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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양육태도, 아동과의 의사소통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Child-rearing Attitude and Parent-child Communication 
on Self-Esteem of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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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의 목적은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부모와의 의사소통, 아동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를 살

펴보고, 자아존중감에 대한 이들 변인들의 설명력을 파악하는데 있다. 본 연구 대상자는 초등학교 고학년 472명이며

수집된 자료는 SPSS 24.0 Program을 이용하여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analysis를 수행하였고 어떠한

독립변수가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며 그 다음 영향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무엇인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분석을 수행하였다. 학교성적(r=-.245 p〈.001), 경제상태(r=-.189 p〈.001), 어버지의 학력

(r=.193 p〈.001), 어머니의 학력(r=.136 p=.003), 가정분위기(r=-.256 p〈.001), 아버지와의 의사소통(r=.345 p〈.001)

, 어머니와의 의사소통(r=.503 p〈.001), 양육태도(r=.421 p〈.001)가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

었다. 자아존중감자아존중감을 설명하는 주요변인은 학교 성적, 양육태도,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으로 나타났다. 회귀분

석 모형은 투입된 요인을 통하여 32.6%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결과는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관련되는 가정

적, 환경적 변인을 고려하여 성장하고 있는 아동들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상담 및 중재프로그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어질 것을 기대한다.

주요어 : 아동. 자아존중감. 양육태도. 의사소통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designed to identify the factor contributing to self-esteem of children. 
Based on the survey results, it was found that the major factors influencing Self-esteem include school record(β
= -.15, p〈.001), communication with mother(β= .31, p〈.001), child-rearing attitude(β= .16, p=.002). These 
factors explained 32.6% of the self-esteem of children. Therefore these factors should be considered in the     
educational programs for development of children’s self-este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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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필요성

아동이 처음으로 경험하는 사회환경은 가정이고 태

어나서 처음 맺는 관계는 부모-자녀관계이다. 그러므로

어릴 때부터 형성된 부모와의 관계는 아동의 신체, 사

회, 인지발달 등에 영향을 미친다[1].



The Effect of Child-rearing Attitude and Parent-child Communication on Self-Esteem of Children

- 218 -

양육태도는 부모 혹은 양육자가 자신의 자녀를 양육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태도 및

행동을 말한다. Kim KJ[2]은 양육태도의 영역을 수용

과 거부, 자율과 통제, 과잉과 비과잉으로 분류하였다.

수용과 거부의 차원은 애정, 이해, 존중의 태도로 표시

되는 심리적 과정과 무시, 체벌, 거부의 행동으로 나타

나는 양극을 연결하는 구조이며 자율과 통제의 차원은

자유를 인정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강조하며 비지시적

인 관계를 특징으로 하는 자율과 지시, 억압, 금지의 태

도를 특징으로 하는 통제의 극을 연결하는 구조이다.

과잉과 비과잉의 차원은 좋은 성적이나 성공만을 기대

하는 과잉과 좋은 성적의 성취와 성공만을 기대하지 않

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입장에서 볼 때 실제의

양육태도와 다르게 지각될 수 있는데 그것은 아동이 부

모의 태도를 받아들일 때 아동 자신의 심리적 장 또는

행동적 환경에 의해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부모의 거부적인 양육태도는 정신분열, 행동문제, 신

경쇠약, 신체적 반응 등 여러 정신 행동의 부조화에 폭

넓게 연관되며 공격성, 낮은 자아존중감, 정서적 불안

정, 부정적 세계관들이 부모의 거부적 태도에 기인한다

[3]. 한 개인의 성격과 행동양식의 형성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모는 자녀의 조력자로서의 역할의 중요

성을 인식해야하며[4], 부-모 자녀의 관계는 가장 기본

적이고 친밀하며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인간관계

로 어떤 사회적 관계보다 모든 인간의 행동양식을 학습

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5].

이러한 부모-자녀 관계의 상호작용은 의사소통을 통

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받으며, 그속에 내포된 의

미와 행동양식을 내면화하여 발달시켜 나가기 때문에

부모의 대화하는 방식이나 태도, 내용 등은 중요한 의

미를 가진다[6].

자아존중감은 미국의 철학자인 William James가 처

음으로 자신에 대한 가치로 규정한 이후 여러 연구에서

인간의 심리 및 정서적 건강을 예측하는 변수로 사용되

어왔다[7]. 아동의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은 정서와 행동

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시키는데 기여하고 부정적

인 자아존중감은 정서적으로 심각한 갈등을 경험하게

하며 때로는 여러 체계에 적응하지 못하는 정서 상태와

행동양상을 나타나게 한다. 그러므로 아동의 자아존중

감이 올바르게 형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환경체계의 파

악과 관련 노력이 필요하다[7][8].

자아존중감은 수많은 심리, 사회적 요인들과 연관되

어 아동의 정신건강을 설명하는 변인이다. 아동 및 청

소년기는 신체적 성장과 정서적 성장이 동시에 일어나

는데 이러한 변화를 감당하기 힘들 때 불안정을 경험하

고 반항심이 생기는 등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

다. 자아존중감이 낮은 아동은 이러한 정신건강에 문제

가 발생하면 심리적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여 사회 부적

응 등의 문제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 반면 자아존중감

이 높은 아동은 과도기적 발달과정 중 경험할 수 있는

여러 정서적인 문제들을 잘 극복하여 자주적으로 자신

의 생활을 바람직하게 처리해 나가는 능력을 키울 수

있게 된다[9]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아동이 성인이 되었을 때

능동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자신의 견해를 표현하며

자신의 목표 성취를 향해 보다 직접적이고 현실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반면 그렇게 못한 경우는 열등감을 가지

고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게 된다[10-17]

따라서 본 연구는 아동의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발

달 및 건강과 관련이 있는 중요한 자아개념인 자아존중

감을 이해하고 자아존중감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들을 분석하여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연구대상자는 S시 소재 2개 초등학교 고학년생

490명을 대상으로 담임교사의 협조를 얻어 학생들

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뒤 구조화된 설문지에 대한 내용과 기재요령을 설

명하여 수집하였다. 이중 내용이 완전히 기입되지

않거나 중복기입된 18부를 제외하고 472부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 도구

1) 부모의 양육태도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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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KJ[2]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이 검사

의 하위영역으로는 수용-거부, 자율-통제, 과잉-비

과잉 세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고 각 영역 당 11문

항씩 3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항상 그렇다’ 1

점에서 ‘전혀 아니다’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수용, 자율, 비과잉의 특성

이 높음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7 이다.

2) 부⦁모-자녀 의사소통
부모와의 의사소통유형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도구는 Barnes HL과 Olsen DH[18]가 개발한 부모

-자녀간 의사소통 측정도구 PACS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Scale)를 사용

하였다.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의사사통이 각 20문항

으로 이루어져 있고 자가보고식 5점 척도로서 개방

적 의사소통 문항 10개와 역기능적 의사소통 문항

10개로 구성되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이 긍정적임을 나타낸다.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에 대한 20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3 이고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에

대한 20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8 이

다.

3)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Rogenberg M[19]이 개발한 자아존중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아존중감 척도는 총 10문항으로

구성된 자가 평가 도구로서 4점 척도로 되어있으며

각 문항에 대하여 ‘거의 그렇지 않다’ 1점, ‘대체로 그

렇지 않다’ 2점, ‘대체로 그렇다’ 3점, ‘거의 그렇다’ 4

점으로 평점 하였다. 5개의 역 문항은 역산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도구 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 .85, 본 연
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84 이다.

3.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

석되었으며 본 연구 도구의 신뢰도 측정을 위해

Cronbach’s α를 산출하고 변인들의 빈도, 평균 및

표준편차, 상관관계를 산출하였다. 제 변인들이 아

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를 실시하였다. 일반적 특성 변수중 자아존중감과의

상관관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를 1단계 분

석에 투입하고 2단계 분석에서 부모의 양육태도, 부

모-자녀 의사소통을 투입하였다.

Ⅲ. 연구 결과 및 논의

1.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51.1%로 여학생보다 많았고 학

년별로는 5학년이 51.8%, 형제자매의 수는 2남매이

상의 경우가 43.2%, 학교 성적은 상위권이 57.49%,

경제상태는 중산층이 82.2%로 가장 많았다. 아버지

의 학력수준은 대졸 이상이 56.1%, 어머니의 학력

수준도 고졸이 51.3%로 가장 많았다. 아동이 인지

하는 가족의 분위기는 화목한 경우가 57.4%로 가장

많았고 종교는 없는 경우가 58.1%로 더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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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472)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472)

N %

Gender
Boy

Girl

241

231

51.1

48.9

Grade

4th

5th

6th

145

204

123

30.7

43.2

26.1

Siblings

The only child

1 brother and 1 sister

2 brothers or

2 sisters↑

101

167

204

21.4

35.4

43.2

School

record

High record

Middle record

Low record

271

177

24

57.4

37.5

5.1

Economic

status

High

Middle

Low

28

388

56

5.9

82.2

11.9

Father's

level of

education

Middle school

High school

Over university

47

160

265

10.0

33.9

56.1

Mother's

level of

education

Middle school

High school

Over university

55

242

175

11.1

51.3

37.1

Perceived

atmosphere

Harmonious

Ordinary

Not harmonious

271

177

24

57.4

37.5

5.1

Religion
Yes

No

198

274

41.9

58.1

2.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자녀 의사소통 및 아동의

자아존중감

Table 2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대상자가 인식하

는 부모의 양육태도 점수는 평균은 94.35점이었고

이를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자율성 35.69점, 성취

압력 32.26점, 수용성 29.10점의 순으로 평균점수

가 높았다.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은 평균 65.44점이

었고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은 평균 66.11이었다. 자

아존중감의 평균점수는 30.84로 나타났다.

표2 양육태도, 부모-자녀 의사소통, 자아존중감 (N=472)

Table 2. Child-rearing Attitude, Self-esteem, Communication

with Mother and Communication with Father (N=472)

Variables M SD Min Max

Child-rearing attitude

Acceptance

Autonomy

Achievement pressure

94.35

29.10

35.69

32.26

14.77

6.27

6.05

6.40

48

14

17

11

132

44

44

44

Communication with father

Communication with mothe

65.44

66.11

14.18

13.39

20

24

100

100

Self-esteem 30.84 3.72 21 41

3. 자아존중감과 일반적 특성과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자아존중감과 일반적 변수와의 상관관계

결과는 <Table3> 과 같다.

학교 성적이 높을수록(r=-.245 p〈.001), 경제수준이

높을수록(r=-.189, p〈.001),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r=.193, p〈.001),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

을수록 (r=.136, p=.003), 가정이 화목할수록(r=-.256

p〈.001) 자아존중감은 높게 나타났다.

표3 자아존중감과 제변수와의 상관관계 (N=472)

Table 3. Correlations between related variables and

self-esteem(N=472)

Self-esteem

1 -.021(p=.651)

2 .013(p=.774)

3 .009(p=.840)

4 -.245(p〈.001)

5 -.189(p〈.001)

6 .193(p〈.001)

7 .136(p=.003)

8
-.256(p〈.001)

9 .060(p=.472)

10 .345(p〈.001)

11 .503(p〈.001)

12 .421(p〈.001)

1=Gender 2=Grade 3=Siblings 4=School rec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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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Economic status 6=Father's level of education

7=Mother's level of education

8-Perceived atmosphere 9=Religion

10=Communication with father

11=Communication with mother

12=Child-rearing attitude

4.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들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

인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학교성적,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양육태도가 자아존

중감의 32.6%를 설명하였다.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어머니와의 의

사소통(β=.31)이었고, 그 다음이 부모의 양육태도(β

=.16), 학교성적(β=-.15)의 순이었다.

표4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N=472)

Table 4. Factors Influencing self-esteem (N=472)

Variables B SE β t p

M

o

d

e

l

1

School record -.84 .25 -.15 -3.30 .001

Economic

status
-.77 .41 -.08 -1.86 .063

Father's

level of

education

.43 .20 .10 2.13 .033

Mother's

level of

education

.07 .20 .01 .37 .707

Perceived

atmosphere

-1.01 .29 -.16 -3.43 .001

R2=.119 Adj R2=.109 △R2=.119 F=12.56 p〈.001

M

o

d

e

l

2

School record -.85 .22 -.15 -3.71 .000

Economic

status
-.70 .36 -.08 -1.93 .054

Father's

level of

education

.26 .18 .06 1.47 .140

Mother's

level of

education

.06 .18 .01 .35 .725

Perceived

atmosphere
-.14 .27 -.02 -.525 .600

Communicati

on with

father

.02 .01 .08 1.81 .070

Communicati

on with

mother

.08 .01 .31 5.74 .000

Child-rearing

attitude
.04 .01 .16 3.11 .002

R2=.326 Adj R2=.315 △R2=.208 F=47.591 p〈.001

본 연구는 개인, 가정 및 사회환경적 변인으로서 성

적, 경제상태, 부모의 교육수준, 가정분위기, 부모와

의 의사소통,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자아존중감

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파악하여 자아존중감 향

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자 수행되었으며,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성적에 따라서 차이가 나타내

었다. 이는 Kwon HJ과 Sung MY[20]의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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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의 높은 자아존중감이 학교생활의 적응영

역과 관련된다는 결과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교우관계와 성적이 좋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Shin HS과 Kim GH[21]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한편으로 성적과 자아존중감의 관련성은 사회적 통념과

도 일치하는 부분으로볼 수있으나상대평가를할 수밖

에없는경우누군가 하위권에머물러야한다면 아동의

정신적건강에 불리한영향을줄수있다는점을참고해

야함을 의미할 수 있다.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및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의 경

우 65.44점, 66.11점으로 중간보다 약간 높은 수준의 의

사소통을 하고 있었는데 이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Hong[22]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아동의 자아존중감

에 가장 높은 설명력을 지닌 변수는 어머니와의 의사소

통이었으며 의사소통을 통해서 양육태도가 전달된다는

통념을 지지하는 결과로 해석된다. 아버지와의 의사소

통은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난 반면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은 아동의 자아존중감

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모와

12-15세 아동간의 긍정적인 의사소통이 더 높은 수준

의 자아존중감과 연관되며 부모와의 긍정적인 의사소

통을 통해서 부모가 베풀어주는 수용적 태도와 자율적

태도를 느낀다고 보고한 부분과 일부 유사하다[23].

부모의 양육태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자아존

중감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아버지의 양육태

도중 자율 성취 관심 및 애정의 전 영역에서 아동의 자

아존중감과 양의 상관을 보였다는 Kim EK와 Yoo

GH[24]의 연구와 어머니의 태도의 중요성을 언급한

Schefer ES와 Baley N[25]의 연구, Tasmia M과 Rafia

R[26]의 연구와 맥락을 같이한다. 이는 아동의 여러 인

간관계중 아동가 많은 시간을 보내고 기초환경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모의 태도와 역할의 중요성을 설

명하는 부분으로 파악할 수 있다.

 
Ⅴ. 결 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부-모와 자녀간의 의

사소통 및 가족의 특성과 기능이 아동이 사회구성원으

로 성장하는데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파악함으로

써 자아존중감에 대한 가족의 특성과 역할을 모색해 볼

수 있게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성적이 자아존중감에 대한 결과는 우리시대 전체의

연구과제로 볼 수 있다. 즉 순위가 아닌 잘 갖추어진

지식과 실력으로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

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앞으로의 과제로 볼 수 있다.

또한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바람직한 양육태도와 이

를 나타나게 하는 수단으로서의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에 관한 부모됨의 교육이 필수적임을 알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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