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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혼합모형을 활용한 초등학교 아동의 자아존중감 발달궤적 및 
영향요인 검증

국제사이버대학교 아동가족상담학과 조교수1

Objectives: The four-wave longitudinal study explored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self-esteem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and examined the predictive factors such as the mother’s parenting 
behavior, children’s happiness and school adjustment associated with these trajectories.
Methods: Trajectories of self-esteem from grades 1 to 4 were modeled using 1,659 children drawn from 
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 2015~2018. Growth Mixture Modeling (GMM) analysis was 
used to estimate trajectories of self-esteem in grades 1~4. Using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the 
identified trajectories were then used to analyze whether the mother’s parenting, children’s happiness, 
and school adjustment affected the latent class classification.
Results: First, the self-esteem of grades 1 to 4 revealed a linear growth pattern over time. Second, 
GMM identified four developmental trajectories in childhood self-esteem, of which the low-increasing, 
low-decreasing, high-increasing, or moderate-decreasing group reflected the normative trajectories. 
Third, the mother’s warm parenting, the academic performance of school adjustment, and the happiness 
of the children were significant in predicting the classification of latent class in the change trajectories 
of self-esteem.
Conclusion: The results showed individual differences and heterogeneity in the development of self-
esteem. Groups’ initial different developmental levels at first grade continue until grade 4. Developmental 
trajectories provide the direction for interventions by the level of self-esteem for elementary children. 
Especially, educational programs and interventions in mothers’ warm parenting, children’s happiness, and 
academic performance, which affect self-esteem trajectories, would be needed. These findings provide a 
meaningful foundation for designing programs and practical suggestions to encourage the self-esteem of 
elementary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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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미1

Introduction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가치평가와 주관적 판단을 포함하

는 개념으로 개인의 행동 및 성격특성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소

이다(Kuster & Orth, 2013). 특히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사회정

서 및 성격 발달에 주요한 역할을 하며 사회적응, 효능감, 성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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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대인관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Maxwell 

& Chmielewski, 2008). 자아존중감이 높은 아동은 자신과 타

인에 대한 수용, 좌절에 대한 인내, 책임감 및 성취동기가 높

은 반면, 자아존중감이 낮은 아동은 학교 부적응이나 우울, 불

안, 비행 등 문제행동과 관련되어 사회적 적응에 어려움을 겪

는다(Marshall, Parker, Ciarrochi, & Heaven, 2014; Trzesniewski, 

Donnellan, Moffitt, Robins, Poulton, & Caspi, 2006). 

자아존중감의 발달은 일생 동안 지속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발달양상에 대한 결과는 선행연구마다 다소 다르게 제

시되고 있다. 자아존중감의 발달을 종단적으로 메타분석한 연

구에서 자아존중감은 만 4-11세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15세까

지 안정적으로 유지되다가 그 이후부터 30세까지 다시 가파

르게 증가하는 패턴을 보였다(Orth, Erol, & Luciano, 2018). 다

른 연구(Robins & Trzesniewski, 2005)에서는 아동기 높은 수준

의 자아존중감은 초기 청소년기에 약간 떨어지다가 청소년기 

후반으로 가면서 다시 상승하는 V형태를 나타낸다고 보고하

였다. 일부 연구에서는 학령기 동안 자아존중감이 큰 변화없

이 안정적인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Magro, Utesch, 

Dreiskämper, & Wagner, 2019; Wigfield & Eccles, 1994). 

그러나 아동기 자아존중감 발달에 대한 선행연구를 종합하

면, 유아기를 지나 학령초기에는 탈자아중심적 사고로 인해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해지고 자아존중감이 현실

적인 수준으로 조정되어 초등학교 고학년에 접어들기 이전까

지는 증가하는 추세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는 새로운 환경인 학교에 적응하면서 사회적 관계

를 확장하고 학업 과제를 수행하는 등 다양한 과업을 직면하

고 해결해가면서 자아존중감을 함께 발달시켜 간다. 

아동기에 대체적으로 자아존중감이 증가하지만 개인차 역

시 아동기부터 시작되어 안정적인 특성을 보인다(Cole et al., 

2001; Trzesniewski, Donnellan, & Robins, 2003). 자아존중감 발

달에 있어 개인차는 자아존중감의 변화가 규범적 궤도에서 벗

어나는 정도를 의미한다. 자아존중감 변화양상을 살펴본 한 

연구(Park, 2021)에서 초등학교 1∼4학년 아동의 자아존중감

은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고 변화율이 유의하여 개인차가 있

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성장혼합모형을 활용한 연구(Choi & 

Lee, 2020)에서도 초등학교 1학년부터 3년 동안의 자아존중감

을 종단 분석한 결과, 4개의 이질적인 특징을 갖는 잠재계층 

집단이 확인되었다. 이처럼 자아존중감의 개인차에 대해 다룬 

선행연구들은 초기 학령기 아동의 자아존중감 발달궤적 유형

이 상이함을 보여주며 동일한 발달단계일지라도 이질적인 집

단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

으로 접어드는 4학년은 빠르게 변화하는 과도기적 발달과정

에 있으며 저학년 때에 비해 또래나 교사와의 관계가 더 중요

해지는 시기이다(J. Lee, Kang, Lee, & Yi, 2015). 따라서 초등학

교 4학년 시기를 포함시켜 학령기 자아존중감의 발달궤적의 

변화 양상과 이질성을 규명하는 것은 조기개입의 효과성 측면

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교 적응이 

시작되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학교에서 머무는 시간이 증가

하고 사춘기가 시작되는 초등학교 4학년 시기(Damon, Lerner, 

& Eisenberg, 2006)까지 자아존중감 발달궤적의 이질성을 확

인하고 이를 유형화하고자 하였다.

의미 있는 타인과의 경험은 일생 동안 자아존중감 발달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Harris & Orth, 

2020). 특히, 현실적 자아존중감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학령초

기에 아동과 지속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는 부모의 영향력이 

매우 중요한데, 이 중 대표적으로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양육

행동을 꼽을 수 있다.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에 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온정적이고 애정적인 어머니의 양

육태도는 자녀가 스스로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지각하게 해주

며(Bulanda & Majumdar, 2009; Laible, Carlo, & Roesch, 2004), 

어머니가 긍정적인 태도로 자녀와 대화를 할수록 자아존중감

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Reese, Bird, & Tripp, 

2007). 지지적이고 온정적인 양육행동이 아동의 자아존중감 

형성을 돕는다는 결과는 비교적 일관되게 밝혀졌으나, 부정적

이고 통제적인 양육행동에 대한 결과는 다소 비일관적이다. 예

를 들어, 부모의 거부적이고 권위적 양육행동은 건강한 자아존

중감의 발달을 저해한다는 보고가 있는 반면, 상관이 거의 없

거나 오히려 정적인 관계를 가진다는 결과도 있다(M.-J. Doh, 

& Chee, 2011). 이와 같이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아존중

감의 관계에 대해 다소 비일관적인 결과가 보고되고 있는 상황

에서 이러한 관계를 보다 명확히 규명해볼 필요가 있다.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맥락인 학교 역시 자

아존중감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초등학교 입학은 다양

하고 급격한 환경적 변화와 학교 적응과정에서 아동으로 하여

금 상당한 긴장과 불안으로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한다. 

특히, 학령초기 아동은 사회적 관계와 학업 수행에서의 평가 

정보를 통해 자아존중감을 구성하기 때문에 학교적응은 자아

존중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교사와의 관계가 친밀하고 교

사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은 아동일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았으며(J. Kim, 2020),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학업수행 적

응은 높은 자아존중감을 예측하였다(J. Kim & Hong, 2019). 또

한, 또래와 친밀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인기가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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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일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omerantz, 

Ng, Cheung, & Qu, 2014).

한편, 자아존중감은 자기 자신에 대한 주관적 가치판단과 

평가이므로 개인의 역량, 특성, 경험 등에 영향을 받는다(J. Y. 

Kim, Jeong, & Lee, 2020). 행복감은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유쾌

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아동기 행복감은 성인이 된 후에

도 삶의 질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는 알려져 있다. 행복감이 

높은 아동은 자신과 타인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다양한 여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이후 우울, 공격성, 사회 부

적응 등의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낮았다(S.-R. Lee, Kim, & 

Yoon, 2015). 행복감과 자아존중감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자신

의 삶에 만족하며 행복감을 느끼는 아동은 자신의 가치평가

를 높게 하며 자신과 타인에게 긍정적 태도를 갖는 것으로 나

타났다(Lyubomirsky, Tkach, & Dimatteo, 2006). 또한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 행복감이 높았던 아동은 시간이 지나도 높은 

행복감을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나 안정적인 특성을 지닌 것으

로 확인되었다(Jun & Jang, 2009; Jose, Ryan, & Pryor, 2012). 

이렇듯 초기 아동기 자아존중감은 안정적인 특성을 지녀 일

생동안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아동기 발달에 핵심적인 역

할을 한다. 동시에 자아존중감은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으며 변화 양상 또한 상이한 집단으로 나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 시기까지 발달

의 연속선상에서 서로 다른 자아존중감의 발달패턴을 보이는 

하위유형을 분류하여 각 집단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

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시점의 자료를 활용하여 어머니의 양

육행동, 학교적응 및 행복감이 자아존중감의 하위집단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다음의 연

구문제를 설정하였으며 연구모형은 Figure 1에 제시하였다.

연구문제 1

초등학생 아동의 자아존중감 변화 특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초등학생 자아존중감의 발달궤적 잠재집단 유형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초등학생 자아존중감의 잠재집단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

니의 양육행동, 아동의 학교적응, 행복감의 예측효과는 어떠

한가?

Methods

연구대상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KICCE])에서 실시한 한국아동패널연구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의 8∼11차년도(2015∼

2018)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대상은 8∼11차년도 조사에서 

자아존중감 문항에 모두 응답하지 않은 491명을 제외한 1,659

Figure 1. Research model.

Self-esteem 
(Grade 1) 

Self-esteem 
(Grade 2) 

Self-esteem 
(Grade 3) 

Self-esteem 
(Grade 4) 

Parenting 
School Adjustment 

Happiness 

Intercept! Slope!

Self–esteem 
Trajectories 

Figure 1.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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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이었다. 예측효과를 위한 자료는 8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

다. 8차년도 자료에 근거하여 아동은 남아 807명(51.2%), 여아 

768명(48.8%)이며 평균 연령 7.33세(SD=1.56)이었다. 어머니

의 평균 연령은 37.91세(SD=3.72)이었으며 최종학력은 대학

교(37.8%), 고등학교(28.7%), 전문대(27.4%) 순으로 많았다.

연구도구

자아존중감

아동패널 연구진은 Rosenberg (1965)의 자아존중감 척도 10문

항을 Millennium Cohort Study (MCS)에서 5문항으로 축소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아동이 총 5문항을 4점 리커트 척도로 평

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8∼11차년도 자아존중감의 내적합치도는 .77, .75, 

.76, .83이었다.

양육행동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은 Cho 등(1999)의 양육방식 문항을 참고

하여 양육행동 문항을 자체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해당 척도는 

2개 하위요인으로 온정적 양육행동과 통제적 양육행동 모두 6

문항씩 총 12문항이다. 어머니가 5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였

다.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하위요인의 양육행동이 높음을 의미

한다. 본 척도의 내적합치도는 온정 .87, 통제 .76 이었다.

학교적응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은 Chi와 Jung (2006)의 학교적응 척도

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4개의 하위요인인 학교생활적응(11

문항), 학업수행적응(11문항), 또래적응(8문항), 교사적응(5

문항) 등 총 3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담임교사가 5점 척도

로 평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하위영역의 학교적응

이 높음을 의미한다. 3개의 역문항을 코딩하여 사용하였다. 학

교적응의 내적합치도는 학교생활 .96, 학업수행 .94, 또래적응 

.94, 교사적응 .84이었다.

전반적 행복감

아동의 행복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Millennium Cohort Study 

(MCS)에서 사용한 문항을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사용하였

다. 총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표정 그림을 추가로 제시

하여 척도에 대한 아동의 이해도를 높였다. 문항 내용은 “학교 

공부를 생각하면 어떠니?”, “친구에 대해 생각하면 어떠니?” 

등이다. 아동이 4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였으며 내적합치도

는 .68이었다.

자료분석

학령기 아동의 자아존중감 발달패턴에 따른 하위유형을 분

류하고, 확인된 유형의 분류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확인하

고자 성장혼합모형(Growth Mixture Modeling  [GMM])을 사

용하였다. 성장혼합모형 분석 전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

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세부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

다. 첫째, 단일 계층 잠재성장모형을 살펴보고, 시간의 변화

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계층별 초기치와 변화율 및 각각의 분

산을 추정하여 변화가 유의한지 확인하였다. 둘째, 잠재계층 

내 편차가 없는 잠재계층분석 (LGM)모형을 설정하여 자아

존중감의 변화궤적에 따라 잠재계층의 수를 탐색하였다. 잠

재계층 수는 BIC, AIC, SABIC 적합도 지수, 모형비교검증방

법인 LMR-LRT, BLRT, 분류의 정확성을 나타내는 엔트로피

(entropy)값을 활용하여 통계적 적합도와 해석 가능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였다. BIC, AIC, SABIC 적합도 지수는 작을

수록, 엔트로피는 1에 가까울수록 좋은 모형으로 간주된다. 

LMR-LRT와 BLRT는 이전 모형과 비교하여 유의값을 확인하

고 집단수를 추가하면서 k개의 모형을 선택한다(Lo, Mendell, 

& Rubin, 2001). 셋째, 성장혼합모형으로 도출한 자아존중감 

잠재집단 분류를 예측하는 요인을 승산비를 통해 확인하고자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예측효과는 초등학

교 1학년 시기를 기준점으로 하였다. 결측치 처리를 위해 완

전정보최대우도법(FIML)을 이용하였으며 자료분석은 SPSS 

21.0 (IBM CO., Armonk, NY)와 Mplus 8.0 (Muthén & Muthén, 

1998-2002)을 활용하였다.

Results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 왜도(±2)

와 첨도(±7)값의 범위는 기준값을 초과하지 않아 정규분포 조

건을 충족하였다(West, Finch, & Curran, 1995). 아동의 자아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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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감 평균은 초등학교 1학년 시기에 3.44로 시작하여 2학년 

3.46, 3학년 3.47, 4학년 3.49로 미약하지만 점차 증가하는 추

세를 보였다. 

Pearson 상관분석 결과,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학

년별 자아존중감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1학년 시기의 

자아존중감은 전반적 행복감, 학교적응 및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2∼4학년 시기에는 통제

적 양육행동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자아존중감의 변화양상에 따른 성장혼합모형 분석

자아존중감의 변화양상에 따른 잠재성장모형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자아존중감이 변화하는 형태를 추정하

기 위해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ing [LGM])으로 무

변화모형과 선형변화모형을 비교분석하였다(Table 2). 무변

화모형과 변화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면, 변화모형의 적합도

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최종모형으로 선택하였다. 변화모형

의 초기치 평균은 3.44이고, 변화율 평균은 0.16으로 자아존중

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소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분

산의 초기치는 .091, 변화율은 .014로 유의한 개인차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자아존중감 초기치와 변화율 사이의 공분산

이 -.015로 자아존중감 초기치가 높을수록 시간의 흐름에 따

라 완만하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아동기 자아존중감

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형태를 보이며 자

아존중감 초기치 수준이 높을수록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가폭

이 낮아졌다.

잠재계층 수 결정

자아존중감의 발달패턴에 따른 잠재계층 수를 결정하기 위

해 2개부터 5개까지 계층 수를 늘려가며 탐색적으로 분석하

였다(Table 3). AIC, BIC, SABIC 적합도지수는 점진적으로 감

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4개 이후로는 감소폭이 둔화되었다. 

LMR-LRT의 경우 계층수가 3개와 5개일 때 유의하지 않았으

나 BLRT의 경우 모두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Entropy 값은 모

두 .8 이상으로 좋은 분류의 질을 보여 잠재집단 분류에 문제

가 없음을 확인하였다(Muthén, 2004). 정보준거지표 적합도 

지수, 분류된 사례수의 적절한 분포, 해석 가능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였을 때, 최소 표본 비율의 기준인 1% 이상의 기준

(Jung & Wickrama, 2008)을 충족한 잠재계층수가 4개인 모형

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s of Variables

1 2 3 4 5 6 7 8 9 10 11
1. SE (w8) ―

2. SE (w9) .35** ―

3. SE (w10) .27** .38** ―

4. SE (w11) .23** .31** .50** ―

5. Happiness (w8) .46** .27** .18** .14** ―

6. SA 1 (w8) .08* .13** .12** .11** .08* ―

7. SA 2 (w8) .17** .14** .18** .14** .12** .59** ―

8. SA 3 (w8) .14** .13** .17** .15** .14** .64** .71** ―

9. SA 4 (w8) .10** .10** .08* .06 .08** .23** .48** .41** ―

10. WP (w8) .11** .12** .14** .08** .06* .03 .10** .08* .05 ―

11. CP (w8) .06* .05 .04 .02 .07** .01 .10** .04 .06 .25** ―

N 1560 1496 1480 1428 1560 1029 1029 1029 1029 1534 1534
M 3.44 3.46 3.47 3.49 3.25 4.08 3.84 3.95 4.01 3.70 3.57
SD .49 .44 .43 .45 .47 .94 .85 .80 .75 .57 .52
Skewness -1.09 -.94 -1.27 -1.25 -.61 -1.07 -.62 -.75 -.82 -.44 -.41
Kurtosis 1.70 .95 2.50 2.25 .30 .28 -.05 .37 .50 1.27 1.44
Note. SE = self esteem; SA = school adjustment; SA 1 = school life; SA 2 = academic performance; SA 3 = peer relationship; SA 4 = teacher 
relationship; WP = mother’s warm parenting; CP = mother’s controlled parenting.
*p < .05.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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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존중감 변화궤적 잠재집단 유형

최종모형으로 선정된 4개 잠재집단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평균 초기치와 평균 선형변화율을 확인하였으며(Table 4), 잠

재집단별 자아존중감을 도식화하여 Figure 2에 제시하였다. 초

등학교 1∼4학년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아존중감 변화궤

적의 잠재계층 특성과 이에 따른 명칭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잠재집단 유형(22%)은 초기치가 가장 낮고 연령이 증가하면

서 유의하게 증가하여 저수준-증가형(low-increasing group)으

로 명명하였다. 두 번째 잠재집단(2%)은 초기치가 2번째로 낮

았으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선형변화율이 가장 큰 폭으로 유

의하게 감소하여 저수준-감소형(low-decreasing group)으로 명

명하였다. 세 번째 잠재집단(59%)은 대부분의 아동이 분포하

는 유형으로 가장 높은 초기치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증가가 

유의하게 나타나 고수준-증가형(high-increasing group)으로 명

명하였다. 네 번째 잠재집단 유형(17%)은 초기치는 2번째로 

높았으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두 번째 

잠재집단보다 선형변화율이 낮아 중수준-감소형(moderate-de-

creasing group)으로 명명하였다.

변화궤적 잠재집단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예
측효과 검증

Table 2
Model Fit and Estimates of Self-esteem Latent Growth Model

Model Non-change model Linear model
Growth factor Intercept 3.47*** 3.44***

Slope  .016**
Variance and Covariance Intercept .074***  .091***

Slope  .014***
Icept↔Slope -.015***

Model fit χ2 105.647*** 10.965
df         8           5
TLI .861 .986
CFI .889 .993
RMSEA .075 .024

**p < .01. ***p < .001.

Table 3
Fit Index and Group Ratio in the Growth Mixture Model

Number of class AIC BIC SABIC LMRT
(p)

BLRT
(p)

Entropy Group ratio (%)
1 2 3 4 5

2 52180.217 52510.469 52316.681 .000 .000 .906 23 77
3 50530.126 50974.072 50713.570 .494 .000 .875 19 21 60
4 47146.813 47704.452 47377.237 .001 .000 .893 22 2 59 17
5 46454.780 47126.113 46732.183 .482 .000 .888 22 6 59 2 11

 

Table 4
Estimates for Trajectory Classes of Self-esteem

Class n (%) Intercept Slope
M SE M SE

Class 1 (low-increasing) 362 (22) 2.952*** .020  .161*** .010
Class 2 (low-decreasing) 40 (  2) 3.146*** .111 -.324*** .049
Class 3 (high-increasing) 980 (59) 3.633*** .009  .030*** .004
Class 4 (moderate-decreasing) 277 (17) 3.422*** .029 -.163*** .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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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Characteristics of trajectory for self-esteem across the 4 classes.

Table 5
Predictors of Self-esteem Type

Reference group class 3: High-increasing
Comparative 

group
class 1

low-increasing
class 2

low-decreasing
class 4

moderate-decreasing
B SE OR B SE OR B SE OR

Happiness -1.39*** .18  .25 -1.34** .47  .26  -.91*** .20  .40
School life   .13 .13 1.14  -.40 .31  .67  -.04 .13  .96
Academic performance  -.31* .15  .73  -.06 .41  .94  -.32* .16  .73
Peer relationship   .02 .16 1.02  -.47 .41  .62  -.13 .17  .88
Teacher relationship  -.02 .13  .98   .48 .38 1.61   .04 .14 1.04
Warm parenting  -.40** .15  .67  -.73 .39  .48  -.24 .16  .79
Controlled parenting  -.18 .17  .84  -.06 .45  .94   .02 .18 1.02

Reference group
class 1: 

low-increasing
class 2: 

low-decreasing
Comparative

group
class 2

low-decreasing
class 4

moderate-decreasing
class 4

moderate-decreasing
B SE OR B SE OR B SE OR

Happiness   .05 .48 1.05   .48* .22 1.62   .43 .49 1.54
School life  -.54 .32  .59  -.18 .15  .84   .36 .32 1.43
Academic performance   .25 .43 1.28  -.01 .19  .99  -.25 .43  .78
Peer relationship  -.49 .42  .61  -.15 .20  .86   .34 .42 1.40
Teacher relationship   .50 .39 1.64   .06 .16 1.06  -.44 .39  .65
Warm parenting  -.33 .40  .72   .16 .18 1.17   .49 .40 1.62
Controlled parenting   .12 .46 1.13   .19 .21 1.21   .07 .46 1.08
*p < .05.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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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1학년 시기 행복감, 학교적응, 어머니 양육행동의 

예측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

였다(Table 5). 첫째, 고수준-증가형 집단을 준거집단으로 설정

하여 저수준-증가형 집단과 비교한 결과, 아동의 행복감, 학업

수행,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높을수록 저수준-증가형 

집단에 포함될 확률이 낮았다. 둘째, 고수준-증가형 집단을 준

거집단으로 설정하여 저수준-감소형 집단과 비교한 결과, 아

동의 행복감이 높을수록 저수준-감소형에 속할 확률이 낮았

다. 셋째, 고수준-증가형 집단과 중수준-감소형 집단을 비교한 

결과, 아동의 행복감과 학업수행적응 수준이 높을수록 중수

준-감소형에 포함될 가능성이 낮았다. 넷째, 저수준-증가형을 

준거집단으로 설정하여 중수준-감소형 집단과 비교한 결과, 

아동의 행복감이 높을수록 저수준-증가형 집단에 비해 중수

준-감소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Discussion

본 연구는 초등학교 1∼4학년 아동의 자아존중감 발달궤적의 

잠재집단 유형을 확인하고, 잠재집단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행복감, 학교적응 및 양육행동의 예측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

였다. 이를 위해 육아정책연구소의 한국아동패널자료 8∼11

차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자아존중감의 발달궤적을 분석하

고, 초1 시기의 예측 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

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1∼4학년까지의 자아존중감 발달은 선형

변화모형이 무변화모형보다 더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저학년 시기에 자아존중감이 높은 아동이 고학년에 접어

든 4학년에도 높은 자아존중감을 보이는 것으로 자아존중감

의 안정적인 특성을 확인하였다. 자아존중감 발달에 대해서 

안정적이라는 입장과 변화한다는 의견이 분분함에도 초기 아

동기 자아존중감은 안정적인 편으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될 때

까지 증가한다는 대부분의 선행연구(Park, 2021; Orth, Erol, & 

Luciano, 2018)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초등학교 입학은 아동기로 이행하는 중요한 발달적 전환 

경험을 제공하며, 이 시기에 형성된 자아존중감은 이후 성인

기까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Maxwell & Chmielewski, 

2008). 특히, 초기 학령기는 타인과 생김새뿐만 아니라 생각과 

감정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현실적 수준의 자아존중감

이 나타나므로 자아존중감 발달에 중요한 시기이다(S. Lee & 

Chung, 2020). 따라서 자아존중감이 본격적으로 출현하는 초

등학교 저학년 시기에 아동이 스스로 바람직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고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학령초기 자아존중감 수준이 낮은 아동

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조기개입을 통해 긍정적 

자아존중감 형성을 돕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자아존중감의 성장혼합모형 분석 결과, 시간의 흐름

에 따른 발달궤적은 저수준-증가형, 저수준-감소형, 고수준-

증가형, 중수준-감소형 4개 유형의 잠재집단으로 분류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령기 자아존중감은 대체적으로 증가하나 자

아존중감의 변화에 있어 개인차가 뚜렷이 보인다는 선행연구

를 지지한다(Trzesniewski et al., 2003). 또한, 초등학교 1∼4학

년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다양한 양상의 발달궤적을 보이므로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해 집단특성에 적합한 차별화된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4개 집단 중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한 고

수준-증가형은 가장 높은 초기치에서 시작하여 시간의 흐름

에 따라 소폭으로 자아존중감이 증가하는 선형변화율을 보였

다. 이는 아동기가 청소년기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자아존중감

을 보이며, 저학년 시기에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은 아동은 이

후에도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는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

다(H. Choi & Lee, 2020; Trzesniewski et al., 2003). 즉, 초등학교 

1학년 때 자아존중감이 높은 아동은 자아존중감이 낮은 아동

보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의 자아존중감

을 유지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반면, 중수준-감소형은 초등학교 2학년까지 다소 높은 수

준의 자아존중감을 유지하다가 초등학교 3학년에 진입하면서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며, 저수준-감소형 집단은 선형변화율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였는데 초등학교 3학년부터 더욱 가파

른 감소를 보였다. 반대로 저수준-증가형의 경우, 초기치는 가

장 낮았으나 소폭으로 증가하다가 3학년 시기에 중수준-감소

형을 추월하여 1년 뒤 두 번째로 높은 자아존중감을 보였다. 

이는 고학년으로 접어드는 과도기적 발달과정에서 개인 및 환

경적 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고

학년 아동은 저학년 시기에 비해 학교적응이 감소하고 문제행

동이 증가하며(J. Lee et al., 2015) 교과중심의 교육과정으로 학

업수행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다(Y. Kim & Park, 2020). 이에 따

라 아동은 자신이 소속된 사회적 집단에 따라 자신을 정의하

면서 비교평가를 하게 되고, 자신의 능력에 대해 결정적인 신

념체계를 획득하게 된다(Damon et al., 2006). 본 연구결과를 

고려해볼 때,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진입하는 시기에 아동이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지적인 환경을 구축하

고, 자아존중감이 낮은 아동을 위한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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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또한, 연구 대상자 중 

22%는 저수준-증가형에 포함되어 낮은 자아존중감이 점차 증

가하여 회복하였고, 17%에 해당하는 중수준-감소형은 저학년 

시기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점차 감소하였다. 학령기 자아존중

감은 개인차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Cole et al., 2001),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단기 프로그램보다 저학년 시기부터 

자아존중감의 변화 패턴을 추적하여 발달 연속성 상에서 장기

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및 프로그램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이

를 통해 학령기 아동의 긍정적인 자기이해와 안정적인 자아존

중감 발달을 도울 수 있다.

셋째, 자아존중감 발달궤적에 따른 잠재계층 분류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은 어머니의 양육행동, 학업수행적응 및 행복

감으로 나타났다. 먼저, 어머니가 온정적 양육행동을 보일수

록 저수준-증가형보다 고수준-증가형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

았다. 이는 두 집단 모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지만, 어머니의 냉담하고 애정적이지 않은 양육행동은 초

등학교 저학년 초기 자아존중감 형성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

음을 의미한다. 또한, 학업수행적응을 잘 하는 아동일수록 저

수준-증가형이나 중수준-감소형보다 고수준-증가형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저수준-증가형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

아존중감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지만 초기치가 가장 낮고, 

중수준-감소형은 초기치는 중간 수준이었으나 점차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학업수행적

응을 잘 하지 못할 경우에 초기 자아존중감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초기에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하더라도 차후

에 낮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초등학교 1학년 시기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환경과 다르

게 규칙적인 일과와 자유로운 활동의 제약으로 인해 심리적 

부담과 긴장을 경험하며, 사회적으로 용인되고 타인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시기이다(Huffman, Mehlinger, Kerivan, 

Cavanaugh, Lippitt, & Moyo, 2001). 이때 어머니가 자녀의 요

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보이는 것은 

초기 자아존중감 형성에 도움이 되며 시간이 지나도 안정적인 

자아존중감을 발달시킬 수 있다(Bulanda & Majumdar, 2009; 

Laible et al., 2004). 더 나아가 초등학교 1학년 시기에 아동이 

적극적인 자세로 수업에 참여하고 어려운 문제에 봉착해도 포

기하지 않고 책임감 있게 해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으로, 행복감이 높을수록 다른 3개 집단보다 고수준-

증가형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아동의 행복감은 자아존

중감을 가장 많이 설명하는 개인 변인으로서 행복감이 높은 

아동은 자신에 대해 가치 있게 평가하며 긍정적인 태도를 갖

는다는 선행연구를 지지한다(Lyubomirsky, Tkach, & Dimatteo, 

2006). 행복감은 생활 전반에 걸쳐 만족감을 느끼는 상태로 개

인의 주관적인 정서적 경험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주관적 평가인 자아존중감과 관련된다고 해석할 수 있

다. 초등학교 1학년 시기에 아동이 느끼는 행복감은 초기 긍정

적인 자아존중감 형성에 영향을 주고 지속적으로 높은 자아존

중감을 유지하게 해준다. 따라서 저학년 아동이 일상생활에서 

긍정적 정서를 경험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갖는 것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저수준-증가형을 기준으로 중수준-감소형과 비

교하였을 때, 행복감이 높을수록 중수준-감소형에 속할 가능

성이 높았다. 이는 1학년 시기의 자아존중감을 예측하기 위해 

해당 년도의 행복감을 기준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행복감이 

높은 아동이 저수준이 아닌 중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아존중감의 변화 양상에 따라 행복감 수

준이 매년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하지 못하여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저학년 시기의 행복감이 자아존중감 수준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자명하나(Jose, Ryan, & Pryor, 2012) 

행복감과 자아존중감의 관계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

화하는지 확장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통제적인 양육행동은 집단 간의 구분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Barber (1996)는 부모의 통제를 아

동의 생각이나 정서를 무시하는 심리적 통제와 활동을 통제하

거나 감시하는 행동적 통제로 구분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

면, 심리적 통제는 낮은 자아존중감과 관련되는 반면, 행동적 

통제는 성별이나 통제 수준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였다(M.-J. 

Lee et al., 2011). 본 연구에서 사용된 양육행동 측정도구는 심

리적 통제(예: “아이가 짜증내는 것을 받아주지 않는다.”)와 행

동적 통제(예: “가정교육을 위해 아이의 행동을 제한한다.”)에 

해당하는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뚜렷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학교적응 하위요인 중 또래 및 교

사적응은 유의하지 않아 기존 연구에 비해 다소 다른 결과를 

보였다(J. Kim, 2020; Pomerantz et al., 2014). 이는 초등학교 1

학년 아동은 학업수행적응에 비해 대인관계적 측면에서 상호

작용의 질이나 사회적 기술의 수준에 따라 자신의 가치를 평

가하고 정의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초등학

교에서 만나는 교사와 친구는 아동에게 매우 의미있고 중요한 

존재로 이들과의 관계적 만족감이 자신의 가치평가에 영향을 

준다(J. Y. Kim et al., 2020). 본 연구에서 학교적응척도는 교사

가 응답한 것으로 환경을 인식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 교사와 

아동의 지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Cheon & Cho,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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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연구에서는 아동의 주관적인 응답을 측정하여 함께 고려

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패널자료를 활

용하였기 때문에 자아존중감을 구성하는 다양한 측면을 고려

하지 못하였다. 추후에는 명시적 자아존중감과 암묵적 자아존

중감을 측정한 도구를 사용하여 발달궤적을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2개의 감소형 집단이 유사한 발달패

턴을 보여 예측변인만으로 해석하기에 다소 한계가 있다. 후

속 연구에서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의 자아존중감, 행복감 등 

잠재집단을 구분하는 결정적인 요인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탐

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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