

는 세부 역으로 구분된 자아존 감 척도를 사용한다

면 로그램의 효과를 보다 구체 으로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추후 연구에서는 아동의 심리  

응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한다면 우울을 경감시킬 수 

있는 자아존 감의 요소를 가미하여 수정 보안하는 것

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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