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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관계증진훈련 프로그램이 청소년 초기 아동의 자존감, 
집단따돌림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
정현옥1, 김희숙2

1경북대학교병원�정신건강의학과병동,�2경북대학교�간호대학

Effects of a Positive Peer Relationship Training Program on Self-Esteem, 
Bullying, and Depression for Children in Early Adolescence
Hyun OK Jung1, Hee Sook Kim2

1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Daegu; 2College of Nursing,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Korea

Purpose: This study was done to identify the effects of the Positive Peer Relationship Training Program on self-esteem, bullying, and depres-
sion. Methods: The research design was a quasi-experimental research with a nonequivalent control group non-synchronized pre-posttest. The 
recruited participants were forty-four 6th graders at an elementary school in G city. The research was carried out from September 10 to Novem-
ber 19, 2012. To test the effects of the Positive Peer Relationship Training Program, the participan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an experi-
mental group (23) and a control group (21). The Positive Peer Relationship Training Program was provided to the experiment group for 45 
minutes/session twice a week, for 4 weeks. Data were analyzed using Fisher’s exact probability test, χ2-test and t-test with the SPSS/WIN 18.0 
program. Results: After attending the Positive Peer Relationship Training Program, no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in self-esteem scores 
but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in bullying and depression scores between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ntrol group (t=1.27, p = 
.212, t=-2.10, p =.042; t=-2.37, p =.023). Conclusion: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Positive Peer Relationship Training Program is an effective 
nursing intervention for decreasing bullying and depression among Children in Early Adolesc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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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초 · 중 · 고생을 대상으로 2013년 교육부에서 실시한 정서 · 행동 특

성검사 결과에 의하면 우울증 징후나 폭력 성향을 보여 지속적인 상

담 및 관리가 필요한 학생의 비율은 2010년 12.8%에서 2012년 16.3%로 

증가하였고, 불안 · 우울 등을 극복하기 위한 심층상담과 같은 집중관

리가 요구되는 학생은 2010년 2.6%에서 2012년 4.5%로 증가하였다. 이

중에서 초등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16.6%와 2.4%였으며, 정서·행동 문

제가 초등학교 시기부터 학교 부적응 현상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었

다(Ministry of Education, 2013).

초등학생 중 고학년의 학령기 후기 아동은 발달단계상 아동기에서 

청소년으로 전환되는 시점인 청소년 초기에 해당된다(Sceinberg, 2011). 

즉, 이차성징의 발현 등 사춘기의 신체변화가 나타나고, 심리적 · 정서

적으로 불안정하며, 가족중심의 관계에서 교사·또래와 같은 보다 확대

된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면서 생각이나 감정 또는 경험이나 문제를 

함께 공유한 또래를 중요한 사회적지지 자원으로 평가하게 된다

(Brown & Klute, 2006). 이 시기의 의미 있는 타인으로 대두된 또래는 

아동이 가정에서 사회로의 적응과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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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아동의 자아개념의 발달과 대인관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대인관계 및 정신건강, 행동문제 등의 적

응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Hartup, 1993)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

해서 주의 깊게 관리하고 지도되어야 할 영역이다(Lee & Min, 2013).

원만한 또래관계의 형성을 위해서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형성되는 자존감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된다(Oh, 2006).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된 긍정적인 자존감은 아동 개인의 적응, 건강한 성

격발달과 학업성취, 자아실현, 학교생활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성인기의 행동과 감정, 성취 및 대인관계에 이르기까지 심

리사회적 적응에 폭넓은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집단따돌림이나 학교

폭력 문제, 학교생활에서의 또래관계 문제 등의 사회적인 원인, 급격한 

신체적·심리적 변화 등의 초기 청소년기의 발달 특성, 가정환경에서 오

는 생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자존감이 저하될 수 있다. 특히 자존감

을 저하시키는 집단따돌림은 학령기 후기 아동의 자존감을 저하시키

는 중요요인으로 학교폭력의 한 유형이며 동시에 학교폭력을 대표하

는 상징적 개념이다(Yoo, Lee, & Lee, 2013).

2012년도 2차 학교폭력실태조사에 의하면 학교폭력 피해자 비율이 

초등학교가 11.1%, 중학교 10.0%, 고등학교 4.2%로 나타나 초등학교의 

경우 가장 높게 나타났다(Ministry of Education, 2012). 그리고 초등학

교 시절에 겪는 집단따돌림은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학

년이나 중·고등학교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장기적인 특성을 지

니고 있다(Jung & Chae, 2004). 즉 따돌림으로 인한 아동기의 잠재된 

부정적 정서인 자존감 저하, 열등감 및 수치심 및 적개심 등이 청소년

기의 비행, 알코올 중독, 우울, 학교중도탈락 같은 부적응 행동과 연계

되는 더 큰 문제로 진전될 가능성이 높다(Yang, Kim, & Lee, 2008).

이러한 부적응 행동 중 아동기의 우울은 건전한 자아의식 형성과 

학습 능력 및 문제해결 능력을 감소시키며, 미래에 대한 부정적 자기인

식을 키워 학업 및 또래관계 문제(Rohde, Lewinsohn, & Seeley, 1994) 뿐

만 아니라 반사회적 행동, 약물남용, 가출, 사회적 철회 등 이차적인 문

제를 발생시켜(Angold, Costello, & Erkanli, 1995) 아동 및 청소년기의 

지적·사회적 발달과업을 저해한다. 따라서 우울은 학교 적응에 있어 심

각한 장애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성인기까지 이어지면서 자살과 같은 

심각한 심리·사회적 손상으로 확대되므로 아동기의 우울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하는 연구변수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건강한 발달과 원만한 대인관계 형성을 위해서는 아동기의 자존감 향

상, 따돌림 방지, 우울 감소를 위한 방안이 그 무엇보다 필요하다.

청소년 초기 아동을 대상으로 또래관계증진을 위해 그동안 이루어

진 선행연구들로는 자존감 향상(Gao, Hwang, & Kang, 2010; Kim, 

2011; Oh, 2006)과 집단따돌림 예방(Jeong & Kim, 2008; Jung & Chae, 

2004; Kim, 2011) 등이 주로 연구되어 왔다. 즉, 자존감과 대인관계, 의

사소통기술 및 사회성 등에 관한 연구와 집단따돌림과 사회적 고립, 

학교폭력 등의 효과성을 부분적으로 본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여 이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자존감 저하, 집단따돌림 및 우울 등의 개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 아동기의 원만하고 효율적인 또래관계의 형성과 유지를 통해 

긍정적 자존감을 형성시키고, 집단따돌림 및 우울을 감소시켜 부정적

인 대인관계를 다루어 나가는 능력을 개발할 수 있다면, 건전한 인격적 

성장 및 자기실현을 이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기의 많은 부적응 

행동이나 문제를 예방하게 되어 삶의 질이 풍요로워질 수 있으며(Jang, 

Yoon, Kim, & Park, 2010), 나아가 성인기의 적응적 대인관계에도 영향

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학교 및 지역사회 내에서 통합적인 정신건강증

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이 시기의 아동이 집단따돌림 및 우울과 같

은 심리적인 부적응 양상을 경험하지 않고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

도록 중재하는 것은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의 중요한 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또래관계증진훈련 프로그램이 사춘기의 시작점인 

청소년 초기 아동의 자존감, 집단따돌림 및 우울에 미치는 중재 효과

를 규명함으로써 지역사회 아동청소년의 또래관계 향상을 위한 정신

간호중재 프로그램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

본 연구는 또래관계증진훈련 프로그램이 청소년 초기 아동의 자존

감, 집단따돌림 및 우울에 미치는 중재 효과를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또래관계증진훈련 프로그램이 청소년 초기 아동의 자존감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한다.

둘째. 또래관계증진훈련 프로그램이 청소년 초기 아동의 집단따돌

림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한다.

셋째. 또래관계증진훈련 프로그램이 청소년 초기 아동의 우울에 미

치는 효과를 확인한다.

연구 가설

가설 1. 또래관계증진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의 자존감 점

수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높아질 것이다.

가설 2. 또래관계증진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의 집단따돌림 

점수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낮아질 것이다.

가설 3. 또래관계증진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의 우울 점수

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낮아질 것이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또래관계증진훈련 프로그램이 청소년 초기 아동의 자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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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집단따돌림 및 우울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한 유

사실험연구로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과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을 

둔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시차설계(nonequivalent control group non-

synchronized design)를 적용하였다.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G시에 소재하는 일개 초등학교 6학년생으로 

학업성취도와 수업참여 분위기가 비슷한 2개의 반을 임의표집 하였

다. 임의표집한 2개 반의 학생 대표가 직접 교무실에 모여 동전 던지기

를 하여 앞면이 나온 반의 전체 학생 27명을 실험군으로, 뒷면이 나온 

반의 전체 학생 26명을 대조군으로 할당하였으며, 실험군의 실험군과 

대조군의 외생변수를 동질성 검정으로 통제하였다. 본 연구에 적합한 

대상자 수는 G*power 프로그램의 유의수준 α =.05, 효과크기 .80, 

power 1-β =.80, 단측 검정으로 독립 t-검증에 필요한 표본 수는 각 집

단 최소 21명이었다. 이를 근거로 20% 탈락률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 

참여할 것을 서면으로 동의한 실험군 27명, 대조군 26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동의한 실험군에서는 기재 불성실 3

명, 프로그램 중도 탈락자 1명이 발생하였고, 대조군에서는 무응답 2

명, 기재불성실 3명이 발생하여 최종적으로 실험군 23명과 대조군 21

명으로 총 44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연구 도구

자존감

Rosenberg (1965)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자존감 척도(Rog-

enberg Self-Esteem Scale)를 Jeon (1974)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0개 문항으로 긍정문항 5개, 부정문항 5개로 ‘대체로 그

렇지 않다’ 1점에서 ‘항상 그렇다’ 4점인 Likert 4점 척도이다. 부정문항

은 역산하여 전체 점수 범위는 10점에서 40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존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Jeon (1974)의 연구에서 도구의 Cron-

bach’s α =.85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63이었다.

집단따돌림

집단 따돌림을 측정하기 위해 Crick과 Grotpeter (1996)가 제작하고 

Choi와 Lim (1999)이 번안 · 수정한 사회경험 자가 설문(Social Experi-

ence Questionnaire, SEQ)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4개 문항

으로 관계상의 따돌림 4개 문항과 명백한 따돌림을 5문항, 친사회적 

행동을 받지 못함을 측정하는 5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항상 그렇다’의 5점인 Likert 5점 척도이다. 10번부터 14번 문항은 역산

하며, 전체 점수 범위는 14점에서 70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따돌림

을 많이 당하고 친사회적 행동을 적게 받는 것을 의미한다. Choi와 

Lim (1999)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각 요인별로 각각 .76, .83, .84였

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88이었다. 

우울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 Kovacs (1985)가 개발한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CDI)를 Cho와 Lee (1990)가 번안한 한국판 아동용 우울척

도(Korean form of the Kovacs’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를 사용

하였다. 이 도구는 자가보고형 검사로 부정적 자기상 12문항, 대인관계 

7문항, 기분과 신체증상 8문항의 3개의 하위영역으로 총 27문항이다. 

0-2점의 Likert 척도로 측정하며, 총점의 범위는 0-54점으로 점수가 높

을수록 우울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즉, 최종 평가 시 4단계로 

나누어 11-13점이 정상, 14-16점은 경증의 우울, 17-19점은 중등도의 우

울, 20점 이상은 중증의 우울로 구분된다. Cho와 Lee (1990)의 연구에

서 Cronbach’s α =.8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89였다.

실험처치

본 연구자는 정신전문간호사와 정신보건요원 자격을 소지하고 있으

며 이야기치료사 자격증 과정을 이수하였고, 현재 대학병원의 정신건

강의학과 병동간호사와 정신건강증진센터 외래강사로 활동하면서 아

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집단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한 경험이 있다.

본 프로그램은 청소년 초기 아동의 또래관계의 주요변수인 자존감, 

집단따돌림 및 우울의 의미를 인식하고, 또래를 도울 수 있는 역량 강

화를 위한 대인관계기술 향상을 도모하여 개인의 긍정적인 내적 변화

와 환경에 대한 부적응 행동 감소를 목적으로 한다. 즉, 우울 증상 및 

자살과의 연계성 파악, 힘든 친구 돕는 방법 습득, 도움을 받을 수 있

는 자원 및 연계방법 등을 숙지하여 위험에 처한 또래를 발견하고 도

움을 줄 수 있는 또래관계를 형성하고 아동청소년의 또래관계증진을 

통해 정신건강증진을 추구하는 통합적 예방프로그램이다. 

본 연구에 사용된 프로그램은 Kim 등(2011)에 의해 개발된 초등학

생용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과 교우관계증진 집단상담 

프로그램(Kim, 2011)을 바탕으로 정신간호학 교수 1인과 1급 정신보건

간호사 1인의 자문을 통해 내용을 검증받아 연구자가 청소년 초기 아

동 학생에게 적합하도록 내용을 수정·보완하였으며, 프로그램의 구성 

및 전체 진행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주 1회씩 1시간의 워크숍을 통해 

프로그램 내용을 숙지시킨 후 1급 정신보건간호사 1인과 정신간호학 

전공 석사과정 대학원생 1인을 연구보조진행자로 활용하였다. 제공한 

프로그램은 총 8회기로 4주 간 주 2회를 연구자와 2인의 보조진행자가 

함께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훈련 내용으로는 첫 회기의 ‘반갑다 친구야’

를 통해 프로그램 전체진행과 내용에 대해 이해를 도모하였고, 집단원

간에 친밀감 및 신뢰감을 형성한 후 이를 토대로 소중한 우리, 나 이해

하기, 나의 힘든 마음 표현하기, 친구이해하기, 친구와 효율적인 대화하

기, 친구 돕기 및 친구와 하나 되기 순으로 진행하였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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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수집 방법

국립B병원의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승인(IRB: 3-002)

을 받았으며, 설문조사에 앞서 G시에 소재하는 일개 초등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한 후 학교장에게 프로그램 장소

와 연구진행에 대한 허락과 동의를 받았다. 자료수집기간은 2012년 9

월 10일부터 11월 19일까지였으며,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연구 전에 

각 반에 들어가 연구대상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한 후 

모든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되어 비밀보장이 되는 점과 원하지 않을 경

우에는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서면동의서

를 받았으며, 보호자에게는 가정통신문을 발송하여 서면동의를 받았

다. 그리고 조사자 간의 측정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상자에게 주

는 정보를 통일하고 자료수집 방법과 절차 및 도구들에 관한 프로토

콜을 만들어 연구보조진행자를 교육하였으며, 본 연구의 후광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프로그램 진행자인 연구자를 제외한 2인의 연구보조진

행자가 자료수집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대상자는 같은 학교에서 생활하는 서로 다른 반이므로 처치

의 확산을 막기 위해 먼저 대조군에게 2012년 9월 10일과 10월 5일에 

자존감, 집단따돌림, 우울 검사 설문지를 이용하여 사전사후자료를 수

집하였으며, 실험군은 집단의 역동성을 고려하여 7명씩 4개의 집단으

로 구성하여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날 사전검사를 실시하였다. 2012년 

10월 24일에서 11월 19일까지 월, 수 주 2회(회당 45분), 실험대상자들이 

모인 교실에서 연구자와 2명의 연구보조원이 프로그램을 적용하였고, 

종결하는 날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측정문항들의 내용의 타

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사전사후 검사 시 2명의 연구보조진행자가 프로

토콜에 있는 내용 외에는 어떠한 대화도 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연구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자료수집이 종결된 이후 프로그램을 원하는 

대조군 아동에게 8회기의 또래관계증진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 분포는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하였다. 종속변수에 대한 집단별 정규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왜도 값을 살펴본 결과, 절대 값이 1.0보다 작아 정규분

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Kolmogorov-Smirnov 정규성 검정에서 

Table 1. Contents of Positive Peer Relationship Training Program

Session                    Subjects                                                                                        Activities Time (minutes)

1 Nice to meet you, friends · Pre-test 
· Orientation of program
· Watching video about preciousness of friends 
· Self-introduction
· Deciding on program rules and taking a vow

45

2 Precious us · O, X quiz on respect for life
· Finding the meaning of respect for life
· Identifying the similarities between respect for life and respect for friends

45

3 Understanding yourself · ”I’m proud.”
· Sharing the meaning of self-esteem 
· Learning how to improve self-esteem 

45

4 Expressing your painful heart · Understanding emotional words through a bingo game 
· Using emotional cards to express my current feelings 
· O, X quiz on depression
· Sharing crisis management skills
· Learning how to ask for help when you are in trouble

45

5 Understanding friends · Understanding the difference between friends and me
· Knowing a friend’s difficult time
· Finding a friend’s strength, through “The friendship of a basket of apples”
· Applying self-esteem improvement applause to friends

45

6 Effective conversation with friends · Understanding the behaviors which help the friendship and break the friendship
· Watching a video “The importance of interest”
· Learning the basic attitude of conversation (Listen, Respect, Empathy) and Role-playing
  (I-Message)

45

7 Helping friends · Learning the 5 steps of helping friends in difficulty
· Watching a video about a tough friends and practicing
· Role-playing the 5 steps of helping friends

45

8 Becoming one with your friends · Watching a video ‘all of us session 1–7’ and think about the “Newly changed me”
· Sharing opinions and Giving Peer helper certification
· Post-test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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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수준 .05보다 높았고, Q-Q도 표에서 데이터들이 직선에 가까워 정

규분포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

의 동질성 검정은 한 그룹의 대상자수가 5 이하인 경우는 비모수검정

인 Fisher’s exact probability test로, 5 이상인 경우는 χ2-test로 분석하였

고, 종속변수에 대한 실험 전 동질성 검정은 t-test로 검정하였다. 또래

관계증진훈련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가설 검정을 위해 실험군과 대

조군 각각 중재 전후 차이 값에 대한 두 집단 간의 비교는 t-test로 검정

하였다. 도구들의 신뢰도는 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동질성 검정

본 연구의 대상자는 실험군 23명과 대조군 21명으로 총 44명이었다. 

전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성별을 보면 여자가 실험군 56.5%, 대

조군 52.4%로 남자보다 많았으며, 동거가족은 핵가족이 실험군 91.3%, 

대조군 100%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출생순위는 실험군과 대조군 모

두 둘째이상이 65.2%, 61.9%로 첫째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친

한 친구 수에서는 실험군과 대조군 각각 3명 이상이 56.5%, 52.4%로 가

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학교생활만족도에서는 실험군은 만족과 

보통이 47.8%, 대조군은 보통 42.9%를 차지하였으며, 학업성적에서는 

실험군은 중위권이 39.1%, 대조군은 상위권이 47.6%를 차지하였다. 부모

님의 직업 유무에서는 아버지의 경우 실험군은 87.0%, 대조군은 95.2%

가 있다고 대답하였으며, 어머니의 경우 실험군은 69.4%, 대조군은 

76.2%가 있다고 대답을 하였다. 경제수준은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중

정도가 73.9%, 42.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주변에서 직접적

으로 자살을 시도한 사람의 유무에서는 없다가 실험군의 91.3%, 대조

군 85.7%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이상과 같이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

질성을 검정한 결과 두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동질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종속변수의 사전 동질성 검정

또래관계증진훈련 프로그램 실시 전 두 집단 간의 자존감은 실험군

이 평균 30.9 ± 4.16점, 대조군 평균은 29.1 ± 4.28점으로 두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집단따돌림은 실험군의 평균이 23.4 ± 6.80점, 

대조군이 25.0 ±8.06점으로 두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어 두 군

의 통계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우울은 실험군 평균이 5.9 ± 4.66

점, 대조군의 평균이 9.5 ±7.94점으로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어 

두 집단은 동질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가설 검정

가설 1. 또래관계증진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의 자존감 점

수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높아질 것이다. 또래관계증진훈련 

프로그램 실시 후 자존감 점수는 실험처치 전후 차이를 비교해 본 결

과 실험군에서는 사전 30.9 ± 4.16점에서 사후 32.9 ± 4.56점으로 2.0 ±

5.44점 상승하였고, 대조군은 사전 29.1± 4.28점에서 사후 29.3 ± 5.35점

으로 실험군이 더 높아졌으나 두 군 사전 사후 차이 점수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어(t=1.27, p =.212) 가설 1은 기각되었다(Table 4). 

가설 2. 또래관계증진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의 집단따돌림 

점수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낮아질 것이다. 또래관계증진훈

련 프로그램 실시 후 집단따돌림 점수는 실험처치 전후 차이를 비교

해 본 결과 실험군 -4.3 ±7.29점, 대조군 -0.1± 5.68점으로 두 군 간에 유

Table 2. Homogeneity of General Characteristics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N=44)

Characteristics Categories
Exp. (n = 23) Cont. (n = 21)

χ2 p
n (%) n (%)

Gender Male 10 (43.5) 10 (47.6) 0.08 .783
Female 13 (56.5) 11 (52.4)

Family structure Extended 2 (8.7) 0 (0.0) 1.91* .489
Nuclear 21 (91.3) 21 (100.0)

Birth order 1 8 (34.8) 8 (38.1) 0.05 .820
2 ≤ 15 (65.2) 13 (61.9)

Number of close 
   friends

None 1 (4.3) 2 (9.5) 0.58* .902
1-2 9 (39.1) 8 (38.1)
3 ≤ 13 (56.5) 11 (52.4)

Satisfaction with 
   school life

Satisfied 11 (47.8) 6 (28.6) 4.97* .079
Middle 11 (47.8) 9 (42.9)
Dissatisfied 1 (4.3) 6 (28.6)

Academic 
   achievement

High 8 (34.8) 10 (47.6) 0.82* .795
Middle 9 (39.1) 7 (33.3)
Low 6 (26.1) 4 (19.0)

Father working Yes 20 (87.0) 20 (95.2) 0.98* .512
No 1 (4.3) 0 (0.0)

Mother working Yes 16 (69.6) 16 (76.2) 0.24 .622
No 7 (30.4) 5 (23.8)

Economic level High 4 (17.4) 8 (38.1) 4.28* .109
Middle 17 (73.9) 9 (42.9)
Low 2 (8.7) 4 (19.0)

Suicide attempt
   in neighbor

Yes 2 (8.7) 3 (14.3) 0.34* .658
No 21 (91.3) 18 (85.7)

*Fisher = Fisher’s exact probability test.
Exp. = Experimental group; Con. = Control group.

Table 3. Homogeneity Test of Dependent Variables in Pre-test (N=44)

Variables
Exp. (n = 23) Cont. (n = 21)

t p
M ± SD M ± SD

Self-esteem 30.9 ± 4.16 29.1 ± 4.28 1.47 .150
Bullying 23.4 ± 6.80 25.0 ± 8.06 -0.70 .489
Depression 5.9 ± 4.66 9.5 ± 7.94 -1.82 .079

t = Independent t-test; Exp. = Experimental group; Cont. = 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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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차이를 보여(t= -2.10, p =.042) 가설 2는 지지되었다(Table 4). 

가설 3. 또래관계증진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의 우울 점수

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낮아질 것이다. 또래관계증진훈련 프

로그램 실시 후 우울 점수는 실험처치 전후 차이를 비교해 본 결과 실

험군 -2.1 ± 3.53점, 대조군 1.4 ± 6.20점으로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t= -2.37, p =.023) 가설 3은 지지되었다(Table 4).

논 의

본 연구는 또래관계증진훈련 프로그램이 청소년 초기 아동의 자존

감, 집단따돌림 및 우울에 미치는 효과를 검정하고자 실시되었으며, 연

구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또래관계증진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과 참여하지 않은 대

조군의 자존감 점수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의 

성장속도에 따라 정서적·지적·사회적 발달정도의 차이가 큰 청소년 초

기 아동의 발달특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즉, 이 시기의 개

인 간 발달수준의 차이가 Rosenberg의 자존감 척도에 내포된 ‘가치 있

는’, ‘좋은’, ‘실패한’, ‘대체로’, ‘좀 더’, ‘쓸모없는’, ‘때때로’ 등의 추상적인 

단어를 인지하고 해석하는데 혼란을 가져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

고능력의 저하를 초래하였다. 또한 8회기라는 짧은 시간동안 아동기의 

자기중심적인 사고, 혹은 지나치게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자아의식, 학

업적인 자신감 결여 등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게 하고 긍정적 태도를 

지니게 하여 자존감을 향상시키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여

겨진다. 본 연구결과는 기존의 또래관계증진 프로그램을 활용한 연구

결과(Gao, Hwang, & Kang, 2010; Kim, 2011)와 일치하지 않는다. 선행

연구들의 프로그램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주어진 환경에 대한 변화를 도모하여 자기이해 및 타인에 대

한 건전한 의식을 함양시켜 자존감을 증가시킨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

만 본 연구의 또래관계증진훈련 프로그램 과정에 참가한 아동은 훈련 

직후에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친한 또래가 자신감을 얻도록 도

와주기위해 그들의 장점에 관심을 가지거나 또래와의 차이점을 인정

하면서 서로 이해해주는 모습을 보였다. 게다가 자신들의 집단속에서 

소속감을 느끼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고, 자신의 감정과 정서, 

의견을 능동적으로 전달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내면과 행동을 또래에

게 드러내면서 이성적으로 사리를 분별하고 해석하여 타인을 수용하

고자하는 행동을 보였다.

그러므로 앞으로 본 또래관계증진훈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구

를 재시행할 때 청소년 초기 아동용으로 개발된 자존감 척도를 사용하

고, 대인관계기술이 습관화·내면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 · 반복적으로 

프로그램을 적용한다면 그 중재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래관계증진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대

조군보다 집단따돌림 점수가 유의하게 낮았다. 이는 제공된 훈련프로

그램이 또래 및 자신의 차이점 인식, 또래 존중의 의미, 상호간 감정이

해, 타인을 그대로 수용하는 방법 등이 포함되어 초기 청소년 아동의 

또래에 대한 중요성이 향상되어 이들과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지면서 

증가된 친사회적 행동이 집단따돌림과 같은 사회관계의 어려움을 극

복하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본 프로그램은 청소년 초

기 아동이 공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상황 제시를 통하여 위험에 처한 

친구를 돕는 일련의 과정을 역할극으로 재현해 보게 함으로써 자신도 

친구를 도와줄 수 있는 의미 있는 존재이고, 자신 또한 힘든 상황에 처

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또래가 옆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것

이 또래관계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결

과는 기존의 또래관계증진 프로그램을 활용한 연구결과(Jeong & Kim, 

2008; Jung & Chae, 2004; Kim, 2011)와 일치한다. 선행연구에서 제공된 

프로그램은 아동이 생각이나 감정을 스스로 표현하게 함으로써 또래

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존중하는 능력 및 타인을 있는 그대로 수용

하는 능력을 향상시켰다. 또한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학교생활

과 친사회적 행동을 강화시켜 집단따돌림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한 것

으로 여겨진다. 이상의 결과를 비추어볼 때 또래관계증진훈련 프로그

램은 청소년 초기 아동의 집단따돌림 감소에 유용함을 알 수 있다.

또래관계증진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대

조군보다 우울 점수가 유의하게 낮았다. 아동기의 우울은 청소년기 및 

성인기 우울의 전조가 되며, 청소년기 사망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인 

자살의 직접적인 심리적 영향요인이다(Chang, 2011; Park & Moon, 

Table 4. Comparisons of Self-esteem and Bullying between the Two Groups (N=44)

Variables Group
Pre-test Post-test Post-Pre

t p
M ± SD M ± SD M ± SD

Self-esteem Exp. (n = 23) 30.9 ± 4.16 32.9 ± 4.56 2.0 ± 5.44 1.27 .212
Cont. (n = 21) 29.1 ± 4.28 29.3 ± 5.35 0.2 ± 3.45

Bullying Exp. (n = 23) 23.4 ± 6.80 19.1 ± 6.28 -4.3 ± 7.29 -2.10 .042
Cont. (n = 21) 25.0 ± 8.06 24.9 ± 8.14 -0.1 ± 5.68

Depression Exp. (n = 23) 5.9 ± 4.66 3.7 ± 4.22 -2.1 ± 3.53 -2.37 .023
Cont. (n = 21) 9.5 ± 7.94 10.9 ± 9.03 1.4 ± 6.20

t = Independent t-test; Exp. = Experimental group; Cont. = 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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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본 훈련 프로그램은 우울에 대한 도전 골든벨 OX게임을 통해 

우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정리하고, 모둠 내에서 나의 위기 극복방

법을 나누어 힘든 때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습득하였다. 또한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대안적인 사고 및 방법을 익히고, 힘든 친구를 돕

는 5단계를 활용함으로써 문제해결 단계를 알고 실제 상황에 적용해 

보도록 하였다. 이것이 현재 상황에 대한 아동의 인지적 왜곡을 긍정

적으로 전환하여 현재 상황뿐만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긍

정적으로 지각하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하게 되어 우울감소에 도움이 되었다고 여겨진다. 현재 청소년 초기 아

동을 대상으로 본 연구와 동일한 또래관계증진훈련 프로그램을 적용

하여 효율적으로 우울을 감소시킨 연구가 미흡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 그러나 또래관계의 문제로 인해 유발된 우

울은 긍정적인 사회기술을 습득하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유

지하는데 걸림돌이 되어 청소년 초기 아동의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

친다(Seo & Kim, 2013)는 연구와 우울예방교육에 참여한 아동이 참여

하지 않는 아동에 비해 우울증상이 낮다(Stice, Shaw, Bohon, Marti, & 

Rohde, 2009)는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한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또래관

계증진훈련 프로그램이 또래관계 속에서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우

정의 본질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함으로써 자신의 성장뿐만 아니라 또

래관계에서 성숙한 지원체계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기여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 결과 간호학적 의의는 첫째, 신체적 · 심리적 · 지적 혼란기에 

있는 청소년 초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또래관계증진훈련 

프로그램은 모든 학생들을 포함하는 보편적 예방프로그램으로 긍정

적인 자존감 형성, 대인관계 기술향상과 개인의 내적 적응 능력 및 문

제해결 능력 배양을 도모하는 집단정신간호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학

교 및 지역사회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집단따돌림, 우울, 자살 등의 부

적응 현상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삶의 질을 증

진시키는 효과적인 정신간호중재로 활용될 수 있으며 나아가 아동청

소년 정신간호학의 영역 확대와 전문화에 기여할 수 있다. 둘째, 지역사

회 아동청소년들의 정신건강증진을 담당하는 Wee센터나 정신보건센

터에서 해당 지역 학교의 아동청소년들 대상으로 일차예방 사업의 일

환으로 또래관계증진훈련 프로그램이 활용된다면 정신건강에 긍정적 

효과를 미쳐 집단따돌림, 우울 등의 심리적 부적응 현상을 감소시킬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존감 척도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개발되어 현재 

전 연령을 대상으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도구로 청소년 초기 아

동의 발달적 특징을 간과하여 도구의 내적일관성인 신뢰도가 .63으로 

낮았으므로 후속 연구 시에 연구 대상자의 발달적 시기를 고려한 척도

를 이용하면 도구의 신뢰도를 더욱 높일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또래

관계증진훈련 프로그램을 청소년 초기, 청소년기, 청소년 후기 등 개발

하여 활용할 것을 제언한다. 청소년기는 각 발달단계의 정서적·지적·사

회적 특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셋째, 또래관계증진훈련 프로그램의 지

속되는 중재 효과 기간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효율적인 재

교육시기를 확인하여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을 실시한다면 그 중

재효과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결 론

본 연구는 또래관계증진훈련 프로그램이 청소년 초기 아동의 자존

감, 집단따돌림 및 우울에 미치는 효과를 검정하고자 실시하였다. 또

래관계증진훈련 프로그램 참여 후 자존감의 실험처치 전후 차이를 비

교해 본 결과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집단따

돌림과 우울은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낮아져 또래관계증진

훈련 프로그램이 청소년 초기 아동의 또래관계를 향상시키는데 효과

적인 중재임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학교 현장이나 지역사회 내에서 활

동하는 간호사들이 학생들의 집단따돌림을 예방함으로써 친구관계

를 향상시키고 우울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간호중재로 또래관계증진훈

련 프로그램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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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목적

또래관계증진훈련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청소년 초기 아동의 자존

감, 집단따돌림 및 우울에 미치는 중재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방법

총 8회기를 한 장소에서 일정한 시간에 연구자와 2명의 연구보조원

이 함께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대조군에게 4주간의 간격으로 자존

감, 집단따돌림 및 우울 검사 설문지를 이용하여 사전사후자료를 수집

한 후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날 실험군의 사전검사를 실시하였고, 프

로그램을 종결하는 날 실험군의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SP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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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Fisher’s exact probability test, χ2 test 및 

t-test로 분석하였다.

결과

또래관계증진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자

존감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집단따돌림과 우울은 유의한 차이가 

있어, 본 프로그램이 청소년 초기 아동의 집단따돌림 및 우울을 감소

시킴으로써 내적 적응력 및 대인관계를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인 중재

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

또래관계증진훈련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중재효과 및 효율적인 재

교육시기를 확인하기 위해서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 추후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으며, 학교 및 지역사회 내에서 학생들의 내적 적응력과 

대인관계 향상을 위한 중재전략 수립 시 또래관계증진 훈련프로그램

을 활용한다면 본 연구의 결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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