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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larify and elaborate the concept of implicit self-esteem
by identifying parenting domains that are related to implicit self-esteem as well as by comparing the
correlation between parenting behaviors and children’s explicit and implicit self-esteem (ESE & ISE).
Furthermore, based on previous studies’ emphasis on the functions of self-esteem discrepancies, 4
groups of self-esteem types were included in the analysis: secure self-esteem, defensive self-esteem,
damaged self-esteem and congruent low self-esteem.
Methods: Participants were 279 Korean middle school students (114 boys and 165 girls). Children’s ESE
and ISE were measured using the Rosenberg Self-Esteem Scale (RSES) and the Name-Letter Task (NLT),
respectively, and the parenting behavior measure consisted of 8 domains: monitoring, reasoning,
inconsistency, over-involvement, over-expectation, neglect, physical abuse, and affection. Considering
the effect of gender on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analysis was conducted according to gender.
Results: Comparison between the correlations revealed that among 32 factors, differences in ESE and
ISE were significant in 13 factors and not significant in 19 factors. Further, most of the parenting
domains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both daughters’ and sons’ ESE, while only a few of father and
mother’s parenting domains were related to ISE. Boys’ ISE was negatively related to fathers’ overinvolvement and mothers’ reasoning, while girls’ ISE was positively related to both parents’ monitoring
and negatively related to neglect. Additionally, the group with secure self-esteem (characterized by
high ESE and high ISE) mostly reported high levels of positive parenting behaviors and low levels of
negative parenting behaviors, while the group with congruent low self-esteem (characterized by low
ESE and low ISE) mostly reported low levels of positive parenting behaviors and high levels of negative
parenting behaviors.
Conclusion: This study contributes significant findings to the understanding of ISE. Based on the
current study’s results, it is plausible to conclude that ISE performs a similar function to ESE, yet
weaker. Moreover, the importance of measuring mothers’ and fathers’ parenting behaviors separately
could be more emphasized. Further discussions are suggested regarding areas of contention over the
formation and the concept of 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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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운 시도가 일어난 배경에는 자아존중감과 관련된 일관되지
않은 연구결과들이 있다. 기존의 수많은 연구들은 높은 자

정신분석학의 창시자 프로이트는 기억 체계가 의식, 전의식,

아존중감은 삶의 긍정적 영역들과, 낮은 자아존중감은 다양

무의식의 단계로 나뉘며, 개인이 의식하는 영역보다 무의식이

한 부적응적 요인들과 관련이 있음을 가리켜 왔다(Donnellan,

갖는 비중이 훨씬 더 크다고 주장하였다(Freud, 1912). 이처럼

Trzesniewski, Robins, Moffitt, & Caspi, 2005). 그러나 이러한 기

무의식에 대한 관심은 먼 과거로부터 시작되었으나, 어떠한

존의 관념과 달리 높은 자아존중감이 자기애나 공격성 등의

과정을 통해 작용하는지 밝히기가 어려워 아직까지 미지의 영

부정적 요인들을 예측하는 연구결과들이 등장하여 혼란이 일

역으로 남아 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인식하는 것들이 세상

었으며(Ostrowsky, 2010; Zeigler-Hill, 2006), 이를 설명하기 위

의 전부이며, 100% 옳다고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인지하지 못

해 영역별 자존감을 고려하거나 자존감 안정성의 개념을 도입

하는 것들이 무의식 안에 깊게 자리잡아, 의식하지 못하는 새

하는 등 다양한 시도들이 등장했다(M. Kim, 2016). 암묵적 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존감을 고려하는 방식 역시 이러한 시도들의 일환으로, 기존

이러한 무의식에 대한 관심과 논의는 자아존중감의 영역에

에 ‘자아존중감’으로 통용되며 연구되어 온 명시적 자존감이

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기존의 자아존중감 연구들은 의식적

낮을 경우보다 오히려 명시적 자존감과 암묵적 자존감의 수준

인 자신에 대한 태도인 명시적 자존감(explicit self-esteem)을 통

에 차이가 나타날 경우, 즉 이들 간의 불일치가 부적응적 요인

해 이루어져 왔는데, 암묵적 자존감(implicit self-esteem)이라는

들과 연관이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등장하며 더욱 주목을 받았

자신에 대한 무의식적인 태도까지 측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등

다.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자신에 대한 의식적, 무의식적인

장한 것이다. 명시적 자존감(explicit self-esteem)은 스스로에 대

평가는 별개의 처리과정을 통하므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

한 긍정적, 부정적 태도(Rosenberg, 1965)로, 널리 쓰이는 측정

며, 이러한 불일치는 자기 자신에 대한 비일관적이며 모순적

도구로는 10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RSES (Rosenberg, 1965),

인 태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역기능을 유발할 수 있다(Jordan,

Harter의 자기지각척도(Harter & Pike, 1984) 등이 있다. 이는

Spencer, & Zanna, 2003). 실제로 많은 연구의 결과들이 명시적

모두 질문지를 통해 자신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및 생각을 알

자존감이 낮을 경우보다 오히려 명시적 자존감과 암묵적 자존

아보도록 하기 때문에 의식적인 자신에 대한 평가라고 여겨

감이 격차를 보일 때 우울, 불안, 공격성, 자기애 등 다양한 역

진다. 반면 암묵적 자존감은 이중처리모형이론(Epstein, 1994)

기능적 결과들을 예측한다는 것을 암시해(Cvencek, Greenwald,

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정보가 의식적, 무의식적 두 가지의

McLaughlin, & Meltzoff, 2020) 암묵적 자존감은 기존의 자아

서로 다른 처리과정을 거치며(Leeuwis, Hans, Creeners, & van

존중감과 관련된 비일관적인 연구결과들을 설명할 수 있는 개

Lier, 2015) 이들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

념으로서 주목받고 있다. 국내 연구에서 역시 암묵적 자존감

고 있다. 이러한 암묵적 자존감은 무의식적인 영역을 측정하

이 아동의 정서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거나(J. Kim, 2016) 완

기 때문에 비직접적인 방법을 사용하는데, 주로 컴퓨터 프로

벽주의, 신체불만족과 청소년의 폭식과의 관계를 조절하기도

그램을 이용하여 사물과 또 다른 사물 혹은 형용사를 제시하

하였으며(J. H. Kim & Lim, 2015) 또 영재 남아(H. Park, Ha, &

여 이들을 연결짓는 데 걸리는 반응 시간을 측정하는 Implicit

Moon, 2011)와 양극성 장애군(J. W. Park & Park, 2014)의 암묵

Association Test (IAT; Greenwald & Banaji, 1995)나 자신의 이

적 자존감이 정상군에 비해 낮은 경향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름에 대한 선호도를 측정하는 Name-Letter Task (NLT; Nuttin,

그러나 현재로서는 암묵적 자존감에 대한 다양한 논란

1985)가 사용된다. 기존의 자기보고식 측정방식은 사회적

들로 인해(cf. Baumeister, Campbell, Krueger, & Vohs, 2003;

바람직성이 개입될 여지가 존재하고(Blascovich & Tomaka,

Schimmack & Diener, 2003) 일관된 방향의 결론을 내리기에

1991), 암묵적 수준보다 명시적 수준의 측정에 있어 더 강한

는 부족한 실정이다. 암묵적 자존감의 근원에 대한 논란 역

편향이 나타나기 때문에(Greenwald, McGee, & Schwartz, 1998)

시 그 중 하나인데, 많은 연구자들이 암묵적 자존감은 생애 초

자아존중감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어 보이는 비직접적인 측

기에 형성되어 변하지 않는 특성요인이라는 주장(De Hart,

정방식은 기존의 명시적 자존감 측정의 편향 가능성을 배제하

Pelham, & Tennen, 2006)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청소년 시기에

고,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새로운 자아존중감의 측정을 가

암묵적 자존감의 점진적 감소가 관측되거나(Cai, Wu, Luo, &

능하게 해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Yang, 2014), 부정적 사건 이후 암묵적 자존감이 증가하는 등

이처럼 자아존중감을 개념화하고 측정하는 데 있어 새로

(Baumeister et al., 2003) 이에 반하는 연구결과들이 존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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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묵적 자존감은 명시적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에 대한 반동으

데, 예를 들어 애정적 양육태도의 언어적 측면은 명시적 자존

로 높아지는 상태요인이라는 의견(Zeigler-Hill & Terry, 2007)

감에, 비언어적 측면은 암묵적 자존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역시 존재하여 암묵적 자존감의 근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합

는 것이다. 해당 연구는 암묵적 자존감의 근원과 관련하여 많

의된 바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부

은 연구자들이 참고하고 있으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분의 연구들이 예측변수 혹은 매개변수로서의 암묵적 자존감

부모의 양육태도를 세 가지 큰 틀로 분류하였기 때문에 정확

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어, 결과변수로서의 탐구는 극히 미비

히 어떠한 양육의 특성이 명시적, 암묵적 자존감과 관련이 있

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암묵적 자존감이 무엇이며, 어떠한

는지 살피기 어렵다. 따라서 더욱 다양하고 세분화된 양육 요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을 해결하기 위

인들을 살피고, 대상을 달리한 반복적인 검증을 통해 부모의

해서는 심층적인 탐구를 통해 암묵적 자존감의 근원에 대해

양육이 명시적 자존감과 암묵적 자존감 각각에 어떠한 영향을

탐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미치는지 살핀다면 암묵적 자존감의 개념을 정립하는 데 있어

특히 자아존중감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주로 가

도움이 될 것이다.

족 영역에서 찾는 것이 일반적이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한편,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암묵적 자존감은 명시적

은 부모인 것으로 밝혀져 왔다(Chung, 2007). 실제로 이전의

자존감과의 조합을 통해 연구되는 경우가 많은데, 명시적 자

연구에서 다양한 요인 중 부모의 양육방식이 청소년의 자아

존감이 높고 암묵적 자존감이 낮은 방어적 자존감은 공격성

존중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으며(C.

(Sandstrom & Jordan, 2008), 자기애(Jordan et al., 2003; Zeigler-

Lee & Kim, 2019), 다른 시기보다도 중학생 시기는 청소년기

Hill, 2006) 등과 연관된다. 이러한 자존감의 형태를 가진 사람

로 진입하는 민감한 시기인만큼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라 삶의

들은 대외적으로는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지니지만,

방향과 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부모의 역할이 중요

무의식적으로는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자존감

하다(S. Lee, 2010). 대표적으로 애정, 감독과 합리적 설명은 모

이 위협받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될 때 불안정과 자기의심을

두 긍정적인 양육행동으로 분류되지만, 이들은 서로 다른 특

경험하여(Jordan et al., 2003; Zeigler-Hill, 2006) 공격적 행동을

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각각이 아동 및 청소년의 자존감 발

표출하게 되는 것이다(Sandstrom & Jordan, 2008). 또 다른 불

달에 미치는 영향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며(H. Yim, Kim, &

일치 유형인 손상된 자존감(damaged self-esteem)은 명시적 자

Chung, 2014) 부정적 양육으로 여겨지는 학대와 방치는 자아

존감이 낮고 암묵적 자존감이 높은 경우로 완벽주의, 인터넷

존중감의 저하의 가장 큰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다(Jung et al.,

중독, 섭식장애(Bosson, Brown, Zeigler-Hill, & Swann, 2003;

2020).

Cockerham, Stopa, Bell, & Gregg, 2009; Stieger & Burger, 2010;

뿐만 아니라 암묵적 자존감의 근원과 관련해 대표적으

Zeigler-Hill & Terry, 2007) 등의 내재화 문제와의 연관을 나타

로 참고되고 있는 것은 De Hart 등(2006)의 연구로, 애정

내는데, 개인으로 하여금 비현실적인 희망과 낙관주의를 갖게

(nurturance), 과보호(overprotection), 허용적(permissiveness) 세

하여 자기방어적 태도를 방지하고 깊은 우울에 빠지지 않도록

가지 차원으로 분류된 어머니의 양육 중 애정은 명시적, 암묵

한다(Zeigler-Hill & Terry, 2007). 명시적 자존감과 암묵적 자존

적 자존감 모두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허용적 양

감이 모두 높은 경우는 안정적 자존감(secure self-esteem)이라

육은 명시적 자존감과, 과보호는 암묵적 자존감과 관련이 있

고 불리며, 일치하는 높은 자존감(congruent high self-esteem)이

는 것으로 나타나 주목받았다. 해당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과

라고 불리기도 한다(e.g. Stieger & Burger, 2010). 이 유형에 해

에 대해 두 가지 해석을 제시했는데, 첫째로 부모의 과보호가

당하는 개인은 자신에 대해 안정적인 긍정적 시각을 지니며,

암묵적 자존감에만 영향을 미친 것은 생애 초기의 과보호는

위협을 느낄 때 자신을 방어하거나 힘을 과시할 필요를 느끼

자녀의 자존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아동은 자라며

지 못한다(Kernis, 2003). 반대로 명시적 자존감과 암묵적 자존

자기보호적 양식을 기르게 되기 때문에 명시적 자존감은 회복

감이 모두 낮은 유형은 일치하는 낮은 자존감(congruent low

되는 반면 암묵적 자존감은 생애 초기에 형성되어 변하지 않

self-esteem)이라고 불리곤 하는데(e.g. Schröder-Abé, Rudolph,

기 때문에 저하된 상태로 유지된다는 것이다. 둘째로 애정적

Wiesner, & Schütz, 2007) 대부분의 연구에서 주목받지는 못하

양육이 명시적, 암묵적 자존감 모두에 영향을 미친 것은 동일

였으나, 자세히 살펴보면 자존감 불안정성과의 연관이 가장

한 양육행동일지라도 서로 다른 측면이 명시적 자존감과 암묵

높게 나타나는 등(Zeigler-Hill, 2006) 이 유형 역시 역기능적인

적 자존감 각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

결과들과 연관이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암묵적 자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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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을 고려할 때는 암묵적 자존감을 단독으로 살피거나 단순히

암묵적 자존감의 독립적인 영향보다 더 많은 역기능적 결과를

격차를 살피기보다는 명시적 자존감과 암묵적 자존감의 조합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진 명시적 자존감과 암묵적 자존감의 조

에 따른 유형을 살피는 것이 더욱 적절할 것이다.

합에 대한 탐구와, 나아가 부모 자녀 관계는 부모와 자녀 각각

뿐만 아니라 부모의 양육이 자녀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성

의 성에 따라 다른 영향을 받는다는 이론 및 연구 결과들을 고

과 관련된 논의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부모와 청소년의 성

려하여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을 각각 측정하고, 자녀의 성에

을 구분하여 살필 필요성 역시 존재한다. 구체적으로는 동일

따라 어떠한 다른 결과를 나타내는지 살핀다면 더욱 정확한 결

한 부모의 행동일지라도 자녀의 성에 따라 상이한 영향을 미

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칠 수 있으며, 반대로 부모 역시 그들의 성에 따라 아동에게 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녀의 명시적 자존감과 암묵적 자존감

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Menaghan, 2003). 특히 청소

이 부모의 양육행동과 성에 따라 어떤 상관이 있는지 살필 뿐

년기의 부모 자녀 관계는 성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알려

아니라, 명시적 자존감과 부모 양육의 상관과 암묵적 자존감

져 있는데, 많은 연구를 통해 아버지와 어머니가 청소년의 발

과 부모 양육의 상관이 서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비

달에 미치는 각각의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남에 따라 양육의

교하여 암묵적 자존감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

영향력을 어머니와 아버지로 분리해 각각 측정하여 분석하는

초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자

것이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시사점을 주었다(Casas

녀의 명시적 자존감과 암묵적 자존감 조합의 자존감 유형별로

et al., 2006).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K. S. Kim & Han, 2019) 어

부모의 양육이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

머니의 애정적 양육과 과보호적 양육이 남자 청소년 자녀의

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친 반면, 아버지의 애정적 양육은 여
자 청소년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연구문제 1

나, 부모가 자녀의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성에 따라 상이

부모의 양육행동과 남녀 중학생 자녀의 명시적 자존감과 암

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실제로 많은 학자들이 청소년기의 부

묵적 자존감과의 상관은 각각 어떠하며, 부모의 양육행동과

모와 자녀의 성에 따라 지니는 다른 특징들을 파악하고자 노

남녀 중학생 자녀의 명시적 자존감과의 상관과 부모의 양육

력해 왔으나, 대부분의 연구들은 부모의 양육을 분리하지 않

행동과 남녀 중학생 자녀의 암묵적 자존감의 상관 간에 유의

고 측정하거나 어머니의 양육만을 측정해왔다(Hoeve, Dubas,

미한 차이가 있는가?

Gerris, van der Laan, & Smeenk, 2011). 따라서 부와 모를 분리
해 측정하고, 자녀의 성에 따라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

연구문제 2

본다면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더욱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을

남녀 중학생 자녀의 명시적 자존감과 암묵적 자존감 조합의

것으로 예상된다.

유형별로 부모의 양육행동에 차이가 있는가?

종합하면, 암묵적 자존감은 기존의 자아존중감과 관련된
논란들을 설명할 수 있는 변인으로서 주목받고 있으며, 자아존

Methods

중감이라는 개념을 다차원적으로 접근한다는 측면에서 의미
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가 예측변수로서의 암묵적 자존
감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암묵적 자존감의 근원이나 암묵적

연구대상

자존감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 따라서 암묵적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 연구의 대상은 중학생 279명으로, 남학생 114명, 여학생 165

에 대한 탐구뿐만 아니라 반복적 연구를 통해 암묵적 자존감의

명이었다. 아동은 학령 후기부터 자신을 사회적으로 비교하

개념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자아존중감의 형성에

여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기 시작하며(Robins & Trzesniewski,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동시에 아동기의 중요한

2005) 아동기 후기부터 자아가 안정적이고 명확한 방식으로 자

경험인 부모의 양육과의 관계를 살피고, 명시적 자존감 그리고

리 잡기 때문에(Harter, 1999) 아동 후기가 지난 청소년 초기인

암묵적 자존감이 각각 부모의 양육행동과 어떤 상관을 나타내

중학생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청소년기의 특징은 또래

는지 비교한다면 명시적 자존감과 구분되는 암묵적 자존감의

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부모의 영향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

특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단순히 명시적 자존감과

구가 높아진다는 것이지만, 이 시기 부모는 청소년이 자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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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갖도록 하는 데 있어 일차적 요인이 되며(S. H. Park & Choi,

글 자음 19개를 제시하고 각각에 대한 선호도를 1-7점 Likert

2016) 고등학생 시기로 갈수록 또래 및 학업 등의 외부의 영향

척도로 평가하도록 한 Moon (2009)의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력이 더욱 커져 부모의 영향력을 측정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NLT의 값을 도출하는 채점방식 역시 다양한데(cf. LeBel &

청소년기 중 중학생 시기가 부모의 영향력을 확인하기 적합

Gawronski, 2009),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B-algorithm을 사용하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

였다(Kitayama & Karasawa, 1997). 이는 자신의 이름에 포함된

는 시기인 동시에 부모의 영향력을 측정하기에 적합한 시기는

철자의 선호도에서 이름에 해당 글자가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

중학교 시기일 것으로 판단하여 중학생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

의 평균 선호도를 빼도록 하여 글자 각각의 매력도 차이를 통

하였다. 대상의 평균연령은 13.69세(SD = 0.91)였으며, 부모의

제해 철자에 대한 선호 효과를 정확히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평균연령은 아버지 46.97세(SD = 4.22), 어머니 44.38세(SD =

며(Greenwald & Banaji, 1995) 국내 NLT 관련 연구들에서도 가

4.18), 학년 분포는 1학년 94명(33.7%), 2학년 139명(29.8%), 3

장 빈번하게 사용된 방식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이름

학년 46명(16.5%)이었다.

에 대한 선호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Bosson 등(2000)의 연구에
서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63이었다.

연구도구

B-algorithm을 통해 이름선호효과 점수를 구하는 절차는 다
음과 같다. 먼저 자음이 이름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을 제외한

명시적 자존감

나머지 사람들의 자음에 대한 평균적인 선호 점수를 구하여
각 자음의 기본 선호점수(baseline score)를 산출하고, 참가자들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 측정 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척도

이 평정한 모든 자음에 대한 선호 점수에서 앞서 구한 기본 선

인 동시에 암묵적 자존감 관련 연구에서 명시적 자존감을 살

호점수(baseline score)를 빼 각 자음에 대한 상대적 선호 점수

필 때 주로 사용되는 Rosenberg (1965)의 척도를 채택하였으며,

(relative liking score)를 구하였다. 이후 각 참가자의 이름에 포

Eo (1998)가 아동을 대상으로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

함된 글자들의 상대적 선호점수(name relative liking score)의 평

도는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1-4점 Likert척도로 평정하도

균과 이름에 포함되지 않은 글자들의 상대적 선호점수(non-

록 되어 있으며, “대체로 나는 내 자신에 대해 만족한다.”, “나

name relative liking score)의 평균을 각각 구한 후 이름에 포함

는 때때로 내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라고 느껴진다.” 등의 문항

된 글자들의 상대적 선호점수 평균에서 이름에 포함되지 않

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명시적 자존감이 높음

은 글자들의 상대적 선호점수 평균을 빼서 암묵적 자존감 점

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86이었다. 방향이 다른

수를 구하였다(Kang, 2013; Kitayama & Karasawa, 1997; Moon,

문항들은 역채점하였다.

2009; S.-J. Park, 2008).

암묵적 자존감

부모의 양육행동

암묵적 자존감의 측정에는 NLT (Nuttin, 1985)를 사용하였

본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양육행동의 하위 영역들과의 상

다. 암묵적 자존감은 다양한 측정도구를 통해 측정되고 있으

관을 알아보기 위해 감독, 합리적 설명, 비일관성, 과잉기대,

나 암묵적 자존감의 측정치들의 속성을 비교한 연구(Bosson,

과잉간섭, 학대, 방치, 애정 8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양육행

Swann, & Pennebaker, 2000)에 따르면 IAT와 NLT가 가장 타

동 척도(Huh, 2004)를 Cho (2006)가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당하며 신뢰로운 측정도구로 나타나, 대부분의 연구들이 IAT

감독은 부모가 자녀의 전반적 생활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

와 NLT를 통해 암묵적 자존감을 측정하고 있다(Buhrmester,

지를, 합리적 설명은 자녀를 지도할 시 합리적인 기준 및 이유

Blanton, & Swann, 2011). 국내의 연구들에서도 NLT를 사용한

를 들며 이를 일관적이며 애정적인 방식으로 따르게 하는 것

경우가 많으며, 암묵적 자존감과 양육과의 관계를 고찰한 선

을, 비일관성은 자녀 훈육 시 기준에 일관성이 없어 상황에 따

행연구(De Hart et al., 2006)에서도 NLT를 사용하였으므로 본

라 다른 양육행동을 나타내는 것을 뜻하며 과잉기대는 자녀

연구에서도 NLT를 사용해 암묵적 자존감을 측정하였다. 이

의 능력에 비해 과도한 기대를 가져 과도한 경쟁과 성공을 강

는 자신에게 밀접하게 관련된 것들에 대한 태도가 자신에 대

조하는 태도로 정의되고, 과잉간섭은 자녀의 개인적 생활 등

한 무의식적인 태도를 반영한다는 생각에 기반한 것으로, 한

에까지 지나치게 관여하고 간섭하는 태도로 정의되었다(H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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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학대는 의도적으로 자녀에게 해를 주고 신체적인 손

구분하여 네 가지 조합, 즉 자존감 유형을 구성해 집단 간 부모

상이라는 결과가 남는 양육자의 행위를 의미하며, 방치는 신

양육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ANOVA를 실시하였다. 네 가지

체적, 지적인 측면에서부터 도덕적, 영적인 측면에 이르기까

유형은 각각 평균값을 기준으로 이상, 미만으로 구분하여 명

지 아동이 모든 잠재력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양육

시적, 암묵적 자존감이 모두 평균 이상일 경우 안정된 자존감,

이 결여되어 있음을, 마지막으로 애정은 자녀에 대한 언어적,

모두 평균 미만일 경우에는 일치하는 낮은 자존감, 명시적 자

비언어적인 친밀감을 나타내며 존중 및 수용하고 요구에 민

존감은 평균 이상이나 암묵적 자존감은 평균 미만일 경우 방

감한 태도를 뜻한다(Huh, 2004). 모든 요인은 점수가 높을수

어적 자존감, 그리고 명시적 자존감이 평균 미만이며 암묵적

록 해당 양육행동이 높음을 의미하며, 아버지 양육태도의 신

자존감이 평균 이상일 경우 손상된 자존감으로 분류하였다.

뢰도는 감독 .84, 합리적 설명 .82, 비일관성 .62, 과잉기대 .83,
과잉간섭 .75, 학대 .88, 방치 .82, 애정 .90이었으며 어머니 양

Results

육태도의 신뢰도는 감독 .71, 합리적 설명 .74, 비일관성 .59,
과잉기대 .80, 과잉간섭 .77, 학대 .84, 방치 .75, 애정 .87이었
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비일관성 요인이 신뢰도가 낮았으나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어머니, 아버지의 양육행동 중 학대 요

(Cronbach’s α = .59, .62), 이는 몇몇 선행 연구들(e.g. J.-E. Yoon

인의 왜도와 첨도가 각각 2.27, 6.14 그리고 2.85, 9.87로 눈에

& Choi, 2004)에서 보고된 바이며 .60에 근접하게 나타나 분

띄게 높아 로그 변환을 시행한 후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변환

석에 포함하였다.

후 변인들의 왜도 및 첨도는 -1.037～2.643이었다.
예비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1). 자아존중감의 분

연구절차

포를 성별로 살펴본 결과 남자 중학생의 명시적 자존감은 평
균 2.86 (SD = 0.55)이었으며, 여자 중학생의 명시적 자존감의

질문지 수집은 2020년 7월부터 8월 사이에 진행되었으며 인

평균은 2.81 (SD = 0.57)이었다. 남자 중학생의 암묵적 자존감

터넷 링크를 통해 질문지를 배포 및 수집하였다. 지면 설문지

은 평균 0.22 (SD = 1.06)이었으며 여자 중학생의 암묵적 자존

의 내용을 구글 닥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옮겨 모바일 혹은 PC

감의 평균은 0.11 (SD = 1.09)로 나타났다. 또한 추가적으로 명

를 통해 설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변의 중학생 지

시적 자존감과 암묵적 자존감과의 상관을 살펴본 바, 이들 간

인과 중학생 자녀가 있는 지인들 위주로 SNS를 통해 배포하

의 상관은 유의하지 않아(r = .17, ns) 선행 연구들의 결과와 같

고 참여하도록 하는 눈덩이 표집법이 사용되었다. 이러한 과

이 명시적 자존감과 암묵적 자존감이 서로 독립적 개념임이

정을 통해 수집된 설문지는 총 352부였으며, 무성의한 응답을

확인되었다.

제외한 후 279부의 설문지를 연구에 활용하였다.
질문지는 가장 먼저 암묵적 자존감이 제시하고 명시적 자
존감과 양육태도, 그리고 사회인구학적 변인 순으로 구성하
였는데, 이는 암묵적 자존감의 측정치가 명시적 자존감 측정
이후 제시되었을 경우 영향을 받는 순서효과가 나타나는 것

부모의 양육행동과 남녀 중학생의 명시적 자
존감과의 상관과 부모의 양육행동과 남녀 중
학생의 암묵적 자존감과의 상관 및 상관계수
간의 차이

(Bosson et al., 2000)을 고려해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부모의 양육행동과 남녀 중학생의 명시적 자존감의 상관과 부

자료분석

모의 양육행동과 남녀 중학생의 암묵적 자존감과의 상관은
Table 2에 제시하였다. 먼저 남자 중학생은 명시적 자존감은

자료 분석 시에는 부모와 자녀를 성별로 분리하였다. 먼저

아버지의 양육행동 중 합리적 설명(r = .22, p < .05), 비일관성

SPSS 23.0 (SPSS Inc., Armonk, NY)을 이용하여 변인 간의 상

(r = -.33, p < .001), 과잉간섭(r = -.23, p < .05), 학대(r = -.20, p <

관을 살펴보기 위해서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

.05), 방치(r = -.37, p < .001), 애정(r = .48, p < .001)과 유의한 상

였으며, 상관계수 간 차이가 유의한지 검증하기 위해 r to z

관을 나타냈으며 암묵적 자존감은 아버지의 양육행동 중 과잉

transformation을 통해 z값을 산출하였다. 이후 명시적 자존감

간섭(r = -.20, p < .05)과 상관을 나타냈다. 또한 어머니의 감독

과 암묵적 자존감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평균 이상, 미만으로

(r = .20, p < .05), 합리적 설명(r = .20, p < .05), 비일관성(r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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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eans and Standard Deviation of the Variables
Boys
(n = 114)
Fathers’ parenting behaviors
Monitoring
Reasoning
Inconsistency
Over-expectation
Over-involvement
Physical abuse
Neglect
Affection
Mothers’ parenting behaviors
Monitoring
Reasoning
Inconsistency
Over-expectation
Over-involvement
Physical abuse
Neglect
Affection
Self-esteem
Explicit self-esteem
Implicit self-esteem

Girls
(n = 165)

M

SD

M

SD

2.89
3.01
1.83
1.80
1.74
0.09
1.61
3.28

0.86
0.68
0.68
0.75
0.66
0.14
0.64
0.63

2.65
2.95
1.83
1.72
1.64
0.06
1.52
3.17

0.85
0.80
0.69
0.71
0.66
0.10
0.60
0.71

3.39
3.06
2.13
2.02
2.14
0.11
1.45
3.40

0.57
0.65
0.73
0.76
0.76
0.14
0.55
0.55

3.18
3.00
2.03
2.00
1.93
0.09
1.46
3.29

0.66
0.66
0.58
0.72
0.64
0.11
0.45
0.55

2.86
0.22

0.55
1.06

2.81
0.11

0.57
1.09

p < .05), 과잉기대(r = -.24, p < .05), 과잉간섭(r = -.24, p < .01),

한지 살핀 결과, 남자 중학생의 경우 아버지의 합리적 설명(z

방치(r = -.42, p < .001), 애정(r = .32, p < .001)과의 상관을 나

= 2.54, p < .05), 방치(z = -2.43, p < .05), 애정(z = 4.57, p < .001)

타냈으며 암묵적 자존감은 어머니의 합리적 설명(r = -.24, p <

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감독(z = 2.29, p

.05)과 상관을 나타냈다.

< .05), 합리적 설명(z = 3.30, p < .001), 과잉기대(z = -2.39, p <

여자 중학생의 경우, 명시적 자존감은 아버지의 감독(r =

.05), 방치(z = -3.30, p < .001), 애정(z = 3.27, p < .001)에 있어

.35, p < .001), 합리적 설명(r = .34, p < .001), 비일관성(r = -.18,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여자 중학생의 경우 아버지의

p < .05), 과잉간섭(r = -.37, p < .001), 방치(r = -.29, p < .001)와

합리적 설명(z = 3.29, p < .001), 과잉간섭(z = -3.19, p < .01), 애

애정(r = .44, p < .001)과 상관이 있었으며 암묵적 자존감은 아

정(z = 3.53, p < .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버지의 감독(r = .17, p < .05)과 아버지의 방치(r = -.19, p < .05)

양육행동에 있어서는 어머니의 합리적 설명(z = 2.05, p < .05),

와 상관이 나타났다.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에서는 감독(r =

과잉간섭(z = -2.76, p < .05), 애정(z = 3.79, p < .05)에서 유의한

.31, p < .001), 합리적 설명(r = .27, p < .01), 비일관성(r = -.23, p

차이가 나타났다.

< .01), 과잉기대(r = -.16, p < .05), 과잉간섭(r = -.36, p < .001),
방치(r = -.36, p < .001), 애정(r = .46, p < .001)이 명시적 자존감
과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으며 암묵적 자존감은 어머니의 감독

남녀 중학생 자녀의 자존감 유형별 부모의
양육행동의 차이

(r = .21, p < .01)과 방치(r = -.17, p < .05)와 상관을 나타냈다.
다음으로 부모의 양육행동과 명시적 자존감과의 상관과 부

다음으로 자존감 유형별 부모 양육행동에 있어 차이를 알아보

모의 양육행동과 암묵적 자존감 간의 상관 간의 차이가 유의

기 위해 분산분석을 시행하였다. 등분산성 검정 결과 등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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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rrelation of Parenting Behaviors, Explicit Self-Esteem, Implicit Self-Esteem, and the Difference Between Two Correlations

F Monitoring
F Reasoning
F Inconsistency
F Over-expectation
F Over-involvement
F Physical abuse
F Neglect
F Affection
M Monitoring
M Reasoning
M Inconsistency
M Over-expectation
M Over-involvement
M Physical abuse
M Neglect
M Affection

Explicit
self-esteem
.10
.22*
-.33***
-.05
-.23*
-.20*
-.37***
.48***
.20*
.20*
-.22*
-.24*
-.24**
-.10
-.42***
.32***

Boys
(n = 114)
Implicit
self-esteem
-.05
-.11
-.18
-.10
-.20*
-.18
-.06
-.10
-.10
-.24*
.01
.08
-.01
-.12
-.00
-.10

Z
1.14
2.54*
-1.24
0.36
-0.20
-0.14
-2.43*
4.57***
2.29*
3.30***
-1.70
-2.39*
-1.78
0.18
-3.30***
3.27***

Explicit
self-esteem
.35***
.34***
-.18*
-.14
-.37***
-.15
-.29***
.44***
.31***
.27**
-.23**
-.16*
-.36***
-.03
-.36***
.46***

Girls
(n = 165)
Implicit
self-esteem
.17*
-.02
-.13
-.01
-.03
-.15
-.19*
.08
.21**
.05
-.08
.02
-.07
-.03
-.17*
.08

Z
1.76
3.29***
-0.45
-1.18
-3.19**
0.00
-0.98
3.53***
0.99
2.05*
-1.40
-1.66
-2.76**
0.84
-1.83
3.79***

Note. F = Fathers’; M = Mothers’.
*p < .05. **p < .01. ***p < .001.

성 충족이 되지 않은 경우 Welch-Aspin값을 보고하였으며 이

높았으며 안정적 자존감 집단(M = 1.37, SD = 0.46)에서 아버

후 사후검정을 실시하여 Scheffé 검정 결과값을 보고하였다.

지의 방치가 가장 낮았다. 아버지의 애정(F [3, 110] = 8.00, p <

부모의 양육행동과 남자 중학생의 자존감 유형에 따른 분

.001, η2 = .18)에서는 방어적 자존감 집단(M = 3.54, SD = 0.47)

산분석 결과를 살폈을 때(Table 3), 아버지의 비일관성, 과잉간

과 안정적 자존감 집단(M = 3.51, SD = 0.48)에서 아버지의 애

섭, 학대, 방치, 애정, 그리고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합리적 설

정이 높았으며 손상된 자존감 집단(M = 2.89, SD = 0.72)에서

명, 방치와 애정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아버지의 애정이 가장 낮았다.

아버지의 비일관성(F [3, 110] = 5.92, p < .001, η = .16)에서

다음으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남자 중학생의 자아존중감

는 일치하는 낮은 자존감 집단(M = 2.17, SD = 0.78)에서 아버

유형을 살펴보면, 합리적 설명, 방치와 애정에 있어 유의한 차

2

지의 비일관성이 가장 높았으며 방어적 자존감 집단(M = 1.63,

이가 나타났다. 합리적 설명(F [3, 110] = 3.77, p < .05, η2 = .09)

SD = 0.54)과 안정적 자존감 집단(M = 1.55, SD = 0.47)에서 아

에서는 방어적 자존감 집단(M = 3.38, SD = 0.53)에서 어머니

버지의 비일관성이 낮았다. 아버지의 과잉간섭에서는 집단 간

의 합리적 설명이 가장 높았고, 손상된 자존감 집단(M = 2.83,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F [3, 110] = 3.13, p < .05, η = .08)
2

사후검정 결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학대(F [3, 110] =

SD = 0.59)에서 어머니의 합리적 설명이 가장 낮았다. 어머니
의 방치(F [3, 110] = 7.24, p < .001, η2 = .16)에서는 일치하는 낮

3.82, p < .05, η2 = .07)에서는 일치하는 낮은 자존감 집단(M =

은 자존감 집단(M = 1.71, SD = 0.52)에서 어머니의 방치가 가

0.14, SD = 0.17)에서 아버지의 학대가 가장 높았으며 안정적

장 높았으며 방어적 자존감 집단(M = 1.19, SD = 0.06)에서 어

자존감 집단(M = 0.04, SD = 0.08)에서 아버지의 학대가 가장

머니의 방치가 가장 낮았다. 어머니의 애정(F [3, 110] = 3.46, p

낮았다. 아버지의 방치(F [3, 110] = 5.41, p < .01, η = .13)에서

< .05, η2 = .09)에서는 방어적 자존감 집단(M = 3.57, SD = 0.41)

는 손상된 자존감 집단(M = 1.84, SD = 0.63)과 일치하는 낮은

에서 어머니의 애정이 가장 높았으며 손상된 자존감 집단(M =

자존감 집단(M = 1.83, SD = 0.78)에서 아버지의 방치가 가장

3.16, SD = 0.62)에서 어머니의 애정이 가장 낮았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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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NOVA on Mothers’ and Fathers’ Parenting Behaviors and Boys’ Self-Esteem Types
Secure self-esteem Defensive self-esteem Damaged self-esteem Congruent low self-esteem
(n = 31)
(n = 27)
(n = 27)
(n = 29)
M (SD)
M (SD)
M (SD)
M (SD)
F
F Monitoring
2.92 (0.96)
2.88 (0.67)
2.60 (0.91)
2.74 (0.87)
0.79
F Reasoning
3.19 (0.53)
3.14 (0.66)
2.77 (0.73)
2.92 (0.75)
2.48
1.63 (0.54)a
1.98 (0.70)ab
2.17 (0.78)b
5.92***
F Inconsistency
1.55 (0.47)a
F Over-expectation
1.79 (0.64)
1.75 (0.78)
1.76 (0.74)
1.91 (0.91)
0.26
F Over-involvement
1.52 (0.51)
1.64 (0.67)
1.84 (0.49)
1.98 (0.82)
3.13*
a
ab
ab
b
F Physical abuse
0.04 (0.08)
0.09 (0.14)
0.10 (0.14)
0.14 (0.17)
3.82*
1.40 (0.49)ab
1.84 (0.63)b
1.83 (0.78)b
5.41**
F Neglect
1.37 (0.46)a
a
a
b
ab
3.54 (0.47)
2.89 (0.72)
3.16 (0.60)
8.00***
F Affection
3.51 (0.48)
M Monitoring
2.92 (0.96)
2.88 (0.67)
2.74 (0.87)
2.74 (0.87)
1.79
ab
a
b
ab
3.38 (0.53)
2.83 (0.59)
3.08 (0.73)
3.77*
M Reasoning
2.98 (0.65)
M Inconsistency
2.03 (0.72)
1.91 (0.52)
2.19 (0.75)
2.40 (0.81)
2.50
M Over-expectation
1.94 (0.63)
1.73 (0.53)
2.22 (0.83)
2.22 (0.91)
2.95
M Over-involvement
1.99 (0.71)
1.94 (0.65)
2.36 (0.74)
2.28 (0.89)
2.20
M Physical abuse
0.08 (0.41)
0.11 (0.51)
0.11 (0.54)
0.16 (0.75)
1.37
ac
a
bc
b
1.19 (0.06)
1.61 (0.13)
1.71 (0.52)
7.24***
M Neglect
1.29 (0.37)
3.57 (0.41)a
3.16 (0.62)b
3.34 (0.58)ab
3.46*
M Affection
3.52 (0.49)ab
Note. F = Father’s; M = Mother’s. Alphabets show the result of Scheffé’s test; if the letters are incongruent, the difference is significant at .05 level.
*p < .05. **p < .01. ***p < .001.

부모의 양육행동과 여자 중학생 자녀의 자존감 유형에 있어

= 0.10)에서 아버지의 학대가 가장 낮았다. 아버지의 방치(F [3,

서는(Table 4) 아버지의 감독, 합리적 설명, 과잉간섭, 학대, 방

161] = 3.08, p < .05, η2 = .05)에서는 일치하는 낮은 자존감 집

치, 애정에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단(M = 1.69, SD = 0.67)에서 아버지의 방치가 가장 높았으며

감독, 과잉간섭, 방치, 애정에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다.

안정적 자존감 집단(M = 1.28, SD = 0.52)에서 아버지의 방치

우선 아버지의 감독(F [3, 161] = 4.26, p < .01, η = .07)에서

가 가장 낮았다. 아버지의 애정(F [3, 161] = 4.51, p < .01, η2 =

는 안정적 자존감 집단(M = 3.01, SD = 0.86)에서 아버지의 감

.08)에서는 안정적 자존감 집단(M = 3.46, SD = 0.64)에서 아버

독이 가장 높았으며 일치하는 낮은 자존감 집단(M = 2.33, SD

지의 애정이 가장 높았으며 손상된 자존감 집단M = 2.97, SD

= 0.80)에서 아버지의 감독이 가장 낮았다. 아버지의 합리적

= 0.72)에서 아버지의 애정이 가장 낮았다.

2

설명(F [3, 161] = 4.85, p < .01, η = .08)에 있어서는 방어적 자

다음으로,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있어서는 감독, 과잉간섭,

존감 집단(M = 3.22, SD = 0.82)의 아버지의 합리적 설명이 가

방치, 애정에 있어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다. 먼저 어머니의

2

장 높았으며 손상된 자존감 집단(M = 2.75, SD = 0.80)과 일치

감독(F [3, 161] = 2.96, p < .05, η2 = .05)은 안정된 자존감 집단

하는 낮은 자존감 집단(M = 2.71, SD = 0.67)의 아버지의 합리

(M = 3.43, SD = 0.53)에서 어머니의 감독이 가장 높았으며 일

적 설명이 가장 낮았다. 아버지의 과잉간섭(F [3, 161] = 7.16, p

치하는 낮은 자존감 집단(M = 2.98, SD = 0.63)에서 어머니의

< .001, η = .12)에서는 일치하는 낮은 자존감 집단(M = 1.88,
2

감독이 가장 낮았다. 어머니의 과잉간섭(F[3, 161] = 4.73, p <

SD = .68)에서 아버지의 과잉간섭이 가장 높았으며 안정적 자

.01, η2 = .07)에서는 일치하는 낮은 자존감 집단(M = 2.16, SD

존감 집단(M = 1.30, SD = .47)에서 아버지의 과잉간섭이 가장

= 0.66)에서 어머니의 과잉간섭이 가장 높았으며 안정적 자존

낮았다. 아버지의 학대(F [3, 161] = 5.75, p < .001, η = .06)에서
2

감 집단(M = 1.72, SD = 0.42) 에서 어머니의 과잉간섭이 가장

는 일치하는 낮은 자존감 집단(M = 0.09, SD = 0.12)에서 아버

낮았다. 어머니의 방치(F [3, 161] = 9.06, p < .001, η2 = .10)에서

지의 학대가 가장 높았으며 안정적 자존감 집단(M = 0.07, SD

는 일치하는 낮은 자존감 집단(M = 1.58, SD = 0.45)과 손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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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ANOVA on Mothers’ and Fathers’ Parenting Behaviors and Girls’ Self-Esteem Types
Secure self-esteem
(n = 31)

Defensive self-esteem Damaged self-esteem
(n = 48)
(n = 44)

Congruent low self-esteem
(n = 42)

F Monitoring

M (SD)
2.97 (0.87)a

M (SD)
2.78 (0.85)ab

M (SD)
2.58 (0.78)ab

M (SD)
2.33 (0.80)b

F
4.26**

F Reasoning

3.15 (0.80)ab

3.22 (0.82)a

2.75 (0.80)b

2.71 (0.67)b

4.85**

F Inconsistency

1.54 (0.54)

1.92 (0.77)

1.86 (0.53)

1.94 (0.78)

3.33*

F Over-expectation

1.46 (0.62)

1.75 (0.70)

1.76 (0.72)

1.85 (0.75)

1.93

F Over-involvement

1.30 (0.47)

1.48 (0.55)

1.82 (0.75)

1.88 (0.68)

7.16***

F Physical abuse

0.02 (0.05)

0.07 (0.10)

0.05 (0.09)

0.09 (0.12)

5.75***

F Neglect

1.28 (0.52)a

1.48 (0.58)ab

1.56 (0.57)ab

1.69 (0.67)b

3.08*

F Affection

3.46 (0.64)

3.31 (0.72)

2.97 (0.72)

3.00 (0.66)

4.51**

M Monitoring

3.43 (0.53)

3.24 (0.61)

3.14 (0.79)

2.98 (0.63)

2.96*

M Reasoning

3.13 (0.63)

3.13 (0.67)

2.90 (0.68)

2.85 (0.60)

2.16

M Inconsistency

1.87 (0.53)

2.02 (0.59)

2.08 (0.58)

2.11 (0.62)

1.13

M Over-expectation

1.77 (0.74)

2.02 (0.74)

2.10 (0.73)

2.06 (0.67)

1.44

M Over-involvement

1.72 (0.42)

1.80 (0.67)

1.99 (0.65)

2.16 (0.66)

4.73**

M Physical abuse

0.07 (0.09)

0.10 (0.12)

0.07 (0.10)

0.11 (0.12)

1.42

a
a

a
a

a

ac
ab

ab
ab

ab

bc
ab

b
ab

ab

b
b

ab
b

b

1.45 (0.44)
1.55 (0.48)
1.58 (0.45)
9.06***
M Neglect
1.19 (0.29)
3.54 (0.40)a
3.10 (0.67)b
3,12 (0.47)b
8.09***
M Affection
3.54 (0.40)a
Note. F = Father’s; M = Mother’s. Alphabets show the result of Scheffé’s test; if the letters are incongruent, the difference is significant at .05 level.
*p < .05. **p < .01. ***p < .001.
a

ab

b

b

자존감 집단(M = 1.55, SD = 0.48)에서 어머니의 방치가 가장

첫째, 부모의 양육행동과 남녀 중학생 자녀의 명시적 자존

높았고 안정적 자존감 집단(M = 1.19, SD = 0.29)에서 어머니의

감과 암묵적 자존감 각각의 상관을 살핀 결과, 먼저 중학생 자

방치가 가장 낮았다. 어머니의 애정(F [3, 161] = 8.09, p < .001,

녀의 명시적 자존감은 부모와 자녀의 성과 관계없이 공통적으

η = .13)에서는 안정적 자존감 집단(M = 3.54, SD = 0.40)과 방

로 부모의 합리적 설명과 애정이 높을수록 높았고, 비일관성,

어적 자존감 집단(M = 3.54, SD = 0.40)에서 어머니의 애정이

과잉간섭, 방치가 높을수록 남녀 중학생 자녀의 명시적 자존감

높았으며 일치하는 낮은 자존감(M = 3.12, SD = 0.47)과 손상된

은 낮았다. 이는 자녀의 행동을 지도할 때 합리적인 규준과 이

자존감 집단(M = 3.10, SD = 0.67)에서 어머니의 애정이 낮았다.

유를 갖고 있으며(M. Kim, Kim, Rhee, & Doh, 2018) 애정적일

2

수록 자녀의 명시적 자존감이 높았고, 훈육에 기준이 없이 상
황에 따라 다른 태도를 나타내거나 지나친 기대를 걸고 자녀의

Discussion

삶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통제하고(Jeon & Kim, 2016) 자녀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돌봄이나 관심을 제공하지 않을수록(H. Yim

본 연구에서는 명시적 자존감과 암묵적 자존감이 부모 양육행

& Kim, 2020) 자녀의 명시적 자존감이 낮았다는 선행연구의 결

동과 어떠한 상관을 나타내는지 비교하고, 명시적 자존감과 암

과들과 일치하는 바이다.

묵적 자존감 조합의 자존감 유형별 부모 양육행동의 차이를

반면, 남자 중학생 자녀의 명시적 자존감은 아버지의 감독

살핌으로써 암묵적 자존감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과 과잉기대, 어머니의 학대와는 유의한 상관이 없었으며, 여

개념 정립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또한 부모와 자녀의 성별

자 중학생 자녀의 명시적 자존감은 아버지의 과잉기대와, 아버

로 분리하여 성에 따라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지 살펴 더욱 정

지와 어머니의 학대와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확한 결과를 얻고자 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

이는 부모의 감독이 여자 청소년 자녀와 달리 남자 청소년 자

과 같다.

녀의 내면화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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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Huh & Ok, 2013), 그리고 부모의 과잉기대가 청소년에게

대상이나 문화의 차이에 기인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비교적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결과(N. Yoon & Shin, 2014)와 맥락을

독립적인 분위기인 서양에 비교하여 동양권에서는 부모가 자

같이 하며, 부모와 자녀의 성에 따라 부모의 양육행동이 자녀

녀의 인생에 개입하는 것이 더 당연하게 여겨지는 만큼 부모

의 명시적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의 과잉간섭이 갖는 영향력이 상이할 수 있다는 것이다(Jung

특히 어머니의 과잉기대와 달리 아버지의 과잉기대는 남녀

et al., 2020). 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아닌 아버지의 과잉간섭만

청소년 자녀 모두의 명시적 자존감과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지

이 유의한 상관을 나타낸 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교사

않았는데, 이러한 차이가 나타난 이유는 부모의 성에 따라 자

상의 영향으로 인해 어머니가 아닌 아버지가 자녀의 인생에

녀가 과잉기대로 지각하는 정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일 수 있

과도하게 관심을 갖고 개입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느끼기 때문

으며, 한국 가정에서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역할 차이에 의한

일 수 있다.

것일 가능성이 존재한다. 실제로 대학생들이 어머니와 달리

또한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남자 중학생 자녀의 암묵적 자

아버지의 양육태도 중 권위적 양육과 훈육 등의 중요도를 높

존감과 유의한 상관을 나타낸 요인은 어머니의 합리적 설명이

게 평가해(N. Kim & Lee, 2020), 여전히 가정에서 자녀들이 인

유일했는데, 이 때 주목해야 하는 것은 명시적 자존감과 달리

식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최종결정자로서 자녀의 행동을 통제

어머니의 합리적 설명과 남아의 암묵적 자존감은 부적 상관

하고 훈육하는 엄부의 역할인 것으로 볼 수 있다(Bang, 2000).

을 나타냈다는 점이다. 한 연구(Chang & Lee, 2016)에서는 부

즉, 아버지가 자녀에게 높은 기대와 기준을 갖고 대하는 것을

모의 합리적 설명이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 이유 중

당연하게 여기는 한국 가정의 특성으로 인해 이러한 결과가

하나로 자녀가 부모의 양육태도를 거부적이고 통제적으로 인

나타난 것일 수 있다.

식했을 수 있음을 제안했는데, 합리적 설명은 바람직한 훈육

또한 아버지의 학대가 남자 중학생 자녀의 명시적 자존감

방식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자녀는 이를 잔소리 등으로 평가하

과 유일하게 유의한 상관을 나타낸 것은 남아가 여아에 비해

여 부정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부모의 학대를 받는 경우가 많다는 연구(H. G. Kim, 2014),

맥락으로, 남자 청소년 자녀는 의식적으로는 어머니의 합리적

아버지의 신체적 학대수준이 어머니에 비해 더 높다는 연구

인 설명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나 암묵적으로는 잔소리로 지

(Baek, 2011), 그리고 부모의 성이 아동학대를 유발할 수 있는

각해 부정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그러나 자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확인된 연구(Ahn, Yang, & Chung, 2012)

녀가 이러한 언어적 지도를 어떻게 지각하는지 명확히 밝히기

등의 결과를 종합해 보았을 때, 아버지가 남자 중학생 자녀에

위해서는 맥락과 상황, 그리고 구체적인 지도 내용을 고려하

게 신체적 학대를 가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었을 수 있다.

는 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남자 중학생 자녀

다음으로 암묵적 자존감과 부모의 양육행동 간의 상관을

의 암묵적 자존감은 대부분의 부모 양육행동과의 상관에 있어

살핀 결과, 남자 중학생 자녀의 암묵적 자존감은 아버지의 과

비록 유의하지 않을지라도 부적인 방향을 나타냈기 때문에 이

잉간섭과 어머니의 합리적 설명과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으며,

점 역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여자 중학생 자녀의 암묵적 자존감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감
독, 그리고 방치와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각각 다른 요인들이 남자
중학생 자녀의 암묵적 자존감과의 상관을 나타낸 것과 달리,

아버지의 양육행동 중 과잉간섭만이 남자 중학생 자녀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감독과 방치가 동일하게 여자 중학생 자녀

암묵적 자존감과 유일하게 유의한 상관을 나타낸 것은 De

의 암묵적 자존감과 상관을 나타낸 점 역시 주목할 만 하다. 감

Hart 등(2006)의 연구에서 과보호가 암묵적 자존감에만 영향

독은 자녀의 학교생활 및 전반적인 생활에 대해 부모가 알고

을 미쳤다는 결과와 일정 부분 일치한다. De Hart 등(2006)은

있는 정도를 뜻하며, 방치는 신체적, 지적인 측면에서부터 도

이를 과보호가 아동의 자율성을 저해하여 자존감에 부정적인

덕적, 영적인 측면에 이르기까지 모든 잠재력을 충분히 실현

영향을 미치고, 암묵적 자존감은 생애 초기에 형성되어 불변

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양육행동이 결여되어 있음을 뜻한다

하지만 명시적 자존감은 이후 변화하고 회복할 수 있기 때문

(Huh, 2004).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감독과 방치의 문항들은 “내

이라고 설명했으나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과잉간섭이 남자

가 방과 후에 어디에 가는지 알고 계셨다.”, “내가 어떤 생각을

중학생 자녀의 명시적 자존감과 암묵적 자존감 모두와 상관을

갖고 있는지에 관심이 없으셨다.”, “내가 필요할 때 곁에 없으

나타냈기 때문에 해당 연구의 결과와는 다소 상이하다. 이는

셨다.” 등으로,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관심과 관련된 내용임

성으로 분리한 본 연구의 설계에 따른 차이일 수 있을 것이며,

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보아 여아의 암묵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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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감과 부모의 양육행동과의 관계는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 큰

한 것은 단순한 명시적 자존감 수준과 암묵적 자존감 수준의

차이가 없으며, 여아의 암묵적 자존감은 부모의 관심에 특히

불일치가 아닌 이러한 조합을 통한 자존감 유형별로 나타나는

민감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부모의 양육과 성에 따

특징이 상이할 수 있음을 고려한 결과였다. 특히 선행 연구들

른 자녀의 암묵적 자존감과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는 찾을 수

이 주목한 바는 불일치 유형인 방어적 자존감과 손상된 자존

없지만 암묵적 자존감에 있어 성별 차이를 나타낸 연구들은 존

감 유형이 역기능적인 결과를 유발한다는 것이었으나, 본 연

재한다(e.g. Pelham et al., 2005). 해당 연구에서는 여성은 감정에

구에서는 대부분의 양육행동이 자존감 수준이 일치하는 유형

민감하며, 사회적으로 더 민감할 것을 기대받으며 자라기 때문

인 안정적 자존감과 일치하는 낮은 자존감 유형 간에 유의한

에 명시적 자존감과 암묵적 자존감이 더욱 강하게 연합이 되었

차이를 나타냈다.

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으며 결과 역시 이를 지지했다. 이는

이 때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방치와 애정은 공통

여아들은 관계중심적, 가족지향적이며 정서적 욕구가 높기 때

적으로 남녀 중학생 자녀의 자존감 유형에 따라 집단 간 차이

문에 가족과의 관계가 스스로의 가치평가에 있어 많은 비중을

를 보이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여자 중학생 자녀의

차지하기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A. K. Kim, 2003), 따라서

암묵적 자존감과 관련해 나타난 결과, 즉 여자 중학생 자녀의

암묵적 자존감의 형성과정에서도 성에 따라 영향을 받는 영역

암묵적 자존감이 부모의 감독과 방치와의 유의한 상관을 나타

이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부모의 긴밀한 관심과 자녀

냈다는 결과와 부모의 적절한 관심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유사

의 암묵적 자존감과 관련이 있다는 결과는 De Hart 등(2006)의

한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감독은 자녀의 생활 전반에

연구에서 돌봄(nurturance)이 자녀의 명시적 자존감과 암묵적

대해 ‘알고 있는 것’인 반면, 애정은 자녀에게 친밀감을 표현하

자존감 모두에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와 상당 부분 일치한다고

고 자녀를 존중 및 수용하는 ‘행동’(Huh, 2004)이라는 점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부모의 관심과 애정이 자녀 중 특히 여

차이가 있다. 즉, 부모가 자신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아의 자존감 형성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인지하고 있는 상태인 감독과 달리, 애정은 인지의 수준을 벗

뿐만 아니라 부모의 양육행동과 명시적 자존감의 상관과

어난 실제 행동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이로 인해 상이

부모의 양육행동과 암묵적 자존감의 상관 간의 차이를 검증한

한 결과가 나타났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결과, 32개 중 19개 요인에서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으며, 대부

앞서 De Hart 등(2006)의 연구에서 제안한 동일한 긍정적인

분의 암묵적 자존감의 측정치는 명시적 자존감과 비교해 미약

양육행동일지라도 언어적, 비언어적 측면이 각각 명시적, 암

하지만 동일한 방향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본 연

묵적 자존감에 상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과 유사한

구에서 역시 선행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명시적 자존감과 암묵

맥락이기 때문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이러

적 자존감 간의 상관은 유의하지 않아(r = 1.17, p = .78), 명시

한 자존감 유형은 앞서 부모의 방치와 감독이 여자 중학생 자

적 자존감과 암묵적 자존감이 별개의 개념이지만 서로 유사한

녀의 암묵적 자존감과 상관을 나타낸 것과 달리, 중학생 자녀

역할 및 특성을 갖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기존의 암묵적

의 성과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기 때문에

자존감의 측정치들이 ‘자존감’을 측정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부모가 자녀의 방치와 애정, 즉 자녀에게 충분한 관심을 기울

의문에 답이 될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암묵적 자존감이 상대

이고 이를 표현하는 것에 각별히 관심을 쏟을 필요성을 시사

적으로 미약하지만 명시적 자존감과 유사한 기능을 하며 부모

한다. 그러나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남자 중학생 자녀의 자존

의 양육과의 작용을 통해 형성될 가능성을 암시한다. 그러나

감 유형 중 어머니의 애정이 가장 높고 방치가 가장 낮은 것은

이러한 미약한 결과는 앞서 연구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측

방어적 자존감 유형이었으며, 아버지 양육과 관련해서도 안정

정도구의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측정 방법과 암묵적 자존

적 자존감과 방어적 자존감 유형이 아버지의 애정이 높고 방

감의 개념에 대한 심도 깊은 고찰이 도움이 될 것이다.

치가 낮아, 아버지와 어머니의 애정이 가장 높고 방치가 가장

둘째, 명시적 자존감과 암묵적 자존감 조합을 통해 분류한

낮은 유형은 안정적 자존감 유형이었던 여자 중학생 자녀와는

자존감 유형별 차이를 살핀 결과, 대체로 명시적 자존감과 암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추후 이러한 결과가 성

묵적 자존감이 모두 높은 안정적 자존감 유형에서 부정적인

에 따른 차이가 맞는 것인지, 혹은 청소년기의 부모와의 특수

부모 양육행동이 낮았으며, 명시적 자존감과 암묵적 자존감이

한 관계로 인하여 나타나는 결과인지 확인해야 할 것이다.

모두 낮은 일치하는 낮은 자존감 유형에서 부정적인 부모 양

본 연구는 국내 암묵적 자존감의 예측요인에 관한 첫 연구

육행동이 높았다. 본 연구에서 자존감 유형을 네 가지로 구분

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암묵적 자존감에 대한 추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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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제공하여 암묵적 자존감의 개념 정립에 도움이 될 것
으로 사료된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인으로 구성된 부모 양
육 측정 도구를 사용하고 이를 부모와 자녀의 성에 따라 분류
하여 부모의 양육과 명시적, 암묵적 자존감과의 관계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살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점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는 한계 역시 존재하는데, 먼저 대부분의 자
녀들이 부모의 학대 수준을 낮게 응답해 모든 요인의 표본이
충분히 구해졌다고 보기 어려웠다. 또한 본 연구에서 기존 연
구들(e.g. H. Park et al., 2011)의 기준을 참고하여 자존감 유형
을 분류할 때 각 자존감의 평균 이상과 미만으로 구분하였으
나, 전체적인 평균값을 기준으로 둘 경우 각 개인의 명시적 자
존감과 암묵적 자존감 간 불일치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기 때
문에 보다 정확한 기준을 고안해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 시기의 부모의 양육행동과
자존감을 측정하여, 암묵적 자존감의 형성 시기 및 원인을 면
밀히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대상
과 측정을 달리하여 반복적인 검증을 시행하고, 이와 더불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보다 다양한 요
인들과의 관계를 규명하여 암묵적 자존감의 개념에 대한 이해
및 정립에 힘쓸 것을 제안하며, 더 나아가서는 보다 정밀한 설
계를 통하여 암묵적 자존감이 상태요인인지 특성요인인지 규
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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