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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이 연구는 후기 학령기인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의 신체상과 

자아존중감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한국과 대만의 

비교연구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대만 초등학생의 신체상과 

자아존중감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학년과 성별 및 

국적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또한 신체상이 

행복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이 둘의 관계를 

자아존중감이 매개하는지 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한국과 대만 초등학생의 신체상, 자아존중감, 

행복감은 학년과 성별 및 국적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한국과 대만 초등학생의 신체상, 자아존중감, 

행복감이 서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3】한국과 대만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은 신체상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매개효과가 있는가? 

    이상의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초등학생의 신체상,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을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통하여 조사하였다. 설문조사는 한국의 수도인 서울의 관악구, 

동작구 및 송파구에 소재한 4곳의 초등학교에 다니는 5, 6학년 

일반아동 424명과 대만(臺灣)의 수도인 타이페이(臺北)의 

문산구(文山區), 중정구(中正區) 및 신점구(新店區)에 소재한 4곳의 

일반아동 449명, 총 873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수집된 자료는 

SPSS Statistic 20를 사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χ2검증, 독립표본 t-검정, 상관관계분석, F검정, 일원변량분석, 

이원변량분석,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매개효과를 

검증할 때에는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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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한국 아동의 경우 학년과 성별에 따라 신체상과 

자아존중감의 차이가 있었다. 학년에 따른 차이에서는 5학년은 

6학년보다 신체상에서 더 높은 점수가 나타났다. 자아존중감과 

행복감 간에 서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행복감의 하위영역인 

교우관계에서 6학년은 5학년보다 또래관계가 더 친밀하다고 

지각하였다. 또한 성별에 따라 신체상과 자아존중감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남아가 여아보다 신체상과 자아존중감에 대해 

더욱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행복감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었지만, 하위영역인 교우관계와 삶의 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교우관계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더 높은 점수를 보인 반면, 

삶의 만족도에서는 남아가 여아보다 더 높은 점수를 보인다. 

   한편, 대만 아동의 경우 학년에 따라 신체상과 행복감에는 

차이가 없었지만, 자아존중감에서 차이가 있었다. 6학년은 

5학년보다 자아존중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별에 

따른 신체상, 자아존중감, 행복감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행복감의 하위영역인 교우관계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다.   

   다음으로 한국과 대만 아동을 비교해보면 신체상과 자아존중감 

및 행복감에서 각기 다른 차이를 보였다. 대만 아동은 한국 

아동보다 신체상과 자아존중감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행복감은 

차이가 없지만 하위영역인 교우관계와 삶의 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교우관계에서 한국 아동은 대만 아동보다 더 높은 

점수를 얻었지만, 삶의 만족도에서는 대만 아동이 더 높은 점수를 

보인다. 

    둘째, 한국과 대만 초등학생의 신체상과 자아존중감은 행복감과 

유의한 정적 관계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신의 외모와 체형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높을수록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이 

높아진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한국과 대만 초등학생의 신체상이 행복감에 유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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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며, 자아존중감은 이 둘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였다. 이 영향력은 아동의 성별, 형제 유무, 주관적 

가정경제와 주관적 학업성적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유의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과 대만 초등학생의 신체상과 자아존중감, 

행복감 간의 유의한 차이를 검증하였다. 또한, 이 시 기의 아동이 

자신의 외모와 신체에 대한 평가는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주관적 

삶의 행복감 간의 서로 상관관계가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초등학생의 신체상이 행복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서 이 둘의 

관계를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매개한다는 점을 검증하였다. 

 

주요어 : 행복감, 신체상, 자아존중감, 한국, 대만, 비교 

학  번 : 2011-2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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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문제 제기 

행복은 삶의 중요한 요소이다. 긍정심리학의 영향으로 행복감에 

관심을 가진 연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심리학, 인간발달, 아동학 

분야의 많은 연구자들이 행복을 주제로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아동기의 행복에 대한 연구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행복감은 

건강한 심리적 상태의 지표이며 아동기는 성격이 형성된 중요한 

시기라는 점에서 아동의 행복감은 발달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동의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다양하다. 아동은 

학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 자신의 신체적 특성, 심리적 

요인 뿐만 아니라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과 또래, 교사관계도 아동의 

행복감에 영향을 준다. 그리고 학교나 학원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아동의 체력적, 심리적 상태에 부담이 된다. 거시적으로 

보면, 사회 문화적 배경도 행복감의 중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초등학생의 행복감에 대해 연구하려면, 아동의 신체적 요인과 

심리적인 요소, 그리고 학교생활에 대한 상황을 잘 파악하고 

분석해야 한다. 

한편, 사춘기로 이행하는 후기 학령기 초등학교 5, 6 학년 

아동은 학업에 대한 부담과 압력이 서서히 높아지는 시기이다. 

동시에 급격한 신체적 성장과 변화가 시작되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주관적 인식과 태도 그리고 행복감은 자신을 둘러싼 환경적 요인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초등학생의 행복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초등학생의 신체적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사춘기에 일어나는 신체, 생리적 변화가 단순히 외형상의 변화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발달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이보람, 2011). 즉 초등학생들은 신체적 외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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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존중감은 서로 관련이 있다. 많은 연구들은 이상적 체격, 

신체적 능력에 대한 또래의 태도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준다고 지적하였다. 여아들의 신체적 발달이 또래보다 더 일찍 

시작되는 경우, 심리적 부적응을 초래하는 것으로 보인다(Graber, 

Brooks-Gunn, & Warren, 2006). 이러한 결과에 의해, 사춘기 

아동의 신체상과 자아존중감 간에 서로 관련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아동은 자신을 잘 수용하며 우울이나 

불안을 거의 보이지 않고, 공격성 수준도 낮아 대인관계에 긍정적 

행동을 보이고 학교생활에도 더 잘 적응하여 결국 자신의 삶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와 느낌을 가지게 된다(Stein, 1995). 따라서 

자아존중감은 아동이 지각하는 행복감과 관련된다. 또 행복감에 

미치는 중요한 심리적 요인인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개인의 

사회성과 적응능력도 높으며(원두리．김교헌, 2006; 김희숙, 2007), 

학업성적과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능력도 높다(김철수, 2010).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능력이 떨어지고 대인 

관계나 기타 사회적 관계에서도 부정적인 행동을 보일 수 

있으며(어주경, 1998), 낮은 자아존중감은 우울증, 대인관계, 

건강상태 등 여러가지 적응문제와 관련이 된다(DuBois & 

Tevendale, 1999; Robins, Hendin, & Trzesniewski, 2001). 

그러므로, 자아존중감이 심리적인 웰빙(well-being)의 중요한 

지표라고 말할 수 있다(Baumeister, Campbell, Krueger, & Vohs, 

2003; Oishi, Diener, Lucas, & Suh, 1999).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과 대만 아동의 행복감을 

탐구하려면 자아존중감을 먼저 파악하여야 한다. 같은 아시아 

문화권에 속해있는 한국과 대만 아동들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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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들은 비슷할까? 오늘날, 서양사상의 도입과 경제가 발전된 

한국과 대만의 부모의 훈육방식이 많이 달라진다. 과거의 체벌 대신 

아동을 격려하고 부모가 자녀에게 애착표현을 더 많이 하는 

사회이다. 이러한 변화와 차이는 한국과 대만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대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이러한 점에서 한국 및 대만 후기 

학령기 남녀 아동은 신체상의 차이로 인한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의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한 비교연구가 필요하다. 

한국과 대만을 비교하는 이유는 두나라가 상당히 유사한 

나라이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분야에서 많이 비슷하다. 두 

나라는 모두 9 년제 의무교육, 중국 유교의 영향으로 학력과 학벌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가지고 있어 이에 따라 대학진학률이 

아주 높은 수준이다. 지나친 교육열은 서울과 타이페이에서 현재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사교육비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은 두 나라는 교육제도와 

사회문화에서 유사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문화배경이 달라서 

아동에 미치는 영향에도 차이가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런데 

한국과 대만의 아동학 영역에서 이러한 비교문화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과 대만의 문화적, 

사회적으로 인한 초등학생의 행복감에 많은 차이점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한국과 대만은 같은 아시아인이고 외모나 신체적인 

이미지가 비슷하게 보이지만 두 나라는 미에 대한 의식이 다르다. 

李恩泰(2005)의 연구에 따르면 문화적 사회적 맥락에 따라 외모에 

대한 표준과 평가가 달라지는데, 한국사회가 대만보다 외모관리를 

더욱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따라서 한국과 대만 아동이 

자신의 외모와 신체를 평가하는 방식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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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 즉 5, 6 학년 아동이 어떻게 

자신의 외모와 신체를 평가하는지가 자신에 대한 평가와 행복감에 

대한 영향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 

종합해보면 Bronfenbrenner(1979)의 생태체계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다. 초등학생의 행복감과 신체상, 그리고 자아존중감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아동을 둘러싼 환경 또한 끊임없이 

상호작용한다. 더욱이 이러한 상호작용은 사회문화적 맥락의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초등학생의 신체적 변화가 심리적 측면에 영향을 

주는가에 초점을 두어 이 시기 아동의 비약적인 신체와 외모의 

변화가 심리적 측면에 어떤 영향을 끼치며,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변화시키면서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과 

대만의 사회문화적 가치관이 비슷하지만 어느 정도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서로 장점을 배우고 단점을 개선하면 아동의 건강한 삶을 

위해 더 좋은 환경을 조성해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한국과 대만의 5, 6 학년 아동의 신체상과 자아존중감, 

행복감의 차이를 비교분석하여 세 변수 간의 관계를 밝힘으로써 

국제비교를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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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앞에서 제기 된 문제를 구체화시키기 위해 먼저 한국과 대만 

아동의 생활환경을 살펴보고 행복감, 신체상, 그리고 자아존중감 에 

관련된 선행연구의 결과들을 고찰한다. 

1. 행복감 

1) 행복감의 개념 및 이론 

최근 긍정심리학(positive psychology)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행복감에 대한 연구가 이전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긍정심리학적 접근의 전면에 자리잡고 있는 것은 예방과 

관련되는 것이고 체계적인 유능감 개발에 초점에 관점을 둔다. 이 

목표는 개인의 장점이나 강점에 초점을 두고 이를 강화함으로써 

인간의 좋은 특성을 개발하고 개인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도록 촉진하는데 있다(김남희, 2005). 행복감에 

대한 개념도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다소 상이하지만, 

Diener(1984)는 “행복은 인간의 모든 행동의 목적”이라고 한다. 

‘행복감’의 용어는 행복(happiness)뿐만 아니라 웰빙(well-being), 

심리적 안정감 (psychological well-being), 행복감(subjective 

well-being), 그리고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 라고 하며, 

행복은 일반적으로 삶에 대해 만족해하고 기분이 좋은 상태를 

의미한다(Layard, 2003). 행복감은 개인 심리적, 사회적 측면의 

생활에 대해 지각하여 평가를 내리는 결과이다. 즉 삶에 대한 

평가는 한 개인의 행복한 정도를 반영한다(Diener, 1984). 또한 

행복감은 건강한 심리상태의 중요한 지표이다. 건강한 심리상태는 

다른 심리적 증상이 없어도 긍정적인 심리적 특성을 가지는데 

이러한 건강한 심리를 가진 사람들은 성숙하고 안정된 인격뿐만 

아니라 높은 행복감과 자아존중감, 독립상, 그리고 적응능력을 

가지고 있다(柯永河, 1993). 행복감은 개인의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의 비율에 의존하는데 만약 한 사람이 매우 두려운 

경우에 처하여 부정적 정서를 가지더라도 상당히 유쾌하고 긍정적 

경험이 있다면 양자는 서로 상쇄하여 여전히 행복감을 느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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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사회과학과 심리학 분야에서는 행복감에 대한 연구가 

웰빙(well-being)의 상태로 탐구한다. 연구초점에 따라 행복감에 

대한 정의도 다르지만 일반적인 정의를 보면 심리적 

안정감(psychological well-being), 주관적 안녕감(subject well-

being) 및 웰빙(well-being)이다. 심리적 안정감은 심리적 건강에 

초점을 두며, 행복감은 인지에 초점을 둔다(陸洛, 1998). 

施建彬(1995)은 각 학자의 행복감에 대한 정의를 정리한 것으로 

아래의 표와 같다.  

〈표 II-1〉 행복감의 정의 정리표 

행복감의 유형 정의 분석 

 

 

 

정서 측면 

Veenhoven(1994)는 행복감은 

긍정적 정서이라고 

지적하였다. 긍정적과 

부정적인 정서들은 서로 

상쇄를 통해 행복감의 정도를 

알 수 있다.  

생활 속에 우발적인 

사건은 정서에 대한 

영향과 개인의 인지가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소홀하여 행복감에 

대해 전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인지 측면 

개체는 인지적으로 자기 삶에 

대해 평가함으로써 행복감을 

형성한다. 개인 주관적인 

인지는 사건에 대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기에 사람에 따라 

같은 사물에 대한 인지도 

다르다. 즉, 같은 사물이더라도 

다른 영향을 미친다(陸洛, 

1998). 

개인의 인지로 

행복감평가에 편중하며, 

잠시적 정서는 행복감의 

영향을 약화한다.  

 

 

정서 및 인지 

측면 

Andrew & Withey(1976)는 

행복감은 인지와 정서 2 가지 

측면으로 전반적인 삶에 대해 

평가하는 결과라고 한다. 삶의 

만족도,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이 3 가지 요소가 

포함된다. 

정서와 인지 2 가지 

측면으로 행복감을 보는 

것은 행복감의 내적 및 

외적 요소를 완전히 

탐구할 수 있지만 심리적 

건강의 요소에 대해 

고려를 못한다. 

 

심리적 건강 측면 

행복감과 심리적 건강은 

비슷하다. 행복감은 개인의 

신체적과 심리적 건강 

상태이며, 심리적 건강은 

행복감의 중요한 지표이다 

(林子雯, 1996). 

건강한 심리상태가 곧 

행복이라는 것은 아직 

논쟁이 많고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자료출처: 施建彬(1995), 幸福感來源及其相關因素之探討。 

행복감의 유형은 정서, 인지, 정서 및 인지, 그리고 심리적 건강 

등 4 가지 측면에 초점을 두는데 그 중 행복감을 정서 및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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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으로 설명하는 것은 보다 전면적이고 포괄적이다. Andrew & 

Withey(1976)는 감정 및 인지적 측면의 행복감을 개인 주관적 

경험이라 진술했으며, Argyle(1987)와 Diener(1984)는 이 정의를 

사용하여 행복감의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沈力群, 2009). 따라서 

현대적 연구에서 행복감의 개념을 개인의 생활에 대한 주관적인 

느낌과 평가라고 강조하며, 삶의 만족도와 긍정적 정서로 정의하여 

사용한다. 이상의 자료를 종합해 보면, 행복감은 개체로 하여금 

자신의 삶에 만족스러워하고 심리적 건강과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게 한다. 아동의 행복감을 연구하려면 아동의 정서와 인지를 

잘 파악해야 한다. 자기가 속한 환경에 대한 아동들의 지각, 그러한 

환경 속에 있는 사람이나 사건들의 상호작용에 대한 대처 그리고 

그들의 긍정적인 정서와 부정적인 정서의 변화 등은 모두 아동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후기 학령기 아이들은 신체의 급격한 

변화와 정서적 변화를 경험하면서 삶에 대한 인지와 감정도 

달라진다고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초등학생의 행복감은 아동이 

자신의 생활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과 느낌에 대한 

만족도라고 볼 수 있다.  

행복감에 대한 접근은 하향이론(Bottom-up model), 

상향이론(Top-down model), 통합이론으로 구분되며 각 이론에서 

행복감에 대한 설명은 약간 다르다(Diener, 1984; 송영이, 2011). 

먼저, 하향이론은 생활 속에 있는 사건으로 행복감의 형성을 

설명한다(Suh, Diener, & Fujita, 1996). 하향이론은 개체가 목표를 

설립하고 노력하여 목표를 달성한 후 행복감이 생긴다(Holahan, 

1988). Maslow(1970)은 인간은 각 계단에서 욕구(needs)가 다르고 

개체가 먼저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만족시켜야 다음 단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매개 단계의 목표달성은 개체에게 행복감을 

가져다준다. 즉 행복감은 욕구를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느끼는 

만족감이다. 그리고 하향이론은 사회활동에 참여함으로써 행복감을 

영위한다고 진술하였다. (Omodei & Wearing, 1990). 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나 사물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보람을 얻고 개인의 욕구를 만족시켜 더욱 높은 성취감과 가치관을 

획득하는데 이것은 행복감이다. (Argyle, 1987; Diener, 1984)라고 

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과 삶의 사건 혹은 작은 

일이라도 우리 행복감의 기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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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상향이론은 개인의 성격과 개인 특성 때문에 어떤 사람이 

쉽게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한다(Veenhoven, 1994). 낙관적인 

사람은 긍정적으로 사고하여 쉽게 행복감을 지각하고(Morris, 2001) 

사교적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 또한 행복감이 높다(Chan & Hoseph, 

2000). 동일한 환경이나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행복해하지만 어떤 

사람은 불행하다고 느끼게 되는데, 이러한 차이는 개인의 성격, 

자기 존중감, 통제감과 같은 개인적 요인에서 비롯된다(Chen & 

Furnham, 2004; 송영이, 2011). 

마지막 통합이론에서 행복감은 상대적이며 비교적인 것이라고 

하는데 3 가지 기본적 조건이 있다(Veenhoven, 1991). 첫 번째, 

행복감은 비교의 산물이다. 두 번째, 비교표준은 상황에 따라 

조절된다. 세 번째, 행복감은 어떠한 객관적으로 규정된 표준에 

준거하는 것이 아니라, 개체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한다. 

비교대상은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자신과 비슷한 점을 가진 타인과 

비교하거나(Argyle & Lu, 1990) 혹은 자신의 과거와 비교하면서 

과거 생활보다 지금 생활이 더 좋으면 행복감이 일어나지만, 지금 

생활이 더욱 어려우면 행복감이 낮아진다(郭俊賢, 1994). 

Michalos(1985)는 인간의 생활 속에 어떤 부분(예: 인간관계)에 

대해 행복감은 어떤 사람의 기대와 실제로 받은 수준과 비교하여 

생긴 차이에 의해 기원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통합이론의 행복감은 

개체가 자신이 어떤 표준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함께 비교하면서 

생기는 것이다. 이 표준에 비해서 기준보다 더 높으면 행복하고 

낮으면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이다.  

2) 아동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Bronfenbrenner(1979)의 생태체계이론 관점에서 볼 때, 

복잡한 관계체계에 있어서 자신의 기질과 친밀한 사람, 환경, 

심지어 사회적 가치와 법적 규범 등으로 각각의 체계에서 상호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아동의 행복감이 형성된다. 아동을 

연구대상으로 행복감을 조사하여 행복감의 구성요인을 탐구한 결과 

이정화(2008)는 한국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요인에는 가정환경, 

자아특성, 개인능력, 대인관계라고 밝혔다. 또한 김종백과 

김태은(2008)은 청소년이 친구관계, 교사관계, 학습활동의 즐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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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효능감, 환경적 만족, 그리고 심리적인 안정으로 구성된 

학교생활의 행복감이 구성요인이라고 확인하였다. 강영하(2008)의 

행복감의 구성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정리해보면, 행복감은 

욕구충족, 자아존중감, 인간관계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밝혔다(강영하, 2008).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요인은 환경적 

부분의 관련과 개인적 부분의 관련 두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환경적인 관련요인으로는 부모의 양육태도, 학교경험, 외부적 

지지체계 등이 있으며, 개인적인 관련요인으로는 성별, 우울함,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완벽주의 등이 있다(송영이, 2011). 따라서 

아동 주변에 있는 사람과 사물들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중에 자아존중감은 아동의 행복감을 결정하는 심리적 요인 

중의 하나로써 많은 선행연구을 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자아존중감과 행복감 간의 강한 관계가 있다는 점을 실험을 통해 

증명하였다(Campbell, 1981; Diener & Diener, 1995; Furnham & 

Cheng, 2000; Shackelford, 2001; Baumeister, Campbell, Krueger, 

& Vohs, 2003). 높은 자아존중감은 행복감으로 이어지는 반면에 

낮은 자아존중감은 우울함으로 이어진다(Baumeister et al., 2003). 

Veenhoven(1991)은 자아존중감을 행복감의 구체적 개념으로 

간주하여 자아존중감이 행복감과 동격이라고 주장하였다(이정화, 

2005). 왜냐하면 높은 자아존중감은 사람이 스트레스나 역경에 

처할 경우에 긍정적인 판결로 자신의 관점을 지지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Baumeister et al., 2003). 따라서 자아존중감이 

높아서 행복감도 높다(Campbell, 1981; Diener, 1995). 행복감을 

높임으로써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고 자아존중감을 높임으로써 

행복을 높일 수 있다(이정화, 2005). 행복감과 자아존중감이 서로 

영향을 주고 상호작용해서 밀접한 관계를 보인다.  

그리고, 신체적으로 외모가 매력적인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더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지고 있어 더 

큰 행복감을 갖는다(박현정, 2010). 외모에 매력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기질을 가지고 있어서 타인의 호감을 

갖는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행복감이 더 높다(Holder & 

Coleman, 2008). 신체상이 행복감 간의 관계를 알아보는 

연구에서는 신체상과 행복감이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밝혔다(Campbell, Converse, & Rogers, 1976; Umber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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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hers, 1987; Diener, Wolsic, & Fujita, 1995). 많은 한국의 

선행연구는 주관적 외모와 신체에 대한 평가가 높을 수록 행복감이 

높았다는 관점을 제시하였다. (양계민, 1993; 박은아, 2003; 정명선, 

2003; 홍금희, 2006; 구자영 외, 2006; 박현정, 2010). 청소년기로 

이행하는 초등학생은 급격한 신체변화 이외에 제 2 차 성징을 

경험하게 된다. 그런데 이 시기에 아동이 자신의 외모나 신체적 

요소에 대해 어떻게 지각하는지, 그리고 또래들이 어떠한 반응이나 

태도를 보이는가가 심리적 성태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는 아동의 행복감을 탐구하기 위해 중요한 심리적 요인인 

자아존중감과 신체상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3) 행복감에 대한 한국과 대만의 선행연구 

2006년 7월 영국 레스터(Leicester) 대학의 심리학자인 Adrian 

Whites는 178개 나라, 총 8만명 이상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조사하

여 “세계 행복지도” (World Map of Happiness)를 밝혔다. “세계 행

복지도”에서 미국은 23위, 영국은 41위, 독일은 35위였으며, 아시

아권에서 대만은 68위, 중국은 82위, 일본은 90위였고, 한국은 이

보다도 훨씬 낮은 102위를 기록했다(연합뉴스, 2006.07.28, 세계행

복지도, 2006). 한국의 초등학생들은 물질적으로 빈곤하지 않지만 

행복지수에 있어 다른 국가들보다 낮게 나타났다. 또한  “한국 어린

이−청소년의 행복지수 연구와 국제비교”(연세대학교 사회발전 연구

소, 2010)에 따르면, 한국 어린이,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영역은 

비교 대상 국가를 가운데 최하위에 위치하였다. 가정형태의 변화로 

한 부모의 가정과 맞벌이 가정, 외동딸, 외동아들 가정의 수가 점차 

많아지면서 부모가 자녀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도 짧아졌다. 또한 높

은 교육열로 인하여 부모가 자녀에게 큰 기대를 부여하기 때문에 

방과후에 아동들이 또래와 같이 어울리는 대신 학원에 간다. 한국의 

초등학생들에 대한 행복감에 대한 조사들은 현대 아동들이 행복하

지 않다는 결과를 보인다 (박종일．박찬웅．서효정．염유식, 2010). 

대만 내정부가 2001 년부터 “강의잡지”(講義雜誌)에 위탁한 

대만 초등학생의 행복지수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2 년 

기준으로 86.6%의 대만 초등학생 아동들은 전반적으로 자기가 

행복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 결과는 “대만 초등학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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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지수”를 조사한 12 년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이다. 대만 아동은 

전반적으로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학교에 가는 것”이 

행복하다고 생각한 아동은 75.4%에 그쳤다. 이는 과거보다 2% 

감소하였고 12 년 동안 가장 낮은 비율이다. 즉 전반적인 대만 

아동이 행복한다고 생각하지만, 학교생활은 즐겁지 않다고 느겼다. 

대만 아동복지연맹 조사는 대만 아동이 또래관계에서 좌절감을 

느낀다는 현상을 밝혔다. 이에 대해 대만 부모가 자녀를 과도하게 

보호하여 아동이 학교생활을 하는데 점점 문제가 생겼다고 보였다. 

55.8%의 대만 아동이 학교안전문제에 대한 걱정을 하게 된다는 

응답을 하였으며, 이 가운데 폭력적인 원인이 43.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柴松林, 2011). 이에 따라 현재 대만 아동은 친구를 

사귀기 어렵고 학교생활 적응기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2. 신체상 

1) 신체상의 개념 및 이론 

신체상(body image)은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자기 신체에 

대한 반영이다(the picture of our own body which we form in our 

mind)(Schilder, 1935). Schilder(1935)이 먼저 신체상이 심리적, 

사회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고 밝혔다(楊嘉惠·林耀豐, 2011). 

Schilder(1935)의 정의따르면 신체상은 감각기관과 심리적, 

사회적인 요인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개체가 마음 속에 자기의 

외모와 신체에 대해 형성된 이미지이다. 그리고 신체상은 모든 

사람이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3 차원의 이미지라고 하였다(조화형, 

2006).  

또한 Cash 와 Pruzinsky (1990)은 신체상에는 인지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 2 가지 측면이 포함이 된다고 지적하였다. 

외모신체상의 인지적 측면이란 자신의 신체에 대한 지각과 

신체적인 경험이고 정서적 측면이란 개체가 자신의 외모, 신체와 

신체적 기능에 대한 만족여부이다. 또한, Cas 와 Pruzinsky(1990)는 

신체상의 7 가지 특성에 대해 제시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1) 신체상은 신체와 신체적 경험에 대한 지각과 생각, 감정; (2) 

신체상이 다면적; (3) 신체상이 자아에 대한 지각이 긴밀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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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상에 사회적 영향을 줌; (5) 신체상은 정지하지 않음; (6) 

신체상이 메시지를 처리에 영향을 줌; (7) 신체상이 행동에 영향을 

줌으로 7 가지 특성이 있다. 비슷한 개념을 제시한 Slade(1994)도 

신체상은 지각적인 면과 태도적인 면의 2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하였다. 즉 지각적 요소는 개체가 자신 체형에 대한 평가의 

정확성이며, 태도적 요소는 개체가 자기 신체에 대한 감정과 정서인 

신체적 개념(body concept)이다. 

그리고 Lewis 와 Scannell(1995)는 신체상이 신체에 대한 

주관적 생각과 개인의 심리적 경험으로 형성된다는 것을 

지적하였는데, 환경이 끊임없이 자극을 주면서 신체상도 변화한다. 

더욱이 신체상이 자아존중감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Lewis & Scannell, 1995). 비슷하게 Davis(1997)도 

신체상은 개체가 자신의 외모와 신체에 대한 인상과 심리적인 표현 

뿐만 아니라 신체적 자존감(body-esteem)와 자아존중감이 형성된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하였다. 신체상은 개인이 자신의 신체적 

특징에 대한 주관적, 종합적, 평가적인 개념으로써 이러한 개념은 

타인이 자신의 신체에 대한 평가가 포함된다(張春興, 2002). 그리고 

신체상이 역사, 문화, 생리적인 영향을 주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한다(廖柏雅, 2004).  

종합해 보면, 신체상의 정의는 심리적과 사회문화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면서 상호작용하여 자신의 외모와 신체적 특징과 개념에 

대한 지각과 만족도, 주관적 평가를 내린다. 다시 말하면, 신체상은 

여러 측면으로 형성된 개념이고 주관적이고 종합적, 평가적 인 

개념이다. 신체상이 발달 과정에 개체가 속한 환경과 상호작용하여 

끊임없이 자극을 받아 형성된다. 따라서 신체상이 개인의 생각과 

경험, 그리고 속한 환경과 깊은 관련이 있다. 

2) 신체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신체상은 유아기나 아동기에 형성되어 사춘기 동안에 주요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므로, 아동기의 신체상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이해와 연구는 중요하다(이분옥, 1999). 특히 

청소년기의 신체적 만족여부는 청소년의 정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자신의 신체상을 이상적으로 지각하고 타인과도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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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다고 지각할수록 정서적으로 자신에 대해 만족한다(Horn & Gurel, 

1981). 조사결과 부정적 신체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심리적 문제나 

섭식장애 문제가 있었다(Stunkard & Mendelson, 1961; Horn & 

Gurel, 1981; Mendelson & White, 1985).  

余玉眉(1975)는 신체상에 영향을 주는 4 가지 요인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1) 감각기관을 통해 지체기능이 지각하고 반응된 

외모와 신체의 모습; (2) 개인 과거의 경험에 의하여 생긴 내적 

심리적 요인; (3) 부모나 주변 사람이 어떻게 자신을 보는지에 대한 

반응과 상호작용을 통한 사회요인; (4) 타인과 상호작용을 통해 

자기가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 라고 생각하는 반응과 태도 

4 가지 요인들을 상호작용을 통해 신체상이 형성된다.  

Slade(1994)는 신체상의 영향 요인 모델(A model of the 

factors influencing the development and manifestation of body 

image.)을 제출하였다. 이는 아래 [그림 II-1]와 같다. 

 

 [그림 II-1] 신체상의 영향 요인 모델 (Slade, 1994) 

Slade(1994)는 신체상이 영향을 받는 원인을 지적하였다. 먼저 

문화와 사회적 표준(Cultural and social norms)요소는 신체상이 

사회문화에 영향을 받았다. 예를 들면, 대중매체로 인해 마른체형이 

이상적 체향이라고 생각하는 것; 또한, 자기의 체중과 체형에 대한 

태도(Individual attitudes to weight and shape)요소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배경에 따라 신체상이 다르고 동시 사회문화적 요인도 

개체에게 영향이 있음; 마지막 생물적 요인(Biological variables)도 

신체상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신체상이 왜곡되는 사람이 식욕부진증이나 식욕이상 항진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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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린다. 그래서 Thompson(1990)는 신체상에 왜곡된 영향을 준 

5 가지 이론을 설명하였다. (1) 뇌 피질의 측면(cortical aspects), 뇌 

신경이 이상한 현상; (2) 발달적 요인, 사춘기 때 생리적 신체의 

성숙한 정도와 비웃음 경험; (3) 사회문화적 이론(socio-cultural 

theory), 현대사회에서 미에 대한 표준에서 비만은 억제되야 되고 

날씬한 몸이 예쁘다고 과도하게 강조; (4) 이상적 자아이론(self-

ideal discrepancy theories), 자신이 평가하는 실제 체형과 이상적 

체형의 차이; (5) 적응실패론(adaptive failure theory), 보통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진행한 아동들이 자신의 급격한 신체적 

변화에 대한 인식을 못해서 발생하는 왜곡된 신체상이다.  

생리적 요인에서 성별 차이가 신체상에 중요한 역할을 한 다고 

밝힌 선행연구가 많다(Wendel & Lester, 1988; Wade, 2000; 

Smolak & Levine, 2001; Smolak, 2004). 특히 조숙한 여학생들이 

늦게 성숙한 여학생보다 체중이나 외모에 대한 불만족하거나 낮은 

자아존중감이 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Blyth, Simmon, & Zakin, 

1985; Graber, Lewinsohn, Seeley, & Brook-Gunn, 1997; 

Hayward, Killen, Wilson, Hammer, Litt, Kraemer, Haydel, Varady, 

& Taylor, 1997; Graber, 2003). 이분옥(1999)은 아동의 급격한 

신체변화는 신체상의 영역에서 스트레스와 함께 발생시켜 신체적 

성숙시기는 신체상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라고 지적하였다. 

청소년기 여학생이 자신 신체에 대해 불만족하게되는 원인 중에 

하나는 표준 혹은 표준 이하 체중을 가지고 있어도 자신을 

뚱뚱하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Dornbusch, Carlsmith, Duncan, 

Gross, Martin, Ritter, & Silgel-Gorelik, 1984). 즉 여성이 

남성보다 자신의 신체와 외모에 대해 더 불만을 가지면, 신경을 더 

쓰지만 남성은 여성보다 더 긍정적인 신체상을 가지고 

있다(Furnham, Badmin, & Sneade, 2002; Hallinan, Pierce, Evans, 

DeGrenier, & Andres, 1991; Hayes, Crocker, & Kowalski, 1999; 

Mckinley, 1998; Mendelson & White, 1985; O’Brien, 1991; Pallas, 

Entwhistle, Alexander, & Weinstein, 1990; Polce-Lynch et al., 

1998; Tiggemann, 1992; Tiggemann & Williamson, 2000; Wade, 

2000; Frost & McKelvie, 2004). 학자들은 현대 남성과 여성이 

모두 자신의 외모적 신체에 대해 불만족하다는 관점을 

제시하였다(Garner & Kearney-Cooke, 1997; Cohane & Pope J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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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Botta, 2003; McCabe & Ricciardelli, 2003). 하지만 성별에 

따른 신체상에 차이가 없다는 연구도 있다(Bhuiyan, Gustat, 

Srinivasan, & Berenson, 2003; Benjet & Hernandez-Guzman, 

2011). Bhuiyan 외(2003)의 연구는 연구대상을 백인과 흑인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으며, Benjet & Hernandez-Guzman(2011)은 

멕시코인을 검증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사회문화에 따라 다양한 

측면으로 신체상에 대해 평가하였다(Sheffield, Tse, & Sofronoff, 

2005; Jung & forbes, 2007). 즉 인종이나 문화에 따라 

성차부분에서 다른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신체상 연구는 사회문화적 요인을 강조하며 특히 또래, 

부모와 대중매체의 영향을 받는다(Smolak, 2004). 사회환경 혹은 

주변의 중요한 타인에 대해서 남성과 여성에 대한 기대가 다르다. 

개인의 행동은 모방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어 

신체상도 영향을 받는다. 서양문화는 주로 

개인주의(individualism)인 반면에 한국과 대만의 아시아문화는 

집단주의(collectivism)이다. 또한, 아시아 전반의 문화를 볼 때, 

타인과 비교하며 타인의 생각을 고려하는 경향이 있다. 즉 타인의 

영향력이 크고, 타인의 평가에 대해 더 신경을 쓴다(黃囇莉·張錦華, 

2005). 이런 특성으로 인해 학령기 아동들도 주변의 중요한 타인에 

영향을 받으며, 아동의 신체상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Schilder, 

1975; Newll, Hanning, Jurich, & Johnson, 1990; Thompson, 1990; 

Smolak, 2004). 부모가 외모와 신체에 대한 감정과 태도 또한 

자녀의 신체상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이다(Schilder, 1975; 

Stice, 1994). Norris(1978)는 아동이 부모의 경험에 따라 자신의 

외모적 신체에 대해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평가를 하게 되고, 

부모의 기대수준에 맞추지 못하면 수치심이 생긴다(이분옥, 1999). 

신체상에 부모의 영향이 있으나, 성별에 따라 영향력에 차이가 있다. 

Moreno & Thelen(1993) 과 Mukai(1996)의 연구는 어머니는 딸의 

신체상에 대한 태도와 행동에 큰 영향력이 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또 다른 연구에서 부모가 아들보다 딸의 외모에 대한 피드백을 

준다는 결과가 있었다(Schwartz, Phares, Tantleff-Dunn, & 

Thompson, 1999). 따라서 부모가 외모나 체형이나 체중에 태도는 

자녀에게 영향을 준다. 

청소년기로 이행하는 아동의 신체상의 형성은 또래의 영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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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다. 아동기 외모와 관련된 놀림은 또래 간에 보편적인 

현상이다(Smolak. 2004). 따라서 또래가 자기의 평가나 상호 

비교는 청소년이 자기의 외모와 신체에 대해 평가하는 점에 영향을 

미치고 부정적 신체상이 쉽게 형성된다(莊文芳,1998). 같은 

성별이나 이성친구의 역할이 청소년기에 모두 중요하다(McCabe & 

Ricciardelli, 2001) 소녀들은 체중과 체형, 다이어트 경험을 

친구들과 토론하고 정보를 공유한다(Levine, Smolak, Moody, 

Shuman, & Hessen, 1994). 이는 청소년이 또래에 의해 외모와 

관련된 정보와 피드백을 얻는 것을 지적하였다. 또한 청소년이 

신체적으로 변화하고 이성에 대한 관심이 생기면서 이성 또래의 

역할은 신체상에 더욱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Swarr & 

Richards, 1996).  

대중매체를 통해 형성된 문화는 신체적 관심의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이분옥, 1999). 현대사회에서 대중매체의 영향도 

사회문화적 환경이 미에 대해 의식과 신체상에 많은 영향을 

준다(Markus, Hamill, & Sentis, 1987; Sykora, Grilo, Wilfley, & 

Brownell, 1993; Cash, 2002). 대중매체를 통해 물질적 소유, 미적 

수준 등 여러 범주에서 많은 비교기회를 제공하다(조근영, 1997). 

따라서 아동과 청소년이 미에 대한 수준이 높아지며(Jones, 2001; 

Martin & Kennedy, 1993) 텔레비전을 시청한 시간이 높은 

청소년이 자신의 외모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Gonzalz-

Lavin & Somlak, 1995). 텔레비전 프로그램과 연예인 외모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청소년이 연예인을 외모의 기준으로 자신을 

보게되며, 자신의 외모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지하여 외모중시 

적인 형상을 가진다(김재숙．이미숙, 2001). 민지현(2008)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는 TV 오락프로그램 시청과 

1 인 미디어의 이용이 청소년에게 ‘외모지상주의 경향’의 가치관을 

갖게 만들며, 이에 따라 외모변형 행동욕구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였다. 즉 청소년이 TV 오락프로그램에 많이 노출 

될수록 외모의 신체적 관심이 높아진다(정용민, 2003; 정윤이, 

2004; 민지현, 2008). 잡지도 외모의 신체적 면에 영향을 많이 주며, 

특히 잡지 속에 나온 모델에 의해 여성의 신체적 인식발달에 

영향을 많이 준다(Sankowsky, 1981; Turner, Hamiltom, Jacobs, 

Angood, & Dwyer, 1997). 실험연구에서 매체를 통한 ‘날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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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형이 예쁘다’라고 정보를 얻은 피험자는 부정적 신체상이 

확실하게 떨어졌다(Groesz, Levine, & Murmen, 2002; Heinber & 

Thompson, 1995). 여성이 대중매체에 노출될수록 자신의 신체에 

대한 좌절감, 식욕 부진증 혹은 다이어트 욕망이 증가한다(Harrison 

& Cantor, 1997; Green & Pritchard, 2003). 이러한 대중매체의 

영향력은 남성에서도 마찬가지다. 근육 유무에 의해 남성의 표준이 

되며, 특히 남성 대학생에게 더 큰 영향이 있다(Green, Prichard, 

2003). 따라서 현대의 대중매체는 아동이 생각하는 자신의 외모와 

체형, 체중 등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3) 한국과 대만 신체상에 대한 선행연구 

Mazur(1986)의 연구는 현대사회 여성의 신체적인 미에 대한 

표준은 키가 크지만 체중은 낮게 나타났다. 한국은 서양 대중매체로 

인하여 외모에 대한 인지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젊은 여성은 

마른 신체를 갖고 싶은 욕망이 있다(Jung & Forbes, 2007). 한국 

여자나 소녀들이 수척한 신체와 V 라인 얼굴을 추구하고 있다(Lee, 

2012). 문화비교연구에서 중국은 원래 복스럽게 통통한 체격을 

선호하였다. 특히 통통한 아동이 복이 많고 건강하다고 생각하며 

칭찬까지 받고 부모도 자식의 살찐 모습을 좋아하였다. 하지만 

서양의 심미관에 영향을 받아 지금 중국도 곡선미가 있는 여성이 

예쁘다는 시점으로 변화되기 시작하였다(Eberhard, 1971; Lee, 

1993; Marsh, Hau, Sung, Yu, 2007). 대만은 중국과 같은 

문화체계라서 아동이 좀 통통한 체격을 갖는 것을 선호하지만 

최근에는 날씬한 체형이 미를 대표할 수 있다는 시각으로 변하였다. 

하지만 한국과 대만 대학생의 화장에 대한 연구를 볼 때 한국 

여자는 대만 여대생보다 화장을 하는 사람이 더 많고 특히 한국 

남성(15.9%)은 대만 남성(7.5%)보다 얼굴관리를 한다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한국 대학생이 대만 대학생보다 화장, 헤어 

스타일과 옷차림에 할애하는 시간과 체중관리에대한 금전적 투자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李恩泰, 2005). 이에 따라서 한국 

사회는 외모관리에 대한 점이 대만 사회보다 더 중시하는 것을 

알수 있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외모에 대한 중요도는 

미용성형산업의 팽창을 통해 엿볼 수 있다. 그래서 한국과 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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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신체상이 어떻게 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3. 자아존중감 

1) 자아존중감의 개념 및 이론  

자아 개념의 중심은 자아존중감이다(Greenwald, Bellezza, & 

Banaji, 1988). 자아존중감에 대한 연구는 1980 년 William 

James 의 ‘I-self’와 ‘Me-self’이론부터 토론이 시작되었고 자기가 

스스로 만든 목표를 달성하느냐에 따라 자신에 대해 평가를 내린다. 

만약 자기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이 형성이 된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영향력이나 가치관의 

평가인 동시, 자신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자신에 대한 긍정적이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지를 반영한다(Baumeister, 1993; Neiss, 

Sedikids, & Stevenson, 2002). 그리고 자아존중감은 인지적, 

행동적, 가치적인 요소들이 포함되고 자신에 대한 전체적 평가이고 

인간의 모든 행동과 감정을 이해해 주는 중요한 요소이다(Harter, 

1993; Knox, Funk, Elliot, & Bush, 1998; Melnick & Mookerjee, 

1991).  

자아존중감을 전체적 자아존중감(자신에 대해 전체적으로 

방영)과 특정된 자아존중감(학업성적, 외모 신체, 운동 등 특정한 

영역에 있는 자아에 대한 반영)으로 구별할 수 있다(Brown, 1993; 

Pelham, 1995). 더욱이 자아존중감이 2 가지 기본적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자아존중감이 높은지 낮은지를 지적하는 ‘정도’ (Crocker, 

Tompson, McGraw, & Ingermance, 1987; Tice, 1991)이고 

자아존중감의 변화정도를 나타내는 ‘안정성’이다 (Kernis & 

Waschull, 1995; Kernis, Grannemann, & Barclay, 1989).  

Coopersmith(1967)는 자아존중감을 4 가지로 보았다. 첫째, 

‘중요성’(significance)이다. 이것은 남에게 사랑이나 관심, 인정을 

받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라는 뜻이다. 둘째, 

‘능력’(competence)은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성취의욕을 만족시킬 수 있는 실력의 정도이다. 

셋째, ‘미덕’(virtue)은 도덕과 윤리적인 규범을 지키는 것이다. 넷째, 

‘영향력’(power)은 다른 사람이나 사건에 영향을 주는 능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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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자아존중감은 많은 내면적, 외면적인 요인으로 형성되며, 

주로 ‘자기효능감’(self-efficacy)과 ‘자기 가치감’(self-worth)의 두 

가지 부분이 포함된다. 자기가 삶에서 사건을 이겨낼 수 있다는 

능력이 있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며,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임을 느낀다(Branden, 1994).  

2)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자아존중감이 적응적인 개인 기능과 관련이 있다. 예를 들면, 

높은 자아존중감이 심리적인 건강혜택(행복감, 낮은 우울증과 

불안감), 효과적인 통증관리, 사회적인 관계에 대한 만족과 관련이 

있다(Neiss et al, 2002). Neiss 와 Sedikides, Stevenson(2002)은 

유전자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는 것이 중요하고 공유된 환경적 

인 영향(shared environmental influences)이 거의 없으며, 

비공유된 환경적인 영향(non-shared environmental influences)이 

대부분 자아존중감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밝혔다. 

비공유된 환경적인 영향은 가족을 제외한 개인의 특별한 

경험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자아존중감은 사회문화적인 영향도 많이 

받는다. 예를 들면, 백인 아동보다 흑인 아동이 좀 더 높은 

자아존중감을 갖고 있다(Gray-Little & Hafdahl, 2000). 또한, 미국 

의 흑인여자는 자신의 외모 신체적인 점과 또래관계의 만족도는 

높으며, 사춘기로 들어가서 자아존중감도 미국의 백인여자처럼 많이 

떨어지지 않는다(Eccles, Wigfield, Flanagan, Miller, Reuman, & 

Yee, 1989). 그러므로 인종에 따라 각 문화가 갖고 있는 가치관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준다.  

성별에 따라 자아존중감에 차이가 있는지 검토한 

선행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연구결과를 밝혔다. 자아존중감에서 

성차가 있는지를 살펴본 연구에서는 여성보다 남성의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결과(Hong, Bianca, Bianca, & Bollington, 1993; Knox et 

al., 1998; 이은희·최태산·서미정, 2000; 이은영·탁영란, 2001)가 

있었지만, 남성보다 여성의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결과(Watkins, 

Dong, & Xia, 1997)도 있었다. 반면에 자아존중감에 성차가 없다는 

결과도 있었다(Maccoby & Jacklin, 1974; Wylie, 1979; Josephs, 

Markus, & Tafarodi, 1992; Watkins et al., 1997). Sahlste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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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en(2002)는 여성은 인지적 측면에서 남성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높지만, 남성은 사회적 신체적 측면에서 여성보다 자아존중감이 

높다고 밝혔다.  

또한, 연령에 따라 남녀 자아존중감이 달랐다고 한다. 정리해 

보면, 13 세 이하인 경우에는 여자의 자아존중감이 남자보다 

높지만(Pallas et al., 1990), 청소년기 & 성인기 경우에는 남자가 

자아존중감이 여자보다 더 높다는 결과가 나타났다(Verkuyten, 

1986; Wade, 1991; Bolognini, Plancherel, Bettwshart, & Halfon, 

1996; Chaubb, Fertman, & Ross, 1997; Tiggemann & Williamson, 

2000). 이어서 연령이 높아지면서 남성의 자아존중감이 증가하지만 

여성은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다. 청소년기에 여자의 자아존중감이 

낮아지지만 남자의 자아존중감은 높아지는 시기이다(Mendelson & 

White, 1985; Frost & Mckelvie, 2004). 

위의 선행연구 결과에 따라 자아존중감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의견은 논쟁거리가 된다. 그 이유는 연구를 연구 대상의 

연령 혹은 척도의 내용이 어느 측면으로 편중하느냐에 따라 

자아존중감 의 성차에 대한 결과가 다를 수 있다. 또한 각각 

사회문화적 맥락이 다르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에 대한 규범적인 

요구와 사회적인 상호작용과 대인관계에 관련된 경험도 다르다. 

따라서 자아존중감에 성별차이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연구결과도 

비일관적이다 (Josephs et al., 1992). 

많은 증거에 의하면 자아존중감이 신체적 만족도(body 

satisfaction)와 정적인 상관이 있다(Hayes et al., 1999; Henriques 

& Calhoun, 1999; Mendelson & White, 1985; Russell, 2002). 

신체적 만족도에 의하여 성별과 연령에 따라 자아존중감이 차이가 

있으며, 신체적 만족도도 성별과 연령에 따라 변화된다(Frost & 

Mckelvie, 2004). 또한 많은 연구들은 남성이 여성보다 

신체만족도가 더 높다는 결과가 있었다(Furnham et al., 2002; 

Hallinan et al., 1991; Hayes et al., 1999; Mckinley. 1998; 

Mendelson & White, 1985; O’Brien, 1991; Pallas et al., 1990; 

Tiggemann, 1992; Tiggemann & Williamson, 2000; Mendelson & 

White, 1985; Frost & Mckelvie, 2004). 청소년기 여자들은 12-

17 세 동안 자아존중감이 많이 떨어지는 반면에, 남자는 14-16 세 

시기의 자아존중감이 여자보다 더 안정적이다(Baldwin & Hoffma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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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이에 따라서 성별과 신체적인 요소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종합해보면, 외모 신체적 만족도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도 

높아진다(Mendelson, White, & Mendelson, 2001; 김은경, 2005). 

게다가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지고 있는 아동이 높은 행복감을 

보인다(조성연 외, 2009). 다시 말해서,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이 

행복하다 (Compbell, 1976; Wubbolding, 1990; Veenhoven, 1991; 

Myers, 1992; Diener, 2000). 반면에,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자아존중감도 감소하여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이 서로 상호작용하며 

강화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최경희, 1995; 박연선, 2006). 즉, 

행복감이 자아존중감과 정적인 상관을 보일 수 있다(Veenhoven, 

1994; Rosenberg, Schooler, Schoenbach, & Rosenberg, 1995; 

Grob, Little, Wanner, Wearing, & Euronet 1996). 

4. 한국과 대만 부모의 교육열과 사교육 현황 

한국과 대만의 진학제도가 비슷하고 뜨거운 교육열을 가진 

환경에서 양국 학생의 대학 진학률도 높다. 2012 년 한국의 대학 

진학률은 71.3%(교육과학기술부, 2012)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으며 대만의 일반 고등학생의 대학 진학률 역시 88%이다(대만 

National Statistics, 2012). 이러한 높은 대학 진학률의 성과 뒤에 

학부모가 자녀에게 투자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늘날 한국과 

대만의 부모들이 일반교과과정뿐만 아니라 예체능 사교육비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2011 년 한국 

초등학교 자녀가 있는 가정의 경우에 84.6%의 초등학생이 사교육을 

받고 있으며, 학생 1 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24.1 만원(약 한 가정 

월평균 소득의 6%)이었다. 대만 초등학생의 한달 사교육비는 약 

12 만원(약 한 가정 월평균 소득의 4%)으로 나타났으며, 한국 한 

가정 월평균 소득의 비율이 비슷하였다. 

초등학교 제도를 살펴보면, 한국과 대만은 모두 의무교육이고 

6 년제이며, 기본 교육과목으로 국어, 수학, 과학, 영어, 체육, 음악, 

미술 등 다양한 교육 내용이 있어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한국과 

대만의 초등학교 교육의 목적은 국민의 귄리로써 차별없이 기초 

분야 교육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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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자와 鉤 治雄, 山口志げ의 국제비교 연구에서 대만, 한국과 

중국은 유교적 윤리관과 사고가 영향을 미쳐 가정에서 기본적인 

인간관계 등에 대해서 부모가 책임있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가 비교적 엄격하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과 대만의 부모는 자녀의 학업성적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현상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초등학생의 사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조성연 외(2008)의 한국 초등학교 아동의 행복감 

실태조사에서 2007 년에 서울 아동이 방과후 학원에 가는 비율이 

78.1%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수면시간이 적다고 지적하였다. 

마찬가지로 대만도 2009 년 아동복지연맹 조사에 따르면 74%의 

초등학생이 방과후에 학원에 다니는데 12.7%의 아동이 매우 

피곤한다고 응답한 조사결과가 있었다. 과도한 입시주의는 같은 

아시아 국가에서 나타나는 가장 설득력이 있는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을 형성하는 요인은 높은 학업 성적스트레스로 시험, 숙제, 

예능이나 학업 등 과외활동이 많기 때문이다(아동복지연맹, 2011).  

교육과목에서 한국의 재량 활동은 대만의 종합활동과 비슷하다. 

재량 활동은 단위학교의 교육적 필요와 요구에 따라 교육의 목적, 

내용, 방법, 평가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단위학교가 결정하고 

운영하는 교육 과정이다. 지역사회와 학생의 요구, 학교의 독특성, 

교사의 교육관에 따라 전문성을 발취하여 특색있는 교육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이다(박경옥, 2005). 최근에 대만 

초등교육에서도 각 지역사회나 각 학교의 특징 혹은 특색을 가진 

교육내용을 도입하고 있으며, 특히 2011 년에 방언(方言)교육을 

중시함에 따라 정식적인 교육과정에 들어갔다(趙曉美·廖文斌·潘淑芬, 

2006).  

사회문화적으로 유사하지만 양국 간의 차이점도 많다. 한국은 

단일 민족 국가로 대만과 민족성에 있어 차이점이 있다. 대만은 

여러 종족의 원주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명나라 시대인 1949 년 

중국인들이 이주해왔고 역사적인 원인으로 일본과 미국, 네덜란드의 

영향도 많이 남아있다. 따라서 위에서 나타나고 있는 한국과 대만의 

사회적 유사점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역사적 차이를 가지고 있다. 

현재 대만에서 부모의 경제력과 교육태도의 영향으로 학원에 

다니지 않는 초등학생 아동이 48.6%의 비율을 차지하였다(대만 

내정부,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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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보면, 한국과 대만의 초등학교 제도가 비슷하지만 다른 

점도 눈에 띈다. 한국과 대만 초등학교의 학기 시작시간, 등교시간, 

과목 등을 정리하여 아래 <표 II-2>와 같다.  

<표 II-2 한국과 대만 초등학교 제도 비교> 

 한국 대만 

 

 

제도 

의무교육, 6 년제 의무교육, 6 년제 

1 학기: 3 월 시작 

2 학기: 9 월 시작 

1 학기: 9 월 시작 

2 학기: 2 월 중 시작 

5 일제 5 일제 

 

등교시간 

8:40 등교 

1-2 학년 12:30pm 하교 

3-6 학년 1:30 / 2:30pm 하교 

7:40 등교 

1-2 학년 12:00pm 하교 

3-6 학년 4:00pm 하교 

먼저 한국의 학교제도에 따라 1 학기는 3 월에 시작하지만, 

대만은 9 월에 시작한다. 대만 초등학생의 등교시간이 한국에 비해 

1 시간 일찍 시작함에도 불구하고 오후 4 시나 되어서야 끝난다. 

이는 대만에 맞벌이 부부 가정이 많고 핵가족은 보편적 현상이기 

때문이다. 대만 맞벌이 가정은 1986 년에 이미 42.52%이였고 

2011 년 48.97%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行政院主計處, 2012). 

대만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 고등학교가 학부모 출근 시간을 

맞추기 위해 자녀들을 일찍 학교에 보낼 수 있게 설정하여 부모가 

출근하기 전에 자녀를 먼저 학교에 맡으며, 학부모 회의나 학교 

운동회는 항상 저녁이나 주말에 소집한다. 즉 학생들의 등교 시간은 

한국보다 좀 일찍 학교에 간다. 따라서 대만 5, 6 학년 초등학생을 

보면, 하루에 학교에 보내는 시간이 8 시간 20 분인데 한국의 

고학년 초등학생보다 2 시간 더 길다. 하교한 후에 대만 아동은 

보통 바로 공부방에 가서 숙제를 하면서 부모를 기다린다. 

전체적으로 보면, 대만 아동이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여전히 한국 

아동보다 길다. 교육과목에서 한국의 재량 활동은 단위학교의 

교육적 필요와 요구에 따라 교육의 목적, 내용, 방법, 평가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단위학교가 결정하고 운영하는 교육 과정이다. 

지역사회와 학생의 요구, 학교의 독특성, 교사의 교육관에 따라 

전문성을 발취하여 특색있는 교육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제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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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이다(박경옥, 2005). 교육열이 뜨거운 한국과 대만은 사교육 

현황이 활발하고 제도도 비슷하지만 사회적, 문화적 맥락이 달라서 

아동에게 요구하는 것과 학교 교육내용도 차이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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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문제 및 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는 학령기 아동의 신체상, 행복감과 자아존중감에 

대한 선행 연구를 토대로 하여 연구 문제를 제시하고 연구 방법을 

소개한다. 

1. 연구문제 

이 연구의 연구목적은 먼저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이행하는 

후기 학령기의 초등학교 5, 6 학년 아동들의 신체상,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이 성별과 국적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가를 살펴보고 

다음으로는 아동의 신체상과 행복감에 미치는 요소를 분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초등학생들의 신체상이 주관적인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에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제기한다. 한국과 대만 아동의 신체상,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의 수준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먼저 한국과 

대만 사춘기 전에 남아와 여아의 신체상,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의 

수준이 어떠한지를 알아보고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연구의 첫 번째이다. 이어서 두 나라 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탐구한다. 그 다음으로 한국과 대만 아동의 

신체상과 자아존중감 및 행복감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대만 학령기 아동의 신체상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어떻게 

매개하는가를 분석한다. 

이상의 질문을 연구문제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초등학생의 신체상, 자아존중감, 행복감은 연령과 

성별 및 국적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1-1] 한국 초등학생의 신체상, 자아존중감, 행복감은 연령과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1-2] 대만 초등학생의 신체상, 자아존중감, 행복감은 연령과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1-3] 한국과 대만 초등학생의 신체상, 자아존중감, 행복감은 

국적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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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2】한국과 대만 초등학생의 신체상,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가? 

[2-1] 한국 초등학생의 신체상, 자아존중감, 행복감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가? 

[2-2] 대만 초등학생의 신체상, 자아존중감, 행복감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3】한국과 대만 학령기 아동의 신체상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자아존중감은 매개효과가 있는가? 

[3-1] 한국 초등학생의 신체상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자아존중감은 매개효과가 있는가? 

[3-2] 대만 초등학생의 신체상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자아존중감은 매개효과가 있는가? 

2. 용어의 정의 

1) 행복감 

많은 심리학자들은 ‘주관적 안녕감’(subject well-being)이라는 

용어로 행복감을 대체한다. 행복감에 대한 개념은 Diener(1984) 

이후 긍정심리학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보다 확장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행복감은 주관적인 자신의 관점에서 평가하며, 

외적조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경험 내적인 

주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삶에 대한 전반적이고 통합적인 

판단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Diener, 1984). Andrew 와 Withey 

(1976)는 행복감은 개인의 주관적 경험이며, 생활에 대한 만족도, 

긍정적 및 부정적 정서감정인 인지와 정서 부분이 다 포함된다고 

진술하였다. 각각 행복감의 정의를 정리해보면 행복감이란 개인이 

삶의 경험에 대한 주관적 인지, 정서적 느낌이며, 생리적, 심리적인 

건강상태이고 자신의 생활에 대한 만족감으로 정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행복감을 ‘개인이 자신의 삶의 전반에 

대해 주관적으로 내린평가’ 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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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체상 

Fisher 와 Cleveland(1968)는 신체상을 자신의 신체에 대한 

개인의 느낌과 태도에 중점을 두는 심리적 경험으로서 자신의 

신체에 대해 언급하는 용어라고 하였다. 또한, 신체상은 인간이 

자기 자신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복합된 개념으로 자신의 신념, 

가치, 목표, 성격,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의 견해 등이 통합되어 

이루어지며, 인간이 환경에 반응하는 것을 결정하게 

해준다(Luckmann & Sorensen, 1974). 신체상 또는 신체 개념이란 

개인이 신체에 대하여 가지는 무의식적, 의식적 태도이며, 신체의 

크기, 외모, 기능 및 잠재력에 대한 느낌과 과거와 현재의 감각을 

표현하는 것이다. 신체상은 자신의 마음속에 형성된 자신의 신체에 

대한 모습으로 전체적인 자기개념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준다(조화형, 

2007). 신체상에 대해 종합해 보면, 자신의 외모와 신체에 대하여 

스스로 어떠한 느낌이나, 태도, 혹은 평가 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신체상을 ‘전반적인 외모와 신체에 대한 평가’라고 

정의한다. 

3)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의 정의는 이론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자아존중감에 대한 정의를 보면 자아존중감은 

‘자아’(self)에서 발달이 된다. 따라서 자아존중감은 넓은 의미에서 

자아사랑(self-love), 자아확신(self-confidence), 자아평가(self-

evaluation), 자아가치(self-worth)등과 유사하게 지칭되는 

긍정적인 자아개념(self-concept)이다(이분옥, 1999). 사회심리학자 

Coopersmith(1967)는 자아존중감에 대한 정의를 자기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라고 진술하였고 자신의 능력, 중요성, 성공과 가치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태도라고 하였다. 자아존중감은 자기가 

평가하는 자신의 가치이다(Berger, 2002). 자신에 대한 평가적, 

감정적 태도인 자아존중감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에 대한 

이해적, 묘사적 태도인 자아개념이 형성되어야 하며 자아개념의 

형성이전에 자신을 자기 이외의 것과 구분할 수 있는 

자아인지능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김경연, 1987). 또 Harter(1983)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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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존중감은 자신의 신체적인 특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으면서 

형성되는 자아개념이라고 정의하였다(이분옥, 1999). 본 연구에서는 

Coopersmith 의 정의를 바탕으로 ‘자기에 대한 전체적으로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평가’라고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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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방법 및 절차 

이 장에서는 앞에서 제시된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 및 절차를 설계하였다. 먼저 연구문제에 

적합한 연구대상을 선정하고, 연구도구를 구성하여 다음의 

연구절차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수집된 자료에 적합한 자료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1. 연구대상 

이 연구에서 초등학생이란 후기 학령기인 초등학교 5, 6 학년 

아동이다. 아동기에서 사춘기로 전이하는 아동의 신체상, 

자아존중감 및 학교생활과 행복감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한국 서울의 관악구, 동작구 및 송파구에 소재한 

4 곳의 초등학교에 다니는 5, 6 학년 일반아동 465 명과 대만 

타이페이의 문산구(文山區), 중정구(中正區) 및 신점구(新店區)에 

소재한 4 곳의 초등학교에 다니는 일반아동 남녀 모두 488 명, 총 

953 명을 대상을 선정하였다. 한국과 대만 양국 아동의 일반적인 

실제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비슷한 생활수준에 위치한 초등학교를 

선택하였다.  

분석 자료로서의 적합성을 고려하여 설문 문항에서 응답하지 

않았거나 불성실한 응답을 한 80 부를 제외하고 총 873 (한국 

424 부, 대만 449 부)부의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표 IV-

1〉 제시된 것과 같이 이 연구 대상의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먼저, 

남아는 50.5%로 441 명(한국 남아: 25.1% (219 명), 대만 남아: 

25.4% (222 명)), 여아는 49.5%로 432 명(한국 여아: 23.5% 

(205 명), 대만 여아: 26.0% (227 명))으로 비슷한 비율이었다. 

학년에 따르면 한국 5 학년이 24.1%으로 210 명(남아 116 명, 여아 

94 명), 대만 5 학년이 13.5%으로 118 명 (남아 58 명, 여아 60 명), 

한국 6 학년이 24.5%으로 214 명 (남아 103 명, 여아 111 명), 대만 

6 학년이 37.9%으로 331 명 (남아 164 명, 여아 167 명)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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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V-1〉 연구대상 아동 

단위: 명(%) 

구분 
한국 대만 

전체 
5 학년 6 학년 전체 5 학년 6 학년 전체 

성별 
남아 116(55.2) 103(48.1) 219(25.1) 58(49.2) 164(49.5) 222(25.4) 441(50.5) 

여아 94(44.8) 111(51.9) 205(23.5) 60(50.8) 167(50.5) 227(26.0) 432(49.5) 

전체 
210(24.1) 214(24.5)  118(13.5) 331(37.9)  873(100.0) 

424(48.6)  449(51.4)  873(100.0) 

2. 연구도구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아동용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질문지는 아동의 신체상과 자아존중감, 그리고 

행복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본 조사에 사용된 

연구도구는 다음과 같다. 

1) 행복감 척도 

본 연구에서 행복감은 UNICEF(2006)가 제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개발된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Korean Child 

Well-Being Index. 이후로는 KCWI)(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2010)의 초등학생용 설문지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UNICEF 

연구(2006)의 다차원적인 행복지수는 많은 연구에서 사용되며 

신뢰도와 타당성이 검증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과 대만의 국제적 

행복감에 대한 비교를 연구하면, KCWI 는 조사하는 영역을 더 

보완한 비교연구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주제를 고려해서 

행복감 부분을 발취하여 사용하였다. 행복감의 하위변인은 

‘교우관계(6 문항), 교사관계(7 문항), 삶의 행복감(9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22 문항의 Likert 5 점 척도이고 아동의 

생활실태 조사문항 총 10 문항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각 척도의 

신뢰도는 교우관계 .73, 교사관계 .83, 삶의 만족도 .76, 

전체 .88 로 나타났다. 행복감 점수가 높을 수록 초등학생이 

주관적인 행복을 느끼는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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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체상 척도   

본 연구에서 신체상은 초등학생이 자신의 외모와 신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초점을 두어 측정하였다. Mendelson & 

White(1982)의 Body-Esteem for children 를 번안하여 사용하였고, 

이를 ‘신체상’으로 명명하였다. 이 척도를 한국 아동과 대만 아동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연구자가 직접 번역하여 수정하였다. 이후 

질문지는 아동학을 전공한 전문가가 확인한 후에 예비조사를 통해 

아동들이 설문 내용을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후 

사용하였다. Mendelson & White(1982) 의 아동용 신체상 척도는 

20 문항으로 구성되며, 각 문항은 ‘그렇다’, ‘아니다’ 방식으로 0~20 

점까지의 범위를 가지고 있다. 즉 긍정적인 질문(1, 2, 3, 6, 9, 10, 

14, 15, 18, 19) 10 개 문항으로 구성되고 부정적인 질문의 

경우에는(4, 5, 7, 8, 11, 12, 13, 16, 17, 20) 10 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긍정적인 질문은 ‘그렇다’에 1 점을 주고 ‘아니다’에 

0 점을 주며 부정적인 질문은 ‘그렇다’에 0 점을 주고 ‘아니다’에 

1 점을 준다. 점수가 0 점에 가까울수록 자신에 대한 외모 신체적 

평가가 부정적이고, 20 점에 가까울 수록 외모 신체적의 평가가 

긍정적이라는 적을 의미한다. 

본 연구로부터 수집된 자료를 통해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신체상 질문지 전체 문항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Cronbach’s α=.84 로 높게 나타났다. 

3) 자아존중감 척도 

학령기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Coopersmith(1967)의 아동용 자아존중감 척도(Self-Esteem 

Inventory)를 사용하였다. SEI 는 아동용으로 제작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학령기 아동들에게 사용하기 적합하다.  

Coopersmith 의 자아존중감 척도는 A 형과 B 형이 있는데 A 형 

검사는 50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B 형 검사는 25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집중력을 고려하여 

25 문항으로 구성된 B 형 자아존중감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한국 

아동과 대만 아동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연구자가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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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하여 수정하였다. 수정된 설문지는 아동학 전문가에게 감수를 

받은 후 예비조사를 통해 아동들이 설문 내용을 이해하는게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여 사용하였다. 이 설문지 문항은 ‘그렇다’, ‘아니다’ 

방식으로 0~25 점까지의 범위를 가지고 있다. 즉 긍정적인 질문(1, 

4, 5, 8, 9, 19,20) 7 개 문항으로 구성되고 부정적인 질문의 

경우는(2, 3, 6, 7, 10, 11, 12, 13, 14, 15, 16, 17, 18, 21, 22, 23, 24, 

25) 18 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긍정적인 질문은 ‘그렇다’에 

1 점을 주고 ‘아니다’에 0 점을 주고 부정적인 질문은 ‘그렇다’에 

0 점을 주고 ‘아니다’에 1 점을 준다. 점수가 0 점에 가까울수록 

자아존중감이 낮고, 25 점에 가까울 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로부터 수집된 자료를 통해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자아존중감 질문지 전체 문항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Cronbach’s α=.82 로 높게 나타났다.  

3. 연구절차  

1) 예비조사 

본 조사에 앞서 연구대상이 설문지의 문항에 대한 이해도와 

소요시간을 살펴보기 위하여 한국 서울 소재 초등학교에 다니는 

남아 6 명과 여아 10 명, 총 16 명의 5, 6 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2012 년 7 월 6 일에 진행하였다. 대만에서는 타이페이 소재 

초등학교에 다니는 5, 6 학년 남아 8 명과 여아 7 명을 대상으로 

2012 년 7 월 27 일에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먼저 

한국어로 제작한 다음 대만 학생을 조사하기 전에 중국어로 

번역하였다. 예비조사 결과 문항응답에서의 별다른 어려움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예비조사 설문지를 보완하여 본 조사에 

사용하였다. 질문지의 응답에 소요된 시간은 아동용 질문지의 경우 

약 15 분에서 20 분가량 소요되었다. 

2) 본 조사 

한국 본 조사는 2012 년 7 월 9 일부터 7 월 13 일까지 서울 

관악구, 동작구 및 송파구에 위치한 4 개 초등학교에서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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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지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연구자가 직접 각 학교 교감 

선생님이나 각 학급 담임 교사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였다. 담임 교사들이 연구대상에게 설문지를 

전달하였다. 총 550 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는데 회수된 설문지는 

총 465(84.5%)부이며, 이 가운데 질문 문항에서 응답하지 않았거나 

불성실한 응답을 한 설문지 42 부를 제외한 424(77.1%)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대만 본 조사는 2012 년 9 월 17 일부터 9 월 21 일까지 

대만(臺灣) 타이페이(臺北) 문산구(文山區), 중정구(中正區) 및 

신점구(新店區)에 위치한 4 개 초등학교에서 실시하였다. 한국과 

같은 방식으로 설문지를 담임 교사들이 연구대상에게 전달하였다. 

총 600 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는데, 회수된 설문지는 

총 488(81.3%)부이며, 이 가운데 질문 문항에서 응답하지 않았거나 

불성실한 응답을 한 설문지 39 부를 제외한 449(74.8%)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대만 초등학생의 신체상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SPSS Statistics 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에 참여한 한국과 대만 학령기 아동의 생활형태와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 교차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한국과 대만 학령기 아동의 신체상, 자아존중감, 

그리고 두나라 아동의 학년과 성별 및 국적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이원변량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초등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행복감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ANOVA)과 사후검증 

Scheffe 을 실시하였다. 셋째, 한국과 대만 초등학생의 신체상, 

자아존중감과 행복감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 의 

적률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학령기 아동의 신체상이 

행복감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 및 학령기 아동의 신체상과 

행복감의 관계에서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정정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과 Sobel Test 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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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과 및 해석 

이 장에서는 앞서 제시한 연구방법으로 실시된 한국 아동과 

대만 아동의 행복감, 신체상과 자아존중감에 대한 비교연구결과를 

연구문제별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해석을 기술하고자 한다. 

1. 한국과 대만 초등학생의 일반적 특징 

1) 한국과 대만 초등학생의 인구학적 특징 

연구대상 아동의 일반적 특성은 〈표 V-1〉와 같다. 먼저 

연구대상 아동이 현재 같이 살고 있는 가족들을 모두 표시한 

설문지 문항을 바탕으로 가족 형태를 분류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국의 경우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양부모 가족의 

아동이 393 명(92.7%)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아버지 혹은 어머니 한쪽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한부모 가정의 

아동이 26 명(6.1%), 기타 조부모 혹은 친척과 함께 살고 있다고 

응답한 아동이 5 명(1.2%)이었다. 대만의 경우도 한국 가정형태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양부모 

가족의 아동이 385 명(85.7%)으로 가장 많았고, 아버지 혹은 

어머니 한쪽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한부모 가정의 아동이 

56 명(12.5%), 기타 조부모 혹은 친척과 함께 살고 있는 아동은 

8 명(1.8%)이었다. 형제 유무의 상황을 살펴보면 한국아동 중에서 

형제가 있다고 응답한 아동이 364 명(85.8%), 외동이라고 응답한 

아동이 60 명(15.2%)이였고 대만 아동중에서는 형제가 있다고 

응답한 아동은 356 명(79.3%), 외동은 93 명(20.7%)이었다.  

연구대상 아동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가정의 경제수준을 

살펴보면, 한국의 경우 보통이라고 응답한 아동이 

195 명(46.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45 명(34.2%)이 약간 

잘 사는 편, 51 명(12.0%)이 매우 잘 사는 편, 28 명(6.6%)이 다소 

어려운 편, 5 명(1.2%)이 자신의 가정형편이 매우 어려운 편이라고 

대답하는 순서로 나타났다. 대만의 경우에도 가장 많은 아동이 

258 명(57.5%)이 보통이라고 응답하였고 156 명(34.7%)이 약간 잘 

사는 편, 12 명(2.7%)이 매우 잘 사는 편, 18 명(4.0%)이 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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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편, 그리고 5 명(1.1%)이 자신 가정경제가 매우 어려운 

편이라고 응답하였다.  

한국아동들의 자기 주관적인 학업성적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면, 

161 명(38.0%) 아동이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154 명(36.3%)이 약간 잘하는 편, 

51 명(12.0%)이 조금 못하는 편, 43 명(10.1%)이 매우 잘하는 편, 

그리고 15 명(3.5%)이 아주 못하는 편이라고 응답하였다. 대만의 

경우에도 유사한 순으로 분포되었는데 주관적인 학업성적에 대한 

평가가 보통이라고 응답한 아동이 176 명(38.2%), 약간 잘하는 편이 

153 명(34.1%), 조금 못하는 편이 65 명(14.5%), 매우 잘하는 

편이 31 명(6.9%) 그리고 아주 못하는 편이라고 지각하는 아동이 

24 명(5.3%)인것으로 나타났다.   

교우관계에 있어서 한국의 경우에는 친구가 많고 친하게 

지낸다고 응답한 아동은 138 명(32.5%), 친구가 많은 편이라고 

응답한 아동이 137 명(32.3%)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91 명(21.5%)이 보통, 50 명(11.8%)이 친구가 적지만 친하게 

지낸다고 응답하였다. 대만의 경우에는 한국과 조금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그 중에서 아동 188 명(41.9%)이 친구가 많고 친하게 

지낸다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99 명(22.0%)이 보통이며, 

92 명(20.5%)인 친구가 적지만 친하게 지냄, 64 명(14.3%)이 친구가 

많은 편, 친구가 거의 없다고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체격에 대한 주관적인 응은 한국의 경우에 

자신 체격이 보통이라고 응답한 아동이 190 명(44.8%)으로 가장 

많았고 114 명(26.9%)이 약간 뚱뚱함, 74 명(17.5%)이 약간 마른 

편, 32 명(7.5%)이 매우 말랐음, 13 명(3.1%)이 자신이 매우 

뚱뚱하다고 응답하였다. 대만의 경우 자신의 체격이 보통이라고 

응답한 아동이 201 명(44.8%)으로 가장 많았고, 116 명(25.8%)이 

약간 뚱뚱하다고 응답하였고 한국과 다른 순위로 나타났다. 그리고 

매우 뚱뚱한 편이라고 응답한 아동이 60 명(13.4%), 다음으로 약간 

마른 편이라고 응답한 아동이 42 명(9.4%), 매우 말랐다고 응답한 

아동이 28 명(6.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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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1〉 연구대상 아동의 일반적 특성 

구분 분류 
한국 대만 

빈도(명) 백분율(%) 빈도(명) 백분율(%) 

 

가족형태 

양부모 393 92.7 385 85.7 

한부모 26 6.1 56 12.5 

조부모, 친척 5 1.2 8 1.8 

합계 424 100.0 449 100.0 

 

형제 유무 

형제 있음 364 85.8 356 79.3 

형제 없음 60 15.2 93 20.7 

합계 424 100.0 449 100.0 

 

 

주관적인 

가정의 

경제수준 

매우 어려운 편 5 1.2 5 1.1 

다소 어려운 편 28 6.6 18 4.0 

보통 195 46.0 258 57.5 

약간 잘 사는 편 145 34.2 156 34.7 

매우 잘 사는 편 51 12.0 12 2.7 

합계 424 100.0 449 100.0 

 

주관적인 

학업성적 

아주 못하는 편 15 3.5 24 5.3 

조금 못하는 편 51 12.0 65 14.5 

보통 161 38.0 176 39.2 

약간 잘하는 편 154 36.3 153 34.1 

매우 잘하는 편 43 10.1 31 6.9 

합계 424 100.0 449 100.0 

 

 

교우관계 

친구가 거의 없다 8 1.9 6 1.3 

친구가 적지만 

친하게 지낸다 
50 11.8 92 20.5 

보통 91 21.5 99 22.0 

친구가 많은 편 137 32.3 64 14.3 

친구가 많고 친하게 

지낸다 

138 32.5 188 41.9 

합계 424 100.0 449 100.0 

 

 

주관적인 

체격 

매우 말랐다 32 7.5 28 6.2 

약간 말랐다 74 17.5 42 9.4 

보통 190 44.8 201 44.8 

약간 뚱뚱하다 114 26.9 116 25.8 

매우 뚱뚱하다 13 3.1 60 13.4 

무응답 1 0.2 2 0.4 

합계 424 100.0 44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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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과 대만 초등학생의 신체적 특성 

초등학생들이 국적에 따라 신장과 체중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t 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표 V-2>와 같다. 국적에 

따라 신장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t=2.76, p<.01) 

한국아동(M=150.55,SD=8.65)이 대만아동(M=148.97,SD=8.13)보다 

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체중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V-2> 한국과 대만 초등학생의 체중 및 신장 

구분(단위) 
한국 (n=420) 대만 (n=442) 

t M(SD M(SD) 

체중(kg) 42.46(9.43) 41.63(10.07) 1.39
***

 

신장(cm) 150.55(8.65) 148.97(8.13) 2.76
***

 
**
p<0.1 

사춘기로의 신체적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초경의 시작여부를 질문하였다. 한국 후기 

학령기 여아와 대만 초등학교 5,6 학년 여아의 초경 

유무상황은〈표 V-3〉와 같다. 초경을 했다고 응답한 한국 여아는 

90 명(43.9%), 대만 여아는 100 명(44.1%)이고 초경을 시작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한국 여아는 113 명(55.1%), 대만 여아는 

127 명(55.9%)이다. 전반적으로 볼 때, 한국과 대만 아동후기의 

여아들 중 약 절반의 여아들이 사춘기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3〉 여아가 초경의 유무에 따른 분류결과                                                                   

                                                      단위: 명(%) 

변수 집단 N 합계 

 

한국 

초경 유 90 (43.9)  

205 (100) 초경 무 113 (55.1) 

무응답 2 (1.0) 

 

대만 

초경 유 100 (44.1)  

227 (100) 초경 무 127 (55.9) 

무응답 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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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과 대만 초등학생의 사교육 현황 

한국과 대만 아동은 학원에 다니는 상황은 <표 V-4>와 같다. 

한국 초등학생이 학원에 다니는 비율은 89.2%인 것으로 대만 

초등학생이 학원에 다니는 비율 80.6%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χ2=12.279, df=1, p<.001).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V-

5>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한국 아동이 하루에 학원에서 보내는 

시간(M= 159.1, SD=89.16)이 대만아동(M=129.53, SD=84.30)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 아동들이 다니는 학원의 수(M= 2.51, 

SD=1.66)도 대만아동(M=1.55, SD=84.30)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도 한국아동(M=165.09, 

SD=82.76)이 대만아동(M=219, SD=97.35)보다 적다.  전체적으로 

볼 때, 한국 아동이 대만 아동보다 여유를 즐기는 시간이 더 짧고 

학원에 다니는 시간도 더 길며, 학원에 다니는 빈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4> 한국과 대만 초등학생의 사교육 현황   

구분 
한국 대만  

df χ
2 

빈도(%) 빈도(%) 

학원 다님 378 (89.2) 362 (80.6)  

1 

 

12.279
***

 학원 안 다님 46 (10.8) 87 (19.4) 

전체 424 (100) 449 (100) 

***
p<.001 

<표 V-5> 한국과 대만 초등학생의 방과후 시간  

구분(단위) 
한국 (n=424) 대만 (n=449) 

t M(SD) M(SD) 

학원에 보내는 시간 (분) 159.19(89.16) 129.53 (84.30) 5.05
***

 

다니는 학원 수 (개) 2.51(1.66) 1.55 (1.23) 9.72
***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 

(분) 

165.09 

(82.76) 
219.98 (97.35) -8.99

***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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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등학생의 신체상, 자아존중감, 행복감의 학년과 

성별 및 국적에 따른 차이 (연구문제 1) 

1)  한국 초등학생의 신체상, 자아존중감, 행복감의 학년과 성별에 

따른 차이 

한국 초등학생의 학년과 성별에 따른 신체상, 자아존중감, 

행복감의 전체 점수와 주관적 행복감의 하위 영역별 점수는 <표 V-

6>과 같다. 먼저 신체상과 자아존중감의 전반적인 양상은 남아가 

여아에 비해 자신의 외모와 자기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5 학년 남아의 신체상과 자아존중감이 가장 

높았으며, 6 학년 여아의 신체상과 자아존중감이 가장낮은 

수준이였다. 한편, 행복감은 전반적으로 여아가 남아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6 학년 남아가 가장 

높았으며 5 학년 남아가 가장 낮았다. 행복감 하위영역인 

교우관계와 교사관계 점수는 6 학년 여아가 가장 높았으며 5 학년 

남아가 가장 낮았다. 하지만 삶의 만족도 점수는 6 학년 남아가 

가장 높았으며, 6 학년 여아가 가장 낮았다. 이는 한국 초등학생은 

학년과 성별에 따라 자신의 외모, 전체적인 평가 및 인식된 

행복감을 구성하는 다양한 영역에 대해 다르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설명한다.  

구체적으로 아동의 신체상,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이 학년과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결과는 <표 V-7>과 같다.  

먼저 학년에 따른 신체상, 자아존중감, 행복감의 차이를 

살펴보면, 신체상(F=5.197, df=1, 420, p<.05)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5 학년(M=11.74, SD=4.35)은 6 학년(M=10.66, SD=4.40) 

보다 자신의 신체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행복감의 하위영역인 교우관계에서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8.992, df=1, 420, p<.01). 6 학년(M=24.91, SD=3.77)은 

5 학년(M=23.69, SD=3.97)보다 또래의 관계를 더 친밀하다고 

지각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반면, 교사관계와 삶의 만족도 

영역에서는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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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성별에 따른 신체상,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의 차이를 

살펴보면, 자신의 외모와 신체에 대한 평가는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28.828, df=1, 420, p<.001). 

남아(M=12.30, SD=4.17)가 여아(M=10.01, SD=4.34)보다 자신의 

신체상에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즉, 여아보다 남아들이 자신의 

외모와 신체상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많은 

연구에서 여성들이 남성보다 자신의 체형과 신체 크기 등 외모에 

대해 불만족하게 느낀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들과 일치한다(Franzoi 

& Shield, 1984; Cash, Winstead, Janda, 1986; Davis & Cowles, 

1991). 

성별에 따라 자아존중감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8.288, df=1, 420, p<.01). 남아의 

자아존중감(M=17.30, SD=5.20)이 여아의 자아존중감(M=15.80, 

SD=5.083)보다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여성의 자아존중감이 

남성보다 낮다는 여러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Hong et al, 1993; 

Feingold, 1994; Knox et al, 1998; Forst & McKelvie, 2004; 

이은희·최태산·서미정, 2000; 이은영·탁영란, 2001).  

한편, 행복감을 비교한 결과, 남아의 행복감(M=79.78, 

SD=12.14)과 여아의 행복감(M=79.78, SD=10.68)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행복감에서 성차가 없다는 

선행연구(천윤희, 2005)의 결과와 일치한다. 하지만 행복감의 

하위영역인 교우관계에서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F=7.378, df=1, 420, p<.05) 한국 여아의 교우관계 

(M=24.86, SD=3.59)가 한국 남아의 교우관계(M=23.78, 

SD=4.14)보다 높았다. 이는 여아가 남아보다 또래의 관계가 더 

친밀하다고 생각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많은 

연구에서 학령기 여아가 남아보다 더 적응적이라는 결과와 

일치한다(김미화, 2003; 이용준, 2004; 이은미·박인전, 2002; 

김옥선·오윤자·최명구, 2006; 정선미·조옥귀, 2006; 하현주, 2007;). 

한편, 삶의 만족도에서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5.207, p<.05). 삶의 만족도에서 한국 남아(M=34.42, 

SD=6.25)가 여아(M=33.06, SD=5.71)보다 더 높은 점수를 얻었다. 

이는 한국 후기 학령기 남아가 여아보다 삶에 대한 더 낙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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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한다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교사관계 영역에서는 

남아(M=20.90, SD=5.09)와 여아(M=21.86, SD=4.48) 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V-6> 한국 아동의 학년과 성별에 따른 신체상, 자아중존감, 

행복감 

구분 학년 성별 평균 M(SD) 

남 M(SD) 여 M(SD) 

 

신체상 

5 학년 12.44(4.29) 10.87(4.30) 11.74(4.35) 

6 학년 12.15(4.05) 9.29(4.27) 10.66(4.40) 

평균 12.30(4.17) 10.01(4.34) 11.20(4.40) 

 

자아존중감 

5 학년 17.53(5.35) 16.33(5.26) 16.99(5.33) 

6 학년 17.04(5.03) 15.35(4.91) 16.16(5.03) 

평균 17.30(5.20) 15.80(5.08) 16.57(5.19) 

 

행복감 

5 학년 77.26(12.86) 80.12(10.82) 78.54(12.05) 

6 학년 81.17(10.97) 79.50(10.60) 80.30(10.78) 

평균 79.10(12.14) 79.78(10.68) 79.43(11.45) 

 

교우관계  

5 학년 22.78(4.11) 24.80(3.51) 23.69(3.97) 

6 학년 24.90(3.90) 24.91(3.67) 24.91(3.77) 

 평균 23.78(4.14) 24.86(3.59) 24.30(3.92) 

 

교사관계 

5 학년 20.30(5.25) 21.74(4.46) 20.95(4.95) 

6 학년 21.57(4.84) 21.96(4.52) 21.78(4.67) 

평균 20.90(5.09) 21.86(4.48) 21.37(4.82) 

삶의 

만족도 

5 학년 34.17(6.54) 33.57(5.80) 33.90(6.21) 

6 학년 34.67(5.92) 32.62(5.63) 33.62(5.85) 

평균 34.42(6.25) 33.06(5.71) 33.76(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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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7> 한국 아동의 학년과 성별에 따른 신체상, 자아중존감, 

행복감에 대한 비교 

구분 변동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신체상 

학년 92.877 1 92.877 5.197
*.*.

 

성별 515.515 1 515.515 28.828
***

 

학년×성별 43.821 1 43.821 2.450
…*

 

오차 7510.636 420 17.882  

 

자아존중감 

학년 56.550 1 56.550 2.141
…*

 

성별 218.947 1 218.947 8.288
**.

 

학년×성별 6.359 1 6.359 .241
***

 

오차 11094.841 420 24.416  

 

행복감 

학년 284.137 1 284.137 2.189
***

 

성별 37.216 1 37.216 .287
***

 

학년×성별 539.866 1 539.866 4.159
***

 

오차 54521.896 420 129.814  

 

교우관계 

학년 131.001 1 131.001 8.992
***

 

성별 107.486 1 107.486 7.378
***

 

학년×성별 106.002 1 106.002 7.276
***

 

오차 6118.900 420 14.569  

 

교사관계 

학년 58.489 1 58.489 2.546
***

 

성별 88.579 1 88.579 3.856
***

 

학년×성별 29.131 1 29.131 1.268
***

 

오차 9649.372 420 22.975  

 

삶의 

만족도 

학년 5.004 1 5.004 .139
***

 

성별 187.106 1 187.106 5.207
***

 

학년×성별 56.882 1 56.882 1.583
***

 

오차 15091.697 420 35.933  
*
p<.05, 

**
p<.01, 

***
p<.001 

마지막으로 아동의 신체상, 자아존중감, 행복감에 있어서 

학년과 성별에 따른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나는지 알아보았는데, 

행복감(F=4.159, df=1, 420, p<.05)에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났으며, 

이의 하위영역인 교우관계(F=7.276, df=1, 420, p<.01)에서도 

유의한 효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상호작용 효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탐색하기 위해 t 검정을 실시하여 단순 주효과를 분석하였다.  

먼저 행복감에서 나타난 학년과 성별의 상호작용효과([그림 V-

1])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표 V-8>에 제시한 것과 연령과 

성별에 따라 각각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행복감에서 

전체 남아의 평균점수가 79.10 점이고 전체 여아의 평균점수가 

79.78 점으로 t 검정결과 전체 아동의 성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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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t=-.615, p=.039). 그러나 학년 별로 남아와 여아를 

비교했을 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단순 주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t 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5 학년에서는 여아의 행복감이 높고 6 학년은 

남아의 행복감이 높아, 학년과 성별에 따라 행복감이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그림 V-1] 행복감에서 학년과 성별 상호작용효과 

<표 V-8> 한국 아동의 행복감의 단순 주효과 분석 

구분 집단 N M SD t p 

전체 
남 219 79.10 12.14 

- .615
*
 .039 여 205 79.78 10.68 

5 학년 
남 116 77.26 12.86 

-1.718
*
 .069 여 94 80.12 10.82 

6 학년 
남 103 81.17 10.97 

1.132 4.72 여 111 79.50 10.60 

p<.05 

다음으로 교우관계에 대한 학년과 성별의 상호작용효과([그림 V-

2])를 살펴보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표 V-8>)를 살펴보면 

이와 같다. 교우관계에서 전체 남아의 평균점수가 23.78 점이고 

전체 여아의 평균점수가 24.86 점으로 t 검정결과 전체 아동의 

성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3.245, p=.468). 

또한, 학년 별로 남아와 여아를 비교했을 때 성별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5, 6 학년에서는 여아의 

교우관계 점수가 남아보다 더 높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하지만 

6 학년 남아가 5 학년 남아보다 또래관계에 대해 더욱 긍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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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이 여아가 남아보다 

보편적으로 또래와 관계가 친밀하지만 남아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또래관계가 좋아진다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V-2] 교우관계에서 학년과 성별 상호작용효과 

<표 V-9> 한국 아동의 행복감의 단순 주효과 분석 

구분 집단 N M SD t p 

전체 
남 219 23.78 4.14 

-3.245 .468 여 205 24.86 3.59 

5 학년 
남 116 22.78 4.11 

-3.765 .054 여 94 24.80 3.51 

6 학년 
남 103 24.90 3.90 

- .014 .191 여 111 24.91 3.67 

2) 대만 초등학생의 신체상, 자아존중감, 행복감은 학년과 성별에 

따른 차이 

대만 초등학생의 학년과 성별에 따른 신체상, 자아존중감, 

행복감의 전체 점수와 행복감의 하위 영역별 점수는 <표 V-10>과 

같다. 신체상 점수는 6 학년 여아가 가장 높았으며, 6 학년 남아와 

5 학년 여아가 가장 낮았다. 자아존중감 점수는 6 학년 여아가 가장 

높았으며 5 학년 여아가 가장 낮았다. 행복감 전체 점수는 5 학년 

여아가 가장 높았으며, 6 학년 남아가 가장 낮았다. 이의 하위영역인 

교우관계도 5 학년 여아가 가장 높았으며, 6 학년 남아가 가장 

낮았다. 그러나, 교사관계 점수는 6 학년 여아가 가장 높았으며, 

5 학년 남아가 가장 낮았다. 한편, 삶의 만족도는 6 학년 남아가 

가장 높았으며, 5 학년 여아가 가장 낮았다. 이는 대만 아동은 

학년과 성별에 따라 자신의 외모와 신체, 개인의 전반적인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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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행복감을 구성하는 다양한 영역에 대해 다르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설명한다. 

구체적으로 아동의 신체상,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이 학년과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결과는 <표 V-11>과 같다.  

먼저 학년에 따른 신체상, 자아존중감, 행복감의 차이를 

살펴보면, 자아존중감(F=5.210, df=1, 445, p<.05)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6 학년(M=17.56, SD=4.34)은 5 학년(M=16.43, SD=5.15) 

보다 자신에 대한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만족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학년에 따른 신체상과 행복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으로 성별에 따라 신체상, 자아존중감, 행복감을 비교한 

결과는 <표 V-11>와 같다. 결과를 살펴보면 대만 남아의 

신체상(M=12.20, SD=4.39)과 자아존중감(M=17.21, SD=4.57), 

행복감(M=89.45, SD=16.67)은 대만 여아의 신체상(M=12.38, 

SD=4.48), 자아존중감(M=17.31, SD=4.62), 행복감(M=92.52, 

SD=17.48)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대만 아동은 

성별에 따라 신체상과 자아존중감, 행복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것은 성별에 따른 신체상에 차이가 없다는 

선행연구결과(Bhuiyan et al., 2003; Benjet & Hernandez-Guzman, 

2011)와 일치하며 자아존중감에도 성별차이가 없다는 

결과(Maccoby & Jacklin, 1974; Wylie, 1979; Josephs et al, 1992; 

Watkins et al., 1997)와 일치한다. 이에 관한 대만의 

선행연구에서도 성별 혹은 신체상(葉素汝 & 張家銘, 2008), 

자아존중감(鄭秀足, 2004; 吳元蓉, 2006), 행복감(李素菁, 2004; 

陳香利, 2005; 蕭淑穗, 2007)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일관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하지만 행복감의 하위영역인 교우관계에서는 대만 남녀 아동과 

한국 남녀 아동이 같은 양상을 보였다. 교우관계에서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F=6.486, df=1, 445, p<.05), 

한국아동과 마찬가지로  여아(M=23.41, SD=4.25)가 남아(M=23.63, 

SD=4.78)보다 또래와의 관계가 더 긍정적이고 친밀하다고 

인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많은 대만 초등학생을 연구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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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아의 또래관계를 고찰한 연구결과와 같다(王黛玉, 2004; 陳玉珠, 

2008; 林世欣, 2010; 張珍雯, 2010). 

마지막으로 아동의 신체상, 자아존중감, 주관적 행복감에 

있어서 학년과 성별에 따른 상호작용효과이 있는지 알아보았는데 

결과는 대만 초등학생은 신체상,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에 있어서 

학년과 성별에 따른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결과는 대만과 한국 초등학생의 신체상과 자아존중감이 

연령과 성별에 따른 차이에 대한 각기 다른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는 초등학생의 신체적 발달속도에 개인차이가 있으며, 

선행연구에서 언급했듯이, 한국과 대만의 사회문화적 맥락과 다르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에 대한 규범적 요구와 사회적인 상호작용과 

대인관계에 관련된 경험도 다르다. 따라서, 신체상과 자아존중감은 

연령과 성별에 따른 차이에 대한 결과가 불일치하게 나타난 

것이다(Josephs et al., 1992). 

<표 V-10> 대만 아동의 학년과 성별에 따른 신체상, 자아중존감, 

행복감 

구분 학년 
성별 

평균 M(SD) 
남 M(SD) 여 M(SD) 

 

신체상 

5 학년 12.33(4.20) 12.15(4.65) 12.24(4.42) 

6 학년 12.15(4.46) 12.47(4.42) 12.31(4.44) 

평균 12.20(4.39) 12.38(4.48) 12.29(4.43) 

 

자아존중감 

5 학년 16.60(4.93) 16.27(5.38) 16.43(5.15) 

6 학년 17.43(4.43) 17.68(4.26) 17.56(4.34) 

평균 17.21(4.57) 17.31(4.62) 17.26(4.59) 

 

행복감 

5 학년 78.91(13.31) 80.45(14.88) 79.69(14.09) 

6 학년 79.44(11.75) 80.92(12.21) 80.18(11.99) 

평균 79.30(12.15) 80.79(12.94) 80.06(12.56) 

 

교우관계  

5 학년 22.95(4.88) 24.28(4.63) 23.63(4.78) 

6 학년 22.88(4.20) 23.93(4.25) 23.41(4.25) 

 평균 22.90(4.37) 24.03(4.34) 23.47(4.39) 

 

교사관계 

5 학년 20.62(5.50) 21.50(5.62) 21.07(5.55) 

6 학년 21.00(4.37) 21.70(4.68) 21.35(4.54) 

평균 20.90(4.68) 21.65(4.93) 21.28(4.82) 

삶의 

만족도 

5 학년 35.34(5.67) 34.67(7.12) 35.00(6.43) 

6 학년 35.55(6.19) 35.28(6.19) 35.42(6.18) 

평균 35.50(6.04) 35.12(6.44) 35.3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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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11> 대만 아동의 학년과 성별에 따른 신체상, 자아중존감, 

행복감에 대한 비교 

구분 변동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신체상 

학년 .438 1 .438  .022
***

 

성별 .408 1 .408 .021
***

 

학년×성별 5.268 1 5.268 .267
***

 

오차 8771.184 445 19.711  

 

자아존중감 

학년 109.030 1 109.030 5.210
***

 

성별 .143 1 .143 .007
…*

 

학년×성별 7.635 1 7.635 .365
…*

 

오차 9311.914 445 26.416  

 

행복감 

학년 21.370 1 21.370 .135
***

 

성별 197.425 1 197.425 1.248
***

 

학년×성별 .076 1 .076 .000
***

 

오차 70400.636 445 158.204  

 

교우관계 

학년 3.714 1 3.714 .195
***

 

성별 123.679 1 123.679 6.486
***

 

학년×성별 1.767 1 1.767 .093
***

 

오차 8486.102 445 19.070  

 

교사관계 

학년 7.312 1 7.312 .315
***

 

성별 54.271 1 54.271 2.338
***

 

학년×성별 .694 1 .694 .030
***

 

오차 10331.685 445 23.217  

 

삶의 

만족도 

학년 14.792 1 14.792 .378
***

 

성별 19.689 1 19.689 .503
***

 

학년×성별 3.561 1 3.561 .091
***

 

오차 17424.715 445 39.157  
*
p<.05 

3) 국적에 따른 신체상, 자아존중감, 행복감의 차이  

한국과 대만 초등학생의 신체상,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의 

전반적인 차이를 비교해 보기 위해 t-test 로 실시한 결과는 <표 V-

11>에 제시되어 있다.  

<표 V-12> 한국과 대만 아동의 신체상, 자아존중감 및 행복감의 

차이 

구분 한국 (n=424) 대만 (n=449) t 

M(SD) M(SD) 

신체상 11.20(4.40) 12.29(4.43) -3.67
***

 

자아존중감 16.57(5.19) 17.26(4.59) -2.07
***

 

행복감 79.43(11.45) 80.06(12.56) -0.77
***

 
*
p<.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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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에 따른 양국의 아동들은 자신의 외모와 신체에 대한 

평가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t=-3.67, p<.001) 대만 

아동(M=12.29, SD=4.43)보다 한국 아동(M=11.20, SD=4.40)이 

자신의 신체상에 더욱 부정적으로 평가되었다. 李恩泰(2005)는 한국 

사회가 대만 사회보다 외모를 더욱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이 현상은 한국 아동도 자신의 외모 신체적인 외부조건에 더욱 

중시한다는 점을 설명한다.  

다음으로 자아존중감에 대한 한국과 대만 아동의 자아 평가를 

살펴보면, 국적에 따라 두 나라 학령기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2.069, p<.05). 한국 

아동(M=15.57, SD=5.19)이 대만 아동(M=17.26, SD=4.59)보다 

자아존중감에 더 낮은 점수가 나타났다. 이는 한국 아동은 대만 

아동에 비해서 자기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대만 아동의 행복감에 대한 비교결과는 

양국의 초등학생의 행복감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지만,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행복감을 구성한 

하위영역인 교우관계, 교사관계 및 삶의 만족도에서 한국과 대만 

아동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는 <표 V-13>와 같다. 국적에 따른 

교우관계(t=2.95, p<.01)와 삶의 만족도(t=-3.73,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우관계에서는 한국 

아동(M=24.30, SD=3.92)이 대만 아동(M=23.47, SD=4.39)보다 

자기의 또래간의 관계에 대해 만족도 점수가 높았다. 반면, 삶의 

만족도에서는 대만 아동(M=35.31, SD=6.24)은 한국 아동(M=33.76, 

SD=6.02)보다 자신의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하지만, 

교사관계 영역에서는 국적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국 아동과 대만 아동 전체 행복감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한편, 삶의 만족도 항목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후기 학령기의 한국 아동은 대만 아동보다 

소속감이 더 낮고 스트레스, 외로움과 피곤한 느낌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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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13> 행복감의 하위영역에서 한국과 대만 아동의 차이 

행복감  

하위요인 

한국 (n=424) 대만 (n=449) 
t 

M(SD) M(SD) 

교우관계 24.30(3.92) 23.47(4.39) 2.95
***

 

교사관계 21.37(4.82) 21.28(4.82) .27
***

 

삶의 만족도 33.76(6.02) 35.31(6.24) -3.73
***

 

**
p<.01, 

***
p<.001 

한국과 대만 아동이 행복의 조건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알아본 결과, 한국 아동 경우에는 ‘행복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조건’은 ‘화목한 가족’(36.7%), ‘자유’(14.9%), 친구(12.8%) 순서로 

나타났고, 대만 아동 경우에는 ‘화목한 가족’(45.7%), ‘건강’(21.0%), 

‘친구’(20.4%)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과 대만 아동이 ‘언제 

가장 행복하는가’ 질문에 대한 응답은 ‘가족이 잘 해줄 때’(한국 

20.3%, 대만 26.8%), ‘친구들과 놀 때’(한국 18.1%, 대만 25.9%), 

‘내 맘대로 쓸 수 있는 시간이 많을 때’(한국 17.2%, 대만 13.8%) 

같은 순서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우리는 한국과 대만 

아동이 행복의 조건중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가족’인 것을 알 

수 있으며, 이외에도 또래와 함께 보내는 시간들도 청소년으로 

이전하는 5, 6 학년 아동에 있어 삶에 대한 만족도와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으로 볼 수 있다.  제 2 위 행복조건을 

살펴보면, 한국 아동은 “자유”를 행복해지는 조건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여가활동을 즐기는 시간이 부족한 한국 아동들이 자유의 

시간을 더 갖고 싶어하는 갈망을 볼 수 있다. 한편, 대만 아동은 

‘건강’을 행복해지는 제 2 위 조건으로 꼽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현대의 대만 아동이 자는 시간이 부족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고학년 아동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林砡琝(2008)의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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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과 대만 초등학생의 신체상,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의 상관관계 (연구문제 2) 

1) 한국 초등학생의 신체상,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의 상관관계 

한국 초등학생의 신체상, 자아존중감과 행복감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상관분석 결과를 다음의 

<표 V-14>에 제시하였다. 종속변수인 행복감과 두 독립변인(신체상,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살펴보면, 한국 아동의 신체상은 

자아존중감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r=.607, p<.01) 

행복감도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r=.346, p<.001). 또한 

한국 아동의 자아존중감도 행복감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r=.520, p<.001). 즉 한국 아동이 자신의 외모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높을 수록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이 높아진다. 

<표 V-14> 한국 아동의 신체상, 자아존중감, 행복감의 상관관계 

(N=424) 

 신체상 자아존중감 행복감 

산체상 1
***

   

자아존중감 .607
***

 1
***

  

행복감 .346
***

 .520
***

 1
***

 
***

p<.001 

2) 대만 초등학생의 신체상,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의 상관관계 

대만 초등학생의 신체상, 자아존중감과 행복감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상관분석 결과를 다음의 

<표 V-15>에 제시하였다. 종속변수인 행복감과 두 독립변인(신체상,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살펴보면, 대만 아동의 신체상은 

자아존중감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r=.561, p<.001) 

행복감도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r=.389, p<.001). 또한 

대만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행복감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r=.577, p<.001). 즉 대만 아동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외모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높을 수록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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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15> 대만 아동의 신체상, 자아존중감, 행복감의 상관관계 

(N=449) 

 신체상 자아존중감 행복감 

산체상 1
***

   

자아존중감 .561
***

 1
***

  

행복감 .355
***

 .524
***

 1
***

 
***

p<.001 

연구문제 4 를 검증한 결과를 요약하면, 한국과 대만 

초등학생은 모두 신체상과 자아존중감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이행하는 아동들이 

자신의 외모나 체형 등에 대해 자신이 있을수록 자기에 대한 

평가를 더욱 긍정적으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이 시기의 

아동은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자신의 신체를 긍정적으로 보고 

평가하는 것이 자아존중감과 관련이 된다는 결과와 

일치한다(Mendelson, Mendelson &White, 1996-1997; Durkin & 

Paxton, 2002). 현재 사회에서 과도하게 발달하는 대중매체에서는 

여성들이 외모에 의해 자아가치(self-worth)가 형성되는 점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다(Richins, 1991; 

Silverstein, Perdue, Peterson, & Kelly, 1986). 한국의 많은 

연구에서도 신체상과 자아존중감의 유의한 관계를 

언급하였다(이경희, 1991; 조지숙, 1992; 이계원, 1993; 신관호, 

1996). 또한 아동이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자기가 행복감을 더 

쉽게 느낄 수 있어 행복감이 높아진다는 선행연구(엄은미, 2001; 

송영이, 2011)도 이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한편, 신체상이 

행복감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청소년은 외모적 매력에 대한 

자기평가와 행복감 간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Note, 2001, Stokes and Frederick-Recascino,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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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과 대만 초등학생의 신체상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연구문제 3)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신체상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Reuben M. Baron & David A. 

Kenny(1986)가 제안한 3 단계 회귀분석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영향력을 통제하고자 성별, 가정형태, 

형제유무, 주관적 가정경제, 주관적 학업성적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이 방법에 따라 매개변수(자아존중감)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총족해야 한다. 첫째, 독립변수(신체상)는 

종속변수(행복감)에 대해 유의한 영향을 줘야 한다. 둘째, 

매개효과(자아존중감)는 종속변수(행복감)에 대해 유의한 영향을 

줘야 한다. 셋째, 독립변수(신체상)와 매개변수(자아존중감)는 

종속변수(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을 고려하였을 때 앞에서 

독립변수(신체상)가 종속변수(행복감)에 대해 유의하였던 영향력이 

감소하거나 없어진다면 매개효과(자아존중감)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회귀분석의 기본 

조건들을 총족하였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히스토그램과 산점도를 

통해 정규성과 오차의 등분산성이 획인되었다. Durbin-

Watson 통계량을 통해 그 수치가 2 에 가까이 나타나서 오차들의 

독립성이 확인되었다. 또한 한국과 대만 경우에는 독립변수 간의 

공차한계는 최대가 .965, VIF 는 1.091 로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1) 한국 학령기 아동의 신체상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한국 초등학생의 신체상이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아동의 신체상이 자신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다른 

인구사회학적인 변수들을 통제변수로 설정하고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표 V-16>에 제시한다.  



 

- 53 - 

 

<표 V-16> 한국 아동의 신체상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N=424) 

구분 
연구모델 1 

B S.E. ß 

 

 

통제변수 

성별 3.18 1.04 .14
***

 

가정형태  .45 1.67 .01
***

 

형제 유무 2.13 1.47 .07
***

 

주관적 가정경제 1.67 .64 .12
***

 

주관적 학업성적 2.55 .56 .21
***

 

독립변수 신체상  .79 .16 .26
***

 

상수 48.77 4.08  

R
2
 .21 

Adjusted R
2
 .20 

F 41.93
***

 
*
p<.05, 

**
p<.01, 

***
p<.001 

분석결과에서 연구모델 1 의 전체 설명력은 20%로, p<.001 

수준에서 통제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모델 1 에 

포함된 통제변수와 독립변수인 아동의 신체상이 종속변수인 아동의 

행복감의 변량을 20% 설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의 신체상이 자신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ß =. 26 로, 

p<.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아동의 신체상이 한 

단위 증가할수록 자신의 행복감이 .26 만큼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이 자기의 모습에 대한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자신의 삶에 대해 더 행복하게 느낄 수 있다는 선행연구(Diener, 

Wolsic & Fujita, 1995; Holder & Coleman, 2008; 최은석, 2010)와 

일치한다.  

다음으로 한국 아동의 신체상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 & Kenny(1986)이 

제시한 방법에 따라 세 단계에서 모두 인구사회학적 요소들을 

통제변수로 설정하고 있으며, 아동의 신체상을 독립변수로, 아동의 

행복감을 종속변수로 하여 각 단계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에 맞게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결과가 <표 V-17>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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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17> 한국 아동의 신체상와 행복감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1 단계 2 단계 3 단계 

행복감 
자아존중감 

행복감 

ß ß ß 

 

 

통제변수 

성별 .14
***

 .02
***

 .13
***

 

가정형태 .01
***

 .07
***

 -.02
***

 

형제 유무 .07
***

 .00
***

 .06
***

 

주관적 가정경제 .12
***

 .06
***

 .09
***

 

주관적 학업성적 .21
***

 .17
***

 .14
***

 

독립변수 신체상 .26
***

 .56
***

 .06
***

 

매개변수 자아존중감   .43
***

 

상수(B 값) 48.77
***

 2.44 46.43 

R
2
 .21 .41 .32 

Adjusted R
2
 .20 .40 .31 

F 49.93
***

 189.18
***

 58.01
***

 
*
p<.05, 

**
p<.01, 

***
p<.001 

먼저 연구모델의 설명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단계 

연구모델은 통계변수와 독립변수를 모두 투입한 것으로 연구모델의 

설명력은 20%이며,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2 

단계 연구모델은 통제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이며, 연구모델의 설명력은 

40%,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3 단계 연구모델은 

1 단계 연구모델에서 매개변수인 전체 자아존중감 변수를 추가한 

것이다. 이 단계 연구모델의 설명력은 31%,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한국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Baron 과 

Kenny(1986)의 세 단계 연구모델에서 매개변수 성립되는 조건들을 

만족시켜야 한다. 첫 번째, 독립변수인 한국 아동의 신체상이 

종속변수인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ß 

=.26, p<.001). 두 번째, 독립변수인 한국 아동의 신체상이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이(ß =.56, p<.001) 나타나서 

두 번째 조건도 총족시켰다. 마지막 조건은 독립변수인 한국 아동의 

신체상과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를 함께 투입한 결과 자아존중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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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났으며(ß =.43, p<.001) 

아동의 신체상의 통계적 유의성은 사라졌으므로 자아존중감의 완전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즉 자아존중감은 아동의 신체상과 행복감 

간에 영향관계를 매개한다는 것을 보인다.  

이러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가 통제적으로 유의미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Sobel Test 를 실시한 결과, p<.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Test Statistic=3.53, p-value=0.0004). 

따라서 자아존중감이 아동의 신체상이 자신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 매개한다는 것이 검증되었다. 즉 아동의 신체상은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만, 아동이 자신의 외모 신체적에 

대한 평가를 통제하였을 때, 아동이 지각하는 자아에 대한 평가를 

내는 것이 아동의 느낄 수 있는 행복감 정도에 중요한 영향력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위의 결과를 도식화 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V-3] 한국 초등학생의 신체상과 행복감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도식 

2) 대만 학령기 아동의 신체상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자아존중감은 매개효과 

대만 학령기 아동의 신체상이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아동의 신체상이 자신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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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사회학적인 변수들을 통제변수로 설정하고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표 V-18>에 제시한다.  

<표 V-18> 대만 아동의 신체상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N=449) 

구분 
연구모델 1 

B S.E. ß 

 

 

통제변수 

성별 .62 1.8 .03
***

 

가정형태 -2.54 1.37 -.08 
***

 

형제 유무 1.17 1.36 .04
***

 

주관적 가정경제 1.93 .87 .10
**3

 

주관적 학업성적 1.86 .59 .14
***

 

독립변수 신체상 1.19 .12 .35
***

 

상수 58.12 4.25  

R
2
 .19 

Adjusted R
2
 .18 

F 65.76
***

 
**
p<.01, 

***
p<.001 

분석결과는 연구모델 1 의 전체 설명력은 18%로, p<.001 

수준에서 통제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모델 1 에 

포함된 통제변수와 독립변수인 아동의 신체상이 종속변수인 아동의 

행복감의 변량을 18% 설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만 아동의 신체상이 자신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ß =.35 로,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아동의 신체상이 한 

단위 증가할수록 자신의 행복감이 .35 정도만큼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만 아동은 한국 아동과 같은 결과가 나타나며 외모 

신체적에 대한 인식과 평가가 행복감의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Diener, Wolsic & Fujita, 1995; Holder & Coleman, 

2008; 최은석, 2010)와 일치한다.   

다음으로 대만 아동의 신체상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세 단계에서 모두 인구사회학적 

요소들을 통제변수로 설정하고 있으며, 아동의 신체상을 독립변수로, 

아동의 행복감을 종속변수로 하여 각 단계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에 

맞게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결과가 다음 <표 V-

1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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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19> 대만 아동의 신체상와 행복감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1 단계 2 단계 3 단계 

행복감 
자아존중감 

행복감 

ß ß ß 

 

 

통제변수 

성별 .03
***

 .01
***

 .02
***

 

가정형태 -.08
*2**

 .02
***

 -.10
***

 

형제 유무 .04
***

 -.04
**3*

 .06
***

 

주관적 가정경제 .10
**3

 .12
***

 .04
***

 

주관적 학업성적 .14
***

 .13
***

 .08
***

 

독립변수 신체상 .35
***

 .53
***

 .08
ㅠ
 

매개변수 자아존중감   .51
***

 

상수(B 값) 58.12
***

 5.53
***

 50.46
***

 

R
2
 .19 .36 .35 

Adjusted R
2
 .18 .35 .34 

F 65.76
***

 189.08
***

 98.27
***

 
*
p<.05,

 **
p<.01, 

***
p<.001 

먼저 연구모델의 설명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단계 

연구모델은 통계변수와 독립변수를 모두 투입한 것으로 연구모델의 

설명력은 18%이며,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2 

단계 연구모델은 통제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이며, 연구모델의 설명력은 

35%,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3 단계 연구모델은 

1 단계 연구모델에서 매개변수인 전체 자아존중감 변수를 추가한 

것이다. 이 단계 연구모델의 설명력은 34%,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대만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먼저, 독립변수인 대만 아동의 신체상이 

종속변수인 아동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ß =.35, p<.001). 다음으로 독립변수인 대만 아동의 

신체상이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이(ß =.53, p<.001) 

나타나서 2 단계에서도 조건을 만족하였다. 마지막 조건은 

독립변수인 대만 아동의 신체상과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을 함께 

투입하자 자아존중감이 아동의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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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면서(ß=.51, p<.001) 아동의 신체상의 통계적 유의성은 

사라졌으므로 자아존중감의 완전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즉 대만의 

경우에도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신체상과 행복감의 영향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어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가 통제적으로 유의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Sobel Test 를 실시한 결과, p<.05 수준(양쪽)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Test Ststistic=3.76, p-value=0.00). 

따라서 자아존중감이 아동의 신체상이 자신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완전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즉 대만 아동의 신체상은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만, 아동이 자신의 외모 신체적에 

대한 평가를 동일하였을 때, 아동이 지각한 자아에 대한 평가는 

아동의 행복감 정도에 중요한 영향력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결과가 다음 [그림 V-3]와 같다. 

 

[그림 V-4] 대만 학령기 아동의 신체상과 행복감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도식 

연구문제 5 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한국과 대만 아동의 외모 

신체성,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이 국적에 따라 어느 정도 차이가 

있었지만, 두 나라 모두 아동의 신체상은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아동이 자신에 대한 평가인 자아존중감은 아동의 

신체상과 행복감 간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청소년기로 이행하는 시기의 아동이 자신의 신체상을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자아존중감도 높게 인식하고 이러한 높은 자아존중감은 

아동이 자신의 삶에 대해 더 높은 행복감을 느끼는데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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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행복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와 일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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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및 논의 

이 연구는 한국과 대만의 초등학생이 학년과 성별에 따라 

자신의 외모 및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와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행복감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한국과 대만과 같은 아시아 

나라로서 비슷한 경제사회 가운데 두 나라의 초등학생이 지각한 

신체상,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에 대한 평가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한국과 대만 초등학생의 신체상의 만족도 

정도, 자신에 대한 전체적 평가, 지각한 행복감이 서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아동의 신체상이 자신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신에 대한 전체적 평가인 자아존중감이 매개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한국과 대만의 수도 서울과 

타이페이에 위치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5, 6 학년 남녀아동 총 

873 명 (한국 424 명, 대만 449 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설문지를 통해 아동의 인구사회학적 정보와 신체상, 자아존중감, 

행복감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통계 분석하여 

나타난 주요 결과를 토대로 다음 결론이 도출되었다. 

 

첫째, 한국 초등학생의 신체상, 자아존중감, 행복감은 학년과 

성별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5 학년 아동이 6 학년 

아동보다 자신의 외모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남아가 

여아보다 신체상과 자아존중감이 높았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후기 

학령기 여아가 남아보다 더 빠른 사춘기를 경험하고 급격한 생리적 

변화로 인한 외모에 대해 불만족할 (Franzoi & Shield, 1984; Cash 

et al., 1986; David & Cowles, 1991) 뿐만 아니라 자신에 외모와 

신체적 불만족으로 낮은 수준의 자아존중감을 보인다고 한다(Cash 

& Pruzinsky, 1990; Thompson, 1990; Mendelson, et al., 2001; 

Cash & Fleming, 2002; Graber et al., 2006). 본 연구에서도 후기 

학령기 여아가 급격히 변화하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심리적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한편, 행복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학년과 성별의 상호작용도 있었다. 5 학년에서 여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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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감이 높고 6 학년은 남아의 행복감이 높아 연령과 성별에 따라 

행복감이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반적인 행복감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하위영역인 교우관계와 삶의 

만족도에서 성차가 나타났다. 여아가 남아에 비해 교우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지만 남아가 여아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 이 

결과는 대인관계에서 여아는 남아보다 상황에 따라 탄력적인 

대처를 더 잘한다(정선미·조옥귀, 2009)는 결과를 뒷받침한다. 반면, 

남아가 여아보다 자신의 생활에 대해 더 높은 만족도를 가지고 

있었다. 이는 한국 후기 학령기 남녀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변인이 

다르다는 것을 보일 수 있다(이현응·곽윤정, 2011). 

 

둘째, 대만 초등학생의 신체상, 자아존중감, 행복감은 학년과 

성별에 다른 결과를 보인다. 6 학년 아동이 5 학년 아동보다 

자아존중감이 더 높았지만 성별에 따라 신체상, 자아존중감, 

행복감이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만의 남아와 여아는 

신체상과 자아존중감, 행복감에 통계적 차이가 없었다. 그런데 

행복감의 하위영역인 교사관계와 삶의 만족도는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교우관계는 한국 아동과 같이 여아가 

남아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즉 교우관계에서 후기 학령기 여아는 

남아보다 또래와의 관계를 더 친밀하고 행복감의 중요한 변인으로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국적에 따라 신체상과 자아존중감이 서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먼저 초등학생의 국적에 따른 신체상과 자아존중감의 

차이는 대만 아동이 한국 아동보다 높은 점수가 나타났다. 즉 한국 

후기학령기 아동은 자신의 외모 신체적면에 대해 대해 

불만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춘기에 나타나는 생리적, 신체적 

변화를 잘 적응해야 되고 외모에 중시도가 높은 사회에 있는 한국 

아동들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대만 아동이 한국 

아동보다 자신에 대한 전체적 평가는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초등학생은 외모와 신체에 관심이 높아져서 신체상의 부정적인 

면을 인식하여 자아존중감도 낮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초등학생의 신체상이 자아존중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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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한다.  

 

한편, 국적에 따라 행복감 전반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았지만, 행복감의 하위영역인 교우관계와 삶의 

만족도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한국 아동은 대만 아동보다 

또래와의 관계가 더 친밀하고 중시하는 차이를 보인다고 할수 있다. 

반면, 삶의 만족도에는 대만 아동이 한국 아동보다 점수가 높았다. 

특히 한국 학령기 아동은 삶의 만족도에서 외로움, 힘듦, 스트레스 

등 부정적 정서에 대한 질문에서 낮은 점수가 나타났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한국 아동이 하루평균 학원에서 보내는 시간은 거의 

3 시간이다. 한국 학령기 아동은 영어, 수학 등 입시위주의 학원뿐만 

아니라 음악, 운동, 미술 등 재능학원도 다닌다. 한국 아동은 쉬는 

시간이 부족하므로 아동의 생리적, 심리적인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 따라서 초등학생의 건강한 생리적 및 심리적 상태를 어떻게 

유지하는지에 대해 부모와 교육단체의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일반적 특성에 따라 한국과 대만 학령기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먼저, 한국의 경우에는 가정형태, 

주관적 가정경제, 주관적 학업성적, 주관적 체형, 친구 수는 역시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대만의 

경우에는 주관적인 가정형편과 학업성적이 주관적인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아동이 지각한 가정경제와 

학업성적에 대한 표현을 살펴본 결과, 한국과 대만 아동이 지각한 

가정의 경제수준과 학업성적이 좋을 수록 더 행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가정경제와 좋지 않은 학업성적은 부모 간 혹은 

아동과 부모나 교사 간에 갈등이 생기는 중요한 요인을 볼 수 있다. 

부모와 교사는 아동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특히 

부모의 양육태도는 아동에게 큰 영향력이 있다. 최근에 경제불황과 

함께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부부갈등이나 가정경제곤란도 수반된다.  

이는 성인 뿐만 아니라 아동에게도 부정적 영향력을 미친다는 점을 

알 수 있다(Hernandez,2011). Brofenbrenner(1979)의 생태체계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각각 체계는 상호작용하면서 결국은 

아동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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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국의 차이가 있는 부분을 살펴본 결과, 한국에서 양쪽 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아동이 가장 행복했지만 대만 아동은 가정형태에 

따라 주관적 행복감의 차이가 없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2011 년 

대만 이혼율 2.5‰(대만 내정부, 2012)이고 한국 이혼율이 

2.3‰(통계청, 2011)이었다. 두 나라가 비슷하게 높은 이혼율을 

가지고 있지만, 각각 다른 사회문화맥락에 따라 학령기 아동이 

가정형태에 대한 반응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 부모 

가정 아동에게 상담교육 프로그램이나 중재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 아동은 주관적 체형에서 일반 

체형을 가지고 있는 아동이 다른 체형의 아동보다 행복을 느낀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한국의 외모지상주의가 아동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입증하는 결과이다. 외모를 과도하게 중시하는 

현상은 교육과 가정으로부터 아동에게 자신의 외모와 신체에 대해 

정확한 개념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한국은 친구가 

많으며 보통인 아동들은 친구가 적은 편인 아동들에 비해 더 

행복하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한국 초등학생들이 교우관계를 

중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긍정적인 삶의 행복을 위해 

아동의 교우관계를 증진시키는 방안이 중요하다. 

 

넷째, 한국과 대만 초등학생의 신체상, 자아존중감과 행복감 

간에 서로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즉 초등학생이 자신의 

외모와 신체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가질수록 자신에 대한 긍정적 

평가도 생김으로써 아동이 더 행복하게 느낀다고 보일 수 있다. 

특히 신체상과 자아존중감 간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았으며, 자신의 

모습과 신체에 대해 자신있는 아동은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일상생활에 발생된 사건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로 

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아동이 자신의 외모 신체적 

모습을 어떠한 감정, 의식, 태도로 지각하거나 주변의 중요한 

타인이 아동의 외모에 대한 평가하거나 또래의 부정적 반응은 

아동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의미하고, 이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Campbell et al., 1976; Umberson & Hughers, 

1987; Diener et al., 1995; 양계민, 1993; 박은아, 2003; 정명선, 

2003; 홍금희, 2006; 구자영 외, 2006; 박현정, 2010). 초등학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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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변화를 겪으므로 심리적 스트레스를 초래하며 자아존중감이 

떨어지면서 행복감이 낮아진다. 그래서 사춘기 전의 아동이 자신의 

신제적 변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다섯째, 한국과 대만 초등학생의 신체상과 행복감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아동의 신체상은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외모신체상에 행복감을 미치는 

영향에 확실한 완전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신체상이 높은 아동은 자신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이고 높아지며, 

아동이 지각한 행복감이 증가된다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는 아동의 

행복감에서 자아존중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었다.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아동은 긍정적 태도로 자기의 스트레스나 

도전에 대처하고 괴롭힘을 당할 때도 괴롭힌 것에 대해 저항할 

것이다(Baumesiter et al., 2003). 즉 높은 자아존중감은 건강한 

심리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자신의 모습이나 체격에 

만족해하지 않은 아동이 심리적 자아평가가 낮아 삶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불행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초등학생의 행복한 

삶을 위해 외모 신체에 대해서 아동이 중시하는 정도를 

감소시키거나 혹은 다른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아동이 건강하고 

긍정적 심리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다. 

다시 말하면, 학교 교육 활동을 설계할 때, 학업이나 수학능력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고학년 아동의 신체적 및 심리적 변화와 

자신에 대해 적극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결론들을 바탕으로 학령기 아동에게 자아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활동이나 가정환경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현재 사회는 아동이 TV, 인터넷, 스마트폰 등 

대중매체에 과도하게 노출된 상황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왜곡되고 

잘못된 신체상이 형성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은 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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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존중감을 떨어지게 만들며 행복하지 않게 만든다. 그러므로 

초등학생에게 외모 중시적인 면을 감소시키려면 학교 

교육현장에서는 아동으로 하여금 다양한 자기 표현 활동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각각의 아동이 잘하는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교사가 이를 잘 관찰하고 아동에게 좋은 피드백을 

주어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증진할 수 있는 선순환을 만들어야 한다. 

교사의 격려와 인정은 아동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에게도 다른 적극적인 시점으로 또래의 장점을 찾게 

만든다. 따라서 외모나 신체적에 대한 비웃음 현상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교육현장의 노력만으론 부족하다. 

아동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환경은 가정이다. 따라서 외모 

신체에 대한 의식을 감소시키고 자녀의 다른 재능을 찾아낼 수 

있는 부모의 교육도 필요하다.  

 

한 편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첫째, 이 연구는 한국과 대만 아동에게 실시한 시점이 달라서 

아동의 행복감이 달라질 수 있다. 한국과 대만의 학기제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한국 아동에게는 1 학기 말에, 대만 아동에게는 1 학기 

초에 실시하였다. 따라서 학령기 아동이 또래와 교사의 친숙도에도 

어느 정도 행복감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본다. 특히 대만 

아동은 새로운 환경에서 만난 또래와 교사 간의 관계가 친숙하지 

않으며, 새로운 학기가 시작한지 한 달이므로 아직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이로 하여금 행복감이 떨어지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므로 아동의 행복감에 대한 비교연구를 할 때 나라별로 

아동의 학기시간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이 연구는 초등학생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초등학생의 제 2 차 성징과 같은 생리적 신체변화가 어떻게 

심리적에게 영향을 주는 지에 대해 알고 싶었지만 아동의 실제 

신체적 변화를 파악할 수 없으며, 확인할 수 없었다. 특히 여아들이 

생리시작여부에 관한 질문에 민감하여 성실한 대답을 얻을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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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기 때문이다. 또한 남아의 제 2 차 성징에 관한 질문사항이 없기에 

남아의 사춘기전의 신체적 변화를 파악하기 가 어려웠다. 이 때문에 

사춘기전 아동의 신체적 변화가 행복감에 미치는 관련 후속연구는 

아동의 신체적 변화를 어떻게 잘 파악할 수 있는지에 대해 완비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 

 

셋째, 이 연구는 아동의 신체상이 행복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기 위해 신체상만 변수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부모의 양육태도와 교육방식은 사회문화맥락에서 차이가 많기 

때문에 아동의 외모 신체적인 점과 행복감에 미친 영향력도 있을 

수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학부모의 양육태도나 교육방식을 

포괄적으로 평가하여 아동의 외모 신체적인 점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 먼저, 한국 초등학생의 행복감은 대만 아동과 비교하여 

그리 낮지 않았다. 한국 아동들은 다양한 학교와 학원 활동으로 

인해 여가시간이 부족하여 스트레스 수준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런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과정에서 적응력과 저항력을 

발달시킬 수 있었던 것이라 추측해 볼수 있다. 또한, 사춘기 전의 

아동이 외모 신체적과 자아존중감에 따라 행복감이 달라짐을 

밝힘으로써, 학교나 가정 교육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불고있는 

외모지상주의 환경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과 더불어 아동의 

행복감을 높이고 건강한 어린 시절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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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한국 초등학생용 질문지 

 

 

질 문 지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음의 질문들은 후기 학령기 여러분이 평소 외모와 생활

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실험이 아니기 때문에 틀린 답이란 없으며 이름을 

쓰지 않고 진행합니다. 또한 응답하신 모든 내용은 연구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그

러나 모든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주세요. 한 문제라도 빠짐

없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아동학 연구실 

지도교수  박혜준(______@snu.ac.kr) 

연구자  양여행(______@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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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부터 각각의 질문을 주의 깊게 읽으세요. 여러분은 평소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일 먼저 마음에 떠오르는 대답을 적합한 

칸에서 골라 √ 표 하세요. 연구자 이외 누구도 여러분이 작성한 

질문지를 보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최대한 솔직하게 답해주세요 
 

A. 외모-신체상 

 

문 항 내 용 그렇다 아니다 

1. 나는 사진 속에서의 내 모습을 좋아한다   

2. 다른 친구들은 내 외모를 좋아한다.    

3. 나는 내 외모에 대해 만족하다.   

4. 대부분 사람들은 나보다 더 훌륭한 

몸매(체격)를 가지고 있다. 

  

5. 나는 몸무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6. 나는 거울에 비춰지는 내 모습이 좋다.   

7. 나는 지금보다 더욱 날씬했으면 한다.   

8. 가능하다면 나는 나의 외모의 많은 부분을 

바꾸고 싶다. 

  

9. 나는 나의 신체에 대하여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10. 나의 몸무게는 적당하다.   

11. 나는 내가 더 잘 생기(예쁘)다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12. 나는 나의 외모에 대해 자신이 없다.   

13. 다른 사람은 나의 외모를 비웃는다.   

14. 나는 나의 몸매(체격)는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15. 나는 내가 원하는 만큼 멋있게/예쁘게 보인다.   

16. 나는 종종 다른 사람처럼 생겼으면 한다.   

17. 나는 나의 모습 때문에 화가 난다.   

18.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만큼 잘 생긴(예쁜)다.   

19. 부모님은 나의 외모를 좋아한다.    

20. 나는 다른 사람이 나의 외모를 바라보는 

시선에 신경이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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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질문을 주의 깊게 읽으세요. 여러분은 평소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각각 질문을 읽고 자신과 가장 일치한다고 생각되는 곳에 

√ 표 하세요. 

B. 자아존중감 

 
문 항 내 용 그렇다 아니다 

21. 나를 괴롭게 하는 일은 별로 없다.   

22. 나는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기가 힘들다.   

23. 할 수 있다면 나는 나의 많은 점을 바꾸고 

싶다. 

  

24. 나는 어렵지 않게 마음을 결정할 수 있다.   

25. 나는 함께 지내기에 재미있는 사람이다.   

26. 나는 집에서 쉽게 화를 낸다.   

27. 나는 새로운 것에 익숙해지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 

  

28. 나는 친구들에게 인기가 있다.   

29. 우리 가족은 대체로 내 기분을 이해해 주는 

편이다. 

  

30. 나는 항상 매우 쉽게 포기한다.   

31. 우리 가족은 나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한다.   

32. 나답게 된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다.   

33. 나의 삶의 모든 것은 뒤죽박죽인 듯하다.   

34. 사람들은 대체로 나의 생각을 따르지 않는다.   

35. 나는 내 자신을 낮추어 본다.   

36. 나는 가출하고 싶을 때가 여러 번 있다.   

37. 나는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실망할 때가 많다.   

38.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만큼 잘 생기/예쁘지 

않다. 

  

39.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서슴지 않고 

그것을 말한다. 

  

40. 나의 가족은 나를 잘 이해하고 있다.    

41.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나는 별로 사랑 받지 

못한다. 

  

42. 나의 부모님은 언제나 나를 몰아 세우는 것 

같다.  

  

43. 나는 내가 하고 있는 것에 종종 좌절감을 

느끼며 낙담한다. 

  

44. 나는 가끔 내가 다른 사람이었으면 하고 

생각할 때가 있다. 

  

45. 나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의지해도 될 만큼 

강하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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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학교과 학원생활 만족도 

 
46. 아주 친한 친구는 몇 명 인가요? 

아주 친한 친구가 없는 경우는 ‘0’명이라고 쓰세요. 
※ 아주 친한 친구란 평소에 잘 어울이고 친하게 지내는 사람으로 

학교친구, 학원친구, 동네친구 및 선후배도 포함될 수 있음. 

             명 

 

47. 아주 친한 친구는 주로 어디서 

만나는 친구인가요?  
(1 개만 골라 √ 표 하세요.) 

 학교      

 학원(과와, 공부방 포함) 

 동네      종교단체(교회, 절 등) 

 기타                   

48. 아주 친한 친구와는 얼마나 

자주 만나나요? 

 거의 매일            2~3 일에 

한 번 정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2~3 주에 

한 번 정도 

기타                   

 

★  다음 질문을 주의 깊게 읽으세요. 여러분은 평소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각각 질문을 읽고 자신과 가장 일치한다고 생각되는 곳에 

√ 표 하세요. 

문 항 내 용 
전혀 

아니다 

별로 

아니다 

보통 

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49. 나는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즐겁다 

     

50. 나는 친구들과 같은 생각과 

감정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51. 나는 내 고민을 친구에게 이야기 

한다. 

     

52. 내 친구들은 내 가족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53. 학교가는 날 여러분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은 하루에 얼마나 되나요?        시간       분 

54. 학원, 과외, 공부방은 모두 몇 군데를 다니고 

있나요?  

한 군데도 다니고 있지 않으면 ‘0’이라고 

쓰세요. 

               

군데 

55. 학원, 과외, 공부방에서 보내는 시간은 ‘평일’ 

하루 몇 시간인가요? 

학원에 다니는 학생만 답해 주세요. 

 

       시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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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질문을 주의 깊게 읽으세요. 여러분은 평소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각각 질문을 읽고 자신과 가장 일치한다고 생각되는 곳에 

√ 표 하세요. 

문항 내용 전혀 

아니다 

별로 

아니다 

보통 

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56. 우리 반 친구들은 나에게 친절한 

편이다. 

     

57. 우리 반 친구들은 나에게 도움을 

많이 주는 편이다. 

     

58. 나는 학교선생님과 사이가 좋은 

편이다. 

     

59. 나는 학교선생님께 내 고민능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다. 

     

60. 학교 선생님은 나에게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신다. 

     

61. 학교 선생님은 나에게 도움을 

주신다. 

     

62. 학교 선생님은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63. 학교 선생님은 내 친구관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64. 나는 학교선생님을 가깝게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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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질문을 주의 깊게 읽으세요. 여러분은 평소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각각 질문을 읽고 자신과 가장 일치한다고 생각되는 곳에 

√ 표 하세요. 

D. 삶의 만족도 
 

문 항 내 용 
전혀 

아니다 

별로 

아니다 

보통 

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65.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한다.      

66. 나의 삶에 만족한다.      

67. 나는 내가 속한 집단에 소속감을 

느낀다. 

     

68. 나는 주변사람과 잘 어울린다.      

69. 나는 아무런 이유 없이 무척 

외롭다. 

     

70. 나는 매우 피곤하다.      

71. 나는 스트레스를 받는다.      

72. 자신이 볼 때 주변 친구들이 

행복하다. 

     

73. 주변 친구들에 비해서 나는 

행복하다. 

     

 

 

74. 자신이 행복하기 위해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1 개만 골라 √ 표 하세요.) 

 건강     돈    성적 향상 

 친구          이성 친구 

 화목한 가족   자격증(기술 등) 

 자유          기타             

 

 

 

75. 여러분이 ‘가장’ 행복하다고 느낄 

때는 언제인가요? 

(1 개만 골라 √ 표 하세요.) 

① 잘 생겼다는 말을 들었을 때 

② 성적이 올랐을 때 

③ 친구들과 놀 때 

④ 칭찬을 받았을 때 

(상받은 것 포함) 

⑤ 가족이 잘 해줄 때 

⑥ 마음껏 잘 때 

⑦ 사고 싶은 것 살 때 

⑧ 혼자 놀 때 

⑨ 내 맘대로 쓸 수 있는 시간이 

많을 때 

⑩ 기타                              

76. 여러분의 집에 방이 몇 개 있나요? 

(거실과 주방은 제외) 

  1 개       2 개     3 개 

  4 개       5 개 이상 

77. 여러분은 자신의 휴대폰을 가지고 

있나요? 

  예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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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 

 
1. 당신은 남자인가요? 여자인가요?  남자          여자 

2. 생일은 언제인가요?               년             월 

3. 몇 학년인가요?  5 학년              6 학년 

 

4.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은 

누구입니까?  

(모두 표시해 주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형제자매 

 그 외 친척 (고모, 이모, 삼촌 

등) 

 기타 (                  ) 

5. 형제, 자매 중 몇째 입니까? 
             명 중              

째 

예: 3 명 중 2 째 

 

6. 우리 집의 경제 사정은 어떻다고 

생각하나요? 

 매우 어려운 편이다 

 다소 어려운 편이다 

 보통이다 

 약간 잘 사는 편이다 

 매우 잘 사는 편이다 

 

 

7. 자신의 학업 성적은 어떻다고 

생각하나요? 

 아주 못하는 편이다 

 조금 못하는 편이다 

 보통이다 

 약간 잘하는 편이다 

 매우 잘하는 편이다 

 

8. 자신의 친구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친구가 거의 없다 

 친구가 적지만 친하게 지낸다 

 보통이다 

 친구가 많은 편이다 

 친구가 많고 모두 친하게 

지낸다 

9. 키와 몸무게는 어떻게 되나요? 
키：                   cm 

몸무게：                kg 

 

 

10. 자신의 체격은 어떻다고 

생각하나요? 

 매우 말랐다 

 약간 마른편이다 

 적당하다 

 약간 뚱뚱하다 

 매우 뚱뚱하다 

11. 초경(생리)을 시작했습니까? 

(여학생만 하세요) 

  예        아니오 

★ 설문에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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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대만 초등학생용 질문지 

 

 

問  卷  調  查 
 

親愛的小朋友，你好： 

 

    為了瞭解臺北地區國小五、六年級小朋友平時生活感受，

以及對自己有什麼樣看法的問卷調查。 

     

    這不是考試，答案也沒有對或錯，更與學業成績沒有關

係， 請按照自己實際情況來回答就可以了。你所填寫的資料與

答案，僅供研究者參考，我們會保密，請你安心填寫。 

 

    填寫完，請確認有沒有遺漏的問題，感謝你的幫忙！ 

  

祝   學業進步 

韓 國 首 爾 大 學 研 究 所 兒 童 家 庭 系  

指導教授：朴 惠 晙 博 士 (______@snu.ac.kr)  

研 究 生：梁 如 幸 (______@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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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親愛的小朋友，現在開始請仔細閱讀問卷題目。依照自己平常實際的

生活情形與想法回答，並在格子裡打 √。  

A. 外貌及身體形象 

 

問題 是 否 

1. 我喜歡照片裡自己的模樣。   

2. 同學們喜歡我的外貌。   

3. 對於自己的外貌我感到滿足。   

4. 大部分人的身材比我好。   

5. 我的體重使我感到不開心。   

6. 我喜歡鏡子裡的自己。   

7. 我希望自己可以更瘦一點。   

8. 如果可以改變外表，我想要改變的部分很多。   

9. 我對自己的身材很有自信。   

10. 我覺得自己的體重剛剛好。   

11. 我希望我可以長得更好看。   

12. 我對於自己的外表非常沒有自信。   

13. 別人常常取笑我的外表。   

14. 我覺得自己的身材很好。   

15. 我擁有自己期望的外貌。   

16. 我常常希望可以長得像別人。   

17. 我的外貌使我感到生氣。   

18. 我的外貌跟其他人一樣好看。   

19. 我的父母喜歡我的外貌。   

20. 對於別人怎麼看我的外貌感到憂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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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請仔細閱讀問卷題目，依照自己平常實際的生活情形與想法回答，並

在格子裡打 √。  

 

問題 是 否 

21. 我不是容易被事情所影響的人。   

22. 在眾人前發表言論對我來說很難。   

23. 如果可以改變，我想要改善的部分很多。   

24. 我可以很快下決定。   

25. 和我在一起很有趣。   

26. 我在家很容易生氣。   

27. 對於新的事物，我需要很長的時間去適應。   

28. 我在朋友群中還滿受歡迎的。   

29. 我的家人總是會考慮我的感受。   

30. 我總是很容易就屈服。   

31. 我的家人對我有太大的期望。   

32. 要跟我一樣是一件很困難的事。   

33. 我生活中的所有事都是一團糟。   

34. 大家通常不採納我的意見。   

35. 我對自己的評價有點低。   

36. 有好幾次我想要離家出走。   

37. 對於我所做的事情，我感到生氣。   

38. 跟大部分人相比，我長得不太好看。   

39. 我通常有話直說。   

40. 我的家人很了解我。   

41. 大家都不太喜歡我。   

42. 我覺得我的家人總是強迫我。   

43. 對於我所做的事情總是感到挫折。   

44. 我常常希望我可以是其他人。   

45. 我不能被依靠。   
 

 

 

 

 

 

 

 

 

 

 

B. 自尊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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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學校及補習生活 
 

46. 你有幾位非常要好的朋友呢？（如果沒有非

常要好的朋友請填「0」） 

※非常要好的朋友是指平常很和樂地玩在一

起、分享心事，可以是同學、鄰居或是學長

姊、學弟妹等。 

 

            位 

 

 

47. 你通常在哪裡和你的好朋友見面

呢？ (請只選擇一項) 

□  學校      

□  補習班      

□  家裡附近   

□  宗教場所（教會、寺廟

等）   

□  其他                

 

48. 你通常多久跟你的好朋友見一次

面呢？ 

□  幾乎每天      

□  一個禮拜 2~3 次   

□  一個禮拜一次   

□  2~3 個禮拜一次    

□  其他                     

★ 請仔細閱讀問卷題目。依照自己平常實際的生活情形與想法回答，並在格子

裡打 √。  

 

題目 

從
不
如
此 

很
少
如
此 

有
時
如
此 

通
常
如
此 

總
是
如
此 

49. 我和朋友在一起時，覺得很快樂。      

50. 我會為了和朋友有同樣的想法或是感覺而

努力。 

     

51. 我會跟我的朋友訴說關於我煩惱的事。      

52. 我的朋友了解關於我家人的事。      

 

53. 平日時，你的空閒時間有多少呢？        小時       分 

54. 目前一共去幾個補習班？ 

（包括學科、才藝、安親班，若沒去補習班請填

「0」） 

                   個 

55. 一天中有多少時間是在上補習班呢？ 

(有補習的同學回答即可) 
      小時      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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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請仔細閱讀問卷題目。依照自己平常實際的生活情形與想法回答，並

在格子裡打 √。  

題目 

從
不
如
此 

很
少
如
此 

有
時
如
此 

通
常
如
此 

總
是
如
此 

56. 上學期的同學對你親切嗎？      

57. 上學期的同學常常幫助你嗎？      

58. 我和學校老師的關係很好。      

59. 我會跟學校老師訴說自己苦惱的事情。      

60. 學校老師會對我表示關心與愛心。      

61. 學校老師會幫助我。      

62. 學校老師了解關於我父母的事。      

63. 學校老師了解關於我朋友的事。      

64. 我覺得和學校老師感覺很親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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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請仔細閱讀以下問題。依照自己平常實際的生活情形與想法回答，並

在格子裡打 √。 

D. 生活滿足度 
 

題目 

從
不
如
此 

很
少
如
此 

有
時
如
此 

通
常
如
此 

總
是
如
此 

65. 我覺得自己很健康。      

66. 我很滿足自己現在的生活。      

67. 我有屬於自己的團體並且感到歸屬

感。 
     

68. 我和周邊的人相處地很好。      

69. 我覺得孤單。      

70. 我覺得很疲憊。      

71. 我覺得有壓力。      

72. 我覺得周邊朋友很幸福。      

73. 跟周邊朋友相比，我覺得我很幸福。      

 

 

74. 你認為什麼是幸福最需要的條件

呢？ (請只選擇一項) 

 

 □  健康     □  錢  

 □  成績進步 □  朋友 

 □  異性朋友 

 □  和睦的家庭   

 □  證照     □  自由 

 □  其他                 

 

 

 

75. 你認為什麼是幸福最需要的條件

呢？(請只選擇一項) 

 

 □  聽到別人稱讚自己長得很好看    

 □  成績進步時 

 □  和朋友一起玩時        

 □  得到稱讚時(包括得獎) 

 □  家人對我很好時         

 □  睡到自然醒時  

 □  買想買的東西時        

 □  自己一個人玩時 

 □  隨心所欲，想做什麼就做什麼時 

□  其他                     

76. 你家有幾間房間?  

(客廳及廚房以外) 

□  1 間   □  2 間  □  3 間 

□  4 間   □  5 間以上 

77. 你有手機嗎? □  有    □   沒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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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個人基本資料 
 

1. 性別 □  男       □  女 

2. 生日 民國         年         月 

3. 年級 □  五年級     □  六年級 

 

4. 一起生活的家人有誰？ 

（請全部標示出來） 

 □  爺爺/外公 □  奶奶/外婆 

 □  爸爸      □  媽媽  

 □  兄弟姊妹    

 □  其他親戚 

       (叔叔/舅舅/姑姑/阿姨 等) 

□  其他                                  

5. 在家中的排行 

□  獨生子女   

□  老大 

 □  中間子女 

(有哥哥/姊姊，以及有弟弟/妹妹) 

□  老么(排行最小) 

6. 你覺得家中經濟情況如何？ 
□ 非常窮困  □ 有點窮困    

□ 普通   □ 小康 □ 富裕 

 

7. 你覺得自己學校成績如何？ 

 

□  非常不好   

□  有點不好   

□  普通   

□  還不錯  

□  成績很好 

 

 

8. 你覺得和朋友的關係如何？ 

 

□  幾乎沒有朋友     

□  雖然朋友不多但是關係很好 

□  普通             

□  有很多朋友 

□  朋友很多，並且和大家相

處得都很好。 

9. 身高/體重 身高：                   公分 

體重：                 公斤 

 

 

10. 覺得自己體型如何？ 

 

 □  太瘦了   

 □  有點瘦   

 □  普通   

□  有點胖   

□  太胖了 

11. 已經開始有月經了嗎？ 

(女學生回答即可) 

□  有    □   沒有 

 

★ 非常感謝你完成問卷！請再次確認有沒有遺漏的問題喔，謝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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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Body Image and 

Self-Esteem  

on the Effect of Subjective Well-

Being of 5th and 6th Grade Studen

ts in Korea and Taiwan. 
 

Liang, Ju-Hsin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 Family Studie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goal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of 

children’s body image, self-esteem, and subjective well-being 

according to grade level, gender, and nationality, among fifth and 

sixth grade students in Korea and Taiwan. Additionally, the 

study examined the direct effects of body image and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to subjective well-being among 

school-age children. 

Participants were 873 male and female students from public 

elementary schools (Grades 5 and 6) located in Korea and 

Taiwan. There were 424 elementary students (219 boys and 205 

girls) from four public schools in Seoul, Korea, and 449 

elementary students (222 boys and 227 girls) from four public 

schools in Taipei, Taiwan. Students completed questionnai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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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arding self-perceived body image, self-esteem, and 

subjective well-being. Using SPSS (ver. 20), statistical analysis 

methods to calculate scores included frequency, percentile, 

means, standard deviation, χ2 test, independent t-test, 

correlations, F-test, ANOVA, two-way ANOVA,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Sobel test was used for examining mediating 

effects. 

Major findings for the current study were as follows: 

1. Grade level effects were found for body image among 

Korean students. Although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self-esteem and subjective well-being, significant grade level 

effects were found for peer relationship. There was evidence of 

significant gender differences for body image and self-esteem. 

Although gender effects were not identified for subjective well-

being, significant gender differences were found for peer 

relationship and life satisfaction, subcategories of subjective 

well-being. 

For Taiwanese students, grade level effects were found for 

self-esteem. Significant gender differences were not found for 

body image, self-esteem, and subjective well-being. However, 

significant gender differences were found for peer relationship 

and life satisfaction levels among students.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for body image and self-

esteem according to the nationality of the participants. There 

were no differences of nationality in subjective well-being. 

However,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identified for peer 

relationship and life satisfaction scores. Korean students had 

higher scores in peer relationships, while Taiwanese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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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d higher scores in life satisfaction. 

2. Positive correlations were found for body image and self-

esteem to subjective well-being for Korean and Taiwanese 

students. Specifically, as levels of positive perception of physical 

appearance and body shape increased, their self-esteem and 

subjective well-being also increased.  

3. Body image was found to be a significant variable that 

determined children’s subjective well-being, while self-esteem 

was identified as a significant mediator for these variables. This 

effect was found to be significant even after controlling for 

gender, number of siblings, subjective economic status, and 

subjective academic achievement. 

Results of this study identified the significant relationships 

between body image, self-esteem, and subjective well-being 

among fifth and sixth grade children in Korea and Taiwan. 

Furthermore, results found that perceptions of one’s physical 

appearance and body shape are significantly correlated to self-

esteem and subjective well-being. Body image was found to 

directly affect subjective well-being, with self-esteem serving 

as a mediating factor between these variables. 

Keywords : subjective well-being, body image, self-esteem,     

Korea and Taiwan comparison 

Student Number : 2011-23011 


	I. 문제제기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 행복감
	1) 행복감의 개념 및 이론
	2) 아동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 한국과 대만 행복감에 대한 선행연구

	2. 신체상
	1) 신체상의 개념 및 이론
	2) 신체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 한국과 대만 신체상에 대한 선행연구

	3. 자아존중감
	1) 자아존중감의 개념 및 이론
	2)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4. 한국과 대만 아동의 교육열과 사교육 현황

	III. 연구문제 및 용어의 정의 
	1. 연구문제
	2. 용어의 정의
	1) 행복감
	2) 신체상
	3) 자아존중감


	IV.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대상
	2. 연구도구
	3. 연구절차
	4. 자료의 분석

	V. 결과 및 해석 
	1. 한국과 대만 초등학생의 일반적 특징
	1) 인구학적 특징
	2) 신체적 특징
	3) 사교육 현황

	2. 초등학생의 신체상, 자아존중감, 행복감의 학년과 성별, 국적에 따라 미치는 영향
	1) 한국 초등학생의 신체상, 자아존중감, 행복감의 학년과  성별 및 국적에 따라 미치는 영향
	2) 대만 초등학생의 신체상, 자아존중감, 행복감의 학년과 성별 및 국적에 따라 미치는 영향
	3) 한국과 대만 초등학생의 신체상, 자아존중감, 행복감의 국적 차이

	3. 초등학생의  신체상, 자아존중감, 행복감 간의 상관관계
	1) 한국 아동의 신체상과 자아존중감, 행복감의 상관관계
	2) 대만 아동의 신체상과 자아존중감, 행복감의 상관관계

	4. 초등학생의 신체상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1) 한국 아동의 신체상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2) 대만 아동의 신체상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VI.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