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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이 연구의 목 은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이 교사애착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는 것이며, 이때 청소년의 자

아존 감과 자기신뢰감이 매개효과를 갖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해 2010년도 한국청소년패 조사 

학교 2학년 6차년도 자료  설문에 응답한 2,854명의 자료를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분석하 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은 교사애착에 정(+)의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은 간 효과와 직 효과, 총효과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의 자아존 감과 자기신뢰감은,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이 교사애착에 정(+)의 유의한 향을 미

치는 과정에서 정(+)의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 로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훈련의 요성을 제안하 다.

■ 중심어 :∣자기통제력∣교사애착∣자아존중감∣자기신뢰감∣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mpact of self-control of adolescence on the teacher 

attachment. In addition to this, it is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and 

self-confidence of adolescence. For this reason, we analyzed the data of 2,854 students in the 

second grade of the middle school in 2010 by a model of Structural Equation.

The main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self-control of adolescence was found to give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in teacher attachment. In this case, the self-control of adolescence was 

found to be significant indirect effect and direct effect, and total effect. Second, self-esteem and 

self-confidence of adolescence, it was found that self-control of adolescence has a significant 

meditating effect in the process of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in teacher attachment. Based on 

the results of these studies, we have proposed the importance of the self-control training of 

adolescence.

■ keyword :∣Self-control∣Teacher Attachment∣Self-esteem∣Self-confidence∣

Ⅰ. 서론

본 연구는 자기통제력이 인 계에 정 인 효과

가 있다는 에 착안하 으며, 여러 인 계  특히 

교사와의 계에 을 두었다. 왜냐하면 청소년기는 

교사의 향력이 매우 지 한 시기임에 따라 자기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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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과 교사와의 애착 계의 상 계가 매우 높으리라

는 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Tangney 등은 자기통제

력이 정 이고 바람직한 결과와 상 이 있다는 가설

을 증명하 다[57]. 먼 , 자기통제력이 낮은 사람은 과

제를 할 때 늑장을 부리고, 이것은 아주 낮은 과제 수행

능력과 더불어 낮은 성 을 받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다음, 자기통제력이 높은 사람은 그 지 않은 사람에 

비해 먹는 것과 음주에 있어 충동 억제가 더 잘되었고, 

신체, 강박증, 근심, 분노, 공포증, 불안장애, 망상증에서 

더 좋은 병리  응을 보 다. 그들은 한 정신건강

과 응  측면에서 더 높은 자기수용과 더 높은 자아

존 감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응집력과 같은 

인 계에 있어서도 상 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더 

안정된 애착유형을 보 고, 회피, 이 성과 같은 문제성 

애착유형은 더 게 나타내었으며, 화를 게 낼 뿐더

러 화가 났을 때에도 화를 잘 다루는 것으로 보고되었

다. 결국 자기통제력은 개인이나 타인이 정서 으로 연

결되어 있으며, 높은 자기통제력은 범 한 역에서 

개인의 정 인 결과와 연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10]. 

교사애착에 한 연구동향들을 살펴보면, 교사와의 

계를 정 이고 진 으로 지각한 학생들의 경우 

자신의 모습이나 학 에서의 자신의 활동에 해 체

로 만족하고 있으며 심리 으로 안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2]. 한 학교부 응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41] 교사와 계가 우호 일수록 학업 단의 기가 

높더라도 학교에 재학할 가능성이 높았다[4].

기존의 연구결과들은 부분 교사와의 애착 계를 

독립변수로, 자기통제력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교사

와의 애착 계를 선행요건으로 보았다. 하지만 자기통

제력과 자아존 감, 자아존 감과 교사애착과의 선행

연구를 토 로 살펴보면 자기통제력이 자아존 감을 

매개로 하여 교사애착에 향을 미칠 개연성도 충분히 

있다. 이러한 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이 교사와의 애착 계에 어떠한 향을 미

치는지, 그 과정에서 자아존 감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를 검토하고자 하 으며, 자아존 감과 더불어 최근 연

구가 증가하고 있는 자기신뢰감의 매개변수 여부도 확

인하고자 하 다. 이지숙에 따르면 자기신뢰감은 자아

존 감과 청소년일탈 사이에 매개변수 역할을 한다고 

분석하 다[28]. 청소년일탈 여부는 자기통제력과의 상

계가 높은 특징이 있으므로 자기통제력이 교사애

착에 미치는 향을 연구할 때 매개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란 측이 가능함에 따라 함께 분석하고자 하

다.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에게 자기통제력과 교사애착에 

한 연구가 특히 요한 이유는, 사춘기라는 질풍노도

의 시기를 겪으면서 자기통제력이 희박해지기 쉬운 시

기이기도 하지만, 학업, 교우 계 등의 스트 스로 인

해 OECD 국가  10  자살률 1 의 불명 를 안고 있

는 상황이기 때문이며, 그 가운데 교사와의 애착 계가 

매우 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자기 

통제력이 교사와의 애착 계 제고에 어떠한 향을 미

치는 지 살펴보고자 하며 그 가운데 자아존 감과 자기

신뢰감이 어떠한 매개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이론 ‧실천  함의를 도출해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자기통제력의 개념
자기통제력은 자신의 인지나 정서, 행동을 원하는 

로 조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51]. 한 일탈과 련하

여 순간 인 만족과 충동을 조 할 수 있는지, 분별력

과 조심성을 갖고 앞에 벌어진 일보다는 앞으로의 일

을 도모하는지, 쉽게 흥분하는지 등을 말하는 것으로, 

단기 인 쾌락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지가 핵심이다

[50], 한 선택의 상황에서, 지연되지 않은 작은 결과

보다 더 지연되지만 더 큰 결과를 선택하는 것으로 자

기통제력을 정의하고, 그 반 의 개념을 충동성

(impulsiveness)으로 보았다[51]. 결국 자기통제력이 높

은 사람은 어떤 행 가 주는 단기 ‧쾌락  향력을 

통제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

는 자기조 능력을 가진 반면, 자기통제력이 부족한 사

람은 실생활에서 요구되는 일상 인 책임 행동에도 

불구하고 만족을 지연하지 못하고 자기자신을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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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로 조 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정 인 결과를 

래한다는 것이다[58]. 자기통제력에 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주로 비행과 련된 연구가 많다. 자기통제력 

수 이 낮으면 흡연, 음주, 약물사용 등 문제행동을 일

으킬 뿐 아니라[18][23][50], 충동 이고 학업성취가 

조하면 문제해결능력, 스트 스 처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4][57]. 최근 사회  이슈가 되

고 있는 인터넷 독, 스마트폰 의존, 학교폭력 등도 문

제의 원인이 복합 일 수 있겠지만 자기통제력과 련

이 높다고 할 수 있다[10].

2. 자아존중감과 자기신뢰감의 개념
자아존 감(self-esteem)은, 자아개념의 평가  측면

으로 자신이 얼마나 가치있는 존재인지를 스스로 평가

한 것이다. 이것은 목표를 성취하거나 과제를 성공 으

로 완수함으로써 형성된다. 자아개념이 개인 자신이 

구인가에 한 가치 신념이라면, 자아존 감은 개인 자

신이 구인가에 한 평가를 제한 정의  반응이다

[3]. 일반 으로 자아존 감은 자신에 한 부정  혹은 

정  평가와 련되는 것으로 자신에 한 존  정도

와 자신을 얼마나 가치있게 생각하는 지를 의미한다. 

즉 자아존 감은 자기 자신에 한 가치 단이다[55]. 

한 자기존 감은 자기 스스로에 부여하는 가치로서 

자신이 행하는 과업이 성공할 것이라고 상하는 수

과 련되며[48], 강력한 인간의 욕구  하나로 존재한

다[52]. 자아존 감은 인 계 속에서 주로 형성되는

데[47], 스스로 가치있다고 느끼는 것이 행동에 요한 

향을 미치게 됨으로써[43], 정 인 자아존 감은 

건강한 인격 형성에 있어 매우 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54]. 청소년의 낮은 자아존 감은 정신건강, 약물

남용, 우울, 범죄, 자살 등과 련이 있으며 반사회  행

를 지를 가능성이 높다[26][49][55]. 자기존 감이 

낮은 사람들은 자아존 감이 높은 사람들에 비해 심약

하고, 비일 이며, 자신감이 낮고 불안정한 성격을 소

유할 가능성이 높으며, 외부의 부정  향, 열등감, 무

가치성, 외로움이라는 만성 인 고질병으로부터 고통

을 받는 가능성이 높다[53]. 

김요셉 등은 자기신뢰감(self-confidence)을 자신에 

한 믿음이나 확신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아 의 부분 

속성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한국청소년패 조사에서 

사용된 자기신뢰감 척도(자신이 내린 결정에 한 자신

감, 스스로의 문제해결에 한 신뢰, 책임있는 삶의 태

도를 묻는 3개의 문항)를 통해 자기효능감이나 문제해

결, 자신감의 하  속성을 바탕으로 자기신뢰감에 한 

개념 , 조작  정의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12]. 자기

신뢰감은 청소년의 작업성숙도나 삶의 만족도를 높이

고[5][15], 우울이나 스트 스를 낮추는[9][11][17] 정

인 보호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는 변인이다. 개념 으

로 자기신뢰감은 신뢰감으로부터 발달된다고 가정할 

수 있으며, 신뢰감을 타인에 한 신뢰감과 자기에 

한 신뢰감으로 구분하고자 할 때 자기에 한 신뢰감은 

자신의 행동이나 결정에 한 믿음이나 확신을 의미하

는 것으로[5], 일반 으로 자아개념의 하 개념으로 활

용된다[11][15][33]. 한 자기신뢰감을 자기효능감

(self-efficacy)과 련지어 정의를 내리기도 하고[24], 

자기신뢰감과 래 계 친 감에 한 선행 연구들은 

자기신뢰감이 래 애착이나 인 계에 향을 미치

고 있음을 주장하 다. 김요셉[11]은 자기신뢰감이 

래 계 친 감과 련 있는 친구 애착과 상 이 있다고 

하 고, 문이정과 김종남[17]도 인신뢰감과 자기신뢰

감은 유의미한 상 이 있다고 하 다.

일반 으로 자아존 감이 자신의 존재가치에 한 

스스로의 평가라면, 자기신뢰감은 자신의 행동이나 결

정에 한 확신이라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아직까지 

자기신뢰감에 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해 개념

 정의에서 일부분 차이가 발생한다. 

3. 교사애착의 개념
애착(attachment)은 개인이 자신과 가장 한 사람

을 통해 느끼게 되는 매우 강력한 정서  유 계를 

의미한다[56]. 인간의 발달 과정에서 애착이 형성되면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행복감과 안정감을 느끼게 되

며 불안한 상황에서 애착 상자의 존재를 통해 안을 

받게 된다. 특히 청소년기에는 교사와의 애착이 정서  

안정에 요한 향을 주는데, 학생-교사간 애착이 높

을수록 학교 응 수 이 높으며[37], 교사와의 안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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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착의 형성은 어머니와의 애착안정성 보다 사회  능

력의 발달에 요한 향을 다고 하 다[28]. 이외에

도 교사와 맺어진 애착의 질이 청소년들의 비행 문제에 

요한 향을 미치며 청소년 집단은 비행행동을 측

하는 사회  지지에 해 교사의 향력이 부모나 래

보다 크며[34], 교사의 지지를 청소년들이 지각할 때와 

신뢰가 높을 때 학습동기가 향상된다[22]는 등의 연구

결과가 있다.

이와 같이 청소년기에 있어 교사와의 애착 계는 매

우 요한 부분으로서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이 교사와

의 애착 계에서 있어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

는 것은 의미가 있다. 

4. 변인들 간의 관계
4.1 자아존중감과 교사애착과의 관계
자아존 감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자기자신에 해 

정 이며 스스로를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을 하

고 있는 존재로 생각하고 있으며 자아존 감이 낮은 청

소년에 비해 건강한 심리사회  발달 특성을 보이며 삶 

자체를 훨씬 극 이며 정 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청소년기의 자신에 한 부정  평가와 

낮은 자아존 감은 우울증, 일탈행동, 자살 등의 심각한 

청소년 문제로 연결되며, 이후의 삶과 장래에 큰 향

을 미치게 된다[13]. 

박은민의 연구에서는, 교사애착‧ 래애착과 자존감

이 서로 정 인 상 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교사와 

래  어머니와 계형성을 잘 하고 자신에 해 

정 인 평가를 하는 청소년일수록 교사와의 계에 있

어서도 극 이고 정 이라고 분석하 다[19]. 이와 

같이 교사와 학생간의 계는 자아존 감 형성과 높은 

상 계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2 자기신뢰감과 교사애착과의 관계
자기신뢰감에 한 기존 연구결과는 많지 않다. 고등

학생의 일상생활 스트 스와 자기신뢰감과의 계를 

연구한 김성경은, 남학생일수록, 일상생활 스트 스가 

높을수록, 자아존 감, 자기신뢰감, 자기통제감이 낮을

수록 문제행동 수 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하 다. 이를 

통해 자기신뢰감이 다른 변인과 함께 스트 스에 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하 다[9]. 구승신·박성 은, 자기

신뢰감은 정  정신건강의 지표로서 아동청소년의 

직업성숙도와 정 인 계가 있음을 밝 내었으며, 학

업  진로와 련하여 많은 청소년들이 스트 스를 받

고 있는 상황에서 자아존 감이나 자기신뢰감을 높일

수 있는 개입 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제안하 다[5]. 이

지숙은 탄력성이론을 바탕으로 자기통제력, 자아존

감, 자기신뢰감이 청소년이 재 겪는 어려움과 일탈사

이의 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분석하 는데, 그결

과 자기신뢰감은 억압변수로서 자아존 감과 청소년 

일탈 사이에서 매개변수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31]. 

그간 자기신뢰감과 교사애착과의 계를 밝힌 연구

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상기 연구결과를 토 로 

자아존 감이 교사애착과 높은 상 계를 보이는 것

과 같이 자기신뢰감과 교사애착과의 계에서도 유의

미한 상 계를 가질 것이라고 측해볼 수 있다. 

4.3 자기통제력과 교사애착과의 관계
교사와의 애착은 교사의 심과 애정을 의미하는 것

으로 래와 교사의 지지는 사회  계의 안정감을 증

가시키며, 자아존 감, 내  통제성에 정  향을 미

친다[21]. 청소년과 교사와의 계는 자기통제력과 

련이 있으며[38], 교사와의 계를 정 으로 지각하

는 청소년은 학업  처, 자기조   통제를 잘하고 

응력이 뛰어난 학교생활에 잘 응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40]. 교사와의 애착이 잘 이루어질수록 아동의 자

기통제 수 이 높고[46], 교사와의 정  계  의사

소통 수 은 심리  응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등 

교사애착과 자기통제에 한 정  연구결과들이 다

수 있다[6][25]. 

하지만 상기연구들은 체로 자기통제력과 교사애착

과의 상 성에 주목하거나 교사애착이 자기통제력에 

어떠한 향을 주는지에 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

다. 하지만 자기통제력이 인 계에 정 인 향을 

다면 교사와의 계에도 정 인 향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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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선행연구에서 보듯이 자기

통제력이 자아존 감과 자기신뢰감에 정 인 향을 

미친다면 이러한 요인이 매개효과로 작용하여 교사애

착에도 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을 충분히 측해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을 감안하여 자기통

제력을 독립변수로, 교사애착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하되 자아존 감과 자기신뢰감의 매개효과도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본 연구는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이 교사애착에 미치

는 향을 살펴보되 자아존 감과 자기신뢰감이 어떠

한 매개효과를 갖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자기통제

력을 독립변수로, 교사애착을 종속변수로 설정하 으

며, 자아존 감, 자기신뢰감을 매개변수로 설정하여 연

구모형을 구성하 다. 이에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

정하 다. 

<가설1>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은 교사애착에 직

인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은 자아존 감  자

기신뢰감을 통해 교사애착에 간 인 

향을 미칠 것이다.

그림 1. 연구모형

2. 분석자료
본 연구의 분석자료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한국청소년패 조사(KYPS)  2010년자료(6차

년도)를 사용하 다. 한국청소년패 조사는 국의 

학교 2학년 청소년들 61만여 명  층화다단계집락표

집으로 선출된 3,449명을 상으로 2003년( 학교 2학

년)부터 2008년(고등학교 졸업이후 1년차)까지 6년 동

안 반복 으로 추 조사한 자료이다. 조사시 은 2008

년 10월23일부터 12월 22일까지 으며, 청소년은 개인

별 추 을 통한 개별면 조사를 실시하 고, 부모는 

화면 조사를 실시하 다. 본 연구에서 학교 2학년 6

차년도 자료를 활용한 이유는, 2003년도부터 계속된 동

일문항의 패 조사를 6년차까지 이어온 상(고졸이후 

1년차)에게 용하는 것이 연구목 에 더 부합하리라

는 단에서 다. 한 2003년에 실시된 1차년도 자료

는 12년  자료로서 조사시 이 오래되어 재시 에 

용할 경우 연구의 정확성이 높지 않을 수 있기 때문

이었다. 자기통제력과 교사애착과의 계를 연구하고

자 하는 본 연구 취지에 상기의 연구 상들이 합하

겠냐는 의문이 들 수 있지만, 사춘기를 충분히 겪고 동

일문항을 6년째 응답하고 있는 6차년도 상이야말로 

객 이고 정확한 응답이 가능하리라는 생각에서 6차

년도 자료를 활용하 다. 

3. 변수의 정의 및 측정
3.1 독립변수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이다. 자

기통제력은 한국청소년패 조사의 조사표  34번 항

목의 하  6개 항목(“나는 내일 시험이 있어도 재미있

는 일이 있으면 우선 그일을 하고 본다”, “나는 일이 힘

들고 복잡해지면 곧 포기한다”, ‘‘나는 험한 활동을 즐

기는 편이다“, ”나는 사람을 놀리거나 괴롭히는 일이 재

미있다“, ”나는 화가 나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나

는 학교숙제를 제때에 잘 해 가지 않는 편이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항목들은 각각의 항목에 해, ① 

 그 지 않다 ②그 지 않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그런 편이다 ⑤ 매우 그 다의 5  척도로 구성되어 있

다. 연구결과의 명료화를 해  문항을 역코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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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청소년의 교사애착으로서, 한

국청소년패 조사의 조사표  35번 항목의 하  3개 

항목(“나는 선생님께 내 고민을 털어 놓고 이야기할 수 

있다”, “선생님은 나에게 사랑과 심을 보여주신다”, 

“나는 장래에 선생님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으로 

구성하 다.  항목들은 각각의 항목에 해 ①  

그 지 않다 ②그 지 않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그

런 편이다 ⑤ 매우 그 다의 5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3.3 매개변수
첫 번째 매개변수인 자아존 감은, 한국청소년패

조사의 조사표  49-1번 항목  하  6개 항목(“나는 

나 자신이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

는 나 자신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나 자신이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때때

로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때때로 내가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는 편이다”, “나는 체로 

내가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는 편이다”)으로 구

성하 다.  항목들은 각각의 항목에 해, ①  그

지 않다 ②그 지 않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그런 

편이다 ⑤ 매우 그 다의 5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  부정문으로 질문한 3문항은 역코딩하여 응답

의 일 성을 유지하 다.

두 번째 매개변수인 자기신뢰감은, 한국청소년패

조사의 조사표  49-2번 항목  하  3개 항목(“나는 

내가 내린 결정을 신뢰할 수 있다” “나는 내 문제를 스

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 “나는 내 삶을 스스로 

주 하며 살고 있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항목들은 

각각의 항목에 해, ①  그 지 않다 ②그 지 않

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그런 편이다 ⑤ 매우 그 다

의 5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자아존 감과 자기신뢰감는 매개변수이기는 하나 연

구모형 상 종속변수에 한 독립변수 기능을 하고 개념

상 두 변수 간의 상 계가 높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

에, 다 공선성 진단을 실시하 다. 표 인 공선성 진

단방법인 Durbin-Watson 통계량 검정을 한 결과 통계

량 값이 2.027로 나타났다. 일반 으로 Durbin-Watson 

통계량 값은 그 수치가 2에 가까우면 잔차들 간에 상

계가 없고, 0 는 4에 가까우면 잔차들 간에 상

계가 높아 회귀모형이 합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자아존 감과 자기신뢰감 두 변수 간의 다

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분석방법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이 자아존 감과 자기신뢰감을 

매개로 교사애착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하여 구

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 고, SPSS 21.0 for Windows

와 AMOS 18.0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 다. 분석

차는 먼  주요 변수에 한 기술통계를 구한 후, 측정

의 합도 검토를 해 측정모형을 분석하고, 이를 활

용하여 변수사이의 측  계를 검증하기 해 구조

모형을 분석하 다. 한 독립변수가 매개변수를 거쳐 

종속변수로 이르는 구조경로를 악하기 해 총효과

를 직 효과와 간 효과로 분해하여 각 경로별 계와 

유의도를 살펴보았다. 이와 동시에 기본 인 인구학  

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회귀분석을 통해 인과 계를 

검토하 다. 

모형의 합도를 악하기 해 기본 으로 카이제

곱 통계량을 활용하나, 카이제곱 통계량은 표본의 크기

가 큰 경우 쉽게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

서 다른 합지수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mos 로그램에서는 카이제곱 통계량 외에 RMSEA, 

NFI, CFI 등을 제공한다. 일반 으로 RMSEA 값이 

0.05 이하이면 매우 높은 합도로, 0.1이하이면 보통의 

합도로 단하고[45], NFI와 CFI는 0부터 1의 값을 

가지는데, 1에 가까울수록 좋은 합도이며, 0.9이상이

면 매우 좋은 합도를 나타낸다. 

Ⅳ. 연구결과

1. 주요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분석
본 연구의 상자는 2008년도 한국청소년패 조사에 

응답한 청소년 2,854명이며, 남성이 1,362명(47.7%), 여

성이 1,492명(52.3%)를 차지한다. 주요 변수에 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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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 표 편차, 왜도, 첨도는 [표 1]과 같다. 주요변수의 

평균을 살펴보면, 자기통제력이 5  만 에 3.6810  이

었으며, 교사애착이 2.6534 , 자아존 감이 3.5115 , 

자기신뢰감이 3.7101 으로 나타났다. 다른 변수들에 

비해 교사애착에 한 평균이 가장 낮고 표 편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고, 자기신뢰감에 한 평균이 가장 높은 

데 반면, 표 편차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왜도와 첨도의 값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변수의 

분포가 정규성을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주요변수별 기술통계량
변수 평균 표  편차

왜도
(표 오차)

첨도
(표 오차)

자기 
통제력 3.6810 .73935 .046 .092

교사 애착 2.6534 .80512 .052 .104
자아 
존중감 3.5115 .66587 .046 .092
자기 
신뢰감 3.7101 .65584 .046 .092

2. 측정모형 분석
측정모형을 분석하기에 앞서 기본 인 인 사항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자기통제력이 교사애착 계에 유의

미한 향을 주는지 확인하기 해 성별, 부모학력, 가

족동거여부, 가구소득을 통제한 상태에서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t값은 2.377(p<.05)로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구성개념들 간의 가설  계를 분석하기에 

앞서서 각 측정변수들의 단일차원성을 검정하 다. 타

당도  신뢰도가 검정된 패 데이터라는 에서 탐색

 요인분석보다는 모형의 합도를 제고하기 해 최

 문항에서 낮은 SMC(Squared Mulitple Correlation) 

값을 기 으로 하나씩 문항을 제거하는 과정을 반복

으로 실시하 다. 그 결과 자기통제력 문항이 최  6문

항에서 3문항(‘나는 험한 활동을 즐기는 편이다“, ”나

는 사람을 놀리거나 괴롭히는 일이 재미있다“, ”나는 학

교숙제를 제때에 잘 해 가지 않는 편이다“)으로, 자아존

감 문항이 3문항(“나는 나 자신이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나 자신이 능력이 있는 사

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나 자신이 가치있는 사람이

라고 생각한다”)으로 축소되었고 모형의 체 인 합

도는 개선되었다. 

와 같은 차를 거쳐 본 연구의 변수인 자기통제력, 

교사애착, 자아존 감, 자기신뢰감은 잠재변수로서 복

수의 측변수를 통해 구성되었다. 이러한 측정모형이 

합한지 확인  요인분석을 통해 살펴보았으며, 이에 

한 측정모형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잠재변수의 측정모형

한 측정모형의 합도는 χ2값의 경우 328.741 

(df=48, p=.000)로 유의미한 수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χ2값은 사례수의 향에 민감한 합도 지수이기 때문

에 다른 합도 지수를 추가 으로 확인한 결과 매우 

좋은 합도(NFI=.968, TLI=.961, CFI=.973, RMSEA 

=.041)를 보여 잠재변인의 측정모형은 잘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측정변수별 요인 재량은 [표 2]에 정리하

다. 

각 잠재변수의 련성 정도를 악하기 해 잠재변

수 간 상 계를 [표 3]을 통해 살펴보았다. 부분 변

수간의 상 계는 정(+)의 상 계를 보 다. 이를 

통해 본 연구의 가설과 연구 방향성이 체로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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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측정모형의 요인적재량
잠
재  
변
수

측정 변수
평균      

(표 편차)
비표 화 
요인 재량

표 화 
요인
재량

표
오차

C.R

자
기
통
제
력

자기 
통제력1

3.52
(1.035) 1.371 .598 .098 13.459***

자기 
통제력2

3.87
(0.952) 1.351 .641 .100 13.459***

자기 
통제력3

3.65
(1.041) 1.000(r) .434

교
사 
애
착

교사
애착1

2.43
(.985) .975 .697 .035 28.078***

교사
애착2

2.82
(.916) 1.130 .854 .040 28.532***

교사
애착3

2.70
(.970) 1.000(r) .704

자
아
존
중
감

자아 
존중감1

3.46
(.784) .782 .621 .025 31.417***

자아 
존중감2

3.39
(.815) 1.086 .831 .028 38.529***

자아 
존중감3

3.68
(.771) 1.000(r) .809

자
기
신
뢰
감

자기 
신뢰감1

3.69
(.740) .982 .788 .024 41.116***

자기 
신뢰감2

3.73
(.747) 1.071 .852 .025 43.079***

자기 
신뢰감3

3.72
(.763) 1.000(r) .778

*** p<.001   (r) = 준거지표

표 3. 잠재변수 간의 상관관계
자기통제력 교사애착 자아존 감 자기신뢰감

자기통제력 -
교사애착 .022* -
자아존중감 .004 .105*** -
자기신뢰감 .032*** .095*** .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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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구조모형 분석
구조모형의 분석은 자기통제력, 교사애착, 자아존

감, 자기신뢰감에 해 [그림 1]에서 설정된 향 계를 

토 로 이루어졌다. 구조모형을 분석한 결과는 [그림 3]

과 같다. 본 구조모형의 합도 지수는 χ2=1306.095 

(df=49, p=.000), NFI=.903, IFI=.907, CFI=.907, RMSEA 

=.086으로 나타났다. RMSEA는 .1 이하로서 보통 수

의 합도를, 이외 다른 지수는 높은 수 의 합도를 

보이고 있다[45].

각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먼  독립변수인 자기통제

력은 자아존 감(.076)과 자기신뢰감(.156), 교사애착

(.059)에 모두 유의한 향을 나타내었다. 이는 자기통

제력이 자아존 감과 자기신뢰감에 정  향을 

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유사하다[9][10][31][57]. 그리

고 매개변수를 살펴보면, 자아존 감은 교사애착(.196)

에, 자기신뢰감 한 교사애착(.155)에 유의한 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 p<.05  ** p<.01  *** p<.001  
비표준화계수(표준화계수)

그림 3. 구조모형 분석결과

그 다음 매개효과 검증을 해, 연구모형이 매개변수 

없이 가설1, 자기통제력은 교사애착에 직 으로 향

을 미칠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그림 4]와 

같은 분석결과가 제시되었다. 

그림 4. 자기통제력과 교사애착간의 관계

다른 매개변수를 제외하고 분석하 을 때 경로계수

는 .110이었으며 p<.05 수 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자기통제력이 증가할수록 교사에 한 애착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회귀분석에서

도 동일한 결과(P<.05)를 나타내었다. 

Baron과 Kenny에 따르면, 매개효과 검증을 해서

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유의해야 하고, 매개변수와 

종속변수가 유의해야 하며, 매개변수를 포함하 을 때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향이 유의하게 감소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37]. 결과 으로 자기통제력이 

교사애착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는데 자아존 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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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신뢰감은 매개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독

립변수인 자기통제력은 종속변수인 교사애착과 유의한 

계에 있고, 매개변수인 자아존 감과 자기신뢰감도 

종속변수와 유의한 계에 있으며, 매개변수를 포함하

기 에 비해 매개변수를 포함한 후 향이 유의하게 

감소하 기 떄문이다. 이를 통해 자아존 감과 자기신

뢰감의 매개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구조모형에서 모형에 포함된 변수들의 총

효과와 직 효과  간 효과를 부트스트래핑

(bootstrapping)방법을 사용하여 분해하 으며, 그 결과

는 [표 4]와 같다. 독립변수인 자기통제력이 교사애착에 

미치는 직 효과는 .059, 간 효과는 .039로 모두 .098의 

총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통제력이 교

사애착에 직 으로 미치는 향이, ‘자기통제력→자

아존 감→교사애착’  ‘자기통제력→자아신뢰감→교

사애착’ 경로를 통해 미치는 간 효과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모두 p<.05 수 에서 유의하 다. 

표 4. 구조모형의 효과분해
경로 직 효과 간 효과 총효과

자기신뢰감 ← 자기통제력 .156* .156*
자아존중감 ← 자기통제력 .076 .076
교사애착 ← 자기통제력 .059* .039* .098*
교사애착 ← 자기신뢰감 .155* .155*
교사애착 ← 자아존중감 .196** .196**

* p<.05  ** p<.01  *** p<.001 / 표준화계수 

Ⅴ. 결론

지 까지 연구를 통해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이 자아

존 감과 자기신뢰감을 매개로 하여 교사애착에 어떠

한 향을 주는 지를 분석하 다. 결과를 요약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은 교사애착에 정(+) 인 

유의미한 향을 주었으며, 직 인 효과와 간 인 

효과가 모두 존재하 다. 둘째, 자기통제력이 교사애착

에 향을 미칠 때, 자아존 감과 자기신뢰감 모두 정

(+) 인 유의미한 향을 주었으며, 이를 통해 매개효

과가 있다는 것이 검증되었다. 

이에 한 이론  함의와 실천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지 까지 많은 선행연구들이 주장했듯이 교

사와의 애착 계가 자기통제력에 향을 주는 것과 반

로, 자기통제력 한 교사와의 애착 계에 유의미한 

향을 다는 이다. 이는 기존의 자아존 감 연구와 

마찬가지로, 애착 계 실패로 인해 낮은 자아존 감을 

갖게 되거나, 낮은 자아존 감으로 인해 애착 계에 실

패하게 된다는 원인과 결과를 동시에 제공하는 요인으

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교사와의 애착 계 형

성에 실패한 청소년이 자기통제력이 약화될 수 있는 것

과 마찬가지로 낮은 자기통제력을 가진 청소년이 비행

을 지르거나 인 계, 특히 교사와의 애착 계 형

성에 실패할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자기통제력이 교사와의 애착 계를 형성

하는데 자아존 감과 자기신뢰감이 매개효과를 나타

낸다는 을 입증하 다는 이다. 자아존 감과 자기

신뢰감은 자기 인생을 주도 으로 살아가는데 매우 

요한 요소이며 특히 아동청소년기에 잘 형성되는 것이 

무엇보다 요하다. 이러한 자아존 감과 자기신뢰감

을 형성하는데 자기통제력이 요하다는 것은 자기통

제력에 한 어린시 부터의 체계 인 훈육이 필요하

다는 에서 실천  함의를 지닌다. 교우 간의 따돌림 

뿐 아니라 학생과 교사와의 폭력사태 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지 의 교육 실을 볼 때 어린시 부터

의 자기통제력 훈련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자기통제력 강화를 한 훈련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

만 인지-행동  자기통제훈련과 같은 로그램이 표

이다. 이 로그램은 자신의 사고나 감정을 조 하

고 통제하는 방법을 학습하게 하여 부 응된 행동을 

감소시키고 바람직한 행동을 증가시키는데 그 목 이 

있으며, 자신의 문제를 직시하게 하고 스스로 평가하게 

하여 자신의 행동을 교정하는 로그램이다. 이와 같

은 자기통제 로그램들이 교과과정에 도입되어 학생

들에게 용될 필요가 있다. 한 이러한 자기통제력 

훈련이 자아존 감과 자기신뢰감에도 유의미한 향

을 미친다는 은 자아존 감과 자기신뢰감 형성에 따

른 유용한 효과들을 기 할 수 있다는 에서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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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함의를 갖는다. 

연구결과의 기술통계분석을 보더라도 다른 변수에 

비해 교사애착에 한 평균값이 가장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교사애착의 세가지 항목을 구체 으로 살펴보면, 

‘나는 선생님께 내 고민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다 

= 2.4319(SD=.98524)’, ‘선생님은 나에게 사랑과 심을 

보여주신다 = 2.8239(SD=.91646)’, ‘나는 장래에 선생님

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 2.7043(SD=.97039)’ 등 5  

만 에 모든 항목이 보통(3 ) 이하의 응답을 나타내었

다. 이는 학생들이 교사를 존경하거나 존 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단순히 이 연구의 결과가 청소년의 자기통제

력 강화를 통해 교사와의 애착 계를 회복하자는 데 있

는 것 뿐 아니라 자기통제력이 강화되면 자아존 감과 

자기신뢰감에도 정 인 향을 미쳐 청소년이 자기

인생을 더욱 주도 이고 정 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

문에 청소년 자신들에게도 더욱 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기 때문에 자기통제력에 한 후속

연구들이 더 많이 실시되고 학교 장에 용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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