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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아존중감과 협동심

의 역할을 조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남아 

1299명과 여아 1278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SPSS와 AMO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상관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팬텀변

수와 부트스트래핑을 활용한 구조방정식 모델링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양육태도는 

자존감, 협동심, 또래관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아존중감은 협동심과 또래관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협동심은 또래관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아존중감과 협동심이 

부모양육태도와 또래관계의 관계를 순차적으로 매개한다고 가정한 직렬다중매개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결과는 아동의 또래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부모의 양육태도와 함께 아동의 자존감과 협동심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

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를 토대로 향후 연구와 임상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 아동, 부모양육태도, 또래관계, 자아존중감, 협동심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ole of self-esteem (SE) and cooperation (CO) 

in the effect of parental attitudes (PA) as perceived by children on the quality of peer relationships (PR). 

To this end, the data of 1299 boys and 1278 girls in 4th grade were analyzed using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data. The correlation analysi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using phantom variables and bootstrapping were performed by using SPSS and AMOS 

program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perceived PA had a significant effect on SE, 

CO, and PR, SE had a significant effect on CO and PR, and CO had a significant effect on PR. Second, 

the serial multi-mediating model that assumed that SE and CO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PA 

and PR was found to be appropriate. These results suggest that it is important to consider the child's 

self-esteem and cooperation with parenting attitudes to improve the child's peer relationship. Future 

research and clinical implications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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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학령전기에 해당하는 아동은 또래와 함께 놀이하고 즐

거움을 공유하는 과정 안에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놀잇

감을 공유하며 역할 모델을 연습하는 것과 같은 사회적

인 기술들을 학습해나간다[1].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주 

양육자나 교사로부터 칭찬과 애정을 받는 것에 더욱 민

감하게 반응하며 중요한 성인에 의한 보살핌이 심리적으

로 더 중요하다[2]. 하지만 아동기에서 전청소년기로의 

전환하는 시기에는 부모로부터 정서적인 분리가 이뤄지

면서 심리적 재구조화를 경험하고, 또래와 함께 하는 시

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크게 증가한다[3]. 학령기에 진입한 아동은 또

래와의 관계 안에서 사회적 기술을 개발하고, 우정을 유

지하며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는 방법을 배워나간다[4]. 

구체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공감하며, 갈

등을 관리하고, 친밀감을 형성하는 기술들을 탐색해나갈 

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와 관련된 사회적인 과정과 규범을 

학습하게 된다[5]. 그리고 이러한 관계는 아동에게 소속

감을 제공하여 정서적인 지지를 주고받는 기반이 되며, 

친구들과 비교할 수 있는 준거를 제공하여 서로에게 자

극이 되고, 학업성취나 신체적 특성 및 인기를 얻는 방법

에도 관심을 갖도록 한다[5]. 위와 같이 또래관계가 아동

의 사회성과 정체성 개발 및 심리사회적 복지를 향상시

키는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이것이 항상 유익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또래로부터 괴롭힘이나 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등교거부나 우울증 혹은 행동장애

와 같은 심리사회적 문제를 유발하기도 한다[6]. 2019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7]에 따르면 초·중·고등학생의 

피해 응답률은 각각 3.6%, 0.8%, 0.4%로 나타났고, 가해 

응답률은 1.4%, 0.3%, 0.1%로 나타났으며 목격 응답률

도 7.9%, 2.7%, 1.4%로 나타나 초등학교 내 또래관계 문

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이 발달단

계에 있는 아동들이 친구들과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우

정을 유지하고, 관계의 질을 발전시키는지 이해하기 위한 

연구가 요구된다.

많은 문헌들은 아동기 또래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개

인, 가정, 학교, 사회문화적 맥락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8]. 타인과 세계에 대한 일반

적인 태도나 습관은 부모와의 관계 안에서 경험한 것을 

토대로 형성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부모변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9,10]. 자녀의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부

모 관련 변인으로는 크게 부모애착과 부모-자녀 관계, 부

모-자녀 의사소통,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의 정신 병리와 

정서 표현 등이 탐구되어 왔다[11-13]. 이처럼 부모와 관

련된 변인이 활발하게 연구된 데에는 부모가 아동의 발

달과정에 미치는 영향이 전반적이고 장기적이기 때문이

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따뜻하고 애정적인 가정환경에 속

한 아동은 따돌림을 당할 가능성이 낮으며 부모로부터 

학대나 방치된 아동은 향후 괴롭힘을 당하는 피해자 혹

은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된다[6]. 그리

고 지지적인 양육태도 및 부모의 긍정적인 정서 표현은 

자녀의 높은 사회적 역량과 낮은 문제행동 수준을 예측

하는 것으로 보고된 반면, 부-모 간 갈등과 적대적인 양

육태도는 아동의 높은 적대감과 분노 및 과민성을 예측

하여 또래관계를 저해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4]. 또한, 

아동을 장기적으로 추적한 연구에서도 지지적인 양육태

도가 친사회적인 행동과 원만한 또래관계에 지속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5]. 이러한 연구들은 긍정

적인 양육태도가 대인관계적인 측면에서의 발달적 성취

를 돕는 중요한 변수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아동기

의 또래관계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개입이 

용이하고, 변화에 유연한 아동을 직접적으로 중재할 수 

있는 방안을 탐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부

모 관련 변수가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이해

할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 과정에서 자존감과 

협동심의 역할을 탐구하고자 한다.

자아존중감이란 자기 자신의 가치에 대한 판단과 그에 

따라 유발되는 감정을 반영하며 이는 상대방과의 평가를 

통해 만족감을 얻는 자존심이나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에 

의해 좋은 성과가 나타났을 때 느껴지는 자부심과는 다

른 개념이다[16]. 자아존중감은 부모로부터 받는 피드백

을 통해서 자신의 속성에 대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평가하는 과정 안에서 형성된다[17]. 긍

정적인 자아존중감을 형성한 아동은 자신을 가치 있고 

유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자아존중감이 부정적인 아동은 

자신이 보잘것없고 하찮은 존재라고 생각하여 열등감을 

갖게 된다[16]. 어릴 때에는 신체적인 특징이나 행동을 

중심으로 자신을 규정하는 경향이 있지만 연령이 증가할

수록 성격이나 신념과 같은 심리사회적인 측면을 준거로 

자신을 묘사하는 경향이 있으며 어휘력이 증가하면서 그 

내용 또한 풍성해지고 추상적으로 변화한다[18]. 즉, 타

인의 견해나 객관적인 수행능력에 맞추어 자신에 대한 

판단이 조정되기 때문에 또래 관계 안에서 자신을 어떻

게 인식하는지가 보다 중요해진다[19]. 역으로 자신을 어

떻게 이해하고 평가하는지에 따라 사회적인 상황이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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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에 대한 태도와 대처 행동도 달라지기 때문에 자아존

중감은 또래와 관계 맺는 방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자아존중감이 높은 아이들은 친사회적인 행동을 많이 하

고, 또래관계의 질 또한 높다는 연구결과도 다수 축적되

어 있다[20,21]. 따뜻하고 지지적인 환경 안에서 자란 아

동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적인 표상을 형성하여 내

면화함으로써 또래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친사

회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10]. 그리고 사회적 

기술 수준이 높은 아동들은 많은 동료들로부터 수용되는 

경향이 있다[22]. 그러나 부모가 권위적이고 강압적일수

록 자녀는 불안정한 애착관계 안에서 역기능적인 행동들

이 강화되어 향후에도 부적응적인 대인관계 패턴을 반복

할 수 있다[6,9]

사회성은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 

안에서 공동체의 언어, 사고방식, 역사, 생활습관, 도덕적 

규범, 가치들을 학습해나가면서 길러지는 개인의 특성을 

말한다[23]. 즉, 다른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는 능력

을 말하지만 이는 다른 사람들의 기분과 감정을 잘 이해

하고, 대인관계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적절하게 대처하

며, 타인과 즐거움을 공유할 수 있고, 자신이 속한 사회적 

규범을 지키면서 사회적 활동을 즐길 수 있는 능력을 포

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24,25]. 이미 상당수의 연구가 

양육태도와 아동의 사회적 행동 및 또래관계가 밀접한 관

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만[5], 이들 간의 관계 안에서 

사회성의 한 측면인 협동심의 역할에 대해 조사한 문헌은 

찾아보기 어렵다. 아동의 협력적 행동에 관한 선행연구들

은 주로 협동이 일어나는 인지적인 과정[26,27]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협동심의 관련성

을 조사한 경험적 연구는 미비하다[28]. 그러므로 본 연구

에서는 전반적인 사회성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양육태도

와 또래관계를 연결하는 잠재적인 변수로서 협동심의 역

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양육태도와 아동의 또래관계의 

질 사이의 연관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협동심은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갈등을 협상하며, 타

인과 함께 일하기 위해 사용되는 역량으로서 특정한 문

제를 해결하거나 과업을 완료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작업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29,30]. 아이들은 다

른 또래들과의 협동을 통하여 갈등과 경쟁을 줄이고, 집

단의 공유된 목표와 개인적 목표를 성취해나가며 관계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29]. 동료들과 협업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미래의 직업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아동은 집

단 안에서 집단 구성원들과 효과적으로 일하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 협동을 잘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의견

과 능력을 존중하고, 타인과 공유된 목표에 관심을 유지

하며, 자신이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것을 느끼고, 소속된 

집단에 높은 신뢰감을 가져야 한다[29]. 이러한 협동적인 

행동을 개발하도록 돕는 기회는 부모와의 관계 안에서도 

제공될 수 있다[31]. 예를 들어 자녀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해주는 부모는 자녀가 보내는 사회적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는 데 능숙하며 아동은 그러한 부모의 행동을 관

찰하고 모델링하여 협력적인 행동을 배울 수 있다. 즉, 민

감성이 높은 부모로부터 사회적 신호를 읽고 이에 대응

하는 능력을 학습한다면 또래관계 안에서도 공유된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할 가능성이 높아진다[28]. 그리고 

타인과 협력하는 태도를 갖기 위해서는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며 자기중심적인 욕구나 순간적인 충동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인내력과 충동지연능력은 부모와

의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아이들에게서 보다 높은 것으

로 나타난다[32].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연구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지지

적인 부모로부터 긍정적인 평가와 격려를 받고 자란 아

이들은 긍정적이고 확고한 자아존중감을 내면화하여 또

래관계 안에서도 자신을 신뢰하고, 자신감 있게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상황에서도 고통을 인내하고, 타인에게도 우호적이

고 협력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높을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요약하면 부모의 양육태도에 의해 형성된 자아

존중감은 협동심에 영향을 미쳐서 또래관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

지 이들 변수 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규명한 연구가 부

재하고, 아동기에서 전청소년기로의 전환을 앞둔 시점에

서 협동심과 자아존중감 사이의 관계를 살펴본 국내 연

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학령기에 해당하

는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들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

와 또래관계 사이에서 자아존중감과 협동심의 직렬다중

매개효과(Fig. 1)를 검증함으로써 자아존중감과 협동심

이 부모의 양육태도가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이해하고, 또래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근거자료와 시사점

을 마련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

존중감, 협동심, 또래관계의 관계는 어떠

한가?

연구문제 2.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아존중감과 협동심

을 거쳐서 또래관계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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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erial multiple mediation model 

2. 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한

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의 1차 년도 자료를 활용

하였다[33]. 이 자료는 전국 17개 시도 내 151개 초등학

교를 단위로 다단계 층화집락 추출방법으로 표집하여 초

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2,607명에게 자기보고

식 설문지를 수집한 것이다. 전체 자료 중에서 부모님이 

가정구성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례를 제외한 2577

명의 자료를 최종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성

별분포는 남학생이 1299명(50.4%), 여학생이 1278명

(49.6%)이다.

2.2 측정도구

2.2.1 부모양육태도

김태평과 이은주[34]의 청소년용 동기모형 부모양육

태도척도에서 발췌한 24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문항들은 

따스함(예: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신다.), 

자율성지지(예: 부모님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을 

하게 해주신다.), 구조제공(예: 부모님은 내게 규칙을 말

씀하실 때, 왜 지켜야 하는지 이유도 설명해주신다.)의 세 

가지 요인으로 구성된 긍정적 양육태도 척도와 비일관성

(예: 부모님은 사전에 주의도 주지 않고 화부터 내신다.), 

강요(예: 부모님은 나에게 이래라저래라 하신다.), 거부

(예: 부모님은 내가 하는 어떤 것도 만족스러워 하지 않

으신다.)의 세 가지 요인으로 구성된 부정적 양육태도 척

도로 구분되며 각 요인별로 4문항씩, 4점 Likert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항 간 상관이 낮게 나타

난 거부 요인의 1번 문항(부모님이 나를 좋아하시는지 

가끔 궁금할 때가 있다)을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

난 요인별 신뢰도(Cronbach’s alpha)는 따스함이 .91, 

자율성지지가 .85, 구조제공이 .72, 비일관성이 .75, 강

요가 .71, 거부가 .77이다.

2.2.2 또래관계

배성만 등[35]의 또래관계 질 척도에서 발췌한 13문

항을 사용하였다. 이 문항들은 긍정적 또래관계 8문항

(예: 친구들은 나를 좋아하고 잘 따른다.)과 부정적 또래

관계 5문항(예: 친구와 싸우면 잘 화해하지 않는다.)의 두 

가지 요인으로 구분되며 각 문항은 4점 Likert척도로 구

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정문항을 역채점하고, 부

정적 또래관계 문항 중에서 문항 간 상관이 가장 낮게 나

온 9번 문항(친구들과 의견 충돌이 잦다.)을 삭제하였다. 

그리고 긍정적 또래관계 요인에 해당하는 문항만으로 탐

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요인 부하량이 가장 높은 문

항과 가장 낮은 문항을 짝지어 차례대로 2개의 하위요인

에 배정해서 문항 꾸러미를 만들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

난 요인별 신뢰도(Cronbach’s alpha)는 1번 요인(1, 2, 

5, 6번 문항)이 .72, 2번 요인(3, 4, 7, 8번 문항)이 .71, 

부정적 또래관계가 .71이다. 

2.2.3 협동심

김태준 등[36]의 청소년 사회참여 역량 측정도구에서 

발췌한 14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문항들은 집단촉진 6문

항(예: 그룹 활동을 할 때, 친구들이 의견을 자유롭게 이

야기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한다.), 팔로워십 3문항(예: 그

룹 활동을 할 때, 나의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 갈등문제

해결 5문항(예: 그룹 활동을 할 때, 중요한 사항이나 문제

점이 생기면 친구들과 함께 해결한다.)의 세 가지 요인으로 

구분되며 각 문항은 4점 Likert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요인별 신뢰도(Cronbach’s alpha)는 집

단촉진이 .88, 팔로워십이 .83, 갈등문제해결이 .86이다.

2.2.4 자아존중감

Rosenberg[37]의 자아존중감 척도에서 발췌한 10문

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부정문항을 역채점하고,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요인 부하량이 .038로 낮게 

나타난 8번 문항(나는 나를 좀 더 존중할 수 있었으면 좋

겠다.)을 삭제한 다음, 요인 부하량이 가장 높은 문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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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낮은 문항을 짝지어 차례대로 3개의 하위 요인에 

배정하여 문항꾸러미를 만들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각 

요인별 신뢰도(Cronbach’s alpha)는 1번 요인(3, 4, 7

번 문항)이 .75, 2번 요인(2, 5, 9번 문항)이 .74, 3번 요

인(1, 6, 10번 문항)이 .69이다.

2.3 자료분석

SPSS와 AMOS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자료를 분석

하였다. 첫째, 측정 변수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통계량을 산출하고,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측정모형의 타당성을 확인하고자 확인적 요인분석

을 실시하였다. 셋째, 구조방정식 모델링을 통하여 구조

경로모델 내 모수치의 유의성을 검토하고, 잠재변인들 간

의 인과적 관계를 조사하였다. 넷째, 매개효과의 유의성

을 검증하고자 팬텀변수를 설정하고 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모형적합도 기준은 절대적합지수(RMSEA)

가 .1미만이고, 증분적합지수(TLI, CFI)가 .9를 초과할 

때에 허용 가능한 모형인 것으로 판단하고자 하였다. 

Bootstrapping은 원자료에서 무선표집으로 생성된 

2,000개의 표본이 사용되었고, 신뢰구간은 95%로 설정

하였다.

3. 결과

3.1 일반적 특성

측정 변수의 기술통계량과 상관계수는 Table 1에 제

시되었다. 모든 관측변수의 왜도가 2미만이고, 첨도가 7

미만이므로 다변량 정규성을 만족하는 것으로 가정하였

다. 그리고 긍정적/부정적 양육태도, 협동심, 자아존중감, 

또래관계의 하위요인 간 상관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다. 긍정적 양육태도의 하위요인은 자아존중감

(r=.26~.49), 협동심(r=.29~.36), 또래관계(r=.27~.35)의 

하위요인과 정적상관이 있으며 부정적 양육태도의 하위

요인은 협동심(r=-.15~-.32), 자아존중감(r=-.21~-.48), 

또래관계(r=-.10~.40)의 하위요인과 부적상관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Latent var. Positive parenting attitude
Negative parenting 

attitude
Cooperation Self-esteem Peer relationship

Observed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

2 .71**

3 .52** .54**

4 -.57** -.53** -.38**

5 -.29** -.33** -.18** .38**

6 -.40** -.44** -.33** .46** .54**

7 .33** .35** .32** -.26** -.17** -.23**

8 .35** .36** .31** -.32** -.17** -.26** .70**

9 .29** .33** .30** -.25** -.15** -.22** .76** .69**

10 .45** .44** .38** -.37** -.21** -.30** .47** .50** .44**

11 .41** .38** .26** -.48** -.28** -.39** .31** .38** .30** .57**

12 .49** .47** .37** -.46** -.28** -.39** .40** .44** .38** .67** .72**

13 .29** .32** .32** -.23** -.10** -.18** .46** .40** .46** .36** .26** .32**

14 .27** .28** .28** -.20** -.11** -.15** .47** .40** .47** .34** .24** .28** .77**

15 .35** .35** .29** -.38** -.30** -.40** .37** .38** .36** .37** .39** .40** .39** .37**

Mean 14.34 14 13.23 4.12 8.45 7.52 17.47 9.68 14.80 9.85 10.03 10.21 12.08 11.79 13.33

SD 2.11 2.16 2.06 1.59 2.57 2.45 3.50 1.80 3.01 1.68 1.91 1.65 2.17 2.28 2.11

Skewness -1.19 -1.00 -.57 1.50 .25 .37 -.19 -.52 -.37 -.51 -.77 -.82 -.34 -.16 -.48

Kurtosis 1.10 1.12 .73 2.33 -.19 -.17 .21 .37 .52 .25 .01 .45 .55 .23 -.25

Note. 1 Providing warmth; 2 Autonomy Support; 3 Giving structure; 4 Denial; 5 Coercion; 6 Inconsistency; 7 Group promotion; 8 Followership; 9 Conflict 
resolution; 10 Self-esteem factor1; 11 Self-esteem factor2; 12 Self-esteem factor3; 13 Positive peer relationship factor1; 14 Positive peer relationship 
factor2; 15 Negative peer relationship

**p<.01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s between observed variables         (N=2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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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측정모형 검증

각 측정변수들이 잠재변인을 적절하게 반영하는지 확

인하기 위하여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한 결과, 

x2=1427.674, df=80, p<.001, TLI=.912, CFI=.933, 

RMSEA=.081로 나타나 허용 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

났다. 지표변수 문항에 대한 Cronbach’s a 값은 모두 .7

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신뢰도가 적절한 것을 확인하

였으며 집중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산출한 구인신뢰도

(CR)와 평균분산추출(AVE) 값은 Table 2에 제시되었다. 

모든 잠재변인에 대한 구인신뢰도 값은 .70~.88 범위로 

나타나 .7이상이며 평균분산추출은 부정적 양육태도 척

도를 제외한 나머지 잠재변인에서 .58~.72 범위로 나타

나 .5이상이므로 적절한 타당도를 갖는 것으로 판단하였

다. 잠재변인 간 상관을 조사한 결과는 Table 3에 제시

되었으며 모든 변인 간의 관계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다. 긍정적 양육태도는 자아존중감(r=.64, p<.01), 협동

심(r=.50, p<.01) 또래관계(r=.63, p<.01)와 정적상관이 

있으며 부정적 또래관계는 자아존중감(r=.67, p<.01), 협

동심(r=.43, p<.01), 또래관계(r=.64, p<.01)와 부적상관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3 구조모형 검증

구조방정식 모델링의 결과는 Table 4에 제시되었으

며 잠재변인 간 구조적 관계를 나타낸 결과는 Fig. 2와 

같다. 가정된 경로는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자아

존중감은 긍정적인 양육태도(β=.29, p<.001)와 부정적

인 양육태도(β=-.44, p<.001)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

로 나타났다. 협동심은 자아존중감(β=.46, p<.001), 긍정

적 양육태도(β=.29, p<.001), 부정적 양육태도(β=.12, 

p<.05)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또

래관계는 협동심(β=.51, p<.001), 긍정적 양육태도(β

=.23, p<.001), 부정적 양육태도(β=.11, p<.001), 자아존

중감(β=.08, p<.05)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

다.

Latent var. 1 2 3 4 5

1 Positive parenting attitude

2 Negative parenting attitude -.783**

3 Cooperation .496** -.425**

4 Self-esteem .635** -.665** .582**

5 peer relationship .630** -.641** .785** .661**

**p<.01 

Table 3. Correlations between potential variables

Latent var. Observed Var. b SE β t C.R. AVE
Cronbach’s 

alpha

Positive 
parenting 
attitude

Providing warmth 1.000 .833

.819 .606 .813Autonomy Support 1.022 .023 .846 45.121***

Giving structure .748 .023 .638 33.136***

Negative 
parenting 

attitude

Denial 1.000 .748

.702 .443 .750Coercion 1.205 .049 .557 24.729***

Inconsistency 1.399 .048 .678 29.417***

Cooperation

Group promotion 1.000 .872

.884 .718 .852Followership .475 .010 .805 48.763***

Conflict resolution .852 .016 .864 53.407***

Self-esteem

Self-esteem factor1 1.000 .756

.855 .664 .847Self-esteem factor2 1.187 .030 .790 39.785***

Self-esteem factor3 1.155 .026 .893 43.612***

Peer relationship

Positive peer relationship factor1 1.000 .880

.794 .578 .760Positive peer relationship factor2 1.028 .024 .861 43.320***

Negative peer relationship .515 .022 .467 23.428***

***p<.001

Table 2. The result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of latent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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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Result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3.4 매개효과 검증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Bootstrapping을 실시

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부모양육태도가 자아존중감

과 협동심을 거쳐서 또래관계에 이르는 모든 추정 경로 

값의 95%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유의수준 

.05에서 모든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각된 양육태도와 또래관계의 질 사이에서 자아존중감

과 협동심이 개별적으로 혹은 이중 매개하는 경로가 모

두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4. 논의

본 연구는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로 또래관

계의 질을 설명하는 데에 있어 자아존중감과 협동심의 

역할을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선행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부모의 긍정적/부정적 양육태도가 또래관

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아존중감과 협동심이 순

차적으로 매개하는 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 아동 2577명의 자료를 대상으로 구조방정식 모델

링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연구문제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존중

감, 협동심, 또래관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긍정적 양육

태도와 자아존중감, 협동심, 또래관계는 서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정적 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 

협동심, 또래관계는 서로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가 자아존중

감, 친 사회적 행동, 원만한 또래관계를 형성하는 데에 중

요하다고 제안한 선행연구들의 결과[5,6,14,15]와 일치

하는 결과로서 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아동은 

자아존중감과 협동심 및 또래관계 모두 긍정적으로 지각

하는 반면에 양육태도를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아동은 반

대로 자아존중감과 협동심 및 또래관계 모두 부정적으로 

Path b SE t β

Positive parenting attitude➝Self-esteem .231 .030 7.072*** .294

Positive parenting attitude➝Cooperation .497 .074 6.716*** .286

Positive parenting attitude➝Peer relationship .246 .046 5.344*** .227

Negative parenting attitude➝Self-esteem -.467 .048 -9.632*** -.435

Negative parenting attitude➝Cooperation .320 .125 2.565* .124

Negative parenting attitude➝Peer relationship .170 .076 2.243* .106

Self-esteem➝Cooperation 1.090 .075 14.469*** .455

Self-esteem➝Peer relationship .115 .048 2.398* .077

Cooperation➝Peer relationship .318 .016 19.943*** .508

*p<.05, ***p<.001

Table 4. The result of path analysis

path b SE p BC 95% CI

Positive parenting attitude➝Self-esteem➝Peer relationship .024 .012 .020 [.003, .052]

Positive parenting attitude➝Cooperation➝Peer relationship .158 .029 .001 [.101, .217]

Positive parenting attitude➝Self-esteem➝Cooperation➝Peer relationship .074 .015 .001 [.046, .104]

Negative parenting attitude➝Self-esteem➝Peer relationship -.054 .028 .028 [-.112, -.005]

Negative parenting attitude➝Cooperation➝Peer relationship .102 .046 .030 [.012, .193]

Negative parenting attitude➝Self-esteem➝Cooperation➝Peer relationship -.162 .027 .001 [-.224, -.117]

Table 5. Serial multipl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and cooperation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8권 제5호492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더 나아가 본 연

구에서는 부정적인 양육태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

향과 자아존중감이 협동심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협동심

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가 다른 경로들에 비

해서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중재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목표에 따라 표적

변인을 달리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자아

존중감이 높지만 협동심이 낮은 아동의 경우에는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태도를 감소시키는 것만으로 또래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별로 효과적이지 못할 수 있다. 그 대신에 

실제 또래관계 안에서 협력적인 행동들을 시도할 수 있

도록 직접적으로 중재하면서 이와 함께 부모의 양육태도

를 긍정적으로 지각할 수 있도록 실제 부모의 양육태도

를 교정하거나 아동의 지각이나 관점을 바꾸도록 돕는 

것이 또래관계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그리

고 긍정적 양육태도가 자신의 가치에 대한 인지적인 평

가를 반영하는 자아존중감과 자신의 사회적 역량에 대한 

평가를 반영하는 협동심에 미치는 영향이 동일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양육태도가 학령기 

아동의 친사회적인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제안

한 선행연구[28,31]의 결과를 지지하며 양육환경이 자아

존중감 뿐만 아니라 또래와 협력하는 태도를 기르는 데

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부모의 양육태도가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자아존중감과 협동심이 포함된 직렬다중매개모

형의 유의성을 살펴본 결과,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아존중감과 협동심을 통하여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

는 각각의 경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

아존중감과 협동심의 이중매개효과 또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양육행동이 또래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자아존중감을 거쳐

서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38]의 결과

를 지지한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는 협동심을 고려하지 

않은 한계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 협동심을 포함하여 살

펴본 결과, 부모양육태도가 자아존중감을 거쳐서 또래관

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보다 협동심이 포함된 경로계수

의 추정치가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협동심이라

는 변수를 함께 고려했을 때, 부모양육태도가 자아존중감

을 거쳐서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미비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긍정적 양육태도가 또래관계

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중에서는 협동심을 거쳐서 또래

관계에 이르는 경로의 추정 값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

다. 그리고 부정적 양육태도가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중에서는 자아존중감과 협동심을 순차적으로 거쳐

서 또래관계에 이르는 경로의 추정 값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정적 양육태도가 협동심을 거쳐서 또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음수(-)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 것과 달리 양수(+)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나

타난 이유는 협동심에 대한 부정적 양육태도의 영향이 

작은 것에 비하여 협동심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게 나타나 최종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추정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부정적

인 양육태도가 협동심을 직접적으로 저해한다기보다는 

자존감을 거쳐 간접적으로 협동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

는 것이 이론적으로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종합하면, 

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아동이 그렇지 않은 아

동보다 자신의 협력행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지만 부정적인 양육태도 수준을 높게 지각하는 아동이

라도 자존감이 높은 아동은 자신의 협력행동을 낮게 평

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낮은 협동심을 설

명해줄 수 있는 다른 변수들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며 자아존중감과 또래관계 사이를 연결하는 제 3

의 변수들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

사한다.

결론으로, 부모님이 따뜻하고 친절하게 반응해주고, 

자신의 선택을 존중하고 지지해준다고 느끼는 아동은 자

기 자신에 대한 존중감과 만족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안할 뿐만 아니라 친구

의 의견도 존중하면서 기꺼이 협력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친구들과 함께 

관심과 애정을 나누며 원만한 관계를 잘 유지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대로 부모님이 자신

의 방식을 강요하고, 감정에 따라 불쑥 화를 내며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아동은 자신의 존재가치에 대

해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집단 안에서 긍정적으로 의견을 나누거나 소통하지 못하

는 태도로 이어져 타인에게 무관심하고 짜증을 자주 내

는 것과 같은 부정적인 관계패턴을 지속하는 데에 기여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학령기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

육태도가 또래관계의 질 향상에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부모의 양육태도에 직접개입하지 못할 경우

에는 자아존중감과 협동심을 향상시키는 것이 또래관계

를 개선하는 데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다. 그리고 또래로 구성된 집단 안에서 협동심을 향상시

킬 수 있도록 고안된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또래관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협동심의 직렬다중매개효과 493

가장 효율적이지만, 개인치료 안에서 자아존중감을 향상

시키도록 돕는 중재 또한 협동심에 영향을 주어 또래관

계를 개선하는 데에 간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사회성의 하위요소에 해당하는 협동

심에 초점을 두고 부모변인과 개인변인, 또래관계와의 관

련성을 살펴본 연구가 전무한 상황에서 이들 간의 구조

적 관계를 규명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겠다. 이상의 논

의를 바탕으로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과 시사점을 제시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보고한 일방적인 정보만

을 사용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친구 입장에서는 

아동과의 관계를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기 

어렵고, 부모의 실제적인 양육태도와 민감도를 반영한다

고 보기 어려우며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을 배제하기도 

어렵다. 또래관계는 두 명 이상의 아동이 함께 경험하는 

관계를 의미하므로 친구의 지각을 함께 수집하여야 또래

관계 질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

다. 이에 향후에는 다양한 자료수집방법을 동원하여 실제

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또래관계 현상을 보다 깊이 이해

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집단 따돌림과 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동이 학교에 들어오기 이전에, 가족 관련 정책이나 서

비스를 통하여 자녀가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맺도록 촉진

하는 부모의 적절한 양육행동에 대한 지침을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 

혹은 정책제안자가 부모로 하여금 부모가 적절한 양육 

전략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하므로, 양육태

도 개선을 위한 조언과 지침을 최적화하기 위한 후속연

구가 계속되어야 하겠다.

셋째,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또래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자아존중감을 개선하는 것보다 협동심을 향상

시키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따라서 집단을 촉진하는 

방법, 집단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게 임하는 태도, 집

단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을 배우도록 직접적으로 가르

치고 학습하도록 도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집단으로 

할 수 있는 보드 게임, 팀 기반 신체 활동, 집단 예술, 팀 

기반 프로젝트 학습 등과 같이 또래와 함께 협력 혹은 경

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

다. 그리고 교사나 치료자는 구체적인 목표에 따른 적절

한 피드백과 지침을 제공하고 모두가 구성원으로서 역할

을 맡아서 수행할 수 있도록 격려하여야겠다. 한편 이러

한 현장에 기반한 실증적 자료를 바탕으로 향후 프로그

램 안에서 활용될 수 있는 유용하고 타당한 개입전략과 

효과성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넷째,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중학교 이상의 발달단계 

에 있는 아동의 경우에는 부모관련 변수와 개인 심리적 

변수의 영향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연

령이 다른 아동들에게 일반화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향후

에는 이러한 관계가 성장하면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추적

하여 발달단계에 적합한 지도지침과 중재전략을 탐구하

는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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