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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스트레스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The Effects of Stress of Children Using Community Child Centers 
on Life Satisfaction  &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송기영*

Keeyoung SONG

요 약 우리는 이 논문에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출발하여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

동의 생활만족도를 높이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스트레스의 영향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데이터는 지역아동센터 2기 아동패널조사

자료로서 대상은 2017년 참여자 438명이다. 자료 분석을 위해서는 SPSS 25.0과 SPSS PROCESS macro v2.16을 활용

하였다.

연구결과 학업 스트레스는 생활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지만 자아존중감을 통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매

개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친구 스트레스와 소비 스트레스의 경우 생활만족도에 대한 직접 영향력이 없

지만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하여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아동의 생

활만족도를 증진시키는데 중요한 변수인 학업 스트레스 감소 및 자아존중감 제고를 위한 사회복지 정책 및 실천적

방안을 제언하였다.

주요어 : 스트레스, 생활만족도, 자아존중감, 지역아동센터

Abstract  We aimed that increasing the life satisfaction of children using the Community Child Centers, starting 
from the interest in healthy growth and development of children. The research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effect of stress on the life satisfaction of children using the local children center and the mediated effect of 
self-esteem. The subjects of this study are 438 children who were surveyed in 2017. They were originally extracted 
from the 2nd survey of Community Child Center. For data analysis purposes, SPSS 250 and SPSS PROCESS macro 
v2.16 were us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ed. Firstly, school stress has direct influence on life satisfaction, but it 
has no indirect effect on life satisfaction through self-esteem. Secondly, friend stress and consumption stress 
have no direct influence on life satisfaction, but they have indirect effect on life satisfaction through self-esteem.
  On the basis of the results, this study provided the social welfare policy and practical suggestions to reduce 
school stress and to enhance self-esteem, which are the key to achieving the life satisfaction of children. 

Key words : Stress, Life Satisfaction, Self-esteem, Community Child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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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아동기는 청소년기로 넘어가는 과도기로 정서심리

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시기를 거치는데, 다양한 신체

및 심리·사회적 변화를 겪으면서 자아정체감 형성을

준비하는 시기이다[1]. 특히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은 경제적으로 빈곤하며, 교육적, 사회·문화적,

보건 등의 차원에서 결핍을 경험하고 있다[2].

아동은 예전보다 신체적 성장이 빨라져서 사춘기를

겪는 시기가 앞당겨지고 입시 위주의 경쟁 환경에서

학업에 대한 압력이 증가하고 있는 등 성인들에 버금

가는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아동기의 스트레스란 아동

이 주어진 환경에 적응해 가는 과정 중에 요구되는 각

종 과제에 적절히 대처하기 어려울 때 신체적, 정신적

으로 긴장된 상태를 의미한다[3]. 아동이 경험하는 스

트레스는 가족의 사망, 부모의 이혼과 같은 심각한 사

건뿐만 아니라, 성적, 부모와의 갈등, 학교생활, 외모,

친구, 가정 형편과 같은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대부

분 발생한다[4]. 즉, 아동은 유아기 때 또래나 이웃, 가

정에 한정되어 있던 생활환경이 학교라는 보다 넓은

범위로 확장되어 주요 생활사건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사건에서도 다양한 스트레스를 겪게 된다[5]. 특히

학령기 후기 아동은 입시와 학업에 대한 과중한 부담

등으로 부모는 물론 친구, 교사로부터도 많은 스트레

스를 경험하며, 정서사회적인 문제가 생성된다[6]. 아

울러 급변하는 사회적 환경으로 인해 아동에게 요구되

는 기대가 높아져 충분한 준비 시간을 갖지 못한 상태

에서 다방면에서 해내야 하는 과제가 많아 아동이 겪

는 스트레스 정도는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7]. 이러

한 스트레스가 누적되거나 정도가 심해지면 주요한 생

활사건보다 더 아동에게 위협적일 수 있다[8].

그러나 아동은 성인과 달리 사회적 기술과 경험

이 적고, 인지력이 낮으며, 활동성이 제한되기 때문에

같은 상황에서 아동이 사용하는 대처행동은 성인의 대

처 행동과는 질적인 차이가 있으며[9], 발달 단계상 스

트레스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고, 효과적인 대처 능력

이 부족하다[10].

아동의 스트레스는 청소년이나 성인에 비해 관심

을 덜 받아왔으나, 최근 스트레스에 대한 이목이 집중

되고 스트레스가 적응이나 정신건강을 유의미하게 예

측한다는 연구들이 발표되면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스

트레스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1].

한편 스트레스는 삶의 질과 생활만족도를 낮추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선행연구들은 스트레스가 다양

한 차원에서 개인의 삶에 신체적, 심리적 부적응 문제

등을 일으키고,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

다[11].

아동의 생활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스트레스는 대

처와 관리가 필요한데, 많은 연구에서 아동이 스트레

스 상황에 적절하게 적응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내적

자원은 자아존중감이며, 스트레스 상황에서 스트레스

를 이겨내고 보호하는 요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12].

그러나 스트레스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내적자원인 자아존중감을 떨어뜨린다는 논의가

있다[13].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은 낮아지

고, 낮아진 자아존중감은 부적응을 증가시킨다고 할

수 있다[14].

한편 자아존중감과 관련된 다수의 연구에서 자아

존중감은 생활만족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나타났다[15].

즉, 자아존중감이 생활만족도와 관련성이 크다는 것과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난다는

결과를 보였다[16].

이처럼 아동의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및 생활만족

도 간의 상호관련성에 기초해 볼 때, 아동의 스트레스

는 생활만족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

며, 자아존중감은 스트레스와 생활만족도 간의 관계에

서 완충 역할을 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의

생활만족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문제와

스트레스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하고 적응할 수

있는 능력, 즉, 자아존중감을 향상시켜야 한다[17]. 다

시 말해,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아동은 스트레스 환

경에서 쉽게 포기하거나 좌절하고 미성숙하고 부적절

한 회피적 행동으로 반응하는 반면에[18], 스트레스가

높더라도 자아존중감이 높은 아동의 경우에는 자아존

중감이 매개역할을 하여 생활만족도를 증진시킬 수 있

기 때문이다[19].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우선

적으로 요구되며, 스트레스로 인한 정서적, 신체적 문

제를 조기에 예방하기 위해 아동들의 스트레스 실태를

파악하고 자아존중감 및 생활만족도와의 관계를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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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은 아동의 삶의 질 제고 차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스트레스

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

과를 알아봄으로써 아동의 생활만족도를 증진하기 위

한 개입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스트

레스는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아동의

스트레스는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아

동의 자아존중감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넷

째, 스트레스와 생활만족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은

매개효과를 갖는가?

Ⅱ. 문헌연구

1. 스트레스, 생활만족도, 자아존중감의 관계

일반적으로 우울감, 긴장, 스트레스, 학교일탈 등의

변수들은 생활만족도와 부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며

[20], 학업 성취, 자아존중감, 부모 관계, 친구 관계, 사

회적 지지 등은 생활만족도와 긍정적(+) 상관관계를

갖는 변인들로 밝혀져 왔다[21].

우리나라 아동 및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가 낮은 원

인은 공부압력, 학교폭력, 따돌림, 갈등적 인간관계, 건

전한 여가문화의 부재와 같이 일상적으로 겪게 되는

다양한 문제들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22]. 이러

한 문제는 총체적으로 스트레스 원인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스트레스는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 문제를 초

래한다[23]. 따라서 스트레스로 인해 아동의 삶의 질이

저하되고 생활만족도 등이 낮게 나타나는 것이다.

특히 아동은 급격한 사회 변화를 겪으면서 부모, 학

업, 친구, 외모, 소비 등 다양한 부분에서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다. 일부 주요 선행 연구는 공통적으로 아

동의 스트레스를 부모 스트레스, 학업 스트레스, 친구

스트레스, 외모 스트레스, 소비 스트레스 등의 하위 요

인들로 나누고, 이들이 생활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요

소임을 설명하였다[24].

이처럼 아동 청소년의 생활만족도는 스트레스와

부적 관계를 갖고 있어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생활만족

도는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한편 자아존중감도 스트레스에 의해 영향을 받는

다. 즉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은 낮아진다

[25]. 스트레스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사

건이고, 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적응하느냐가 아동 및

청소년 시기에는 매우 중요하며 이는 자아존중감과도

관계가 깊다[26]. 아동의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높은 스트레스가 자아존

중감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나타냈다[26, 27].

이처럼 아동의 스트레스는 자아존중감을 저하시

켜 아동 자신과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줄 수

있는 반면, 높은 자아존중감은 스트레스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요인으로도 예측된다[28]. 또한 자아존중감은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하며, 건강한 성격발달과 정신건

강에 기초가 된다. 또한 인간 행동과 적응에 영향을 미

치며, 안녕감을 느끼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다[29]. 따

라서 생활만족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처럼 자아

존중감이 생활만족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 선

행연구 결과 보고되고 있다. 즉 자아존중감이 높을수

록 생활만족도가 대체로 높았다[15].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연구는스트레스의하위유형을학업스트레스, 친

구 스트레스, 외모 스트레스, 소비 스트레스로 구성하여

이를 다중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자아존중감을

매개변인, 생활만족도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각 변인 간

구조적 관계를 밝히고, 스트레스의 하위 유형과 생활만

족도간자아존중감이매개효과를갖는지검증하고자하

였다. 이를 위한 연구모형과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Figure 1. Research model



The Effects of Stress of Children Using Community Chid Centers on Life Satisfaction &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 10 -

표 1. 연구가설

Table 1. Research hypothesis

가설 

1

1-1

1-2

1-3

1-4

학업 스트레스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친구 스트레스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외모 스트레스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소비 스트레스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2-1

2-2

2-3

2-4

학업 스트레스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친구 스트레스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외모 스트레스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소비 스트레스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자아존중감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4-1

4-2

4-3

4-4

학업 스트레스와 생활만족도 간

친구 스트레스와 생활만족도 간

외모 스트레스와 생활만족도 간

소비 스트레스와 생활만족도 간

자아존중감은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2. 연구자료 및 조사대상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는 지역아동센터 2기 아동

패널조사 2017년 자료이다.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

사는 2011년에 시작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취약계

층 아동·청소년 종단조사(Longitudinal Survey)에 기반

을 두고 있으며,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청소년들의

성장과 발달에 대한 종단자료의 구축과 분석을 통해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을 위한 국가정책 수립에 기여하

는 것으로 목적을 하고 있다. 본 패널의 2기 조사에 첫

해인 2014년 606명, 2015년 630명, 2016년 662명, 2017

년에는 438명이 참여하였다. 이 중 가장 최근 자료인

2017년 참여자 438명을 연구대상으로 분석하였다.

3. 측정도구

1) 종속변수: 생활만족도

종속변수인 생활만족도는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

연구진이 직접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생활만족도

는 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 단일 문항으로 구성되었

다. 점수는 리커트 4점 척도로 응답하여 점수가 낮을

수록 생활만족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2) 독립변수: 스트레스

독립변수인 스트레스 척도는 한국청소년패널 문항

을 활용하였다. 각 항목은 학업스트레스 1문항, 친구스

트레스 2문항, 외모스트레스 2문항, 소비스트레스 1문

항 총 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응답범주는 매우 그렇다

(1)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5)의 5점으로 구성된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고, 점수가 낮을수록 스트레스의 수준

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3) 매개변수: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 척도는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번안한 고려대학교 부설 행동과학 연구소

(2000)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항목은 긍정적 자아존

중감 3문항, 부정적 자아존중감 3문항, 총 6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응답범주는 매우 그렇다(1)에서 전혀 그

렇지 않다(4)의 4점으로 구성된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

였다. 본 연구에서 부정적 자아존중감은 역코딩하여

분석에 사용하였고, 점수가 낮을수록 자아존중감의 수

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4.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수집된 자료를 SPSS 25.0과 SPSS

PROCESS macro v2.16을 활용하였다. 우선 조사대상

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변수 간의 상관분

석을 실시하였고, 자료의 정규성 및 이상치 검토를 위

해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스트레스, 자아

존중감, 생활만족도 간 영향력(가설 1∼3)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스트레

스와 생활만족도 간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가설 4)를

검증하기 위해 스트레스의 각 유형을 다중 독립변인으

로 투입하여 Hayes(2013)가 개발한 SPSS PROCESS

macro*의 방법으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Ⅳ. 연구결과 및 해석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 표와 같다. 우선

분석대상자 438명의 성별 분포를 보면 남성 222명

(50.7%), 여성 2,16명(49.3%)으로 성비의 고른 분포를

*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회귀분석에 기반을 둔 

[30]의 접근법이 지난 30여 년 간 수많은 연구에서 사용되어 왔으

나 이 방법에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면서 최근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방법을 바꾸려는 움직임이 새롭게 나타나고 있다

[31].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새로운 방법으로 [32]가 제안한 SPSS 

PROCESS macro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독립변수가 종속변수

에 미치는 분석과정을 제외하였다. 둘째, 간접효과가 정규분포를 

띠지 않기 때문에 정규분포를 가정하지 않고, Bootstrapping 방식

으로 오차 및 신뢰구간을 추정하고 간접효과(Indirect Effect)의 

유의성을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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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분류 빈도(명) 백분율(%) 평균

성별
남성 222 50.7

-
여성 216 49.3

연령

12세 11 2.5
12.98세(SD

=.008)
13세 424 96.8

14세 3 .7

변인 M SD 왜도(SE) 첨도(SE)

독립
스트

레스

학업 3.22 .055 .015(.117) -1.015(.233)

친구 3.99 .044 -.792(.117) .122(.233)

외모 3.79 .049 -.534(.117) -.483(.233)

소비 3.97 .049 -.630(.117) -.689(.233)

매개 자아존중감 1.85 .025 -.028(.117) -.496(.233)

종속 생활만족도 1.68 .025 -.157(.117) -.749(.233)

볼 수 있다. 연령은 대부분이 13세(96.8%)로 지역아동

센터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2. General feature (N=438)

2.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분석

본격적인 가설검증에 앞서 조사대상자의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생활만족도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

도*를 살펴보았고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첫째, 스트

레스 수준을 각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5점 만점에 점

수가 낮을수록 스트레스가 높다고 할 수 있는데, 학업

스트레스 3.22점(SD=.055), 친구 스트레스 3.99점

(SD=.044), 외모 스트레스 3.79점(SD=.049), 소비스트

레스 3.97점(SD=.049)으로 나타나 학업 스트레스가

가장 높았고, 친구 스트레스와 소비 스트레스는 상대

적으로 낮은 결과를 보였다. 둘째, 자아존중감의 경우

4점 만점에 점수가 낮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고 할

수 있는데, 1.85점(SD=.025)으로 ‘매우 높음(1점)’과

‘높음(2점)’사이의 값을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생활만족

도는 전체 평균이 4점 만점에 1.68점(SD=.025)으로 ‘매

우 만족한다(1점)’‘만족한다(2점) 사이의 값을 보였다.

표 3. 주요변인의 기술통계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각각 2.0을 넘지 않으면 정규분포라 판정

한다[33]. 

3. 주요 변인의 상관관계분석

본 연구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 각 변수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다음

표와 같이 독립변수, 매개변수, 그리고 종속변수 간의

피어슨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상관관계 분석결과, 본

연구의 변수들 간 상관관계는 모두 .8 이하를 나타내

어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주요변

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종속변수인 생활만족

도는 모든 주요변수들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

계가 있다. 구체적으로 생활만족도는 자아존중감

(r=.509, p<.01)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고, 친구

스트레스(r=-.502, p<.01), 소비 스트레스(r=-.393,

p<.01) 학업 스트레스(r=-.287, p<.01) 순으로 상관관계

가 높았다.

자아존중감은 친구 스트레스와 가장 높은 상관관계

(r=-.502, p<.01)를 보였고, 소비 스트레스(r=-.393,

p<.01), 외모 스트레스(r=-.358, p<.01) 순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스트레스 간 상관관계는 외모와 소비(r=.543, p<.01),

친구와 소비(r=.521, p<.01), 학업과 친구(r=.514,

p<.01), 친구와 외모(r=.503, p<.01) 순으로 높았다.

표 4. 주요변인의 상관관계

Table 4. Correlation

스트레스 자아
존중
감

생활
만족
도학업 친구 외모 소비

스
트
레
스

학업 1

친구 .514** 1

외모 .363** .503** 1

소비 .350** .521** .543** 1

자아
존중감

-.262
**

-.502
**

-.358
**

-.393
** 1

생활
만족도

-.287
**

-.369
**

-.226
**

-.302
**

.509
** 1

*p<.05, **p<.01, ***p<.001

4. 가설의 검증 결과

4.1 가설 1의 검증

** 상관계수가 .8 이상이면 다중공선성의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있다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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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스트레스가 자아

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

을 실시하였다. 우선 독립성에 대한 가정으로 자기상

관을 검토한 결과, Durbin-Watson 지수는 1.892로 2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나 자기상관이 없이 독립적이며,

다중공선성을 검정한 결과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지수는 1.036 ∼ 1.761로 모두 10보다 작아서

변수 간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분석결과 스트레스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설명력은 27.8%(Adjusted   = .278, p<.001)를 보였

고, 모형 적합도〔F(5, 432) = 34.605, p<.001〕도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독립변수 중 학업 스

트레스와 외모 스트레스를 제외한 친구 스트레스(β

=-.394, p<.001)와 소비 스트레스(β=-.149, p<.01)가 자

아존중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보였다.

이로써 가설 1-2와 1-4가 지지되었다.

표 5. 스트레스가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Table 5. The effects of stress on self-esteem

구분
비표준계수 표준

계수 t VIF
B SE β

(상수) 3.185 .105 -　
30.208

**

* -

성별(여=0) -.075 .043 -.071 -1.723 1.036

학업_
스트레스

.014 .022 .031 .642 1.402

친구_
스트레스

-.223 .031 -.394 -7.297
**

* 1.761

외모_
스트레스 -.040 .026 -.078 -1.518 1.605

소비_
스트레스 -.076 .026 -.149 -2.892

**
1.613

통계적 
검증

Adjusted  = .278
F(5, 432)= 34.605***

Durbin-
Watson 1.892

*p <.05, **p <.01, ***p <.001

4.2 가설 2와 가설 3의 검증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스트레스 및 자아

존중감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독립성에 대한 가정

으로 자기상관을 검토한 결과, Durbin-Watson 지수는

1.879로 2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나 자기상관이 없이 독

립적이며, 다중공선성을 검정한 결과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지수는 1.043 ∼ 1.978로 모두 10보다

작아서 변수 간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분석결과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의 생활

만족도에 대한 설명력은 29.3%(Adjusted   = .293,

p<.001)를 보였고, 모형 적합도〔F(6, 431) = 31.217,

p<.001〕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독립

변수 중 학업 스트레스만이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

향(β=-.119, p<.05)을 미치는 결과를 보였다. 이로써

가설 2-1만이 지지되었다. 자아존중감 또한 생활만족

도에 유의미한 영향(β=.362, p<.001)을 미쳤다. 이를

통해 가설 3도 지지되었다.

표 6.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이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Table 6. The effects of stress and self-esteem on life satisfaction

구분
비표준계수

표준
계수 t VIF

B SE β

(상수) 1.350 .185 -　 7.308
***

-

성별(여=0) -.106 .043 -.101 -2.448
*

1.043

학업_
스트레스 -.054 .022 -.119 -2.492

*
1.404

친구_
스트레스

-.045 .032 -.078 -1.385 1.978

외모_
스트레스 .034 .026 .068 1.323 1.613

소비_
스트레스

-.042 .026 -.083 -1.612 1.644

자아존중감 .338 .016 .362 20.947
***

1.401

통계적 
검증

Adjusted  = .293
F(6, 431)= 31.217

***

Durbin-
Watson 1.879

 *p <.05, **p <.01, ***p <.001

4.3 가설 4의 검증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스트레스와 생활

만족도 간 자아존중감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Hayes(2013)의 PROCESS macro를 활용한

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Bootstrapping을 위해 재

추출한 표본의 수는 5,000개였고, 이를 통해 95%의 신

뢰구간으로 추정된 매개효과 계수의 하한한계(lower

limit: LLCI)와 상한한계(upper limit: ULCI)를 구하였

다*.

우선 친구 스트레스와 생활만족도 간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 95% 신뢰구간(Confidence Level)

에서 하한한계(LLCI)가 -.136이고, 상한한계(ULCI)가

* 매개효과의 확인은 매개효과의 유의성 결과에서 나타난 신뢰구간 

내의 간접효과의 하한한계(LLCI)과 상한한계(ULCI) 사이에 0이 포함

되지 않으면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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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으로 나타나 0보다 모두 낮아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다. Sobel test 결과에서도 Z통계량이 –5.619이며,

유의확률도 0.001보다 작아 유의한 매개효과로 파악되

었다.

소비 스트레스의 경우도 신뢰구간(Confidence

Level)에서 하한한계(LLCI)가 -.060이고, 상한한계

(ULCI)가 -.010으로 나타나 0보다 모두 낮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Sobel test 결과에서도 Z통계량이

-2.715이며, 유의확률도 0.01보다 작아 유의한 자아존

중감의 매개효과가 입증되었다.

그러나, 학업 스트레스와 외모 스트레스의 경우는

신뢰구간(Confidence Level)의 하한한계(LLCI)와 상한

한계(ULCI) 사이에 0이 존재하여 유의하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 Sobel test 결과에서도 Z통계량이 1.96보

다 작고, 유의하지 않아 매개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결과적으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스트

레스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자아존중감

이 간접효과를 통해 매개 역할을 한다는 것이 증명되

었고, 가설 4-2와 4-4가 지지되었다.

표 7. 스트레스와 생활만족도 간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Table 7.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between stress and life

satisfaction

매개효과 경로 Indirect 
effect

Boot. 
S.E.

신뢰구간(95%)
Sobel 
testBoot. 

LLCI
Boot. 
ULCI

학업_스트레스 
→ 자아존중감 
 → 생활만족도 

.005 .010 -.015 .024 .496

친구_스트레스 
→ 자아존중감  
→ 생활만족도 

-.095 .018 -.136 -.063
-5.619*

**

외모_스트레스 
→ 자아존중감  
→ 생활만족도

-.019 .012 -.044 .003 -1.679

소비_스트레스 
→ 자아존중감  
→ 생활만족도

-.032 .013 -.060 -.010
-2.715*

*

 *p <.05, **p <.01, ***p <.001

Ⅴ. 결 론

본 연구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대한 관심

으로부터 시작하여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생활만족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스

트레스의 영향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자료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

음과 같다.

가설 검증을 위한 주요변인 간의 관계를 보면 스트

레스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친구 스트

레스(β=-.394, p<.001)와 소비 스트레스(β=-.149,

p<.01)가 자아존중감에 유의미하게 부적(-)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업 스트레스, 친구 스트

레스, 외모 스트레스, 소비 스트레스가 동시에 투입되

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학업 스트레스와

외모 스트레스는 친구 스트레스와 소비 스트레스에 밀

려 상대적으로 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이로써 가설 1-2와 1-4만이 채택되었으며, 이러한 결

과는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 사이의 부적인 관계를 분

석한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스트레스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는

학업 스트레스만이 유의미하게 부적(-) 영향((β=-.119,

p<.05)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트레스와 생

활만족도의 관계를 분석한 기존의 선행연구와 유사하

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학업 스트레스의 경우 스트레스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는데 이는 과중한 학업으

로 인한 스트레스가 삶의 질을 저해하는 주요한 요인

으로 지적한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친구 스트레

스, 외모 스트레스, 소비 스트레스의 경우 학업 스트레

스와 비교하여 생활만족도에 대한 영향력이 상대적으

로 약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가설 2-1만이 채택

되었다.

자아존중감과 생활만족도에 대한 가설 검정에서 자

아존중감은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하게 정(+)적인 영향

(β=.362,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

해 자아존중감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3이 지지되었다. 즉,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생활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자아존중

감이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존중감과 생활만족도의

긍정적 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마지막으로 학업 스트레스, 친구 스트레스, 외모 스

트레스, 소비 스트레스를 다중 독립변인으로 삼아 생

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친구 스트레스와 소비 스트레스가 생활만

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자아존중감이 간접효과를

통해 매개 역할을 한다는 것이 증명되었고, 가설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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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4-4가 채택 되었다. 박현춘 등(2015)의 연구에서도

북한이탈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

서 자아존중감이 매개 효과를 갖는 것을 확인하여 본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정리하면 학업 스트레스는 생활만족도에 직접적으

로 영향을 미쳤지만 자아존중감을 통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매개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친

구 스트레스와 소비 스트레스의 경우 생활만족도에 대

한 직접 영향력이 없지만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하여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보였다. 즉 네 가

지 스트레스 중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력을 발휘하

는 것은 학업 스트레스이지만, 자아존중감을 통한다면

친구 스트레스와 소비 스트레스도 생활만족도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 매개효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스트레스와 생활만족도 사이에서 자

아존중감이 매개역할을 할 경우 스트레스가 생활만족

도에 미치는 부적 영향을 완화시키는 것이다. 즉 스트

레스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낮아지지만 자아존중감

이 높을 경우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생활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상기 서술한 연구결과의 요약과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정책적·실천적 함의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업 스트레스의 경우 스트레스 중 가장 높은 수

치를 나타냈고,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도 네

가지 스트레스 중 유일하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결

과를 보여 지역 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생활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학업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학업 스트레스는 입시 위주의

한국적 교육 환경 속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대처할

부분인데 치열한 입시문화 속에서 초등학교 시절부터

지나친 학력 위주의 교육환경으로 인해 심리적 부담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압박감을 해결하기 위한 방

안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확인하고, 재능을 키우기

위한 다양한 아동의 활동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지역아동센터에서 관련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하

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아동센터 평가지표의

프로그램 영역에 보호, 교육, 문화, 정서지원 프로그램

이외에 아동 활동 프로그램 평가지표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학업 스트레스는 낮추고 생활만족도

는 증대시키는 결과를 도출해내야 할 것이다.

둘째, 친구 스트레스와 소비 스트레스는 생활만족도

에 미치는 영향을 유의하지 않았지만 자아존중감을 매

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통

해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학교에서의

동아리 활동 등에 자발적인 참여를 활성화하여 대인관

계를 넓히고, 다양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

의 역할과 재능, 강점을 찾게 하여 자아존중감을 높이

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35].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패널 조사의 특성상 본 연구 주제를 목적으로 조사된

자료가 아니므로 폭 넓은 변수를 제공해 주지 못한 한

계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 주제에 걸맞게 직

접적으로 설문지를 활용하여 조사한다면 연구목적에

더욱 정확하고 풍부한 연구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양적조사의 특성상 질문지법으로만 조사

하여 모든 변인에 대한 심층적이고 풍부한 사실 발견

에 한계가 있다[36].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생활만족도

와 관련된 심리·사회적 주관적 지표들의 경우 양적조

사보다는 질적조사를 통해 연구대상의 상황이나 맥락

에 맞는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의의는 지

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스트레스와 생활만족도 사이

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는 점에 있

다.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는 스트레스와 생활만족도, 자

아존중감과 생활만족도의 단편적인 관계만을 제시하였

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아동의 스트레스가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물론 아동의 스트레스와 생

활만족도 사이에서 자아존중감이 보호요인이라는 점을

보다 구조적으로 볼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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