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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influence of depressive tendency perceived by
elementary school students on their peer relationships through social network analysis. To do this,
we examined between depressive tendency and centrality indicators within social network and
analyzed where students who have a depressive tendency were positioned in the social network.
The depressive tendency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was measured by the self-report
questionnaire, Using the Ucinet program the Social network computed, The three centrality
indicators-betweeness centrality, in-degree, closeness centrality-derived from the complete
network of respondents who participated in the class were measured using a relational variable
that was converted to a standardized score. We performed correlations between variables,
regression analysis and stepwise regression to examine the effects of depressive tendency and
subfactors on centrality indicators, and visualized differences between groups based on the level
of depressive tendency. The study of 350 students from 13 classrooms of 11 elementary schools
in the P city showed that First, the depressive tendency and the subfactors showed negative
correlation with the three centrality indicators. Second, the higher the depressive tendency, the
lower the centrality indicators. Third, stepwise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only the loss of
interest and behavioral disability were significant factors in the centrality indicators. Finally, the
high group with a depressive tendency had a lower centrality indicators of social networks
compared to the middle and lower level of group. Based on results of this study,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are discussed.
Key words : elementary school students, peer relationship, depressive tendency, social
network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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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연결망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초등학생이 지각한 우울 성향이 학급또래연결
망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는데 있다. 초등학생의 우울 성향은 자기보고식 설문을 활용하여 측정한 개
인 속성 변수를 활용하였고, 학급또래연결망은 Ucinet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학급의 모든 인원들이 참
여하여 응답한 완전연결망으로부터 산출된 3가지 중앙성 지표(사이 중앙성, 연결 중앙성, 인접 중앙성)
를 표준화점수로 변환시킨 관계 변수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자료 분석은 변수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자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우울 성향 및 하위요소가 중앙성 지표들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각각 회귀분석과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우울 성향의 수준에 따른 집단 간 중앙성 지표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ANOVA를 실시하고 관련 시각화 자료를 제시하였다. P광역시에 위치한 11개 초등
학교(13개 학급)에 재학 중인 4∼6학년 350명을 대상으로 본 연구를 수행한 결과, 첫째, 우울 성향 및
하위 요소는 모두 3가지 중앙성 지표와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둘째, 우울 성향이 높은 초등학생일수
록 중앙성 지표들은 모두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우울 성향의 하위요
소 중 흥미상실과 행동장애만이 중앙성 지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상
대적으로 우울 성향이 높은 '상' 집단이 '중, 하' 집단에 비해 학급또래연결망의 중앙성 지표가 낮게
나타났으며, 중ㆍ 하 집단의 경우에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본 연구
의 의의와 시사점 및 제한점이 논의되었다.
주제어 :

초등학생, 또래관계, 우울 성향, 사회연결망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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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아동이 경험하는 사회적 환경은 초등학교에서 입학하면서부터, 가족에서 또래로 확장되고 이에
따라 또래들과 어울리는 상호작용의 기회 역시 함께 증가되면서 또래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정옥분, 2004; Hartup, 1983). 부모와의 관계가 수직적인 반면에, 또래와의 관계는 수평적이며 또래
는 아동을 사회화 시키는 중요한 존재(심희옥, 신유림, 2009; Piaget, 1965)이다. 초등학교 시기의 아
동에게 또래와의 상호작용은 사회 및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발달시킨다(정혜원, 2008; Youniss, 1980).
또한 아동의 또래관계는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대인관계에 결정적인 영향(Denham et al., 1990;
Sheridan, 1995)을 미치고, 성격형성의 기초(홍상황, 박현아, 2014)가 되기 때문에, 아동기의 전체적인
적응을 예측하는 지표이자, 사회성과 성격발달을 연결하는 매개자로서(김윤경, 이옥경, 2001), 그 무
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초등학생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또래로부터 수용 또는 인정받는 정도에 따라 긍정적인 사회적 발
달뿐만 아니라 지적, 정서적 발달, 그리고 향후 건전한 대인관계형성에도 많은 영향을 받는다(홍상
황, 박현아, 2014). 따라서 또래로부터 인정과 수용을 받는다면 전반적인 자아개념이 향상되며 긍정
적인 또래관계 형성은 또래로부터 받는 높은 지지로 인해 아동의 친사회적인 행동을 증가시킨다(하
영희, 2004). 또한, 또래관계는 어린 시절 경험한 관계의 결핍을 보상해줄 수 있으며(최은실, 방희정,
2011), 긍정적 자아개념의 형성과 더불어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능력과 인지발달에도 도움이 되는 등
(정옥분, 2004; Kramer, Gottman, 1992)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반면, 또래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거나 또래관계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심리적 부적응 및 문제행동을
보이고 이후의 사회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김영춘, 2014; 양복금, 김경희, 2001; 한현아,
도현심, 2008; Parker & Asher, 1987). 또래와의 관계에서 미움이나 거부 등 부정적 관계를 경험한
아동들은 고독감을 느끼며(Asher & Paquette, 2003), 공격적이고 위축된 행동 및 불안을 나타내기도
하고(London et al., 2007), 이후 잦은 결석(Kupersmidt & Coie, 1990), 혹은 학업실패나 반사회적 행
동을 보인다(Coie, Dodge, & Copottelli, 1982).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해볼 때, 초등학생의
또래관계 문제는 성격형성, 인지적 발달, 사회성 발달과 더불어 심리적 건강에도 영향을 미쳐 건강
한 성인으로의 성장과 발달을 좌우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처럼 또래관계가 초등학생에게 매우 중요한 발달 과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또래관
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살펴보고 예방적 방법을 탐색한 연구는 제한적이었다. 이제까
지 국내에서 보고된 또래관계와 관련된 연구들은 주로 또래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다루어 왔는데, 부모-자녀간의 친밀한 관계(김성아, 최진아, 2011; 양영화, 정주리, 2017; 이경숙, 서수
정, 신의진, 2000), 공감과 같은 정서표현능력(강유선, 박경, 2014, 임희진, 진미경, 2014), 자아탄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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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주영, 박인전, 2009), 자아존중감(안수영, 이형실, 2009) 및 자기 효능감(박원모, 천성문, 2008; 장인
실, 장석진, 2012; 조선영, 2017) 등을 포함하는 자아개념(신희이, 문혁준, 2009; 장재숙, 백경임, 2002)
과 같은 변인이 주를 이루어왔다. 반면 최근 또래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들
이 보고되고 있지만 역시 공격성(김동현, 이규미, 2010; 김성아, 최진아, 2011, 유안진, 한유진, 김진
경, 2002; Cillessen & Mayeux, 2004)과 충동성(민하영, 2014, 박연주, 2008) 등의 개인 내적이면서
외현적 심리요인들에 한정된 연구주제만이 다루어졌을 뿐이다. 따라서 초등학생의 또래관계에 부정
적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는 초등학생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예방과 치료 개입
을 위해 매우 절실하다고 여겨진다.
한편, 기존의 또래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또래관계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동
과 그 친구들이 모두 관여되어 학급 내 실제적으로 조성된 관계양상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또래관계문제(이현정, 홍상황, 2016), 또래관계기술(김성희, 정옥분, 2011; 최은실, 방희정,
2010), 대인관계성향(최민정, 손정락, 2009), 또래관계특성(김성아, 최진아, 2011, 신희이, 문혁준,
2009), 또래애착(민하영, 2014), 학교적응(김순복, 2011), 사회성(장재숙, 백경임, 2002, 정현희, 2008)
등과 같은 개인적 속성을 통해 교우관계를 분석하는 방법들이 대다수였다. 이런 변인들은 해당 학생
이 지니고 있는 개인적 속성을 측정하는 것일 뿐, 실제로 그들이 속해있는 학급 내에서 친구들과 원
만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학급 내 또래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등의 실제 관계적 측면
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사회적 현상을 설명하는 데는 개별적 속성만으로
는 불충분하기 때문에(Emirbayer & Goodwin, 1994; Wasserman & Faust, 1994) 또래관계와 같은,
집단 내 관계적 측면의 연구에는 사회 현상을 설명 및 분석하는 사회연결망 분석방법의 적용이 필
요하다(김대룡, 유장순, 2012).
우울은 인간이 성장하면서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정서로, 슬픔이나 울적한 기분 상태로부터 지속적
인 상실감 혹은 무력감, 절망감을 포함하며, 지각, 판단, 인지, 사고, 태도 및 대인관계에 이르는 광범
위한 측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인 마음 상태이다(김성일, 정용철, 2001; Hankin, 2006;
Jackson & Nuttall, 2001; Joiner, Alfano, & Metalsky, 1993). 이러한 우울은 주의력 결핍, 행동장애와
같은 외현적 문제들과 달리, 파괴적 양상으로 나타나지 않는 내재화되는 경향이 있어 진단 및 변별이
어렵다(배주미, 2000; Kaslow & Thompson, 1998). 더욱이 아동 및 청소년은 슬픈 감정을 느끼지만
자신의 감정이나 우울상태를 언어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하기 어려우며(배주미, 2000), 우울의 빈도가
약하거나 표현되는 방식의 차이로 인해 쉽게 눈에 띄지 않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자아인식에
어려움을 느끼고 자아개념이 미분화된 초등학생의 발달 단계적 특성을 고려해볼 때, 초등학교 시기
우울은 조기 발견의 어려움으로 인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더 심각한 형태의 문제로 발전될
수 있어 주의 깊은 관심과 집중적 연구가 강조된다(권태연, 2015).
특히, 우울이 유발하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문제들 가운데, 대인관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권정혜, 2002; 권호인 외, 2010; 윤현수, 오경자,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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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iner & Coyne, 1999). 우울한 사람들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불편감을 느끼고 대인관계에서 회피와
거부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박영주, 이영호, 2010; Krantz, 1985). 우울증 청소년들은 또래관계에서
사회적 유능성이 낮아, 친구관계 유지 기간이 짧고, 또래로부터 인기가 없으며 놀림을 많이 당하는
데(신민섭, 1997; Boivin, Hymel, & Bukowski, 1995), 이처럼 청소년들은 우울할수록 친구관계에서
의 문제가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현진, 한종철, 2004; 박영주, 이영호, 2010). 또한 우울증을 겪
는 청소년들은 자신의 대인관계 능력을 스스로 낮게 인식하고, 또래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가지는데
(Altmann & Gotlib, 1987; Rudolph & Asher, 2000), 이들이 보이는 부정적인 사회인지는 친구들로부
터 부정적 대우를 받도록 하여 또래관계에서 고립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Wicks-Nelson & Israel,
2003). 마찬가지로 초등학생의 우울 성향 역시 인지, 정서, 학습능력, 또래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김붕년, 조수철, 2000; 최민정, 손정락, 2009; Angold, Costello, & Erkanli, 1995). 초등학생의 우
울이 또래관계문제에 직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최은실, 방희정, 2010, 홍상
황, 박현아, 2014). 우울 성향 아동들은 대인관계 양상 즉, 또래와의 관계에서 대체로 소극적이며 자
신감이 부족하고 사회적으로 위축되어 회피적인 관계를 맺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현정, 홍상황, 2016;
최민정, 손정락, 2009; Garber, Kriss, & Lindholm, 1988).
이상을 종합해보면, 또래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상
태이며 초등학생의 우울 성향은 또래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지금까
지의 연구들은 사회 현상인 또래관계를 개인의 속성을 통해 살펴본 한계가 있다. 따라서 초등학생의
우울 성향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실제적이고도 정확한 또래관계의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기존의 연구들과는 다른 사회연결망 분석방법의 접근이 필요하다.
사회연결망 이론에 근거한 사회연결망 분석은 조직 및 사회 체계 내에서 각 위치를 연결해 관계
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는 방법이다(채영숙, 2017). 따라서 사회연결망 분석방법을 학급에 적용할
경우, 학생의 학급 내 지위와 특성 그리고 또래집단의 성질과 구조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
(Ennett, & Bauman, 1996).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의 사회연결망 분석의 활용은 초등학생의
우울 성향이 또래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우울 성향의 아동들은 학급연결망 내 어디에 위치
하고 있는지 구조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또래관계에 관한 구체적인 양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
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의 또래관계에 주목한 선행연구들의 대다수가 자기보고형
척도를 활용하여 또래관계를 측정(김순복, 2011; 이종원 외, 2014; 최은실, 방희정, 2010; 홍상황, 박현
아, 2014)한 것과 달리, 본 연구는 관계적 변인을 분석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알려진 사회연결망 분석
(장덕진, 2000)으로 해당 학급의 전 인원의 응답이 반영된 연결망으로 또래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
다. 이러한 접근 방법은 학급 인원 전체가 참여하여 다른 학생들과의 연결망 속에서 생산되는 관계
적 차원의 변인을 반영하기 때문에, 각 개인이 응답한 개별적 차원의 속성 변인으로 파악하는 것에
비해 또래들로부터의 해당 학생의 선호도, 또래 사이의 매개 혹은 중심 역할 정도 등 또래관계와 관
련된 지표들을 산출할 수 있어 또래관계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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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 있다.
또한 사회연결망 분석은 사회․행정․경제학을 포함하여 다양한 학문에서 활용되고 (Wasserman
& Faust, 1994), 최근 들어서는 교육학 분야에서도 활용되고 있는 분석방법이다(최연철, 2012). 하지
만, 교육학 분야에서의 사회연결망 분석은 성인교육 및 직업교육분야에서 주로 활용되어왔으며 주로
학업성취 변인과 관련하여 연구되거나 다른 변인은 활용하지 않고 오로지 연결망 분석 결과만
을 탐색하여 보고한 연구들이 대다수였다(현영섭, 2017). 그러나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개인 내
적 심리요인인 우울 성향과 관련지어 사회연결망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학급또래연결망 내 해당
학생의 중앙성 지표 및 구조적 위치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교육학 분야와 상담교육 연구 분야
의 확장을 추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울 성향이 학급연결망 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또래지명법을
통해 산출한 또래연결망 내의 관계적 특성 변인을 생성하였다. 이러한 변인들 중 가장 대표적인 것
은 중앙성 지표이다. 중앙성은 네트워크의 구조적인 특징을 설명하는 지표로 가장 많이 사용되며,
한 명의 구성원(node)이 다른 구성원과 어떻게 연결되었는가를 나타내는 개념이다(김용학, 김영진,
2016). 연결망의 중앙에 위치한다는 것은 연결망 내에서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
회적 지위가 높다는 것을 의미(Brass, 1984)하며, 더 많은 연결성이나 유대 관계를 가진 사람들은 연
결망에서 중심이 되는 경향이 있다(Valente, 2010). 따라서 중앙성 개념을 통해 학생이 학급 연결망
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중요한 역할과 핵심 인물로서 위치하고 있는지, 교실에 소속은 되어 있지만
연결망의 주변부에 위치하여 또래로부터 소외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여러 중앙
성 개념 중에서도 대표적인 3가지 지표인, 해당 구성원(node)으로 향하는 연결방향을 고려한 사이
중앙성(betweenness centrality), 연결 중앙성(in-degree), 인접 중앙성(closeness centrality)을 활용하
였다. 사이 중앙성(매개 중심성)은 서로 다른 친구들을 연결시켜주는 역할 정도를 나타내며, 학급 내
여러 친구들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아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정혜온, 2007). 또한, 매개 중앙성이
높다는 것은 다양한 정보가 유입되는 길목을 차지하고 있어 새로운 정보를 일찍 접할 수 있어 사교
적, 정보적 자원 교환에서 매우 유리함(김경식, 2009)을 의미한다. 연결 중앙성은 교우 관계에서 자
신을 친한 친구라고 지목해 준 다른 학생들 수의 합으로, 이 값이 큰 학생은 인기아 또는 선호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전숙자, 2005; 정혜온, 2007). 인접 중앙성이 높다는 것은 다른 친구들과 가까
이 위치해 있어 다른 친구들과 쉽게 접근하여 관계를 맺을 수 있으며, 보다 용이하게 다른 친구들에
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김재욱 외, 2008; 이우권, 1997). 본 연구에서 활용되는 학급
또래연결망의 중앙성 지표들은 모두 표준화를 통해, 다른 학교나 학급에 소속된 학생들과도 비교 가
능하도록 하였다.
우울 상태가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안수영, 이형실,
2009)에서 본 연구를 통해 초등학생의 우울 성향이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다면,
경험적 자료의 제공은 물론 현장의 많은 교사들에게 초등학생의 또래관계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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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접근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대부분의 초등학교현장에서는 또래관계
향상을 위해 해당 아동의 긍정적 친구관계 형성을 돕는 사회성 관계기술 함양 및 자아존중감 향상
등(전라래, 유재봉, 2015; 정계숙, 박명화, 김정혜, 2003; 정현희, 2008)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을 운
영하고 있다. 또한 개인이 아닌 학급 구성원 전체가 참여함으로써 또래관계 향상을 꾀하는 학급 차
원의 집단 참여적인 방법(최경일, 2007; 허희선, 박승희, 2011)들을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초등학생
의 우울 성향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본 연구결과에서 확인할 경우, 또래관계 개선을 위한 개
입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 또래관계에서 거부되거나 인기가 없는 학생들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Asher, 1990)점에서, 본 연구결과는 개인의 내적 정서인 우울에 초점을 맞춘 다양
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활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본 연구결과를 통해 우울 성향
의 학생들이 학급 내에서 보다 교우관계망의 중심에 위치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의 담임교사 및 상
담교사들이 자원을 활용하고 재배치하는 등의 적절한 교육적 개입을 돕는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
을 것이다. 이외에도 우울이 진단과 변별이 어렵다는 점에서 아동들과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내는 학
교 현장의 담당교사는 학급 내 아동이 또래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우울한 성향으로
인한 것은 아닌지 해당 아동의 우울 성향의 진단 및 예방, 치료를 위한 초기 정보를 학부모와 전문
상담가에게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초등학생이 지각한 우울 성향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연결망에서
산출된 중앙성 지표들을 활용하였으며, 우울 성향이 해당 초등학생의 학급또래연결망 내 지위
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생이 지각한 우울 성향이 학급또래연결망의 중앙성 지표(사이 중앙성, 내향 연결
중앙성, 인접 중앙성)에 미치는 영향은 각각 어떠한가?
둘째, 초등학생의 우울 성향의 수준에 따라 학급또래연결망 내의 중앙성 지표는 차이가 있는
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 수집절차

본 연구는 초등학생이 지각한 우울 성향이 학급또래연결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P광역시에 위치한 초등학교들을 대상으로 연구 참여를 희망하는지 확인하였다. 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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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17개 초등학교(33개의 학급) 3∼6학년 학생 944명이 참여의사를 밝혔으며, 본 연구의 목적
및 설문방법에 대해 가이드라인의 제공과 함께 학급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실시하
였다. 설문조사는 학생들에게 담임교사가 주의 및 안내사항을 강조하여 설명한 이후 자기보고
식으로 진행되었고, 학생들은 우울 성향을 측정하는 설문조사와 학급또래연결망 분석을 위한
중앙성 지표를 도출하는 또래지명 설문조사를 함께 실시하였다. 학생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주
의사항이 안내되었는데, 첫째, 또래지명 설문조사에 응답할 때는 같은 학급 내 친구 중에서 지
명할 것, 둘째로는 질문에 해당하는 친구를 한 명에서 세 명까지 적을 수 있음, 마지막으로는
설문 내용과 관련 서로 의견을 공유하지 않을 것이 포함되었다. 설문조사 결과를 확인한 결과,
타 학급의 친구를 지명하거나 3명을 초과하여 응답한 설문이 발견되어 1차적으로 제외하였고,
따라서 20개 학급의 887명이 재선정되었다. 하지만 본 연구의 분석방법이 사회연결망분석임을
고려, 완전연결망(complete network) 분석이 불가능한 학급(학급 내 모든 학생이 빠짐없이 응답
하여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학급)이 추가적으로 제외되어, 최종적으로는 11개 초등학교(13개의
학급), 4∼6학년 학생 350명의 설문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대상의 성별은 남 181명(52%),
여 169명(48%)이며, 연령별 구성은 4, 5, 6학년 각각 79명(23%), 82명(23%), 189명(54%)이었다.
설문 조사가 종료되고 연구에 참여한 학생 및 담임교사에게 사은품을 제공하였다.
2. 측정도구
가. 아동

우울 검사(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CDI)

초등학생의 우울 성향을 측정하고자 Kovacs(1981)가 개발, 한유진(1993)이 우리나라의 풍토
와 정서에 맞게 번안한 한국형 아동 우울 척도를 사용하였다. CDI에 대한 연구들은 CDI가 타
당하고 신뢰로우며 임상적 유용성이 있다고 입증해 주었는데, 자기-보고(self-report)형 검사인
이 척도는 7～17세까지의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해 쉬운 단어로 작성된 27개 문항이며, 여러 연
구에서 성인용 우울 검사인 BDI:Beck Depression Invetory(Beck, 1967)보다 청소년의 우울 측
정에 더 적절하다고 나타났다(신성웅 외, 2001). CDI는 우울 증상의 심한 정도를 기술하는 3문
장 중 응답자에게 가장 적합한 1가지를 선택하도록 하는데, 각 문항은 0-2점까지이며(예: (0)
나는 가끔 슬프다, (1) 나는 자주 슬프다, (2) 나는 항상 슬프다), 총 점수 범위는 0-54점 사이
에 분포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의 정도가 심함을 의미한다. CDI는 5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
되었는데, 우울의 주요 증상을 나타내는 우울정서(우울한 기분, 외로움 관련 5문항), 행동장애
(공격성 행동, 대인관계장애 관련 7문항), 흥미상실(일상에서의 흥미나 즐거움 상실 관련 7문
항), 자기비하(무가치감이나 부정적인 자아상 관련 4문항), 생리적 증상(불면, 식욕감퇴, 피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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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4문항)으로 나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전체 .85,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우울정서 .57, 행
동장애 .47, 흥미상실 .63, 자기비하 .56, 생리적 증상 .46으로 나타났으며, CDI를 활용한 국내
연구(노석준 외, 2011; 류정미, 2015)에서의 하위요소별 신뢰도는 .36∼.67로 나타났다.
나. 또래 지명

설문지

본 연구에서는 또래지명법을 사용하여 학급 내 비공식적 또래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Coie, Dodge, & Coppotelli, 1982; Howes, 1988). 설문지의 문항은 “가장 좋아하는 친구”를 1∼
3명까지 응답하도록 제작되었고, 동일 학급 내 친구만 지명하되 실명을 적도록 하였다. 설문지
에서 가장 좋아하는 친구를 순서대로 적도록 하는 제한을 따로 두지 않았으므로 기록된 3명의
친구들에 가중치는 부여하지 않았다. 사회연결망분석에서 완전연결망의 기본 형태는 인접행렬
(adjacency matrix)로서, 각 노드사이의 관계의 여부에 따라 ‘1’과 ‘0’으로 나타내게 된다
(Wasserman & Faust, 1994). 따라서 수집된 자료는 A가 B를 좋아하는 친구로 지명한 경우
(A, B) = “1”, 지명 안 한 경우 “0”으로 처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학급 내 N명의 학생들
(actor) 사이의 상호작용을 보여주는 N×N 형태의 행렬인 완전연결망(complete network)을 만들
었다. 완전연결망은 개인이 주위 사람들과 연결된 정도를 개인의 지각에만 의존, 측정하는 자아
중심연결망(ego-centric network)에 비해 집단 내 모든 구성원들의 응답을 바탕으로 구성된다
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객관적이고 정확하다는 장점이 있다(Marsden, 1990). 본 연구에서는 개
별 학급 내에 속한 학생간의 관계에 주목하였으므로 학급별 인원수가 다양한데, 이처럼 학급
인원이 상이한 경우, 크기가 다른 연결망이 형성될 수 있다(김용학, 김영진, 2016). 따라서 이를
고려하여 중앙성 지표를 Ucinet 프로그램을 통해 각 개인별 표준화점수(Z점수)로 변환하였다.
3. 자료분석

사회연결망분석에서는 연결망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중앙성 분석, 구조적 등위성 분석, 그
리고 하위집단 분석 등 다양한 분석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김용학, 김영진, 2016; 손동원,
2002), 본 연구에서는 Ucinet v6.649을 활용하여 연결망 내의 중앙성 분석 즉, 구성원들의 구조
적인 위치를 살펴볼 수 있는 중앙성(centrality)을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결 중앙성, 사이
중앙성, 인접 중앙성을 중심으로 또래관계를 파악하였으며 연결 중앙성의 경우, 연결 방향에 따
라 다른 친구가 나를 지명하는 정도인 내향(in-degree)과 나 자신이 다른 친구를 지명하는 정
도인 외향(out-degree)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내향성에만 주목하였다.
또한 Netminer ver.4를 사용하여 시각화 자료를 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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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 성향이 학급또래연결망 내의 중앙성 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SPSS 21을
활용하여 우울 총점 평균을 포함한 우울의 5가지 하위 요인과 학급또래연결망 내의 중앙성 지
표(사이 중앙성, 연결 중앙성, 인접 중앙성)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우울 성향이
각각의 학급또래연결망 내의 중앙성 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
으며, 우울의 하위요인들을 대상으로 학급또래연결망 내의 중앙성 지표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예측변인과 설명력을 규명하기 위해 우울 성향의 각 하위요인을 독립변수로, 사이 중앙성, 연결
중앙성, 인접 중앙성을 각각 종속변수로 하여 단계적 다중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의 단계선택법을 실시하였다. 단계선택법은 기존의 전진과 후진방식의 단점
을 보완한 방식으로, 독립변수를 모두 투입하지만 SPSS(통계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변수는 제외하고 유의한 변수만 나타내어 해당 변수의 투
입량을 확인하는 방법(노경섭, 2014)이다. 이는 연구자의 경험적 근거를 바탕으로 영향력이 큰
변수를 하나씩 투입해가며 변화를 확인하는 위계적 회귀분석과는 차이가 있다. 우울 성향의 하
위요소인 생리적 증상, 자기비하와 같은 변인들이 초등학생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연구자의 판단에 의해 위계적 회귀분석방법을 통해 변인을 순서대
로 투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통계적 투입방법의 도움을 받아 유의한 변
수를 찾는 단계적 회귀분석법의 단계선택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각 회귀분석의 기본가정 충족여부를 확인하고자 분포곡선 중심의 좌우를 설명하
는 왜도(skewness)와 상하의 위치를 설명하는 첨도(kurtosis)를 기준으로 정규성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종속변인들은 왜도의 절대값은 .130∼2.208로 나타났고, 첨도의 경우 일반적으로 8이
상을 극단적 첨도로 보는 점에서(배병렬, 2007) 첨도의 절대값은 .017∼6.480으로 나타나 왜도와
첨도 모두 극단치를 갖지 않아 정규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회귀분석 표준화
잔차의 정규 P-P 역시 대체로 대각선을 중심으로 분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정규성을 만족
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산점도를 통해 등분산을 확인한 결과 일반적으로 회귀분석 표준
화 예측값과 회귀분석 표준화 잔차가 대체로 -2와 +2사이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등분
산이 가정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각 회귀모형에서 잔차의 독립성, 즉 자기상관을 검
증하기 위해 Durbin-Watson 값을 살펴보았으며, 단순회귀모형에서는 1.751∼2.049로, 단계적 회
귀분석모형에서는 1.739∼2.032로 나타나 2와 근접해 있어 독립성을 만족(노경섭, 2014)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우울 성향 정도에 따른 학급또래연결망내의 중앙성 지표의 집단 간 차이를 파악
하기 위해 우울 성향 정도에 따라 상, 중, 하로 분류한 후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고. 이
분산 가정에 따라 사후 비교를 위해서 Tamhane Test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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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결과
1.

우울 성향과 학급또래연결망 내 중앙성 지표 간 상관관계
Pearson r을 구하여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 우울 성향과 학급또래연결망 내 중앙성 지표 간 상관관계
우울 행동 흥미 자기
Variable 우울
총점
평균 정서 장애 상실 비하
우울 총점평균 우울정서 .846**
**
행동장애 .747 .551**
흥미상실 .771** .552** .562**
**
**
**
자기비하 .828 .675 .527 .557**
**
**
**
**
생리적 증상 .764 .572 .442 .456 .462**
사이 중앙성 -.204** -.129* -.229** -.191** -.173**
연결 중앙성 -.225** -.132* -.227** -.274** -.149**
인접 중앙성 -.267** -.206** -.229** -.252** -.199**
Mean
.562 .511 .546 .569 .592
S.D.
.307 .368 .307 .344 .459
***

생리적 사이 연결 인접
증상 중앙성 중앙성 중앙성

-.111*
-.141**
-.188**
.592
.460

.541** .555** .654**
1.549 .077
2.207 .060

.251
.197

p<.001

우울 성향의 전체 평균 및 우울 성향의 5가지 하위요인들과 학급또래연결망 내 중앙성 지표
(사이 중앙성, 연결 중앙성, 인접 중앙성)들 간에는 모두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었다, 상
관계수를 살펴보면 사이 중앙성과 우울 성향의 전체 평균간의 상관은 r=-.204, p<.01 이었으며,
사이 중앙성과 상관이 높은 우울 성향의 하위요소들은 행동장애(r=-.229, p<.01), 흥미상실
(r=-.191, p<.01), 자기비하(r=-.173, p<.01), 우울정서(r=-.129, p<.05), 생리적 증상(r=-.111,
p<.05) 순으로 나타났다. 연결 중앙성과 우울 성향의 전체 평균간의 상관은 r=-.225, p<.01 이
었으며, 연결 중앙성과 상관이 높은 우울 성향의 하위요소들은 흥미상실(r=-.274, p<.01), 행동
장애(r=-.227, p<.01), 자기비하(r=-.149, p<.01), 생리적 증상(r=-.141, p<.01), 우울정서(r=-.132,
p<.05)순으로 나타났다. 인접 중앙성과 우울 성향의 전체 평균간의 상관은 r=-.267, p<.01 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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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인접 중앙성과 상관이 높은 우울 성향의 하위요소들은 흥미상실(r=-.252, p<.01) 행동장애
(r=-.229, p<.01), 우울정서(r=-.206, p<.01), 자기비하(r=-.199, p<.01), 생리적 증상(r=-.188,
p<.01) 순으로 나타났다.
우울 성향의 하위요소 간에 존재하는 관련성을 보면, 자기비하와 우울정서(r=.675, p<.01), 생
리적 증상과 우울정서(r=.572, p<.01), 흥미상실과 행동장애(r=.562, p<.01), 자기비하와 흥미상실
(r=.557, p<.01), 흥미상실과 우울정서(r=.552, p<.01), 행동장애와 우울정서(r=.551, p<.01)간의
상관관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2.

우울 성향이 학급또래연결망의 중앙성 지표에 미치는 영향

우울 성향(총점 평균)이 각각의 학급또래연결망의 중앙성 지표에 미치는 영향은 <표 2>와
같다. 첫째, 사이 중앙성(친구 간 매개역할)의 경우 우울 성향(총점 평균)이(F =16.7604, p<.001)
4.6%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결 중앙성(선호도)은 우울 성향(총점 평균)
이(F =21.4175, p<.001) 5.8%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셋째, 인접 중앙성(정
보확산)은 우울 성향(총점 평균)이(F =28.2627, p=0.0000) 7.5%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각 회귀모델에서 우울 성향(총점 평균)은 학급또래연결망의 중앙성 지표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Variable
(Constant)
사이 중앙성 우울총점평균
(Constant)
연결 중앙성 우울총점평균
(Constant)
인접 중앙성 우울총점평균
***

Unstandardized Standardized
B Std. Error Beta
2.444 .247
-1.600 .391
-.214
.105
.007
-.049 .011
-.241
.353
.022
-.182 .034
-.274

t

F(p) R Square

9.891 16.760***
-4.094
15.583
-4.628 21.418***
16.277 28.263***
-5.316

.046
.058
.075

p<.001

학급또래연결망의 중앙성 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우울 성향의 각 하위요소별 영향 정도를 파
악하기 위해 우울정서, 행동장애, 흥미상실, 자기비하, 생리적 증상을 설명력이 높은 순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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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되는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사이 중앙성, 연결 중앙성, 인접 중앙성을 각각
종속변인으로 하는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우울 성향의 각 하위요소별 학급또래연결망의 중앙성 지표에 미치는 영향
종속 모형 Variable Unstandardized Standardized t
Square
F R Square RChange
변인
B Std. Error Beta
(Constant) 2.450 .235
10.433*** 19.347*** .053
사이
중앙성 1 행동장애 -1.648 .375
-.229 -4.399***
(Constant) .105 .006
17.376***
연결
중앙성 1 흥미상실 -.048 .009
-.274 -5.310*** 28.199*** .075
.333 .020
16.886***
1 (Constant)
흥미상실 -.144 .030
-.252 -4.857*** 23.590*** .063
인접
(Constant) .355 .022
15.942***
중앙성
2 흥미상실 -.103 .036
-.180 -2.888** 13.987*** .075 .011
행동장애 -.082 .040
-.127 -2.042*
*

p<.05,

**

p<.01,

***

p<.001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 독립변인들 간의 다중 공선성 여부를 파악하였다. 분산팽창
지수(VIF)가 10미만이고, 상태지수가 15보다 작을 경우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는
데(노경섭, 2014), 본 연구의 모든 모형에서 VIF 값은 1.000∼1.462 였으며, 상태지수 또한 3.592
∼5.019로, 다중 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우울 성향이 학급또래연결망의 사이 중앙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회귀분석 결
과, 단계선택법으로 예측변수인 행동장애만이 모형에 포함되었다. 추정된 회귀모형의 적합도에
대한 F통계량은 19.347(p<.001)로 매우 유의하였고, R² 은 5.3%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다음으로 초등학생의 우울 성향이 학급또래연결망의 연결 중앙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단계
선택법 회귀결과, 예측변수로 흥미상실만이 모형에 포함되었다. 추정된 회귀모형의 적합도에 대
한 F통계량은 28.199(p<.001)로 매우 유의하였고, R² 은 7.5%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마지막으로 초등학생의 우울 성향이 학급또래연결망의 인접 중앙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단
계적 회귀분석 결과, 흥미상실만이 포함된 모형의 적합도에 대한 F통계량은 23.590(p<.001)로서
매우 유의하였고 설명력은 6.3% 였으나, 행동장애가 추가로 투입된 모형의 경우(F=13.987,
p<.001)에는, 설명력이 7.5%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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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울 성향의 수준에 따른 학급또래연결망의 중앙성 지표 차이

연구문제 2의 초등학생의 우울 성향의 수준에 따라 학급또래연결망의 중앙성 지표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우선 우울 성향의 점수를 상, 중, 하로 나누어 집단을 구성하였다. 우울 성향의
수준과 관련하여 총점의 범위는 0∼54점이며, 본 연구에서는 0점에서 42점까지 분포되어 있었
다. 본 연구에서는 우울 증상을 가졌다고 임상적으로 진단된 학생이 아닌 일반 초등학생을 대
상으로 학생들 스스로 지각하는 본인의 우울 성향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전체 표
본의 하위 33%, 66%에 해당하는 10점, 19점이 우울 성향의 점수와 관련하여 하, 중, 상 집단의
기준점이 되었다. 상 집단이 상대적으로 우울 성향이 높은 학생들로서, 하ㆍ중ㆍ상 각 집단의
인원수는 하 집단 102명(M=5.92, SD=2.154), 중 집단의 인원수는 140명(M=14.25, SD=2.997), 상
집단의 인원수는 108명(M=24.87, SD=3.800)으로 총 인원은 350명이다.
우울 성향의 집단에 따른 세 집단과 학급또래연결망의 3가지 중앙성 지표를 분산분석
(ANOVA)과 Tamhane의 T2 사후 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표 4>, 각 중앙성 지표별 학급내 우
울 성향 집단에 따른 구조적 위치를 보여주는 시각화자료는 각각 [그림 1], [그림 2], [그림 3]에
제시되어 있다.
<표 4> 우울 성향의 수준에 따른 학급또래연결망의 중앙성 지표 차이
Dependent Variable Group Mean S.D.
N
F
상 0.861 1.171 108
사이 중앙성
중 1.603 2.142 140
10.317***
하 2.205 2.850 102
상 0.059 0.050 108
연결 중앙성
중 0.080 0.062 140
8.347***
하 0.092 0.065 102
상 0.175 0.159 108
인접 중앙성
중 0.262 0.190 140
15.073***
하 0.317 0.216 102
***

p<.001

Tamhane Test
하, 중>상
하, 중>상
하,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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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 중앙성(A학급)
★: 우울 성향 ‘상’ 집단, ●: 우울 성향 ‘중, 하’ 집단

[그림 1] 학급 내 우울 성향 집단의 차이에 따른 구조적 위치: 사이중앙성

연결 중앙성(B학급)
★: 우울 성향 ‘상’ 집단, ●: 우울 성향 ‘중, 하’ 집단

[그림 2] 학급 내 우울 성향 집단의 차이에 따른 구조적 위치: 연결 중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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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 중앙성(C학급)
★: 우울 성향 ‘상’ 집단, ●: 우울 성향 ‘중, 하’ 집단
[그림 3] 학급 내 우울 성향 집단의 차이에 따른 구조적 위치: 인접 중앙성

우울 성향의 수준에 따른 세 집단과 학급또래연결망의 중앙성 지표의 차이는 사이 중앙성
(F=10.317), 연결 중앙성(F=8.347), 인접 중앙성(F=15.073) 영역 모두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
내었다(p<.001). 즉, 초등학생의 우울 성향 집단 간의 사이 중앙성, 연결 중앙성, 인접 중앙성을
조사한 결과, 이들 간에 차이가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우울 성향이 높은 집단이 학급또래연결
망의 중앙성 지표가 낮게 나타난다는 결과를 얻었다. [그림 1], [그림 2], [그림 3]에 제시된 3
학급의 동심원들은 각각 중심에 가까운 원일수록 사이 중앙성, 연결 중앙성, 인접 중앙성의 지
표가 커짐을 의미한다, 따라서 각 학급에서 우울 성향이 높은 학생일수록 학급또래연결망(사이
중앙성, 연결 중앙성, 인접 중앙성)에서 대체로 주변부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V. 논의
본 연구는 초등학생이 지각한 우울 성향이 학급또래연결망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자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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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초등학교 4, 5, 6학년을 대상으로 초등학생이 지각한 우울 성향이 학급또래연결망
내에서 산출되는 중앙성 지표(사이 중앙성, 연결 중앙성, 인접 중앙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
보고, 초등학생이 지각한 우울 성향의 수준에 따라 중앙성 지표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생이 지각한 우울 성향 및 5가지 하위요인들은 학급또래연결망 내 중앙성 지표
들과 모두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둘째, 초등학생이 지각한 우울 성향은 학급또래연결망의 중앙
성 지표 3가지 모두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급또래연결망의 중
앙성 지표들에 영향을 미치는 우울의 각 하위요소별 영향 정도를 살펴본 결과, 사이 중앙성의
경우 우울 성향의 하위요인 중 행동장애(공격성 행동, 대인관계장애)만이 예측변인으로 모형에
포함되었고 5.3%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결 중앙성의 경우에는 예측변인으로 우
울 성향의 하위요인 중 흥미상실(일상에서의 흥미나 즐거움 상실)만이 모형에 포함되었고,
7.5%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접 중앙성의 경우, 예측변인으로 우울 성향의 하위요
인 중 흥미상실(일상에서의 흥미나 즐거움 상실)이 가장 큰 설명력(6.3%)을 지니지만, 예측변인
으로 우울 성향의 하위요인 중 행동장애(공격성 행동, 대인관계장애)가 더해지면 추가적으로
7.5%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초등학생이 지각한 우울 성향의 수준에 따른 상,
중, 하 집단 간의 중앙성 지표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우울 성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이 학
급또래연결망 내의 중앙성 지표가 모두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중, 하 집단 간에
는 중앙성 지표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의 하위요인 중 행동장애와 흥미상실만이 중앙성 지표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
결과는 공격성과 또래관계의 질과 관련하여, 공격성을 보이는 아동들이 또래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으며(유안진, 한유진, 김진경, 2002; Berndt & Perry, 1986; Khatri, 1996) 행복한 학생이 또래
에게 더 인기 있고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를 형성한다(구재선, 이아롱, 서은국, 2009; Diener,
Fujita, 1995; Taylor et al., 2003)는 연구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공격적 행동이나 대인관
계 장애와 같은 행동적 특성들은 친구간의 매개역할이나 학급 내 여러 친구들과 정보를 공유하
는데 부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한국 아동의 행복감 실태조사(조성연 외, 2009)에 따르
면, 우리나라 초등학교 아동의 전반적인 행복감 수준은 비교적 높은 편이며, 학교급이 낮을수록
주관적 행복감 수준이 높음(김태은 외, 2015; 신현숙, 2015)을 고려하면, 일반 학생들에게 일상
생활에서 흥미가 없고 우울한 학생들은, 다소 특이한 학생으로 여겨져 매력적인 또래로 느껴지
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흥미가 낮은 학생들은 어울리는 친구가 많지 않
게 되어 학급 내에서 인기를 얻거나, 정보를 공유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우울 성향을 지닌 초등학생의 긍정적인 또래관계 형성을 위해서는 우울의 하
위요인 중에서도 흥미상실과 행동장애에 초점을 맞춘 보다 구체적인 예방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담당교사는 학기 초 학급학생들의 심리적 성향을 파악하여 일상생활에 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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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낮거나 행동장애가 있는 학생들이 학급 내 여러 학생들과 친교활동을 할 수 있는 교육프로
그램을 개발 및 운영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인기아의 행동은 다른 학생들에게 모델링 역할을
하여 파급력이 일반 아동에 비해 높다(Franken et al., 2017; Gallupe & Gravel, 2018)는 연구결
과에 따라 우울 성향의 아이들의 또래관계문제를 위해 인기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 또한 고려
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우울 성향의 학생들이 학급연결망 내 의미 있는 구조적 위치를 형성함
으로써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학교 혹은 학급의 중요한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학급을 운영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학급 내 중요한 내용을 공지하는 1인 1역을 맡기거
나 중요한 정보를 최단 경로로 빠르게 전달해줄 수 있는 정보 확산력이 높은 학생이나 선호아
와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자리를 배치하는 등 맞춤형 학급운영 계획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우울 성향의 하위요인 중 우울정서, 자기비하, 생리적 증상 요인이 또
래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다음과 같이 논의될 수 있
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살펴본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우울 성향 또는 우울증의 하위 요인별로
구분하여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지 않았으며, 또한 하위요인별로 살펴본 몇몇 연구
들도 본 연구에서 사용된 우울 성향의 하위요인과 구성이 상이하였다. 따라서, 우울 성향의 하
위요인에 해당하는 흥미상실과 행동장애 요인에서만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추후 연구에
서 더욱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행동장애 요인은 또래관계에서 외현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으로, 또래와 관계를 형성, 유
지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기술이 부족하거나 갈등이 생길경우 상대방이 이에 대해 표정, 몸짓,
언어 등으로 거부 표현을 나타내므로 본인(아동)이 지각할 수 있다. 흥미상실 요인 역시 또래와
대화를 하거나 활동에 참여할 때 자주 회피하거나 관심을 표현하지 않으므로 상대방의 부정적
반응을 통해 스스로 자각할 수 있다. 그러나 초등학생의 경우 우울 정서 및 불면, 식욕저하, 피
로, 건강염려와 같은 생리적 증상은 자신만이 알 수 있는 내현적인 문제인데, 초등학생의 발달
특성 및 경험 부족으로 인해 스스로 이를 인식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따라서 우울정
서 및 생리적 증상이 본 연구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에는 자기보고 응답 결과가 신뢰롭지 않았
을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 역채점 문항은 연구결과에 손상을 초래한다(고길곤, 탁현우, 김세진,
2015)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우울 정서를 판별하는 5개의 문항 중 3문항이 역채점 문
항으로 구성되었다는 점, 자기비하의 역채점 문항이 4문항 중 2문항이라는 점은 또한 초등학생
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울 성향이 중앙성 지표에 부적 영향을 미치고, 이와 관련 집단별 차이를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사회연결망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초등학생이 지각한 우울 성향에
따른 학급연결망의 구조적 위치에 대해 분석해보았다. 그 결과 우울 성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학급또래연결망의 주변부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초등
학생이 지각한 우울 성향의 수준에 따른 집단 간의 중앙성 지표의 차이는, 사후검사 결과 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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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이 중, 하 집단에 비해 학급또래연결망 내의 중앙성 지표가 모두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우울 성향이 높은 초등학생일수록 중앙성 지표가 낮고 학급연결
망 내에서 주변부에 위치한다는 본 연구결과는 우울한 사람은 회피적인 대인관계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Krantz(1985)의 연구결과 및 우울 성향의 청소년들이 또래관계에서 인기가 없
거나 고립될 가능성이 있다(신민섭, 1997; Boivin, Hymel, & Bukowski, 1995; Wicks-Nelson &
Israel, 2003)는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그러므로 담당교사는 면밀한 관찰을 통해 학급 내 아동이 또래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우울한 성향으로 인한 것은 아닌지 확인하여 학부모에게 전문상담이나 진단절차를 안내하
거나 학교 내 WEE클래스와 같은 시설을 활용하여 전문상담교사의 도움을 의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체계가 구축이 된다면, 진단 및 판별이 어려운 초등학생의 우울 성향을 조기에 발견하여
개입함으로써 예방 및 치료의 효과를 높일 수도 있다. 한편, 실내 환경의 적절성이 거주자의 만
족도를 증가시켜 심리적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Phillips et al., 2005), 우울수준을 낮추는
데 유의한 영향을 주었음을 보고한 종단연구(정은희, 임은정, 채철균, 2017) 결과를 고려해볼
때, 초등학생들이 생활하는 학교의 실내/외 공간을 적절하게 조성하는 교육 정책적 접근도 필요
하다. 반면, 본 연구에서 우울 성향의 수준에 따른 중, 하 집단간의 중앙성 지표의 차이가 나타
나지 않은 것은 본 연구의 대상이 우울증에 대한 임상적 진단을 받지 않은 일반 초등학생을 대
상으로 수행된 점을 고려해볼 수 있다. 즉 중, 하 집단에 속한 대상자들의 우울한 성향은 매우
미미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영향력이 없어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 살펴 본 연구 결과에 따라 본 연구의 차별점 및 의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
째, 아동기의 또래관계와 관련한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또래관계를 또래관계기술, 대인관계성
향, 또래관계 특성, 또래애착 등의 개인의 속성변인(김성아, 최진아, 2011; 김성희, 정옥분, 2011;
민하영, 2014; 신희이, 문혁준, 2009; 최민정, 손정락, 2009; 최은실, 방희정, 2010)을 통해서 살펴
보았다. 그러나 한 개인의 행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속성 즉 미시적 관점 외에 그 사람
이 맺고 있는 집단의 관계 즉, 거시점 관점들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김용학, 김영
진, 2016; 이세환, 김우성, 2008; Carrington, Scott, & Wasserman, 2005; Wasserman & Faust,
1994). 따라서 본 연구는 참여 아동과 오랜 시간 같은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며 서로를 관찰할
수 있었던 동일 학급 내 또래 평정자를 활용한 점에서 자기보고법에 의존하여 또래관계를 측정
한(이종원 외, 2014; 홍상황, 박현아, 2014) 기존 연구들과 차별성이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또래
지명법을 사용함으로써 특정 집단 내에서 아동 개인이 보이는 특정 행동의 양적, 질적 측면에
서의 상대적인 위치를 분석하고 그 집단 내에서의 역동적인 과정을 평가할 수 있었다(신유림,
2007)는 점, 학급 내 선호아, 또래 사이의 매개 역할 혹은 파급력 등 또래관계와 관련된 지표들
을 산출하는 데 있어 사회연결망 속에서 생산되는 관계적 차원의 변인을 반영하기 때문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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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응답한 개별적 차원의 속성 변수로 파악하는 것에 비해 보다 정확하고 세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둘째, 그동안 국외에서는 완전연결망에 기반하여 사회적 관계의 구조적 효과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왔다. Marsden(1990)에 따르면, 완전연결망은 집단의 모든 구성원들의 응답
을 토대로 구성하기 때문에 자아연결망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같은 학급 내 또래들이 단 한명도 빠짐없이 모두 응답한 또
래지명설문지를 기반으로 하였으며, 11개 초등학교, 13개 학급, 총 350명을 대상으로 표집한 대
규모 완전연결망 자료를 활용하였다. 사회연결망분석을 활용한 국내논문은 많지 않으며, 그 중
에서도 소수의 학급을 대상으로 학급또래연결망을 분석한 논문들이 대부분인 점을 고려하면,
본 연구는 표본수를 확장하여 통계적 신뢰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셋째, 그동안 사회연결망분석은 성인교육 및 직업교육분야에서 주로 활용되어왔고 학업성취
변인과 관련하여 연구되거나 오로지 연결망 분석 결과만을 탐색하여 보고한 연구들이 대다수였
다(현영섭, 2017). 하지만 본 연구는 사회연결망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초등학생의 개인 내적 심
리요인인 우울 성향과 학급또래연결망의 중앙성 지표를 산출하고 구조적 위치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초등교육 및 상담교육 분야로 연구를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넷째, 본 연구는 우울 성향이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기존의 연구에서 나아가
우울 성향의 하위요인별로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본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특
히, 본 연구 결과에서 초등학생이 인식한 우울 성향의 하위요인 중 행동장애와흥미상실 요인에
서만 또래관계의 특성을 나타내는 중앙성 지표(사이, 인접, 연결 중앙성)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는 점은 교육현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교사는 우울 성향이 있는 아동이 관찰되
었을 때, 행동장애와 흥미상실에 주목하여 교육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행동장애 성향이
있는 아동들에게는 부족한 사회적 기술과 갈등 대처방안을 교육하는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마련
하고 흥미상실 성향이 있는 아동들에게는 보다 활기찬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학급운영 방법을
개발, 적용하는 등 또래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 개
입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는 방법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에서 의의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우울 성향과 학급또래연결망 내 중앙성 지표의 관계를 1
회로 측정한 횡단 자료로 살펴보았다. 하지만 학급또래연결망 내 중앙성 지표는 어느 시기에
측정했는지에 따라 변화양상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추후 종단 연구가 진행된다면 우
울 성향과 학급또래연결망 내 중앙성 지표 간의 인과관계를 더욱 명확히 규명할 수 있을 것이
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우울척도는 초등학생의 자기보고형 척도이다. 자기보고형 척도는
우울에 관한 연구에서 외현적으로 관찰될 수 없는 주관적인 경험을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지만, 단일측정방법(monomethodism)이라는 제한이 있다(Cole et al., 1996). 추후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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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교사 및 학부모 보고형 척도가 추가된다면 다각적 측정을 통해 신뢰도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추후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우울 척도의 신뢰도와 관련, 하위요인별 특성
을 대표할 수 있는 문항으로 검토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본 연구주제에 대해 다른 우
울 척도를 사용하여 추후 연구를 수행해 본다면 기존 연구와의 비교와 대조를 통해 더 의미 있
는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동일 학급에 소속된 초등학생들의 또래관
계와 관련, 연결망에서 얻은 관계변수를 표준화점수로 변환하여 전체 학생들을 비교하였다. 추
후연구에서 다층모형분석(HLM)을 활용한다면 유의여부에 따라 각 학교 및 학급별로 독립변인
과 종속변수와의 관계에서 보다 정확한 회귀선을 살펴보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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