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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In this study the effects of Self-Development program on self-esteem and communication in middle 
school students were examined. Method: Forty-three middle school students in D City participated in a survey, 
which was carried out from October to November, 2007. To test the effects of the Self-Development Program, the 
studen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an experimental group (23) and a control group (20). The research design 
used in this study was a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posttest quasi-experimental research design. The research 
tools included a self-esteem scale and a communication scale. Chi-square test, paired t-test, and t-test were used to 
analyze the data with the SPSS/WIN 12.0 program. Result: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in self-esteem scores 
between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ntrol group. But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two 
groups on communication scores. Conclusion: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Self-Development program is a useful 
nursing intervention for improving the self-esteem of middle school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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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기는 발달단계상 과도기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심

리적, 신체적, 생리적, 인지적 변화를 경험하면서 독립된 개체

로서의 위치가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로 신체적 변화와 부모

로부터의 독립, 성적이나 진로 문제 등으로 인한 정서ㆍ행동 

문제 등을 가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경우, 입

시위주의 교육에서 발생하는 과다한 경쟁, 또 부모의 지나친 

기대는 청소년들에게 강한 스트레스로 작용하며, 이러한 스트

레스는 청소년기의 정서ㆍ행동 문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청소년기 정서ㆍ행동 문제로는 우울 및 불안과 정서장애가 

가장 많으며, 이와 관련된 자살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

르는 학교 폭력, 흡연과 음주 문제, 가출, 학교중퇴, 비행 문

제 등이 있다(Pelkonen, Marttunen, & Aro, 2003). Lee, Kim과 

Kim(2002)도 학생들이 우울증상 7-11%, 섭식장애 증상 20%, 

높은 불안수준 15-20%, 신체적 증상을 보이는 학생이 7-13% 

정도라고 보고 하였다. Kwack(2002)의 연구에서 초등학교 학

생의 3.74%, 중ㆍ고등학교 학생의 31% 정도가 정신건강 전문

가의 상담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불안정한 특성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은 부

모, 교사, 이웃, 친지, 형제 등의 타인들로 구성된 사회 속에

서 살아가며 이들과 상호작용하면서 보호, 수용되고 사회적 

지지를 받으며 자존감, 의사소통능력, 자아탄력성, 대인관계능

력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보호 요인에 의해 정체성 혼란의 시

기를 극복하여 긍정적인 방향으로 성숙할 수 있다.

그 중에서 자존감은 청소년기 정신건강 유지에 중요한 보

호요인이며 우울, 스트레스, 대인관계, 그리고 학교적응과 

접하게 관련이 있다(Rotenberg, McDougall, Boulton, Vailancourt, 

Fox, & Hymel, 2004).

자존감은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신의 여러 속성에 대한 

평가적, 감정적 태도를 의미하며(Kim, 1998),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을 중시하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기 때문

에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 자신감을 갖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창의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며 타인을 수용하며 타

인의 능력과 자신의 능력을 잘 인식하고 주위 환경이나 사회

적 관계에서 안정감을 느끼며 소속감을 가질 뿐만 아니라 문

제에 대하여 책임을 질 줄 알며 목적의식과 미래에 대한 이

상으로 동기화되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주위의 자료들

을 잘 이용한다. 반면에 낮은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불만

족과 자신을 스스로 비난함으로써 타인과 원만한 사회적 관

계와 상호작용을 이루는 것을 방해하는 행동과 신념의 한 부

분이 된다(Jang, 2007).

한 개인의 자기에 대한 평가 또는 생각은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판단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Shon, 2004). 이와 같이 

한 개인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지각하는 방법이 타인의 의견

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면 주위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Lee, E. A., 2007), 특히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인간과 인간사이의 긍정적인 상호관계를 맺어줌으로써 청소년

에게 있어서 자존감을 형성하고 증진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된다. 따라서 의사소통은 청소년의 자존감 형성

에 중요한 선행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Kwon, 1992). 

타인으로부터의 인정과 수용은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증대시킨

다는 연구 결과(Park, 2002)를 고려할 때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통한 인정과 수용은 청소년들의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향상시

킬 수 있으며 자아개념의 일부인 자존감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최근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중 일차예방사업의 일환으로 부

각되고 있는 아동청소년정신건강사업에서 보건교사나 지역사

회정신보건센터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아동청소년의 대처능

력 및 적응능력과 관련이 있는 자존감과 의사소통 능력을  

증진시킴으로써 병리적 문제나 비행행동을 줄이고 학교에서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다양

한 프로그램을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린이 및 청소년 성

격유형검사인 MMTIC(Murphy-Meisgeier Type Indicator for 

Children)을 이용하여 각 개인의 고유한 긍정적인 성격, 즉 강

점을 알고 더 나아가 개인 간 차이를 인정하고 이 차이에 따

른 의사소통훈련을 통한 자존감과 의사소통 능력을 함께 향

상시키기 위하여 MMTIC을 활용한 자아성장프로그램을 적용

하고자 하였다.

자아성장프로그램으로 그 훈련효과를 검증하고자 시도했던 

그 동안의 선행연구들로는 성인을 대상으로 자존감, 결혼만족

도, 가족 간 의사소통에 미치는 효과(Jung, 2004), 문제행동 

학생의 자존감 및 행동변화 연구(Kim, 2001), 초등학생을 대

상으로 자존감 및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효과(Lee, S. J., 

2007), 중학생을 대상으로 자존감, 자기효능감 및 학업성취를 

향상시킨 연구(Kim, 2007)들이 있다. 하지만 중학생들을 대상

으로 MMTIC을 이용하여 자존감과 의사소통 능력을 함께 향

상시키고자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MMTIC을 활용한 자아성장프로그램이 개인의 내적

인 대처자원의 핵심인 자존감과 사회기술 능력의 하나인 의

사소통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검정하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아성장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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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이 자존감과 의사소통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자아성장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자존감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

한다.

• 자아성장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의사소통에 미치는 효과를 파

악한다.

연구 가설

• 자아성장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

보다 자존감 점수가 높아질 것이다.

• 자아성장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

보다 의사소통 점수가 높아질 것이다.

용어 정의

 자아성장프로그램

자아성장프로그램은 개개인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수용하

고 개방하여 자신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하여 자신의 

정당한 권리나 생각 등을 남에게 주장할 수 있게 하여 궁극

적으로는 자신이 가진 잠재력을 실현하고 상황에 따라 자신

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

록 고안된 프로그램이다(Shon, 2004). 본 연구에서는 Shon 

(2004)의 자기성장프로그램과 Kim(2003)의 MMTIC을 활용하

여 대상자들 각각의 강점을 부각시킨 자기성장프로그램을 중

학생에 맞도록 수정, 보완하고 효율적 의사소통 및 마음다스리

기 훈련 등을 추가하여 계획된 총 5회기 프로그램을 말한다. 

 자존감

개인의 자신에 대한 평가로써 자신이 얼마나 유능하고 성

공적이며 가치있다고 믿는가를 나타낸다(Coopersmith, 1967). 

본 연구에서는 Kim(1998)의 자존감 척도로 측정한 점수를 말

한다.

 의사소통

두 사람 이상의 사람들 간에 언어나 다른 방법으로 그들의 

의사, 정보, 감정, 태도, 신념을 전달하고, 반응을 받으면서 상

호간의 의미를 공유하는 과정이다(Varcarolis, 1998). 본 연구

에서는 Navran(1967)가 부부 의사소통 검사를 위해 개발한 

PCI(Primary Communication Inventory)의 내용을 Choi(2004)가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수정한 의사소통 능력 척도로 측

정한 점수를 말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자아성장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자존감과 의사소통

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자아성장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과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을 둔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설계(Nonequivalent control group synchronized design)이다.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방법

연구자가 직접 D시 소재 일개 중학교를 방문하여 학교장에

게 공문과 함께 허락을 받았으며 실험군과 대조군의 선정은 

2학년 여학생 4개 반 중 실험군 1개 반과 대조군 1개 반으로 

임의표집하였으며 연구 목적과 비 보장에 대해 설명 후 프

로그램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서면으로 동의한 여학

생 46명으로 대상자 수는 Cohen(1988) 공식에 따라 α=.05에

서 power 1-β=.80, 효과의 크기가 .50일 때 1개 집단의 최소 

표본 수가 17명인 것을 근거로 본 연구의 표본크기를 두 집

단 각각 23명이 되도록 자료수집 계획을 하고 시작하였다. 연

구시작 시 참여한 대상자는 대조군 23명, 실험군 23명이었으

나 중도탈락자가 3명 발생함으로써 최종 연구 대상자는 대조

군 20명, 실험군 23명, 총 43명이었다.

집단프로그램 실시 장소는 학교집단상담실이었으며 연구자

는 실험 1주일 전에 실험군과 대조군에게 일반적 특성, 자존

감과 의사소통에 대한 설문지로 사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사

전조사 1주일 후부터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험군에게만 주 

1회씩 총 5회기로 매 회기 당 50분씩 5주 동안 진행하였다. 

실험처지 종료 1주일 후 실험군과 대조군에게 일반적 특성을 

제외한 자존감과 의사소통에 대한 설문지로 사후조사를 실시

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07년 10월부터 11월까지였다.

연구 도구

 MMTIC(Murphy -Meisgeier Type Indicator for Children)

Jung의 심리유형이론과 성인용 성격유형검사(MBTI; Myers- 

Briggs Type Indicator)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어린이 및 청소

년용 성격유형검사로서 Kim & Shim(1990)에 의해 한국어판

으로 표준화되었으며 현재 사용되고 있는 MMTIC 한국어판 

검사지는 7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도구의 측정결과 

각 개인의 고유하면서 긍정적인 성격의 특성 및 강점을 알 

수 있다. 이 척도의 검사-재검사에 의한 신뢰도는 내향ㆍ외향

(EI)척도 .76, 감각ㆍ직관(SN)척도 .65, 사고ㆍ감정(TF)척도 

.63, 판단ㆍ인식(JP)척도 .63이며, 어린이용 성격진단검사간의 



김 희 숙  외

272 아동간호학회지 14(3), 2008년 7월

<Table 1> Self-development program: Theme and specific contents

Session Date Theme Specific contents

Pre-test 10.  9.  Research questionnaire  ㆍSelf-esteem scale
 ㆍCommunication scale

1 10. 16.  MMTIC test
 ㆍOrientation
 ㆍWrite a pledge
 ㆍMMTIC test

2 10. 23.  MMTIC type
 ㆍSixteen personality types of MMTIC 
 ㆍUnderstand personality type of self
 ㆍKnow the difference of each other

3 10. 30.  Give praise to each other  ㆍKnow how to apologize (Role play)
 ㆍGive courage to be alienated friends

4 11.  6.  Effective communicaion
 ㆍReflective listening(Role play)
 ㆍI-massage 
 ㆍAssertiveness 

5 11. 13.  Managing uncomfortable mind  ㆍChange thought(Role play)
 ㆍDeep breathing

Post-test 11. 20.  Research questionnaire  ㆍSelf-esteem scale
 ㆍCommunication scale

구성타당도는 .58(P<.001)로 검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MMTIC의 4가지 선호지표(EI, SN, TF, JP)와 이를 조합하여 

나타나는 16가지 성격유형을 이용하였다.

 자아성장프로그램

총 5회기 집단상담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 진행은 MBTI와 

MMTIC 강사 및 상담전문가로 청소년집단상담 경험이 많은 

본 연구자가 석사과정 수업을 통해 훈련된 간호학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생 10명을 진행자 및 보조진행자로 하여 진행하

였다. 첫 회기는 오리엔테이션, 서약서 작성, 설문지 조사 및 

MMTIC 검사, 둘째 회기는 MMTIC 16가지 성격유형 및 자신

의 고유한 성격유형 이해, 타인들의 고유한 성격유형과 자신

의 성격과의 차이를 알기 활동, 셋째 회기는 칭찬 주고받기, 

사과하는 방법 알기 및 역할연기, 카드를 이용한 소외된 친구

에게 용기 주기 활동, 넷째 회기는 효율적인 의사소통 방법에 

대한 훈련으로 반영적 경청, 나메세지 전달법, 자기주장방법 

및 역할연기를 실시하였으며 마지막 회기는 불편한 마음 다

스리기 훈련으로 생각 바꾸기 및 심호흡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Table 1>.

 자존감

Kim(1998)가 수정ㆍ보완하여 아동ㆍ청소년용으로 개발한 

것으로, 이 척도는 7가지 하위영역인 학업 및 전반적 자아, 

친구관련 자아, 가정적 자아, 신체외모 자아, 성격적 자아, 신

체능력 자아, 교사관련 자아로 구분되고 49개의 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범위에 반응하도록 되어 

있고 점수의 범위는 49∼24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존감

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Kim(1998)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 = .95였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 .90이

었다.

 의사소통

Navran(1967)이 부부 의사소통 검사를 위해 개발한 PCI의 

내용을 Choi(2004)이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수정한 도구

로, 총 25문항 중 언어적 의사소통 척도 20문항과 비언어적 

의사소통 척도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언어

적 의사소통 문항만을 사용하였다. 도구의 신뢰도는 Choi 

(2004)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 .84로 나타났고, 본 연구

에서는 Cronbach's α = .82이었다.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

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과 종속변수의 동질성 

검정은 χ² test와 t-test를 실시하였고 중재 전후 집단 비교는 

paired t-test로 중재 전후 차이에 대한 집단 간의 비교는 t-test

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의 동질성 검정

부모님과 동거하는 학생이 실험군 73.9%, 대조군 90.0%로 

가장 많았고, 가족 간의 대화는 주로 어머니와 한다가 실험군

은 65.2%, 대조군 75.0%로 가장 많았다. 문제발생시 의사결정

에 있어 부모님과 서로 의논해서 결정한다가 실험군은 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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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Homogeneity of general characteristics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Characteristics

Exp.

(n=23)

Cont.

(n=20)
Total

χ2 p

N % N % N %

Living with

Parents 17 73.9 18 90.0 35 81.4

2.632 .452
Single parent  1  4.3  0  0.0  1  2.3
Grandparents & parents  4 17.4  1  5.0  5 11.6
Grandparents & single parent  1  4.3  1  5.0  2  4.7

Communication 
with

Father  1  4.3  1  5.0  2  4.7

2.402 .493
Mother 15 65.2 15 75.0 30 69.8
Siblings  7 30.4  3 15.0 10 23.3
Others(of family)  0  0.0  1  5.0  1  2.3

Decision making

With parents 11 47.8 12 60.0 23 53.5

 .771 .856
Depends on father  1  4.3  1  5.0  2  4.7
Depends on mother  2  8.7  1  5.0  3  7.0
Alone  9 39.1  6 30.0 15 34.9

Satisfaction of 
school life

Satisfied  9 39.1 13 65.0 19 44.2
2.035 .361Moderate 12 52.2  6 30.0 22 51.2

Dissatisfied  2  8.7  1  5.0  2  4.7
Internet using 
hours

1≤  7 30.4  4 20.0 11 25.6
 .612 .434

2-3 16 69.6 16 80.0 32 74.4
Exp. : Experimental group,  Cont. : Control group

<Table 3> Homogeneity of dependent variables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Variables
Exp. Cont.

t p
M SD M SD

Self-esteem

Study & general self  31.22  4.50  32.80  6.23 -0.96 .341
Friend-related self  24.87  3.09  25.35  3.59 -0.47 .640
Domestic self  14.87  3.42  14.10  3.48 0.73 .469
Physical appearance self  23.26  4.38  23.55  4.06 -0.22 .824
Personality self  17.39  4.78  17.95  3.75 -0.42 .676
Physical ability self  17.78  3.83  17.25  3.61 0.47 .643
Teacher-related self  14.43  2.19  14.40  3.36 0.04 .968
Total 142.00 15.86 143.55 20.53 -0.28 .782

  Communication  63.35  6.91  66.00  9.61 -1.05 .301
Exp. : Experimental group, Cont. : Control group

대조군은 60.0%로 가장 많았고, 학교생활 만족도에서 실험군

은 보통이다가 52,2% 대조군은 만족한다가 65.0%로 가장 많

았다. 인터넷사용시간은 2-3시간이 실험군 69.6%, 대조군 

80.0%로 가장 많았으나, 유의한 차이가 없어 두 집단의 일반

적 특성에서는 동질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사전 검사점수의 동질성 검정

대상자의 종속 변수 중 자존감은 실험군 평균이 142.00점, 

대조군 평균은 143.55점으로 두 군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

다. 자존감 하위영역별 점수는 학업 및 전반적 자아의 실험군 

평균은 31.22점, 대조군은 32.80점이었고, 친구관련 자아의 실

험군 평균은 24.87점, 대조군은 25.35점, 가정적자아의 실험군 

평균 14.87점, 대조군 14.10점, 신체외모 자아의 실험군 평균

23.26점, 대조군 23.55점, 성격적 자아는 실험군 17.39점, 대조

군 17.95점, 신체능력 자아는 실험군 17.78점, 대조군 17.25점, 

교사관련 자아는 실험군 14.43점, 대조군 14.40점으로 모두 유

의한 차이가 없어 두 집단은 동질군 임이 밝혀졌다. 의사소통

에서도 실험군 63.35점, 대조군 66.00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

었다<Table 3>.

가설 검정

• 가설 1. 자아성장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자존감 점수가 높아질 것이다.

자존감은 실험군이 실험 전 142.00±15.86에서 실험 후 

148.04±12.62 점으로 유의하게 높았고(ta=-3.44, p= .002), 대조

군은 실험 전후 차이가 없었으나 실험 처치 전ㆍ후 차이에 

대해 두 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b=4.22, 

p= .000)<Table 4>.



김 희 숙  외

274 아동간호학회지 14(3), 2008년 7월

<Table 4> Comparisons of self-esteem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Variables
Before Tx After Tx

ta p
After-Before

tb p
M SD M SD M SD

Self- 
esteem

Study & 
general self

Exp.  31.22  4.50  32.26  5.21 -1.28 .213  1.04 3.90
2.07 .045

Cont.  32.80  6.23  31.65  6.73  1.78 .091 -1.15 2.89

Friend-related self
Exp.  24.87  3.09  25.91  2.76 -1.70 .103  1.04 2.95

3.10 .004
Cont.  25.35  3.59  23.45  4.35 2.58 .018 -1.90 3.29

Domestic self
Exp.  14.87  3.42  15.13  3.07 -0.51 .618 0.26 2.47

1.58 .121
Cont.  14.10  3.48  13.10  3.28 1.62 .121 -1.00 2.75

Physical 
appearance self

Exp.  23.26  4.38  23.74  3.90 -0.96 .348  0.48 2.39
2.44 .019

Cont.  23.55  4.06  22.05  4.29 2.29 .034 -1.50 2.93

Personality self
Exp.  17.39  4.78  17.87  4.09 -0.79 .441 0.48 2.92

-0.33 .741
Cont.  17.95  3.75  18.80  4.44 -0.88 .392 0.85 4.34

Physical ability self
Exp.  17.78  3.83  19.13  3.82 -2.90 .008 1.35 2.23

2.12 .041
Cont.  17.25  3.61  16.65  4.93 0.72 .479 -0.60 3.72

Teacher-related self
Exp.  14.43  2.19  15.91  1.88 -4.92 .000 1.48 1.44

2.20 .034
Cont.  14.40  3.36  14.70  2.30 -0.65 .522 0.30 2.05

Total
Exp. 142.00 15.86 148.04 12.62 -3.44 .002 6.04 8.43

4.22 .000
Cont. 143.55 20.53 138.00 19.34 2.59 .018 -5.55 9.59

ta=Paired test, tb=Indpendent test     Exp. : Experimental group,   Cont. : Control group

<Table 5> Comparisons of communication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Variables
Before Tx After Tx

ta p
After-Before

tb p
M SD M SD M SD

Communication
Exp. 63.35 6.91 63.65  7.15 -0.32 .756 0.30 4.64

0.45 .654
Cont. 66.00 9.61 65.45 10.09 0.32 .749 -0.55 7.58

ta=Paired test, tb=Indpendent test     Exp. : Experimental group,  Cont. : Control group

자존감 하위 영역별에서 학업 및 전반적 자존감은 실험 전

후 차이가 없었으나 실험 처치 전ㆍ후 차이에 대해 두 군 간

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b=2.07, p= .045). 친구관련 자존감

은 실험군이 실험 전후 차이가 없었고 대조군은 실험 전 

25.35±3.59에서 실험 후 23.45±4.35점으로 유의한 차이로 감소

하여(ta=2.58, p= .018), 실험처치 전ㆍ후 차이에 대해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b=3.10, p= .004). 신체 외모 자존

감은 실험군이 실험 전후 차이가 없었고 대조군은 실험 전 

23.55±4.06에서 실험 후 22.05±4.29점으로 감소하여 유의한 차

이가 있었고(ta=2.29, p= .034) 실험처치 전ㆍ후 차이에 대해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b=2.44, p= .019). 신체 능

력 자존감은 실험군이 실험 전 17.78±3.83에서 실험 후 

19.13±3.82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ta=-2.90, p= .008) 

대조군은 실험 전후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실험처치 전ㆍ
후 차이에 대해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b=2.12, p= 

.041). 교사 관련 자존감은 실험군이 실험 전 14.43±2.19에서 

실험 후 15.91±1.88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ta=-4.92, p= 

.000) 대조군은 실험 전후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실험처치 

전ㆍ후 차이에 대해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b= 

2.20, p= .034). 반면 가정적 자존감과 성격적 자존감은 두 군 

모두 실험처치 전후와 실험처치 전ㆍ후 차이에 대해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4>.

• 가설 2. 자아성장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의사소통 점수가 높아질 것이다.

의사소통은 실험군이 실험전 63.35±6.91에서 실험후 63.65± 

7.15점으로 약간 높아졌으나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대조군도 

실험 전 66.00±9.61에서 실험 후 65.45±10.09점으로 낮아졌으

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실험처치 전ㆍ후 차이에 대해서도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5>.

논    의

본 연구는 자아성장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중학생의 자존감과 

의사소통에 미치는 효과를 검정하고자 하였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를 종합적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 결과 자아성장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

지 않은 대조군보다 자존감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자

아성장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자존감을 향상시켰다는 Shon(2004)

의 연구결과와 자존감향상프로그램이 여중생의 자존감 증진에 

효과적이라는 Jang(2007)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부적

응 아동을 대상으로 한 자기성장프로그램이 아동들의 자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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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에 의의가 있었다는 Kim(2000)의 보고와도 일치한다. 자

존감은 각 개인이 지니고 있는 내면의 힘으로써 스스로 자기 

자신을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는가 하는 자기수용 범위의 정도

를 결정하는 척도인 동시에 자기의 가치에 대한 긍정적인 평

가와 이에 대한 믿음의 정도이므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

의 고유한 성격 유형을 알고 자신이 많은 장점을 가졌다는 

것을 이해하고 동시에 남과 다르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님

을 깨달음으로써 자존감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생각된다.

자존감의 각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학업 및 전반적 자존

감, 신체능력 자존감 및 교사관련 자존감은 유의한 수준으로 

향상되었다. 특히 교사로부터 얼마나 자신이 소외되지 않고 

평등하게 사랑 받는지에 관한 교사관련 자존감은 Jang(2007)

의 연구에서는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지만 본 연구에서

는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의 프로그램 회기 중 좋

은 선생님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교사와 학생이 상호

작용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긍정적 영향을 원활하게 주고받을 

수 있었던 점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친구관련 자존감

과 신체외모 자존감 정도는 실험군에서 프로그램 시행 후 높

아졌으나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오히려 대조군에서 유의한 

수준으로 낮아짐으로써 실험군에서 대조군보다 유의한 수준으

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정적 자존감, 성격적 자

존감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Jang(2007)과 Seo 

(2002)의 연구결과와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성장

프로그램 회기 말이 기말고사 기간과 근접함으로써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가 실험군에서의 자아성장프로그램의 효과를 가

감시키는데 영향을 준 것으로 사료되며 대조군인 경우 중재

가 없었기 때문에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은 것

으로 인한 결과로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가 주 1회, 매 회기 

50분, 총 5회기로써 Jang(2007)의 총 10회기에 비해 회기 수

가 짧았던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러

한 점을 보완한 후속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자아성장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과 참여하지 않은 대조

군의 의사소통 점수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의사소통기술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고등학생의 언어적 의사소

통 능력의 향상에 효과가 있었다는 Choi(2004)의 연구결과와 

대학생을 대상으로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이 효과적이라는 

Ju(2006)의 보고와 차이가 있었으며 Kang(1996)의 의사소통 

증진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이 성인에게 효과가 있었다는 연

구결과와도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Moon(1980)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8주간 총 18시간 훈

련을 실시한 결과 의사소통 영역에서 유의하게 효과가 있었

다는 연구보고와 정신과 환자를 대상으로 의사소통 기술을 

향상시키는데 있어 36회기를 실시한 후에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났다는 Choi(2003)의 연구결과처럼 의사소통 기술은 장기간

에 걸친 훈련을 실시해야 효과가 나타나고 단기간의 훈련으

로는 쉽게 개선되지 않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원활하고 개

방적인 의사소통은 감정을 정화하고 정신건강을 도와주며 능

동적 상호작용을 격려하고 개인에게 수용되고 이해된다는 느

낌을 주며 이러한 의사소통은 청소년의 자존감 형성에 중요

한 선행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의사소통의 향상을 위해서는 좀 

더 집중적이고 장기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사료된다.

이상의 결과는 자아성장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자존감에 긍정

적 영향을 주었으며 자신을 수용하고 존중하며 스스로를 가

치 있는 인간으로 느끼는 주관적 평가가 높아졌다는 것을 말

해준다. 그러나 의사소통의 향상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음을 볼 때 자신의 태도, 생각, 애정 등을 전달해주는 

인간관계의 핵심요소인 의사소통 향상을 위해서는 오랜 기간

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최근 학교에서 일어나는 집단따돌림, 청소년 폭력, 절도, 성

범죄 등은 다양하고 빠른 현대사회의 변화에서 발생하는 역기

능중 하나로 이는 청소년 이전의 발달과정에서의 생물학적, 심

리적, 사회문화적, 영적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형성된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치 없는 존재라는 낮은 자존감의 문제

와 자신의 의사에 대해 긍정적 방향으로 표현할 수 없는 의사

소통 능력의 저하에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해 주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으로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느낌을 자발적으로 표현하고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겠으며 자존감이 결여되

고 의사소통에서 갈등을 겪는 청소년을 돕기 위한 자아성장

프로그램은 청소년의 자아성장과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되며 학교 현장과 학생의 특

성에 맞게 잘 활용됨으로써 학교정신보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중학생의 자존감과 의사소통에 미치는 효과를 

검정하고자 하였다. 연구기간은 2007년 10월부터 11월까지였

으며, 연구대상은 D시의 일개 중학교 학생으로서 실험군 23

명, 대조군 20명으로 총 43명이었다. 연구설계는 비동등성 대

조군 전후설계를 사용한 유사실험 연구였으며, 자존감과 의사

소통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WIN 12.0 프로그

램을 이용하여 χ² test, paired t-test와 t-test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자아성장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

보다 자존감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 자아성장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과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

의 의사소통 점수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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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자아성장프로그램은 중학생의 자존감을 향상시키

는 간호중재의 한 방법으로 제시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 자아성장프로그램의 기간이 짧으므로 장기적인 프로그램 운

영을 통하여 그 효과를 검정할 필요가 있다.

• 자아성장프로그램의 실시 직후 효과뿐만 아니라 지속적 효

과를 검정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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