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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자아존중감이 학령전기 아동의 정서적 반응성과 

주의집중에 미치는 영향: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한정원1, 이한나2*

1고신대학교 간호학과, 2창원대학교 간호학과

The effect of parental self-esteem on children's emotional 
responsiveness and attention: through the child's self-esteem

Jeong-Won Han1, Hanna Lee2*

1College of Nursing, Kosin University
2Department of Nursing,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  7차 자료를 활용하여 부모의 자아존 감이 학령 기 아동의 자아존 감을 매개로 정서  

반응과 주의집 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자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패  7차 년도 조사의  본조사와 어머니,
아버지 설문조사에 모두 참여한 가족 1383 가구(부모 1383 과 아동 1383명)을 상으로 분석하 다. 본 연구 결과 어머니의 
자아존 감은 아동의 자아존 감에 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의 자아존 감은 아동의 정서  반응과 주의

집 에 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자아존 감은 아동의 정서  반응과 주의집 에 직 효과가 있으며, 아
동의 자아존 감을 매개로 아동의 정서  반응과 주의집 에 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부모의 자아존
감이 아동의 정서  반응성과 주의집 에 미치는 향을 밝히고, 학령 기 아동과 부모 교육 로그램 개발의 기 자료를 

제공하 다는데 의의가 있다. 따라서 학령 기 아동의 자아존 감 강화를 한 교육과 어머니의 정 인 자아존 감 형성

과 유지를 한 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보 하는 것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effects of parents' self-esteem on preschool aged children's 
emotional responses and attention, mediated by their self-esteem, utilizing data from the 7th Panel Study of Korean 
Children. This study analyzed the main survey of the 7th year survey of 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and 
1383 families from which both parents participated in the survey (1383 couples of parents and 1383 children). The 
results revealed that mother's self-esteem had a direct effect on children's self-esteem and that children's self-esteem
had direct effects on their emotional responses and attention. Mother's self-esteem also had direct effects on children's
emotional responses and attention, as well as indirect effects on their emotional responsiveness and attention, and 
these effects were mediated by parents' self-esteem. Overall, the study revealed the impact of parents' self-esteem on 
children's emotional responsiveness and attention and provided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an education 
program for preschool aged children and parents. Thus, it is necessary to develop educational programs to improve 
preschool aged children's self-esteem and to develop a program for the formation and maintenance of mother's positive
self-esteem.

Keywords : Attention, Emotional responsiveness, Child, Parent, Self-esteem 

본 논문은 창원 학교 연구과제로 수행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 Hanna Lee(Changwon National Univ.) 
Tel: +82-55-213-3572  email: 2hanno@hanmail.net 
Received August 29, 2017 Revised (1st October 24, 2017, 2nd November 2, 2017) 
Accepted November 3, 2017 Published November 30, 2017



부모의 자아존중감이 학령전기 아동의 정서적 반응성과 주의집중에 미치는 영향: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629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자아존 감은 개인이 자신을 얼마나 수용하며 가치 

있는 존재로 자신을 보는 정도를 말한다[1]. 개인이 자신
을 평가하는 것은 정 일 수도 부정 일 수도 있는데, 
정 인 자아존 감은 인 계에 한 응  정신 

건강의 기반이 되며, 이후의 삶에 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요하다[2]. 자아존 감이 높은 사람은 가정  사

회에서의 자신의 문제에 하여 자신감을 갖고 극 으

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1].자아존 감은 유아기

에 발달하기 시작하여, 일생 동안 안정 으로 유지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동기에 자아존 감을 발달시키지 

못하면 청년기와 성인기에 사회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기능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3, 4]. 특히 학령 기는 

래들과 단체생활을 통해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시기이

며, 이 시기의 사회·정서  발달은 불안, 우울, 신체증상, 
정서  반응과 같은 내재화된 행동들과 주의집   공

격행동과 같은 외재화된 행동들로 표 되기 때문에[5]
학령 기에 정 인 자아존 감을 형성하는 것은 요

한 발달 과업이며 부모들과 의료인들이 심 있게 다루

어야 하는 요인이 된다[6]. 
자아존 감은 유 , 환경 으로 부모에게 많은 

향을 받는다[7]. 자아존 감은 사회  상호작용의 결과

로 획득되며, 특히 부모의 자아존 감은 자녀의 자아존

감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6,7]. 이는 아
동은 부모와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부모의 평가를 내재화

하며 자아존 감 형성에 향을 받기 때문이다[8]. 특히 
부모의 자아존 감이 높을 경우 아동의 자아존 감도 높

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선행연구에 따르면 어머니의 자
아존 감이 높은 경우 자녀와 정 인 상호작용을 하

고, 자녀의 지  자극을 제공하고 정서 인 안정감을 주

는 것으로 나타났다[7]. 한 부모의 자아존 감은 아동

의 주의집   정서 인 반응과 련하여 직 인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고 있어 학령 기 아동의 

안정 인 정서 반응과 주의집 에 있어서 부모의 자아존

감은 요한 재요인으로 다루어져야 한다[9].
부모의 자아존 감에 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문

화 가정 어머니의 자아존 감과 유아의 사회  능력을 

분석한 연구[8]에서 어머니의 자아존 감이 높을수록 자

녀는 높은 사회  능력을 보 으며, 유아와 부모의 자아

존 감을 분석한 연구[10]에서 유아의 자아존 감은 부

모의 자아존 감과 정 인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아버지의 자아존 감을 분석한 연구[11]에서도 아
버지의 자아존 감이 높을수록 유아의 자아존 감  정

서지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동의 자아존
감은 부모 모두가 향을 미치는데 비해 선행 연구는 

부모  한족에 에 맞추어 왔으며, 어머니의 자아존
감의 상 계[8, 10], 아버지와 자녀의 자아 존 감의 

상 계[11]를 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부모 모두의 자아존 감을 함께 설명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아동의 정서  안정과 자아존 감 형성

의 기본 인 토 가 되는 가정은 부모 모두의 상호작용

에 의해 향을 받기 때문에 부모  한쪽이 아닌 부모

의 자아존 감을 모두 고려하여 아동에게 어떤 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동의 자아존 감은 아동의 사회  정서발달에 

향을 미치는 유의한 요인이다[4,12-14]. 정 인 자아

존 감을 가진 아동은 심리  탄력성이 높아서 외부 자

극에 한 민감도가 낮으므로 환경에 한 높은 응력

을 보이게 된다[4,12]. 반면에 자아존 감이 낮은 아동은 

우울, 공격성, 열등감, 무가치, 동기부족, 자기불만족, 자
기부정 등 부정  사고와 소극  행동으로 학교부 응, 
폭력  일탈 행동 등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13,14]. 아동의 자아존 감과 사회  정서발달과의 

련성을 분석한 연구를 살펴보면 등학교 아동을 상으

로 분석한 연구[4]에서 정서 인 안정을 통한 학교 응

에 가장 유의한 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아존 감이 으

며, 아동의 자아존 감은 자신의 정서 인 반응에 향

을 미치는 유의미한 요인임도 확인된 바 있다[15].
이상을 종합하면 아동의 사회  정서 발달, 자아존

감 형성에 부모의 자아존 감과 같은 심리 사회 인 요

인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며, 아동의 사회  정서 발달
에 있어 아동의 자아존 감이 요한 향을 미친다는 

선행문헌을 바탕으로 부모의 자아존 감, 아동의 자아존
감과 아동의 사회  정서 발달의 계를 악할 필요

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정서  반응과 주의

집 에 향을 주는 요인으로 부모  아동의 자아존

감의 역할을 확인하여 이들 계를 규명하고, 이를 근거
로 아동 사회성 발달  자아존 감을 향상시키기 한 

부모  아동 로그램 개발을 한 기 자료를 제시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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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search model.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부모의 자아존 감이 아동의 자아존 감을 

매개로 아동의 정서  반응과 주의집 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기 한 연구로, 구체 인 목 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의 정서  반응과 주의집 을 설명하는 가설

 모형을 구축한다.
2) 아동의 정서  반응과 주의집 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직·간  향 계수를 산출하여 요인간의 

상호 계의 정도를 밝힌다.

1.3 가설적 모형 

본 연구의 가설  모형은 Figure 1과 같다. 가설  모

형은 외생변수 2개와 매개변수 1개 종속변수 2개로 구
성하 다. 외생변수는 아버지의 자아존 감, 어머니의 
자아존 감이며, 내생변수는 아동의 정서  반응과 주의

집 이다. 외생변수인 아버지  어머니의 자아존 감은 

아동의 정서  반응과 주의집 에 직  향을 미치고, 
아동의 자아존 감에도 직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정하 다. 한 아버지  어머니의 자아존 감은 아

동의 자아존 감을 매개로 아동의 정서  반응과 주의집

에 간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정하 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  7차 자료를 활용하여 부모의 

자아존 감이 아동의 자아존 감을 매개로 정서  반응

과 주의집 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한 서술  인

과 계 조사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패  7차 년도 조사의 본조사
와 어머니, 아버지 설문조사에 모두 참여한 가족 1383 
가구(부모 1383 과 아동 1383명)을 상으로 할 정
이다.  경로분석에서 표본 수는 최소 200명 이상이 합
하므로, 본 연구에서 1383명의 부모와 아동은 경로분석
을 시행하기에 충분한 표본 수로 확인되었다. 

2.3 연구 도구

본 연구의 측정 도구들은 한국아동패  7차 년도에서 
측정된 항목들의 일부로 이를 본 연구의 목 에 맞게 선

정하 다. 

2.3.1 일반적 특성 

상자들의 일반 인 특성은 어머니, 아버지 설문지
에 공통으로 구성된 나이, 교육수 , 직업, 가구소득, 아
동의 연령, 결혼유지 기간을 선정하 다.

2.3.2 부모의 자아존중감 

한국아동패 조사에서 부모의 자아존 감은 Rosenberg 
(1965)[16]가 개발한 Rosenberg self-esteem scale을 한
국아동패  조사에 맞게 번역  수정·보완한 총 10문항
(5  척도)으로 구성되었으며, 수가 높을수록 자아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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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2007년도 한국 여성을 
상으로 한 비조사의 결과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82이었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87-.89이었다.

2.3.3 아동의 자아존중감 

한국아동패 조사에서 아동의 자아존 감은 Harter와 
Pike(1984)[17]가 개발한 도구를 한국아동패  조사에 

맞게 번역  수정·보완한 총 24문항(4  척도)으로 구
성되었으며, 조사원이 아동에게 각각의 그림 카드를 제
시하여 질문한 수이다. 수가 높을수록 자아존 감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Harter와 Pikr (1984)의 연구에
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70이었고, 본 연
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71이었다.

2.3.4 아동의 정서적 반응 

한국아동패 조사에서 아동의 정서  반응은 Oh와 
Kim(2009)[5]이 개발한 도구로 측정된 수를 의미하며 
총 9문항(3  척도)으로 구성되었으며, 수가 높을수록 
정서  반응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Oh와 
Kim(2009)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87이었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74이었다. 

2.3.5 아동의 주의집중  

한국아동패 조사에서 아동의 주의집 은Oh와 
Kim(2009)[5]이 개발한 도구로 측정된 수를 의미하며 
총 5문항(3  척도)으로 구성되었으며, 수가 높을수록 
주의집 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Oh와 Kim의 연구
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78이었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72이었다. 

2.4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육아정책연구에서 운 하는 한국아

동패 (http://panel.kicce.re.kr) 홈페이지를 통해 연구계
획서를 제출하고 심의를 거친 후 자료를 제공 받았으며, 
C 학교 기 생명윤리 원회에서 심의면제를 받은 후 

(104027-201706-HR-009)연구를 진행하 다. 제공된 자
료는 개인정보를 알 수 있는 민감한 자료들은 삭제된 상

태로 제공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
기 하여 SPSS Windows 18.0 (SPSS Korea Data 

Solution Inc)과 AMOS 16.0 (SPSS Korea Data 
Solution Inc)을 이용하 으며, 모든 분석은 한국아동패
에서 권장하는 횡단면 가 치를 용하여 실시하 다. 
구체 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SPSS Windows 18.0을 
이용하여 상자의 인구통계학  특성, 연구도구의 타당
도  신뢰도를 분석하고, 변인들 간의 상 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을 확인하 다. 측정모
델의 검증은 AMOS 16.0을 이용한 확인요인분석을 하
다. 확인요인분석은 문항이 구체 인 요인에 속하는지

를 검증하는 것을 의미한다. 집 다탕도(convergent 
validity)는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는 다 의 척도가 어느 

정도 일치하는가를 검증하기 해 요인 재량(factor 
loading), 개념 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 표 분산추

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을 이용하 으

며, 별타당도(discriminant validity)는 다른 개념을 측
정하는 척도가 어느 정도 그것들을 다른 것으로 측정하

고 있는가를 검증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상 계수

와 √AVE값을 이용하 다. 모형의 합도를 검증하기 
해서는 Chi-square, Chi-square/degrees of freedom 

(≤3.00), AGFI (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90), 
GFI (goodness of fit index≥.90), CFI (comparative fit 
index≥.90), RMRS (root mean square residual≤.10), 
RMSEA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10), NFI (normed fit index≥.80) 등을 사용하 다. 
상  부합지수인 NFI, CFI의 값은 .90이상이면 좋은 
합도로 평가된다. 모델의 간명성을 고려하는 RMSEA 
지수는 <.05일 때 아주 좋은 부합도, <.08이면 좋은 부합
도, <.10일 때 보통, >.10 일 때 나쁜 부합도를 나타낸다. 
부모의 자아존 과 아동의 자아존 감이 아동의 정서  

반응과 주의집 에 미치는 향은 경로분석을 통해 가설

을 검증하고, 부모 변인이 아동의 정서  반응과 주의집

에 미치는 직·간  효과는 부트스트랩을 통해 확인하

다.

3. 연구 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아버지의 평균 연령은 39.24세, 어머니의 평균 연령
은 36.76세, 아동의 평균 연령은 74.01개월이며, 아동의 
성별은 남아 704명(50.9%), 여아는 679명(49.1%)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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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Discriminant Validity of the Model

　 M±SD Skewness(SE) Kurtosis(SE) X1 X2 X3 X4 X5

X1 3.82±0.55 -0.15(0.65) -0.29(0.13) 0.78

X2 3.73±0.60 -0.39(0.65) 0.12(0.13) 0.48* 0.79

X3 2.99±0.28 -0.55(0.65) 0.39(0.13) 0.25* 0.27* 0.77

X4 1.72±0.72 1.53(0.65) 0.83(0.13) -0.28* -0.39* -0.26* 0.78

X5 1.03±0.31 1.35(0.65) 0.73(0.13) -0.29* -0.44* -0.24* 0.64* 0.88

Cronbach's α  .87  .89  .71  .74  .72

CCR 0.93 0.94 0.93 0.92 0.91

AVE 0.61 0.62 0.60 0.61 0.78

X1=Father’s self-esteem, X2=Mother’s self-esteem, X3=Child’s self-esteem, X4=Emotional response, X5=Attention, M=Mean, SD=Standard 
deviation, SE=Standard error
CCR=Composite construct reliability,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         
*p<.001.
The shaded section:√AVE, The non shaded section: correlation 

타났다. 아버지의 최종학력은 4년제 이상의 학교 졸업 
589명(42.6%), 고등학교 졸업 375명(27.1%), 3년제 이
하 문  졸업 293명(21.2%) 순으로 나타났으며, 어머
니의 최종학력은 4년제 이상의 학교 졸업 526명
(38.0%), 고등학교 졸업 407명(29.4%), 3년제 이하 문
 졸업 397명(28.7%) 순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직업
은 사무종사자 322명(23.3%), 문가  련 종사자 

286명(20.7%), 장치, 기계조작  조립 종사자 194명
(14.0%) 순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직업은 무직 796
명(57.6%), 문가  련 종사자 269명(19.5%), 사무
종사자 152명(10.9%)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평균 결
혼 유지기간은 118.84개월이며, 가구의 평균 소득은 
447.02만원으로 나타났다.  

3.2 정규성 검증 및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든 변수의 왜도와 첨도의 Z 
score는 Hair 등(2006)이 제시한 0.05유의수 에서 임계

치(±1.96)으로 과하지 않으므로 정규분포의 조건을 충
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 으로 변수들 간의 상

계가 0.9이상이면 다 공선성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나(Woo, 2012), 본 연구에서는 변수들 간의 상 계

수가 0.9이상인 변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다  공선

성의 문제도 없는 것으로 검증되었다(Table 1).

3.3 타당도 검증 및 수정 

타당성 검증은 구조방정식모델의 경우 추상 인 구성 

개념이 연구모델에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구성개념 타당

성 검증을 확인하 으며, 집  타당도와 별 타당도 검

증을 해서 확인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확인  요

인분석은 AMOS 16.0을 활용하여 최우도추정법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MLE])에 의한 추정
법을 용하 다. 집  타당도 분석과정에서 요인부하량

이 기 치인 0.5이하이거나 C.R (critical ratio) 값의 기
치인 1.96미만인 아버지의 자아존 감 1개 문항, 어머
니의 자아존 감 1개 문항, 아동의 자아존 감 10문항, 
정서  반응 1문항, 주의집  2문항이 제거되었다. 분석
결과 표 화 요인부하량은 0.52-0.89, C.R (t) 값도 
5.88-40.03으로 나타났다. 한 평균 분산 추출값의 경

우 0.60-0.78로 기 치인 0.5이상이었으며, 개념 신뢰도
는 0.91-0.93으로 기  수치인 0.7이상으로 수렴타당성
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별 타당도는 서로 다른 잠재 변
수 간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별 타당도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두 구성개념 간 √AVE 값과 상
계 값을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하 다. 잠재변수의 

√AVE 값은 0.77-0.88로 잠재 변수 간 상 계수는 

0.24-0.64보다 크게 나타나 별 타당도가 있음이 확인
되었다(Table 1).

3.4 연구가설 검증 

3.4.1 연구 가설

부모의 자아존 감은 외생변수, 아동의 자아존 감은 

매개변수, 아동의 정서  반응과 주의집 은 결과 변수

로 정하여 총 8개의 가설이 설정되었다. 연구모델의 모
델 합도 지수는 χ2=1.167(df=1, p=.280), χ2/df=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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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Result of Path Coefficient

Predictor variables Endogenous
 variables B β S.E C.R p Hypothesis

Father’s self-esteem --> Child’s self-esteem 0.16 0.13 0,01 1.14 .251 Reject

Mother’s self-esteem --> Child’s self-esteem 0.28 0.15 0.01 2.15 .031 Accept

Child’s self-esteem --> Emotional response -0.35 -0.24 0.19 -8.34 <.001 Accept

Child’s self-esteem --> Attention -0.20 -0.12 0.12 -2.01 <.001 Accept

Father’s self-esteem --> Emotional response -0.15 -0.18 0.06 -0.92 .327 Reject

Mother’s self-esteem --> Attention -0.62 -0.25 0.09 -6.71 <.001 Accept

Father’s self-esteem --> Emotional response -0.11 -0.12 0.10 -1.08 .280 Reject

Mother’s self-esteem --> Attention -0.50 -0.23 0.05 -8.57 <.001 Accept

B=Regression weight, β=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 S.E.=Standard error, C.R.=Critical ratio

Table 3. The Effects of Predictor Variables in the Model

 Predictor variables
　

Endogenous variables Direct effect(p) Indirect effect(p) Total effect(p)

Father’s self-esteem --> Child’s self-esteem 0.13(.251) 0.13(.251)

Mother’s self-esteem --> Child’s self-esteem 0.15(.031) 0.15(.031)

Child’s self-esteem --> Emotional response -0.24(<.001) -0.24(<.001)

Child’s self-esteem --> Attention -0.12(.001)) -0.12(.001)

Father’s self-esteem --> Emotional response -0.18(.327) -0.10(.324) -0.19(.342)

Mother’s self-esteem --> Attention -0.25(<.001) -0.12(.035) -0.37(.021)

Father’s self-esteem --> Emotional response -0.12(.280) -0.02(.244) -0.13(.213)

Mother’s self-esteem --> Attention -0.23(<.001) -0.15(.025) -0.38(.009)

GFI=0.99, AGFI=0.98, NFI=0.99, CFI=1.00, RMRS=.01, 
RMSEA=0.011로 나타나 연구모델이 표본자료에 합

하다고 단되어 분석을 진행하 다. 가설 검증한 결과 
8개의 가설  5개가 채택 되었다(Table 2). 

3.4.2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구조방정식 모델은 변수 간 직 효과, 간 효과  총 

효과를 보기 쉽게 도출해 낼 수 있는 장 을 지니고 있

으며, 효과의 유의성을 알아보기 해서 부트스트래핑 
방법(bootstrapping)이 사용되었다. 분석결과 어머니의 
자아존 감은 아동의 자아존 감에 직  효과(β=0.15, 
p=.03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의 자아존 감

은 아동의 정서  반응(β=-0.24, p<.001)과 주의집 (β
=-0.12, p<.001)에 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
머니의 자아존 감은 아동의 정서  반응(β=-0.24, 
p<.001)과 주의집 (β=-0.12, p<.001)에 직 효과가 있

으며, 아동의 자아존 감을 매개로 아동의 정서  반응

(γ=-0.12, p=.035)과 주의집 (γ=-0.15, p=.025)에 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4. 논의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  7차 자료를 활용하여 부모의 
자아존 감이 아동의 자아존 감을 매개로 정서  반응

과 주의집 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자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연구결과를 토 로 시사 을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어머니의 자아존 감은 아동의 자아존 감에 직  효

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모의 자아존 감

이 자녀의 자아존 감에 향을 미친다는 연구[6, 7, 10, 
18]와 일치한다. 이는 자아존 감이 높은 부모가 정

인 양육태도를 갖고, 부모역할을 능동 으로 수행한다는 

연구결과[7, 8]와 같이 자아 존 감이 높은 어머니가 

정 인 양육참여를 함으로써 자녀를 행복하고 자아존

감이 정 으로 형성되는 데 향을 주었을 것으로 사

료된다. 뿐만 아니라 아동의 정 인 자아존 감도 부

모의 정 인 자아존 감에 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

할 수 있다. 즉, 정 인 자아존 감을 지닌 아동은 부

모와의 진  의사소통, 정  상호작용 등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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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형성과 유지에 향을 주고, 이는 부모의 정 인 자

아존 감 형성과 유지하는데 향을 미쳤을 것이라 생각

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아버지의 자아존 감은 아동

의 자아존 감에 직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Ko[10]의 연구에서 아버지의 자아존 감 총 수는 

유아의 자아존 감과 정 인 상 계가 있다는 연구와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그러나 Ko[8]의 연구의 자아존
감을 하 역별로 살펴보았을 때, 유아의 정서  자

아존 감은 어머니의 자아존 감과만 정  상 을 보

고, 아버지의 자아존 감과는 유의한 상 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자아존 감의 하  역에 따른 추후 연

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아버지
의 자아존 감은 아동의 자아존 감에 어떠한 경로를 통

해 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선행연구[11]
와 같이 후속연구를 통해 밝 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어머니의 자아존 감은 아동에게 미치는 향이 크기 때

문에 어머니에게 정 인 자아존 감 형성에 도움이 되

는 교육을 실시하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로
그램과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 학령 기 아동의 자아존 감은 아동의 

정서  반응과 주의집 에 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학령 기 아동의 정서  반응과 주의집 을 결과

변수로 분석한 선행연구가 미비하여 정확하게 비교하기

는 어려우나 등학생 아동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아

동이 지각한 자아존 감이 높을수록 학교 응 정도가 높

으며[4, 19, 20], 청소년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아존
감과 학교 응이 유의미한 정  상 계를 가지고 있

다는 연구[13, 21]와 유사한 결과이다. 특히 자아존 감

이 높을수록 자신을 요하고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

각하여 자신감을 가지고 극 이며 능동 으로 참여하

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게 되므로 래 계가 친 해지

고, 학교생활에 잘 응한다고 보고한 연구[22]와 같이 
본 연구에서 자존감이 높은 아동들은 자신에 해 정

인 자아상을 갖게 되어 정서  반응과 주의집 에도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학령 기 아

동의 정서  반응과 주의 집 은 아동이 성장하면서 

등학교  ·고등학교 생활에도 지속 으로 향을 미

치게 되고 심지어 사회 인 부 응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을 고려할 때[7], 학령 기 아동의 자아존 감

을 강화하기 한 보다 극 인 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 결과 어머니의 자아존 감은 아동의 정서  

반응과 주의집 에 직 효과가 있으며, 아동의 자아존
감을 매개로 아동의 정서  반응과 주의집 에 간 효과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자
아존 감이 양육태도를 매개로 하여 자녀의 사회  응

에 간 으로 향을 미치는다는 연구[8]와 유사하다. 
어머니가 스스로에 한 자아존 감이 높을 때 자녀에게 

안정감과 신뢰감을 느끼게 해  뿐 아니라 일 성 있는 

격려와 지지를 해 으로서 아동에게 정 인 자아존

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 아동은 정 인 자아존 감을 바탕으로 사회  

계 속에서 스스로를 만족스럽게 생각하며, 사회  응

을 잘 할 수 있었을 것이라 사료된다. 따라서 어머니의 
자아존 감은 아동의 자아존 감을 매개로 아동의 정

석 반응과 주의집 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되었으며, 어
머니와 아동의 자아존 감을 향상시키는 것의 요성을 

다시 한 번 실감할 수 있다. 
이상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학령 기 아동의 자아존

감은 아동의 정서  반응과 주의집 에 있어서 요한 

역할을 하므로 아동의 자아존 감 강화를 하여 학령

기 아동을 상으로 인성교육 련 로그램 개발  

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자아존
감은 학령 기 아동의 정 인 자아존 감과 계되므

로 어머니의 정 인 자아존 감 형성과 유지를 한 

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보 해야 함을 시사한다. 

5. 결론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  7차 자료를 활용하여 부모의 
자아존 감이 아동의 자아존 감을 매개로 정서  반응

과 주의집 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자 실시되었다. 
본 연구 결과 어머니의 자아존 감은 아동의 자아존 감

에 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의 자아존
감은 아동의 정서  반응과 주의집 에 직 효과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자아존 감은 아동의 정

서  반응과 주의집 에 직 효과가 있으며, 아동의 자
아존 감을 매개로 아동의 정서  반응과 주의집 에 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연구를 한 제언
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령 기 아동의 정서  반응성, 주의집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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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치는 개인  사회 인 변인들을 포함하여 아동

의 정서  반응성, 주의집 에 어떠한 직․간  향

을 미치는지 심층 인 분석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
서는 한국아동패  7차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 는데, 
유아기  등학교, 고등학교의 자아존 감이 다를 

것으로 상되는 바 보다 많은 연령 의 자료를 통한 탐

색하여 아동의 연령에 따라 자아존 감이 어떻게 달라지

는지, 부모의 자아존 감에 어떠한 향을 받게 되는지 

상 성  인과성을 보다 포 으로 살펴보고 깊이 있

는 분석에 한 추후 연구를 제언한다. 셋째, 아동의 자
아존 감은 하 역별로 부모의 향이 다를 것으로 

상되는 바 하 역별로 분류한 자아존 감을 살펴 본 

추후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부모와 
아동의 정 인 자아존 감 형성과 유지를 한 로그

램을 개발하고 이에 한 효과 검증을 한 후속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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