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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 빅데이터분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석박통합과정생1,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석사과정생2,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및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겸무연구원3

Objectives: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factors that affect the formation of a child's self-esteem 
from a holistic perspective through big data analysis. 
Methods: This study analyzed data from 560 children who participated in the tenth panel study of 
Korean children (third grade in elementary school) in 2017. The SPSS 20.0 program was used to 
organize variables, and the {mice} and {glmnet} packages in R 3.6.3 were used to handle missing 
values and explore predictors through Elastic net regression.
Results: Among the 491 predictors, 19 were selected as important variables: time with family, leisure 
activities with family, time to help the family, frequency of family's money worries, mother's daily 
smoking volume, subject preference, homework time, the degree of sincerity in school life, creative 
classroom environment, peer attachment, time spent with friends, leisure activity time, weekend leisure 
activity time, travel experience, overall happiness, and use of slang. The variables that children 
subjectively respond to had more significant effects on children’s self-esteem than the variables to which 
parents or teachers objectively respond. 
Conclusion: This study rediscovered important variables that have not been the focus of previous 
studies on the development of self-esteem in children.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provided some practical suggestions for the development of positive self-esteem in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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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자아존중감이란 자기 스스로를 바람직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

고 여기는 마음으로(Rosenberg, 1965), 인간의 기본욕구 중 하

나이다. 자아존중감의 욕구가 충족되면 자신감과 유능감을 느

끼게 되고, 충족되지 않으면 열등감과 무력감을 느끼게 된다

(Erikson, 1950; Maslow, 1943). 이렇게 인간은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신이 가진 특질에 대해 평가하면서 형성하게 되

는 자아존중감을 바탕으로 자신의 존재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느낌을 가지게 되며(Shaffer, 2008), 이는 아동의 전반

적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자아존중감이 높은 아동은 

긍정적이고 쾌활한 정서를 바탕으로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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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 & Kim, 2016), 성취동기도 높으며(Hong & Doh, 2002), 

스트레스에도 더욱 탄력적으로 대처하게 된다(M. Kim & Lee, 

2018). 반면, 자아존중감이 낮은 아동은 우울, 학교생활 부적

응, 비행 등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나타낼 수 있다(K. H. Kim, 

2019; T.-R. Kim & Kim, 2017; S.-C. Shin, Shin, & Song, 2018). 

이렇듯 자기 자신에 대해 갖는 가치판단으로서의 자아존중감

은 아동의 행동 발달 및 사회적 적응과 긍정적 성격 형성에 중

요한 역할을 한다(Rogers, 1951).

개인의 발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자아존중감의 발달

에 대한 관심은 지속되어 왔으며, 아동의 긍정적 자아존중감 

형성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요인으로 가족맥락이 널리 연구되

었다. 특히, 아동의 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타인인 부모의 양육

행동 요인이 주로 주목 받았다.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과 방

임적 양육행동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대해서는 일관적

으로 밝혀진 바가 없으나(Doh & Choi, 1998; Y. Lim, 2018), 온

정적이고 지지적인 양육행동은 아동의 높은 자아존중감 형성

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비교적 일관되게 밝혀졌다

(Doh & Choi, 1998; S. Lim & Myung, 2016). 최근에는 조금 더 

거시적으로 가족건강성 요인 역시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Eo와 Yoo (1995)에 따르

면 “건강한 가족이란 가족원 상호간의 규칙적이고 다양한 상

호작용을 통하여 가족의 공동체적, 정서적, 도덕(가치)적 관계 

향상을 도모하는 가족”으로, 가족의 응집력과 적응성이 높고 

의사소통이 원활한 건강한 가족 내에서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긍정적으로 발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D. Kwon & Oh, 2004; 

M. Shin, 2015; Yun & Lee, 2007).

아동의 중요한 사회적 맥락인 학교, 그 안에서 또 다른 중요

한 타인인 교사와 또래 역시 아동의 자아존중감 형성에 영향

을 미친다. 아동의 교사와의 관계, 또래와의 관계, 교사 및 또

래의 사회적지지 등은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

다. 친밀한 아동-교사 관계가 아동의 자아존중감 형성에 정적

인 영향을 미치지만(J. Kim, 2020), 갈등적인 아동-교사 관계

는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S.-H. Lee & 

Kim, 2020; H. Y. Shin & Kim, 2016). 초등학생 대상의 연구에

서 사회적 지지가 높은 집단일수록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

났는데, 부모 뿐만 아니라 교사에게서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

는다고 느낄수록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으며, 지

지의 유형이 물질적, 정보적인 경우에 비하여 정서적, 평가적 

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지각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았다(Sim, 

2001). 또래와의 관계 역시 자아존중감 형성에 기여한다. 청소

년 대상의 연구(Yang, 1999)에서 또래 관계에서 사회적 선호도

가 높을수록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높았고, 남녀 모두에게 있

어서 인기가 많은 경우는 거부당하거나 무시당하는 아동에 비

하여 사회적 수용도에 대한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다. 초

등학생의 경우, 남녀 아동 모두 공통적으로 또래를 괴롭히는 

위치에 있거나, 반대로 또래에게 공격당하는 경우와 같이 또

래관계에 문제가 있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았다(Doh & Choi, 

1998). 또한, 자아존중감은 교사 및 또래뿐만 아니라 이를 포

괄하는 전반적 학교생활적응 수준과도 관련이 있는데, 아동

이 전반적으로 학교생활을 잘 적응할수록 높은 자아존중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An, Lee, & Lim, 2013; Won & Kim, 

2016).

한편, 자아존중감은 자기 자신의 전인적 특성에 대하여 갖

고 있는 주관적 가치판단 및 평가이므로, 개인이 가진 역량

이나 특성, 경험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Y. H. Kim과 Park 

(2001)의 연구에 따르면 아동이 어떤 일을 성공했을 때와 실패

했을 때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는가에 대한 경향에 따라 자아

존중감이 다르게 나타났다. 성공의 원인을 내적으로 귀인하

여 자신의 능력과 노력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는 아동은 자

아존중감이 높았고, 과제가 쉬웠거나 운이 좋아서 성공했다고 

외적 요인으로 귀인하는 아동은 자아존중감이 낮았다. 성공하

는 경험을 통해 형성된 높은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능력을 확

신하고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갖도록 하여, 심지어 사

회적 지지가 낮은 경우에도 이를 완충하고 높은 자아존중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동이 갖는 경험 역시 자아존중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데,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청소년 대상

의 연구에서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개인의 

자아존중감과 또래애착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S.-S. 

Kim & Ahn, 2012). 위의 고찰을 통해서 자아존중감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아동을 둘러싼 여러 가지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자아존중감은 인간의 특정한 사회적 행동을 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 동시에, 그러한 사회적 행동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결과적인 산물이기도 하다(Mason, 2001). 즉, 종단적으

로 자아존중감은 개인적 특성의 원인이자 결과가 될 수 있다

(I.-J. Chung, 2007). 따라서 자아존중감에 대한 연구를 함에 있

어서 양방향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많은 선행연구들

은 자아존중감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그 영향력에 대해 주로 

살펴보았고, 아동의 자아존중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한 연구는 매우 적은 실정이다. 종속변수로서 아동의 자

아존중감을 살펴본 연구도 대부분 한정된 요인만을 투입해 살

펴보았고, 개인, 가족, 환경 맥락의 변인들을 투입한 연구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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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에서 한, 두 가지 요인만 선택적으로 투입하여 살펴보았

다(Je & Lee, 2019; C. Lee & Kim, 2019). 자아존중감은 서로 다

른 영역(학업적 능력, 사회적 능력, 운동적 능력, 신체적 외양, 

행동적 품행 등)에서 타인의 평가를 반영한 자신에 대한 통합

적 평가로 형성되므로(O. Chung, 2017; Harter, 1996), 이러한 

영역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환경맥락을 모두 고려

해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동은 다양한 환경맥락이 뒤얽힌 

사회 속에서 성장하고 발달한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환경맥

락의 영향만 독립적으로 살펴보는 것 외에도, 총체적인 관점

에서 자아존중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해볼 필요

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초기 아동기의 자아존중감 형성에 주목하

였다. 많은 선행연구들은 자아정체성을 획득하는 청소년기 아

동의 자아존중감을 주로 살펴보았다. 그러나 Erikson (1950)

은 아동기(6-12세)의 주요 과업으로 근면성의 획득을 강조하

였고 이를 획득하지 못하면 열등감을 갖는다고 설명하였는데, 

이는 자아존중감 형성에서 아동기가 중요함을 시사한다. 이러

한 자아존중감의 발달에 대해서는 안정적이라는 입장과 변화

할 수 있다는 의견이 공존한다. 한 종단 연구는 자아존중감이 

아동청소년기에 감소, 증가를 반복하며 변화한다고 보고하였

다(Marshall, Parker, Ciarrochi, & Heaven, 2014). 다른 의견은 자

아존중감은 안정적인 편으로 일단 아동기에 발달하면 그 증

감률이 일생 동안 상당히 지속적으로 나타난다고 보고한다(I.-

J. Chung, 2007; Seo, 2006). 자아존중감의 변화, 발달이 지속적

인지 여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함에도 불구하고 초기 아동기의 

경험과 자아존중감 형성이 성인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견해는 

공통적이다(Han, 2013; Heo & You, 2012). 유년기에 형성된 낮

은 자아존중감은 성인기에 자살 개념 형성을 예측한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McGee, Williams, & Nada-Raja, 2001). 따라

서 아동기에 바람직한 자아존중감을 형성하는 것은 평생 동안 

중요하고 필수적인 과업이다(Seo, 2006). 특히, 유아기를 지나 

아동기에 진입하면서 아동은 자신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가 가

능해지고 그로인해 자아존중감은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되

므로(Shaffer, 2008), 초기 아동기의 자아존중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해 총체적으로 관심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아존중감의 형성과 관련 있는 광범위하

고도 다양한 요인들을 한꺼번에 고려하기 위해 기계학습 기법

(machine learning) 중 하나인 Elastic net을 이용하여 한국아동패

널 10차년도 데이터를 분석하고자 한다(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 2017). Elastic net은 대용량의 수백개 변수를 

한 모형에서 연구할 수 있는 기법으로 여러 데이터를 한번에 

다루는 분석을 통해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자아존중감 형성

과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한다. 연구자의 목

적에 따라 두 개 이상의 독립적인 연구들을 통계적 방법으로 

병합하여 종합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방법인 메타분석을 통해

서도 여러 변수를 비교할 수 있으나, 이는 여러 연구자들의 코

딩절차, 통계 방법을 비교하고 동질성 검증을 해야하는 등의 

번거로운 기준과 절차가 존재하여 여러 변수들을 하나의 연구

로 통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지만, Elastic net의 경우 이

미 존재하는 거대한 데이터의 모든 변수들을 동시에 고려하므

로 연구자 한 사람이 연구 전략 단계에서부터 주도적으로 모형

을 설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Yarkoni와 Westfall (2017)에 따

르면 머신러닝 기법을 통하여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는 것에서 

나아가 예측모형을 구축함으로써 인간행동의 인과관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특히 대용량 자료의 분석 시 머신러닝 기법

은 반복적으로 같은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

법으로 활용이 용이하다(Yarkoni & Westfall, 2017). 따라서 한

국아동패널의 대부분의 변수를 고려하여 대용량 자료로써 머

신러닝 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하는 것은 타당하다. 또한, 본 연

구에서 이용한 Elastic net과 같은 표본 수보다 변수 수가 더 많

은 자료도 분석할 수 있다는 방법론적 이점이 있다(Yoo & Rho, 

2018). 따라서 본 연구는 총체적 관점에서 아동의 자아존중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맥락의 요인들을 살펴보고,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예측모형을 구축함으로써 아동

의 긍정적 자아존중감 형성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아동의 자아존중감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Methods

분석자료

한국아동패널(PSKC)은 2008년부터 수집되고 있는 국가수준

의 패널 데이터로, 아동과 이들을 둘러싼 환경을 체계적으로 

유목화하여 아동 특성, 부모 특성, 가족 특성, 학교특성, 육아

지원서비스 특성, 지역사회 특성, 육아지원정책 특성에 걸쳐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있다. 본 연구는 10차년도(2017년)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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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에 참여한 1,480명 중 어머니, 아버지, 교사가 모두 참여하

고, 반응 변수인 아동의 자아존중감 문항에 결측이 없는 569

명 아동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Elastic net의 경우 변수 수가 표

본 수 보다 큰 경우에도 사용이 가능하고, Zou와 Zhang (2009)

에 따르면 표본 수 400을 큰 표본으로 간주한 바,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표본의 크기는 적당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 최

종적으로 분석에 사용된 569명의 아동과 그 부모의 인구사회

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Table 1과 같다.

변수정리

한국아동패널 10차년도 자료는 모두 1384개의 변수로 구성되

어 있었으며,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변수를 정리하였다. 먼

저, 식별번호, 질문지 작성일, 가중치 등과 같이 분석에 불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변수는 삭제하였다. 또한, 응답 값이 모두 동

일하거나 문자형 변수와 같이 통계적으로 처리하기에 타당하

지 않다고 판단되는 변수를 삭제하였다. 다음으로 1개의 문항

에 대한 답변이 반응변수에 극단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

지하기 위해 하위영역의 문항이 연속변수이거나 동일한 리커

트 척도일 경우에는 하위영역별 평균값을 내어 사용하였다. 

예를 들면, 학교적응 척도의 경우 학교생활적응 11문항, 학업

수행적응 11문항, 또래적응 8문항, 교사적응 5문항으로 4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위영역별로 문항의 평균값

을 내어 변수로 사용하였다. 각 문항별 코딩을 확인하여 역코

딩 등 데이터를 처리하여 계산하였다. 마지막으로 범주형 변

수는 더미코딩하여 사용하였다. 변수 정리 후 최종적으로 남

은 변수는 492개였다.

결측치 처리

변수 정리 후, 구조적 결측치(예: 취업모가 아니기 때문에 근

무시간에 무응답 하는 경우)에 대한 응답은 ‘0’으로 재코딩하

여 처리하였다. 그리고 비구조적 결측치에 대해서는 랜덤 포레

스트(random forest) 방법을 활용한 Multivariate Imputation by 

Chained Equations (MICE)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처리하였다.

결측치 처리에 주로 사용되는 완전제거법(listwise deletion), 

한쌍제거법(pairwise deletion), 평균 대체법(mean imputation) 

등은 Missing Completely At Random (MCAR)과 같은 강한 통

계적 가정을 충족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분석 

결과의 타당성 및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

는 하나의 결측치에 대해 여러 개의 대체값을 생성하는 다중 

대체법(multiple imputaton)을 사용하였다. 다중 대체 방법은 

크게 완전조건부 대체법 (Fully Conditional Specification [FCS])

과 Markov Chain Monte Carlo (MCMC)이 있는데, 두 가지 방

Table 1
Demographic Information of Participants

Variables Categories n (%)
Child’s gender Male 295 (51.8)

Female 274 (48.2)
Maternal academic background High school graduate 157 (27.6)

College graduate 175 (30.8)
University graduate 237 (41.7)

Paternal academic background High school graduate 162 (28.5)
College graduate 122 (21.4)
University graduate 285 (50.1)

Monthly household income
(10,000 won) 

Less than 300 101 (17.8)
Over 301-400 124 (21.8)
Over 401-500 147 (25.8)
Over 501-600 81 (14.2)
More than 601 116 (20.4)

M SD
Mother’s age 39.9 3.6
Father’s age 42.2 3.8
N = 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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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모두 각 변수에 대하여 조건부 분포를 가정하고, 일종의 샘

플링 기법에 따라 그 분포의 모수와 해당 변수의 결측치를 순

서대로 샘플링하게 된다(H. C. Choi, 2019). FCS와 MCMC의 

가장 큰 차이점은, MCMC의 경우 분포 가정이 있는데 반해, 

FCS에는 분포 가정이 없다는 것으로, FCS는 특히 수치형 변

수와 범주형 변수가 혼합된 데이터에 더 적합하다(H. C. Choi, 

201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FCS 방법에 기반한 MICE 알고

리즘을 사용하였다.

설명변수와 반응변수

본 연구의 반응변수는 아동의 ‘자아존중감’으로, 이를 측정

하기 위해 Rosenberg (1965)가 개발한 Rosenberg’s Self-Esteem 

Scale (RSE)을 한국아동패널에서 수정 . 보완한 척도를 사용하

였다. 본 척도는 총 5개의 문항(예: “○○(이)는 자신에 대해 

만족하니?”, “○○(이)는 무슨 일이든 다른 사람만큼 할 수 있

니?”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매우 그
렇다(4)의 4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다. 총 5개 문항의 평균

값을 내어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자아존중감

이 높음을 의미한다. 초등학교 3학년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평

균 3.47점(SD = 0.43)으로 평균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변수 정리 후 남은 492개의 변수들 중에서 반응변수인 자

아존중감 변수를 제외한 491개의 변수가 설명변수로 투입되

었다. 설명변수는 아동 특성, 부모 특성, 가족 특성, 학교특성, 

지역사회 특성 등 다양한 맥락의 범주들이 포함되었다.

분석방법

본 연구는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추출하

기 위해 Elastic net 벌점화 회귀모형을 이용하였다. 최소제곱

법(ordinary least squares)을 활용한 일반회귀모형의 경우, 다중

공선성(multicollinearity) 등의 문제로 다수의 설명변수를 투

입하여 모형을 검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반면, 벌점화 회귀

모형은 수백 개가 넘는 다수의 설명변수를 모두 동시에 투입

하여 총체적으로 모형을 검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벌점화 

회귀모형은 손실함수에 벌점항을 추가하여 제약을 줌으로써 

변수들의 회귀계수가 축소되도록 하는데, 이는 자료에 포함

되어 있는 수많은 변수들 속에서 실제 현상을 설명하는 데 유

용한 일부 변수를 추출할 수 있게 한다. 벌점화 회귀모형에는 

Ridged, Lasso, Elastic net 회귀모형 등이 있으며, 이러한 분석방

법은 최근 대용량의 사회과학분야 패널데이터 자료의 분석에

서 사용되고 있다(J. A. Lee & Yoo, 2019). 

본 연구는 Elastic net 회귀모형을 사용하였다. Elastic net 회

귀모형은 객관적 기준에서 변수를 추출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Ridge 회귀모형과 다중공선성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Lasso 회귀모형을 절충하여 보완하는 기법이다(Zou & Hastie, 

2005). 최소제곱법을 쓰는 손실함수에 벌점함수가 추가된 

Elastic net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J. A. Lee & Yoo, 

2019).

위 수식 후반부의 벌점함수 부분을 보면 조율모수(tuning 

parameter) α와 λ가 있다. 조율모수 α값을 0으로 설정하면 

Ridge 회귀모형이 되고, α값을 1로 설정하면 Lasso 회귀모형

이 된다. Elastic net 회귀모형에서 α값은 0과 1 사이 값을 가지

게 되며, 그 값이 0에 근접할수록 Ridge 회귀모형과 가까워지

고, 1에 근접할수록 Lasso 회귀모형과 가까워진다(Yoo & Rho, 

2018).

조율모수 λ값은 벌점의 크기를 조절하여 회귀계수의 축소 

정도를 결정한다. λ값이 커질수록 회귀계수가 0으로 접근하게 

되므로, λ값이 너무 커지면 모든 회귀계수가 0으로 추정되어 

결과변수를 예측하지 못하는 모형이 된다. 반대로 λ값이 너무 

작아지면 과잉적합되어 현재의 자료는 잘 설명하지만 새로운 

자료를 잘 예측하지 못하는 모형이 된다. 따라서 회귀계수는 

축소시키면서 오차는 줄일 수 있는 적절한 λ값을 설정하는 것

은 중요하다. 이러한 λ값을 찾는 일반적인 방법은 k-fold 교차

타당화(k-fold cross-validation) 방법이고, 이를 통해 최소 평균 

교차타당화 오차를 발생시키는 λ값인 lambda.min과 최솟값에

서 1 표준오차(SE ) 범위에 있는 오차 값 중 가장 간명한 모형

을 산출하는 λ값인 lambda.1se를 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탈도(deviance)를 기준으로 10-fold 교차타당화를 실시하여 

산출된 lambda.1se를 λ값으로 사용하여 모형 적합도가 좋으면

서 가장 간명한 모형을 선택하였다.

훈련자료(training data)와 검증자료(test data)를 7:3 비율로 

분할하여 분석하였으며, 특정 λ값으로 인한 편향을 피하기 위

해 선행연구에서 제안하고 실행한 것과 같이 relevance count를 

모형 적합 및 변수 선택에서 시행하였다( J. A. Lee & Yoo, 2019; 

Shevade & Keerthi, 2003). 100회의 모형적합 과정을 통해 평균

제곱오차(Mean Squared Error [MSE]) 값을 계산하여 모형을 평

가하였고, 그 과정에서 30회 이상 반복적으로 선택된 변수들

을 최종변수로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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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정리에는 SPSS 20.0 (IBM Co., Armonk, NY) 프로그램

을 이용하였고, R 3.6.3의 {mice}, {glmnet}패키지 등을 사용해 

결측치 처리, Elastic net 회귀분석을 통한 예측 요인 탐색을 하

였다.

Results

Elastic net 벌점화 회귀모형 구축

α값을 0.1부터 0.9까지 0.2씩 증가시키며, 훈련자료와 검증자

료를 이용하여 벌점화 회귀모형을 구축하였다. 각 α값에 따라 

모형 적합을 100회씩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산출된 MSE 평균

과 λ 평균, 선택된 변수의 개수는 Table 2와 같다. MSE 값과 모

형 해석가능성을 평가 기준으로 최종 α값을 0.1로 결정하였다.

α를 0.1로 설정하고 모형 적합을 100회 반복한 후 선택된 

변수 개수들의 분포는 Table 3과 같다. 100회 모형 접합 실시 

중 선택된 변수들의 평균 개수는 19.49개(SD = 5.12)였으며, 

가장 적게는 11개에서 가장 많게는 40개 까지 선택된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Table 4는 선택된 변수들이 모형 적합 100회 실시 중에 반

복적으로 선택된 횟수를 보여준다. 100회 모두 선택된 변수

는 13개, 80회 이상 반복 선택된 변수는 18개, 50회 이상 선택

된 변수는 21개, 30회 이상 반복 선택된 변수는 22개, 1회 이상 

반복 선택된 변수는 23개로 나타났다. J. A. Lee와 Yoo (2019)는 

변수 개수들의 분포와 반복 포함 횟수를 고려하여 최종변수를 

선택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선택된 변수 개수 분포의 중앙

값(Med. = 18.50)과 평균(M = 19.49)을 고려하여 이와 근접한 

30회 이상 반복 선택된 변수 19개를 최종변수로 선택하였다.

Elastic net 벌점화 회귀모형 분석결과

총 491개 설명변수 중, 이탈도를 기준으로 Elastic net 회귀모형

에 100번 적합한 결과 30번 이상 모형에 포함되는 변수는 총 

19개였다. 포함된 설명변수명, 변수설명 및 코딩방법, 회귀계

수의 평균값과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반복횟수를 Table 5

로 제시하였다.

흥미롭게도 Elastic net 회귀분석을 통해 선택된 변수들은 

모의 하루 흡연량, 여행 경험을 제외하고는 모두 아동이 응답

한 변수들이었다. 먼저 가정 맥락과 관련된 변인들 중에서 아

동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다고 인식할수록(B 평균 = 

0.0096), 가족과 함께하는 여가활동 시간이 많다고 인식할수

록(B 평균 = 0.0213), 아동이 가족을 도와주는 시간이 많다고 

인식할수록(B 평균 = 0.0177)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족이 돈 걱정을 많이 한다고 인식할수

록(B 평균 = -0.0100), 어머니의 하루 흡연량이 많을수록(B 평

Table 2
MSE and λ According to α Change; Number of Variables Selected

α 0.1 0.3 0.5 0.7 0.9
M of MSE
(SD)

0.1239
(0.0129)

0.1211
(0.0142)

0.1210
(0.0153)

0.1235
(0.0130)

0.1237
(0.0160)

M of λ
(SD)

0.5332
(0.0722)

0.2249
(0.0278)

0.1411
(0.0207)

0.1073
(0.0188)

0.0873
(0.0165)

Number of variables selected (Max.) 40 20 16 31 21
Number of variables selected (Min.) 11 6 4 2 2

Table 3 
Distribution of the Number of Variables Selected After 100 Times of Model Fits Repeated

Min. 1st Qu. Med. 3rd Qu. Max. M (SD)
Number of variables selected 11 16 18.50 22 40 19.49 (5.12)

Table 4
Number of Repetitively Included Variables Selected During 100 Times of Model Fits

Number of repetitively included ≥ 1 ≥ 30 ≥ 50 ≥ 80 ≥ 100
Number of variables selected 103 19 15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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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 = -0.0326)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학교 맥락과 관련된 변인들 중에서 아동이 국어

(B 평균 = 0.0057)와 수학(B 평균 = 0.0052) 과목을 좋아할수

록, 숙제를 할 시간이 많다고 인식할수록(B 평균 = 0.0076), 

스스로 학교생활에 성실하게 임한다고 인식할수록(B 평균 = 

0.0344)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아동이 

교사와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하며 지지받고 있다고 인식할수

록(B 평균 = 0.0256), 즐거운 교실 분위기 속에서 친구들의 지

지를 받고 있다고 인식할수록(B 평균 = 0.0015)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이 친구와 의사소통이 잘 된

다고 느끼고(B 평균 = 0.0621), 친구들을 신뢰할수록(B 평균 = 

0.0392), 친구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다고 인식할수록(B 

Table 5
Descriptive Variables and Scales Included in the Model Fitting at Least 30 out of 100 Times

Context Variables Variable description
M of B
(SD) B Min. B Max.

Number of 
iterations

Family Cdsc031 Time with family
Not enough (1)∼Much (3)

0.0096
(0.0059)

0.0001 0.0258 85

Cdsc033 Leisure activities with family
Not enough (1)∼Much (3)

0.0213
(0.0061)

0.0085 0.0384 100

Cdsc038 Time to help the family
Not enough (1)∼Much (3)

0.0177
(0.0073)

0.0006 0.0364 99

Cses037 Frequency of family‘s money worries
Never worried (1)∼Always worried (4)

-0.0100
(0.0060)

-0.0251 -0.0004 84

Msmk005 Mother’s daily smoking volume
Don’t smoke (0)∼More than 31 cigarettes (4)

-0.0326
(0.0378)

-0.1919 -0.0017 33

School 

Cscl003 Subject preference: Korean
Don’t like at all (1)∼Like much (4)

0.0057
(0.0033)

0.0000 0.0133 77

Cscl004 Subject preference: Math
Don’t like at all (1)∼Like much (4)

0.0052
(0.0034)

0.0000 0.0148 74

Cdsc037 Homework time
Not enough (1)∼Much (3)

0.0076
(0.0059)

0.0000 0.0222 54

Cscl013 The degree of sincerity in school life
Never worked hard (1)∼Always work hard (4)

0.0344
(0.0069)

0.0201 0.0525 100

Cscl026 Creative classroom environment: Teacher support
Strongly disagree (1)∼Strongly agree (5)

0.0256
(0.0055)

0.0121 0.0455 100

Cscl019 Creative classroom environment: Peer group
Strongly disagree (1)∼Strongly agree (5)

0.0094
(0.0049)

0.0015 0.0272 99

Cpsa000 Peer attachment: Communication
Strongly disagree (1)∼Strongly agree (5)

0.0621
(0.0089)

0.0414 0.0839 100

Cpsa001 Peer attachment: Trust
Strongly disagree (1)∼Strongly agree (5)

0.0392
(0.0087)

0.0213 0.0603 100

Cdsc034 Time spent with friends
Not enough (1)∼Much (3)

0.0139
(0.0086)

0.0005 0.0413 95

Child
 

Cdsc036 Leisure activity time
Not enough (1)∼Much (3)

0.0261
(0.0085)

0.0066 0.0476 100

Cdsc024b Weekend leisure activity time 0.0026
(0.0021)

0.0000 0.0088 37

Hhom030_1 Travel experience
Yes (1), No (0)

0.0141
(0.0129)

0.0000 0.0540 43

Cshs006 Overall happiness
Not happy at all (1)∼Very happy (4)

0.1265
(0.0128)

0.1025 0.1546 100

Cdsc039 Use of slang
Never use (1)∼Use daily (4) 

-0.0077
(0.0056)

-0.0262 -0.0007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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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 0.0139)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아동 개인적 변인들 중에서 아동이 여가활동 

시간이 많다고 인식할수록(B 평균 = 0.0261), 아동이 주말 레

저활동 시간을 많이 가질수록(B 평균 = 0.0026), 여행경험이 

있고(B 평균 = 0.0141), 전반적으로 행복하다고 인식할수록(B
평균 = 0.1265)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이 

비속어를 자주 사용할수록(B 평균 = -0.0077) 자아존중감이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

Discussion
 

인간이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형성해나가는 자아존중감은 인

간의 사회정서적 . 인지적 성장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자아존중감은 서로 다른 영역에서 타인의 평가를 반

영한 자신에 대한 통합적 평가로 형성되므로(Harter, 1996; O. 

Chung, 2017),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환경적 맥락

을 포괄적으로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일부 환경맥락의 영향만 독립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아닌, 일

반 회귀분석의 한계를 보완하여 고용량 자료를 동시에 투입하

여 분석하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총체적인 관점에서 자아존

중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기존 연구에서 영향 요인으로 다뤄진 변수들을 검증하

고, 기존 연구들에서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은 새로운 변수들

도 발견하였다. 선택된 변수들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다음

과 같다.

첫째, 가정과 관련된 요인에서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인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가족

과 함께하는 여가시간, 가족을 돕는 시간이 추출되었다. 이러

한 결과는 부모와 공유하는 시간(Bae, Doh, Park, & Kim, 2016; 

Offer, 2013)과 아동의 가사활동 참여(S. S. Lee, 2005)가 아동의 

자아존중감 발달에 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선행연구 결

과와 일치한다. 또한 가족의 응집력과 적응성이 높고 의사소

통이 원활한 건강한 가족 내에서 아동은 높은 자아존중감을 

형성한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D. Kwon & Oh, 

2004; M. Shin, 2015; Yun & Lee, 2007).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가족 내에서 부여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아동은 소속

감을 느끼게 되며, 스스로의 가치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된

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부모의 근로시간이 유의한 변수

로 선택되지 않았고, 측정문항이 객관적인 시간보다 아동의 

주관적인 인식을 기반으로 수집된 것을 종합적으로 생각해볼 

때, 아동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단순히 양적인 시간만을 

의미하지 않을 수 있음을 추측해볼 수 있다. 즉, 단순히 양적으

로 많은 시간 함께하는 것이 아닌 아동이 가족과 충분히 즐거

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욱 중요할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의 

긍정적 자아존중감을 형성하기 위해서 가족과 충분히 만족스

러운 시간을 보내며 가족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

록 가정 내 역할 부여를 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가정과 관련된 요인에서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부적

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인으로 가족의 경제적 걱정 빈도, 어

머니의 흡연량이 추출되었다. 이러한 변수들은 선행연구에서 

다뤄지지 않은 새로운 변수들인데, 이는 아동이 인식하는 가

족의 특성이 아동에게는 자신이 가진 특질로 생각되어 스스로

를 평가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자본

주의 사회에서 빈곤은 하나의 낙인으로 인식될 수 있고, 유독 

여성의 흡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회(E. Lee & Shin, 

2019)에서 어머니의 흡연은 아동에겐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다. 그러므로 자신이 가진 특질을 바탕으로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는 아동에게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과 어머니의 흡연은 

자아존중감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결과

에서 흥미로운 점은 선행연구에서 주로 다룬 객관적인 소득수

준이 아니라 아동이 인식하기에 가족이 경제적으로 걱정을 많

이 한다고 인식하는 것이 아동의 자아존중감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가족이 경제적인 문제로 걱정을 많이 한다

면 아동은 자신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을 낮게 인지하고, 낮

은 자아존중감을 형성할 수 있다(D. Kwon & Oh, 2004). 이는 

아동의 긍정적 자아존중감 형성을 위해 성인은 아동의 앞에서 

경제적 문제와 같은 성인들의 문제를 의논하는데 주의해야함

을 시사한다. 그리고 여전히 여성의 흡연에 대한 사회적인식

이 더욱 부정적이긴 하지만, 점차 흡연행동 자체가 부정적으

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부모의 금연이 아동의 긍정적 자아존중

감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학교 관련 맥락에서는 아동의 국어 및 수학 과목 선

호, 숙제시간, 학교생활성실도, 교실의 지지적 분위기, 또래애

착, 친구와 보내는 시간 등의 요인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추출된 요인들을 크게 학업적 요인과 관계적 요

인으로 나눠 구체적으로 논의해보자면, 우선 학업적 요인에서

는 아동이 국어와 수학 과목을 좋아하고, 숙제시간이 많다고 

인식하며, 학교생활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느낄수록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선행연구들은 주로 

아동의 학업성취에 따른 자아존중감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가 

이루어졌다(Y. Chung & Song, 2018; Y.-H. Kim & Shin,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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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흥미롭게도 본 연구에서는 실제 아동의 학업성취가 아

닌 아동이 국어와 수학과목을 좋아한다고 느끼는 것이 아동

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아동패

널 자료에서는 아동의 교과목선호도에 대한 수집을 국어와 수

학에 대해서만 하였으므로, 특정 교과목의 효과라고 단정 지

을 수 없다는 것을 주의해야한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아동

이 학업적 결과보다는 자신의 학업적 흥미가 높을수록, 그리

고 스스로 학교생활에 열심히 임하고 있다고 느낄수록 자아존

중감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따라서, 아동의 긍정적 자아존중

감 발달을 위해 부모 및 교사는 학업적 결과보다는 아동의 학

업적 흥미와 학교생활 성실도에 초점을 맞춰 아동을 지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시기 아동은 Erikson (1950)의 자아발달 단

계에서 근면성 대 열등감 단계로, 근면성 획득이 주요한 발달 

과업이다. 이 시기 아동은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를 완벽히 수

행하고자 노력하며, 그래서 아동은 하나의 과제를 수행하는

데 많은 시간을 요구하게 된다(Akay, 2016). 그러나 충분한 시

간이 주어지지 않아 과제 수행에서 좌절을 겪게 될 경우, 아동

은 근면성 획득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

동이 숙제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많다고 인식할수록 아동의 높

은 자아존중감을 나타낸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아동

이 스스로 유능감을 습득할 수 있도록 아동에게 숙제할 수 있

는 시간을 충분히 제공해야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앞

서 논의한 여가활동시간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아동이 해낼 

수 있을 만큼의 적정량의 숙제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

다. 따라서, 부모와 교사는 적정량의 숙제를 부여하고, 주어진 

숙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마련하여 아동의 학업

적 흥미와 학교생활 성실도를 진작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이다.

그리고 관계적 요인에서는 아동이 지각하는 교실분위기가 

지지적이고, 또래와 긍정적 애착을 보이며, 친구와 많은 시간

을 보낼수록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교사와 또래가 아동의 자아존중감 형성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맥을 함께하며(J. Kim, 2020; 

M. H. Kim & Kang, 1999; Sim, 2001; Y. J. Song, 2016; Yang, 

1999), 이러한 맥락에서 친구와 많은 시간을 보낼수록 자아존

중감이 높아질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교사와 친구는 학령기 

아동에게 중요한 타인이 되며, 이들의 아동에 대한 지지와 평

가는 아동 스스로의 가치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교

사는 교사-아동 간의 개별적지지 뿐만 아니라 아동들 간에 상

호 지지할 수 있는 교실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시기 아동은 또래집단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높아지므로 또래 친구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한다(Akay, 2016). 그렇기 때문에 아동이 친구들과 충분한 시

간을 보내고, 친구를 신뢰하고, 의사소통이 잘 된다고 느끼는 

것은 아동에게 관계적 만족감을 줄 수 있다. 이러한 관계적 만

족감은 아동이 스스로를 사회적으로 유능하다고 느끼게 하고, 

결국 자신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

므로 부모와 교사는 아동이 또래집단에서 충분한 시간을 보내

며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어야 할 것이

다. 그러나 또래집단 내에서 동질적으로 어울리고자 하는 또

래압력이 작용하여 바르지 못한 행동을 모방학습하게 될 수 

있다(Akay, 2016). 따라서 부모와 교사는 아동의 또래집단 활

동을 격려해주되, 아동과 소통하며 아동이 또래압력 상황에서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할 것이다.

넷째, 개인적 요인으로는 아동의 여가활동시간 및 주말 

레저활동 시간이 많고, 여행 경험이 있으며, 자신의 삶에 대

해 전반적으로 행복하게 느끼는 것이 의미 있음을 재확인하

였다. 이러한 결과는 다양한 예능 활동(미술, 무용, 연극, 놀

이 등)과 체험활동 참여가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높여주고(E. 

Lee, Kwak, & Lea, 2016; S. J.  Lee & Chung, 2018; Ryu & Kang, 

2012), 행복감과 자아존중감이 높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

(Lyubomirski, Tkach, & Dimatteo, 2006)는 선행연구결과와 맥

을 같이한다. 여행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벗어나는 체험활동과 

여가문화활동은 아동의 오감을 자극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

는데 도움을 주어 아동의 삶의 만족과 행복감에 영향을 줄 수 

있다(E. Lee et al., 2016; Ryu & Kang, 2012; Y.-M. Song & Lee, 

2011). 그리고 사회적 관계와 전반적 삶의 만족과 관계있는 감

정인 행복감(Lyubomirski, Tkach, & Dimatteo, 2006)은 자신에 

대한 전반적 가치평가를 반영하는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줄 것

이다. 즉,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행복한 아동은 스스로를 가치

있게 평가할 것이다. 그러므로 아동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아동에게 충분한 여가활동시간을 보장해주어야 할 것

이다. 그러나 아동의 흥미와 자율성, 주도성을 기반으로 한 여

가활동이 아닌 부모 주도의 예체능 사교육과 같은 과도한 여

가활동은 아동의 삶의 만족도를 오히려 낮출 수 있다(E. Lee et 

al., 2016). 따라서, 여가활동이 또 다른 스트레스로 작용되지 

않도록, 아동이 만족하는 여가활동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개인적 요인에서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인으로 아동의 비속어 사용이 추출되

었다. 이는 언어문화 개선이 자아존중감 향상에 영향을 미친

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맥을 함께한다(Hyun & Hwang,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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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는 사고를 확장시키는 도구이며(Vygotsky, 1978), 다른 사

람과 상호작용하는 하나의 도구이다. 따라서, 어떠한 언어표

현을 사용하는가는 사고의 방향성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타인

과의 상호작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상대방에게 정신적 피

해를 주는 비속어 사용은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결국 자

신에게 돌아와 자아존중감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Burnett, 

1996). 그리고 비속어 사용은 사회적으로 바르지 않은 행동이

기 때문에, 아동이 비속어를 사용하는 자신에 대해 부정적으

로 평가하여 자아존중감이 낮아질 수도 있다. 그러므로 가정

과 학교에서 아동의 바른 언어사용을 위해 지도 . 감독할 필요

가 있으며, 아동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공중 매체 등에서도 언어 

사용에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가 있다. 먼저, 분석에 사

용된 많은 변수들이 부모나 교사의 응답으로 수집되었다는 

점이다. 기존 선행연구들에서 주요하게 다뤄졌던 부모 양육

행동, 교사-아동 관계 등의 변수들이 중요변수로 추출되지 않

은 이유는 부모나 교사의 응답으로 수집되었기 때문일 수 있

다. 인간은 환경을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해석하기 때문에 부

모 또는 교사의 지각과 아동의 지각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

며(Cheon & Cho, 2011; M. Kwon, 2009; J. Lim, 2006), 객관적 

환경보다 아동이 지각하는 환경이 스스로의 발달과 더욱 높

은 관련이 있을 수 있다(Wethington & Kessler, 1986). 특히, 자

아존중감이 아동의 스스로에 대한 판단과 인식에 의해 형성된

다는 것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부모나 교사의 응답보다 아

동의 주관적인 응답이 더욱 높은 관련성을 보였을 수 있다. 예

를 들면, 본 연구에서 비슷한 결을 가진 변수 중에서 교사가 응

답한 교사-아동 관계는 중요변수로 추출되지 않았으나 아동

이 응답한 교사의 지지만이 중요변수로 추출되었을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 변수들의 영향을 살펴보

기 위해 객관적인 측정변수(예: SES 등)들과 함께 아동의 응답

으로 수집된 변수들을 위주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으로, 몇 가지 변수들이 표본의 특성과 통계적 

처리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투입되지 못하여, 유의미할 수 있

는 변수가 누락되었다. 예를 들면, 가족구조나 아동의 장애여

부 등의 변수들은 응답 값이 모두 동일하거나 통계적으로 처

리하기에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분석에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가족의 구조(Sok & Shin, 2010), 아동의 장애여부(Jo & 

Kim, 2017) 등의 변수 역시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수들을 함께 투

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결과는 아동의 자아존

중감 발달과 관련이 있으나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관심을 받

지 못했던 변수(예: 모의 흡연 여부, 교과목 선호, 숙제시간 등)

들을 발견함으로써 아동의 자아존중감 발달에 대한 새로운 시

각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주요 변수로 추출

된 대부분의 요인들이 아동의 주관적 관점을 바탕으로 측정된 

것들이었는데, 이는 아동의 주관적 인식이 자아존중감 형성에 

가장 큰 기반을 이룸을 강조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이후 자

아존중감 발달 연구가 다양한 맥락에서 아동의 주관적 인식을 

더욱 고려하여 아동 응답 자료를 수집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또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아동의 긍정적 자아존

중감 발달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

가 있다. 예를 들어 경제적 수준과 같은 객관적인 상황이나 특

성은 아동의 입장에서 스스로 극복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 연

구를 통해 객관적 상황보다 아동의 주관적 인식이 자아존중감 

형성에 더욱 의미있는 영향을 줌을 알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

로 객관적 환경 개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아동이 자신의 삶을 

영위하고 환경 속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하기 위한 실천과 지

원 등에도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시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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