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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s among self-esteem, meaning in life, and spiritual

well-being in middle school students. Methods: The research design was a descriptive correlational survey involving 405

middle school students in grades 1 to 3 in S city, K city, and C city. Data were collected from March to May 2008 using

questionnaires. Means with standard deviation, t-test, ANOVA, Duncan post-hoc test, and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were used to analyze the data. Result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ents, there were statistically sig-

nificant differences in self-esteem for gender, grade, and region, in meaning in life,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for

grade, gender, and region, and in spiritual well-being,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for gender, religion,

and region. There were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self-esteem and meaning in life, between self-esteem and spiritu-

al well-being, and between meaning in life and spiritual well-being. Conclusion: Self-esteem, meaning in life, and spiritu-

al well-being should be considered as important factors for healthy development in the middle school period. These three

variables should be considered as the main content for self-development programs for middle school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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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필요성

인간의 성장∙발달단계에서 볼 때 청소년기는 나는 누구이

며, 어떤 모습으로 살아 갈 것인지에 해 질문을 갖는 정체감

을 확립하는 기간으로 아동기에서 성숙한 성인으로 옮겨가는

과도기, 갈등으로 가득 찬 격동의 시기의 의미인 질풍노도기,

성장발달의 불균형으로 성인으로서의 지위와 역할 획득이 지연

된의미인지불유예기등으로불리는성장의시기이며동시에변

화를 경험하는 때이다(Kim, Kim, Son, Song, & Jung, 2004;

Lim & Han, 2004). 특히 중학교 시기는 초등학교 과정과 매우

달라진 학교 체계의 변화, 학교 수행 및 과외활동 참여, 친구 및

선생님과의 관계 등 고등학교에 비해 환경적인 변화가 심한 시

기로, 중학교 청소년들은 자아존중감, 자기통제 및 현실 판단

능력 저하 등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Korea Youth Research

Association, 2003).

주요어 : 중학생, 자아존중감, 생의 의미, 적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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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적 변화 및 상황적 스트레스에 잘 적응할 수 있는 특성

은 높은 자아존중감, 통제에 한 감각, 긍정적인 삶에 한 견

해, 다른 사람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유도할 수 있는 능력, 적

지지체계의 활용으로 보고되었으며(Garmezy, 1985), 처기

제가 건강한 청소년들은 변화된 상황에 더욱 적응적으로 반응

하고 긍정적으로지각하게 된다고 하 다(Lim & Han, 2004).

자아존중감은 자아 만족에 한 개인의 전반적인 느낌으로

서, 건강한자아형성에중요한 향을미치는요소이며, 사회∙

심리적 건강의 전제로 제시되고 있다(Rosenberg, 1965). 자아

존중감이 높은 청소년은 보다 능동적이고, 자신감과 안정감이

있고, 미래에 한 확신이 있으며, 자신이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현실적인 기 를 하며, 타인

에 해 우호적이다(Harter, 1990). 반면에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은 자기 가치에 하여 회의적이며 타인과의 관계에서

불안정하고, 자신의 미래에 해 불안해 하고, 약물남용, 비행,

우울, 자살 등 여러 부적응 행동과의 높은 상관성을 보이고 있

다(Bolognini, Plancherel, Bettschart, & Halfon, 1996;

Korea Youth Research Association, 2003). 청소년 초기인

중학교 시기는 자아평가가 엄격해지면서 자아존중감이 낮아지

고 이러한 자아존중감은 청소년기 후반이 되면서 서서히 회복

되어 자신을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높아진다고 하

고(Kim et al., 2004), Damon과 Hart (1998)는 중학교 여학

생들이 고등학생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낮아진다고 보고하여

고등학생보다 중학생의 긍정적인 자아존중감 형성이 더욱 어

려움을 볼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 청소년의 경우, 경쟁적인 교육환경으로 인해

공부에 전념하는 학생신분만이있을 뿐 내가 누구이고, 내가 무

엇을 좋아하며,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해 고민할 시간적

여유와 환경적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 신체와 정신 간의 균형 있

는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Lim & Han, 2004). 결과적

으로 자신의 삶의 가치와 의미상실 및 자아정체감 확립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고 실존적 공허상태를 경험하고 있다(Kang,

Kim, Song, & Shim, 2007).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아 정체감

이나 자신의 인생에 한 적절한 목적과 의미를 찾지 못할 때

실존적 공허감을 경험한다. 실존적 공허감이란 삶의 궁극적 의

미의 완전한 결여 또는 상실을 경험하는 것으로 무관심, 무기

력, 공허감, 절망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Frankl, 1988). 생의

의미는 인간이 살아가는 이유 즉 개인이 어떤 경험을 할 때 그

경험에 주어진 삶의 특정한 이유(Frankl, 1988)로서, Frankl

(1997)은 개인의 삶에서 의미발견의 중요성을 강조하 으며,

개인으로 하여금 생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도록 하고 자신의

실존에 책임감과 자유를 깨닫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하 다.

청소년기에 자신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되면 이후 삶

에 해 구체적이고 분명한 목표로 옮겨가게 되고 자신의 가치

와 발달 가능성 등을 잘 파악하여 독립적이고 풍부한 개인 생활

을 위하게된다. 그러나이시기에정체감과삶의목적이확립

되지 못하면 자신감의 상실과 우울증, 무의미감, 부정적 삶의

태도, 비행에 빠질 위험이 있다(Frankl, 1988; Korea Youth

Research Association, 2003). 최근 입시 위주의 교육 풍토

속에서 정서교육이 황폐화 되고 있어 청소년들이 미래에 한

적절한 목적의식 없이 폭력, 중독, 자살 등의 문제에 쉽게 노출

되고 있는 실정이다.

적 안녕이란 인간의 적 본성을 최 한으로 개발시키는

능력이며 총체적으로 인간에게 향을 미치는 삶의 원리와 동

등한 것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절 자(신, 최

고의 가치), 자신, 이웃, 환경과의 관계에서 조화된 삶을 위하

는 것으로 사람의 내적 자원이 총체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말한

다(Burkhardt, 1989). 인간은 신체나 정신을 가진 존재인 동시

에 적인 존재로서 적인 측면은 건강한 성장발달과정에 매

우 중요한 차원이다. 따라서 적인 측면의 고려는 건강 및 성

장발달과 관련된 의사결정뿐 아니라 청소년의 안녕상태의 중

요한 측면으로 지적되고 있다(Lim & Han, 2004). Kim

(2004)은 종교의 향으로 강한 존재에 의지할 수 있는 청소년

은 그들의 본성 가운데 있는 가장 최선의 것을 융합하는 힘을

얻게 되고 갈등과 충동을 넘어서 삶에 한 새로운 평가를 하게

됨으로 건전한 정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하 다.

이상의 내용을 살펴볼 때, 중학생들이 경험하는 자아존중감

과 삶의 의미 및 적 안녕은 건강한 청소년기를 지내는 데 매

우 중요한 개념임을 알 수 있다. 최근 고등학생을 상으로 자

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 향요인(Han & Kim, 2006; Koo,

Park, & Jang, 2006), 성차에 따른 자아존중감, 신체적 및 정

신적 건강(Lee & Tak, 2001) 등의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중학

생들이 지각하고 있는 자아와 삶의 가치 및 적인 측면을 연구

한 결과는 보고되지 않았다. 따라서 중학생들의 자신에 한 가

치인식과 삶의 의미 파악 및 적 안녕 상태가 어떠한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생들이 지각하는 자아존중감, 생의 의

미와 적 안녕 정도를 파악하고 각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

보기 위함이다. 이에 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자의 자아존중감, 생의 의미와 적 안녕 정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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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한다.

둘째, 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생의 의미

와 적 안녕 정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상자가 인지한 자아존중감, 생의 의미와 적 안녕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중학교 청소년이 지각하는 자아존중감, 생의 의미

및 적안녕정도를파악하고, 각변수간의상관관계를파악하

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연구 상 및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의 상은 S시, 경상북도 K시, 강원도 C시에 거주하

는 중학교 1-3학년에 재학 중인 청소년 430명을 편의 표집 하

여 조사하 다. 본 연구의 자료 수집 기간은 2008년 3월부터 5

월까지이었다. 자료 수집 방법은 각 지역의 중학교를 임의로 선

택하여 전화로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학교장의 허락을 받았

으며, 해당 학교를 방문하여 담임교사에게 연구의 목적을 재차

설명하고 설문내용 및 자료 수집 시의 주의사항에 해 알려주

었다. 그런 후 담당교사가 상자에게 연구 목적과 설문결과는

무기명으로 처리되며, 연구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음을 설명

하 고 참여 동의하기로 한 학생에게 서면동의서를 받은 후 설

문지를 배부하고 자가 기입하게 한 후 즉시 회수하 다. 응답에

소요된 시간은 평균 20-30분이었으며, 설문 종료 후 응답자

전원에게 다이어리 수첩을 제공하 다. 연구자가 직접 상자

의 서면동의 및 자료 수집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설문지 배부

와 수거는 담당교사가 한다는 학교의 원칙을 존중했기 때문이

었다. 설문지는 430부가 배부되었으나 최종분석은 응답이 누

락된 19명의 자료를 제외한 405명의 자료를 이용하 다. 본 연

구 변수의 측정문항은 모두 53개 문항이며 최종 상자 수는

405명으로 문항 수의 약 8배에 해당하며, 상관성 검증에 필요

한 표본 수는 유의수준 alpha=.05, 검정력 .80, 효과크기 .50

을 기준으로 할 때 64명(Cohen, 1988; Kim et al., 2002)으로

측정변수가 3개임을 고려할 때 적정 수인 192명보다 2배 이상

많아 상자 수는 충분하다고 본다.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는 자아존중감, 생의 의미, 적 안

녕에 한 53개의 문항으로구성되어 있다.

자아존중감은 Rosenberg (1965)의 자아존중감 측정 척도를

Jeon (1974)이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 으며, 청소년에게 적합

한지 내용타당도 검증을 간호학 교수 및 보건교사 5인에게 실

시하 고 각 항목에서 Content Validity Index (CVI) 80% 이

상의 결과를 보여 중학생의 자아존중감 측정에 적합한 문항으

로 확인되었다. 상자들이 자신에 해 지각하고 있는 느낌과

평가의 정도 및 자기 수용정도를 보는 긍정형 문장과 부정형 문

장이 각각 5개씩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있고 5점 Likert 척도

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767로 나타났다. 

생의 의미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Choi, Kim, Shin과 Lee

(2005)이 개발한 도구를 Kang 등(2007)이 청소년을 상으로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여 수정한 33문항의 4점 척도로 구

성된 도구를 사용하 다. 도구는 사랑의 체험, 목표추구, 필요

한 존재의 인식, 자기 유한성의 인식, 만족감, 관계 경험, 긍정

적 사고, 희망의 8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

록 생의 의미가 높은 것으로 평가하는데, 본 연구의 신뢰계수

Cronbach’s α=.923으로 나타났다.

적 안녕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Paloutzian과 Ellison

(1983)이 개발한 것으로 Choi (1990)가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

다. 청소년에게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우선 청소년 30명

에게 설문조사하 으며 그 결과 실존적 역의 10문항은 25명

(83%)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응답을 보여 수직적 역인 종교적

안녕항목만을선정하 다. 종교적안녕항목에 해내용타당도

검증을간호학교수및보건교사5인에게실시하 고각항목에

서 CVI 80% 이상의 결과를 보여중학생의 적안녕 측정에적

합한 문항으로 확인되었다. 이 도구는 6점 척도로서 긍정문항과

부정문항을합하여10문항이며점수가높을수록 적안녕정도

가높은것을의미한다. 본연구에서의신뢰도는Cronbach’s α=

.787로 나타났다.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

처리하 으며, 연구목적에따라다음의분석방법을적용하 다.

첫째, 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연구 변수에 한 기술적 통

계를 구하 다.

둘째, 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생의 의미,

적 안녕의 차이는 t-test와 ANOVA, Duncan 사후검정으로

분석하 다.

셋째, 연구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상관계수를 산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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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

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상자는 총 405명으로서 거주하는 지역은 S시가

135명(33.3%)이었고 경북이 177명(43.7%), 강원도가 93명

(23.0%)이었다. 성별은 남자가 64명(15.8%), 여자가 341명

(84.2%)이었고 학년은 1학년이 99명(23.0%), 2학년이 156명

(38.5%), 3학년이 150명(37.0%)이었다. 형제순위는 첫째가

240명(59.3%)으로 가장 많았으며 둘째가 149명(36.8%)이었고

셋째 이상인 경우가 16명(4.0%)이었다. 종교가 있는 상자는

286명(70.6%)이었고 없는 경우는 119명(29.4%)이었다.

상자의 자아존중감, 생의 의미, 적 안녕 정도

상자의 자아존중감, 생의 의미, 적 안녕의 문항 평균과

표준편차를 Table 1에 제시하 다.

상자의 자아존중감은 문항 평균이 문항 총점 5점에서 3.37

(±0.60), 생의 의미는 문항 총점 4점에서 2.99 (±0.38)로 나타

났으며 적안녕은문항총점6점에서3.46 (±0.87)점이었다.

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생의 의미,

적 안녕 정도의 차이

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의 의미, 자아존중감, 적

안녕 정도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Table 2). 상자의 자아존중

감은 지역(p<.001), 성별(p<.001), 학년(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경북 G시에 거주하는 학생의 자아존중감(3.52

±0.69)은 S시(3.20±0.42)와 강원도 C시(3.32±0.56)에 거주

하는 학생들의 자아존중감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1학년의 자아

존중감(3.55±0.69)은 2학년(3.34±0.59)과 3학년(3.28±

0.51)의 자아존중감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여학생(3.38±

0.62)이 남학생(3.28±0.45)보다 자아존중감이높았다.

생의 의미는 상자의 지역(p<.05), 성별(p<.05), 학년(p<

.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S시 학생(2.94±0.38)들의

생의의미는경북G시학생(3.06±0.41)들보다유의하게낮았고,

1학년 학생(3.11±0.35)들의 생의 의미가 2학년(2.99±0.40)과

3학년(2.92±0.36)들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여학생(3.01±0.37)

이 남학생(2.89±0.41)에 비해 높은 생의 의미 정도를 보 다.

적 안녕은 지역(p<.001)과 성별(p<.05), 종교(p<.001)와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 경북 G시 학생(3.24±1.00)들의 적 안녕

정도는 S시(3.71±0.65)와 강원도 C시(3.51±0.78) 학생들에 비

해유의하게낮았고남학생(3.77±0.80)이여학생(3.40±0.87)에

비해 적안녕정도가높았다. 종교가있는학생(3.68±0.80)들

이없는학생(2.91±0.79)들에비해 적안녕정도가높았다.

상자의 자아존중감, 생의 의미 및 적 안녕과의 관계

상자의 자아존중감, 생의 의미 및 적 안녕과의 관계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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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IL=Adolescents Meaning in Life Scale.

Variable Mean±SD

Self esteem 3.37±0.60
AMIL 2.99±0.38
Spiritual well-being 3.46±0.87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Research Variables (N=405)

AMIL=Adolescents Meaning in Life Scale; D=Duncan 사후검정.

Variables Items
Self esteem AMIL Spiritual well-being

Mean±SD F or t p D Mean±SD F or t p D Mean±SD F or t p D

Region S city 3.20±0.42 11.700 .001 a 2.94±0.38 4.397 .013 a 3.71±0.65 11.987 .001 b
G city 3.52±0.69 b 3.06±0.41 b 3.24±1.00 a
C city 3.32±0.56 a 2.95±0.29 a,b 3.51±0.78 b

Sex Male 3.28±0.45 1.523 .001 2.89±0.41 5.512 .019 3.77±0.80 9.782 .002
Female 3.38±0.62 3.01±0.37 3.40±0.87

Grade First 3.55±0.69 6.766 .001 b 3.11±0.35 7.057 .001 b 3.46±0.95 1.868 .156
Second 3.34±0.59 a 2.99±0.40 a 3.55±0.81
Third 3.28±0.51 a 2.92±0.36 a 3.36±0.87

Religion Yes 3.38±0.57 0.435 .510 3.01±0.37 2.056 .152 3.68±0.80 78.746 .001
No 3.34±0.65 2.95±0.39 2.91±0.79

Sibling orders First 3.41±0.61 1.757 .174 3.00±0.38 1.129 .324 3.46±0.86 0.360 .698
Second 3.31±0.60 3.00±0.38 3.47±0.91
Third 3.21±0.35 2.85±0.35 3.28±0.57

Table 2. Difference in Variable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405)



음과 같다(Table 3, 4). 상자의 자아존중감과 생의 의미는 유

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r=.650, p<.001), 자아존중감 및 생

의 의미는 적 안녕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r=.215, p<

.001; r=.181, p<.001). 즉, 상자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생

의 의미와 적 안녕이 높았으며 생의의미가 높을수록 적 안

녕정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의 의미변수의 8개 하위 차원과 자아존중감 및 적 안녕

과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 자아존중감과 생의 의미 8개의

하위 차원 간에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생의 의미 8개

의 하위차원과 적 안녕과의 상관관계는「목표추구」하위차원

과 적 안녕과의 관계에서만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으며

(r=.087, p>.05) 나머지 7개 하위차원과 적 안녕 간의 상관관

계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 다.

논 의

본 연구에서 파악된 중학생의 자아존중감은 5점 척도에서 평

균평점3.37 (±0.60)로서보통정도보다높게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고등학생을 상으로 4점 척

도로 구성된 Hare Self-esteem Scale (HSS) (Hare, 1985) 도

구를 가지고 성별에 따른 자아존중감을 확인한 연구 결과에서,

보통이상의 자아존중감(남학생 2.53±0.32, 여학생 2.59±0.31)

을 나타낸 연구(Lee & Tak, 2001)와 유사한 결과를 보 다. 중

학생의 생의 의미 정도를 파악한 연구와 Kang 등(2007)의 도

구를사용하여측정한연구가없어다른연구결과와비교분석할

수는 없으나 4점 척도의 도구에서 평균평점 2.99 (±0.38)로 보

통이상의생의의미정도를보이는것으로확인되었다. 본연구

상자의 적안녕정도는6점척도에서평균평점3.46 (±0.87)

으로 보통 정도를 보 으며 이러한 결과는 Lee와 Tak (2001)

이 고등학생의 정신건강 정도를 파악한 연구 결과(5점 척도에

서 남학생 3.45±0.54, 여학생 3.41±0.61)와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유사한 정도를 나타내었다.

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연구변수 간의 차이에서 여학

생이 남학생보다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난 점은 고등학생을

상으로 한 Lee와 Tak (2001)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보

으나, Han과 Kim (2006)의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향요인을

파악한 결과에서는 향력 있는 변수로 고려되지 않아 반복연

구를 통해 성별에 따른 차이를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아동기에 높았던 자아존중감이 사춘기에 들어서면서 자아평가

가 엄격해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청소년 후기인 18-

20세 이후부터 회복되어 자신을 사춘기에 비해 긍정적으로 생

각하는 경향이 높아진다(Kim et al., 2004)는 결과는 본 연구

결과에서 1학년이 2, 3학년에 비해 자아존중감과 생의 의미가

높게 나타난 점을 지지하는결과라고 해석된다.

본 연구 결과 S시 학생들은 경북 G시에 거주하는 학생들보

다 자아존중감과생의 의미 모두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동일

한 상자를 중심으로 진행된 선행연구가 없어 비교 분석할 근

거를제시할수는없으나이는경쟁적인교육환경에의노출이청

소년들의긍정적인자아존중감과생의의미형성에부정적인

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생각되며, 중학교

청소년들이 건강한 자아를 형성하도록 돕는 데 매우 중요한 의

미를 제시하는결과라고 본다. 또한 여학생이남학생에 비해 높

은 삶의 의미를 보이는 점은 여학생들의 사춘기가 남학생에 비

해 2-3년 빠르게 옴으로써, 빠른 신체적 발달에 따라 새로운 자

아개념을 형성하게 되고 지적, 정서적, 사회적인 면에서 자신의

삶의 목적에 한 탐색기회를 빨리 갖게된(Kim, 2004)  결과라

고 사료되며반복연구를 통한 탐구가 필요하겠다.

경북 G시 학생들의 적 안녕 정도는 S시와 강원도 C시 학

생들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결과는 S시에 있는 학생들이 기독

중학생이 지각한 자아존중감, 생의 의미 및 적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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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IL=Adolescents Meaning in Life Scale.

Self esteem AMIL Spiritual well-being

r (p) r (p) r (p)

Self esteem 1.000 (
AMIL .650 (.001) 1.000 (
Spiritual well-being .215 (.001) .181 (.001) 1.000

Table 3. Correlations Coefficients among Study Variables (N=405)

AMIL=Adolescents Meaning in Life Scale.

Sub-dimension of AMIL

Experience Making efforts Awareness of Awareness of Feeling of Relation Positive Hope
of love for goals essential being self limitation satisfaction experience thinking

Self-esteem .428 (.001) .457 (.001) .575 (.001) .413 (.001) .493 (.001) .480 (.001) .553 (.001) .412 (.001)
Spiritual well-being .159 (.001) .087 (.079) .198 (.001) .135 (.001) .143 (.001) .182 (.001) .239 (.001) .182 (.001)

Table 4. Correlations among Sub-dimension of AMIL, Self esteem, and Spiritual well-being (N=405)



교 재단 학교의 학생인 점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되며,

종교가 있는 학생들이 없는 학생들에 비해 적 안녕 정도가 높

은 점은 종교는 성숙기에 있는 청소년에게 생을 깊게 하고 풍부

하게 하며 건전성과 행복에 기여한다(Kim, 2004)는 견해를 뒷

받침하는 결과라고 본다. 또한 도덕의식이 명확하지 않고 타율

적인 면이 남아있는 학령기에 비해 청소년 초기인 중학교 시기

는 자신에게도움이되는종교와신앙생활을원하며실제적으로

생활에 변화를 가져오는 특성이 있다(Kim, 2004; Lim &

Han, 2004)는 결과를 반 하고 있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과 생의 의미와의 상관관계를 파악

한 결과 상자들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생의 의미 정도가

높다는 점이 파악되었다. 또한 자아존중감과 생의 의미 하위차

원인「목표추구」, 「사랑의 체험」, 「필요한 존재의 인식」, 「자기

유한성의 인식」, 「만족감」, 「관계경험」, 「긍정적 사고」, 「희망」

의 8개 역 모두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 다. Cho (2000)

는 자신 스스로에 해 가치감을 가지고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삶에 한 의미와 목적을 추구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자신과 주위환경에 한 스트레스에 적극적인

처를 함을(Cho, 2000) 보고하고 있어 본 연구 결과에서 파악된

자아존중감과 생의 의미와의 관계의 중요성이 확인되었다. 또

한 자아성장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자존감과 의사소통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한 Kim 등(2008)의 연구 결과에서 자아성장프로그

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조군보다 자존감 점수

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점은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고

보겠다. 이러한 결과는 중학생을 상으로 삶의 목적 및 자존감

을 증진하기 위한 인성교육과정이 중학생의 정규교과과정에 반

될 필요성을시사하고 있다고 본다.

자아존중감이 적 안녕과 순 상관관계를 보인 결과는 인간

은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적 차원의 특성을 지닌 총체적 존

재이며, 자아존중감은 자기가 자신의 존재를 수용하고 존중하며

자신의 존재와 본질에 한 신뢰를 나타내는 것으로 적인 안

녕과 관계가 있다(Korea Youth Research Association, 2003)

는점과 부합되었다.

인간의 적 역은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사회적 역을통

합하는 하나의 통일된 힘으로써 사물에 궁극적 의미가 있는 것

으로 생각하게 하며 경험적이고 유동적이며 발전적이고 어떤

지점을 향해 움직이는 직관이라고 하 다(Paloutzian & Elli-

son, 1983). 그리고 인간은 적으로 건강할 때, 활기에 넘치고

삶의 목적이 있으며 충만한 느낌을 갖게 된다(Choi, 1990). 따

라서 적 안녕은 하나의 상태가 아니고 인간에 있어서 적 건

강이 존재함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건강과 관련된 중요한 향

요인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본 연구결과에서 생의 의미 8개의

하위차원 중「목표추구」차원을 제외한 7개의 역과 전체점수

에서 중학생의 생의 의미가 높을수록 적 안녕정도가 높게 나

타난 점은 위에 제시된 문헌의 내용과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었

다. 모든인간에게있어서삶의의미추구는보편적인동시에가

장 근본적인 동기이며 삶의 의미나 가치에 해 의문을 갖는 특

성은질병상태가아니라오히려정신적주체성을자각한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Frankl (1997)은 주장하 다. 또한 생의 의미를

이해할수록 더욱 효과적으로 생에 처할 능력과 적인 안녕

상태를 가져올 수 있으며 신체-정신- 의 치유는 삶에 한 의

미의 탐색을 요구한다고 하 다(Dossey, Keegan, Guzzetta,

& Kolkmeier, 1995). 이와 같이 적 역이 신체, 심리, 사회

적 측면을 통합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점을 볼 때에, 자아를

확인하고 가치관을 정립해야 하는 청소년기에 삶의 목적을 찾

도록 돕는 교육은 기존의 학교교육의 교과과정 외에 매우 필요

한 교육임을 시사하고 있다고 보겠다. 특히 청소년 초기에 있는

중학교 시기는 인생의 모든 것을 상세히 알기를 원하고, 체험해

보고싶어 하며, 인생의 근본문제와 자신의 삶의 목적에 관심을

나타내는 특성(Kim, 2004)이 있음을 볼 때 삶의 목적발견과 형

식적 조작기에 적합한 적요구를 충족시키는 활동이 이루어

져야 하겠다.

최근 비행, 자살, 집단따돌림, 폭력, 성범죄 같은 다양한 청

소년 문제가 빠른 속도로 급증하고 있는 점은 청소년 시기에 자

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치 없는 존재라는 낮은 자존감과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찾지 못함으로 적인 불 건강이 초래되

어 발생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다. 기존의 정규교과과정 외에

청소년을 위한 인성교육으로 자아존중감과 의미발견을 통해

적인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

다고 생각하며 본 연구 결과는 이러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과

학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됨으로써 학교정신보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를 통해 상자의 지역, 성별, 학년, 종교 등의 특성

은 자아존중감, 생의 의미 및 적 안녕에 향요인으로 파악되

었으며, 자아존중감, 생의 의미 및 적 안녕은 유의한 상관관

계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 변수들은 발달적 특성뿐 아니라 학

교체계 및 외부환경의 변화가 심한 중학교 청소년들이 건강한

삶의 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되어야겠으며, 중

학생들의 인성 및 자아건강을 위한 교육에 자아존중감, 생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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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및 적 안녕 요인을 반 한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활성

화될 필요가 있겠다. 이상의 결과를 토 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상자의 자아존중감, 생의 의미, 적 안녕에 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를 검증하는연구를 시도할 수 있다.

둘째, 상자의 자아존중감, 생의 의미, 적 안녕을 증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를 측정하는 연구를 시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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