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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연구에서는 다차원척도법을 활용하여 청소년기 자아존중감
이 어떤 양상으로 변화하는지 그 패턴을 확인하였다. 청소년기 자
아존중감의 프로파일을 연도별로 살펴볼 뿐만 아니라, 중학교 2학
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종단적인 프로파일도 확인하였다.
종단적 프로파일 분석에서는 자아존중감을 측정하는 6개 문항을
토대로 프로파일을 추출하였으며, 긍정문항을 기반으로 한 자아존
중감과 부정문항을 기반으로 한 자아존중감이 독립적 차원임을 고
려하여 각각의 패턴도 추가적으로 확인하고 비교하였다. 또한 프
로파일 분석에서 변화 패턴이외에 제공되는 개인 모수를 토대로
청소년기 자아존중감의 전반적인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
펴보았다. 연구문제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청소년기 자아존중감의 프로파일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청소년기 자아존중감의 종단적 변화 패턴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1. 청소년기 자아존중감의 종단적 변화 패턴은 어떠
한가?
연구문제 2-2. 긍정문항과 부정문항으로 분리하였을 때 자아존
중감의 종단적 변화 패턴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3. 자아존중감에 대한 이러한 변화패턴은 유사한가?
연구문제 3. 청소년기 자아존중감의 전반적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3-1. 청소년기 자아존중감의 전반적 수준에 영향을 미
치는 변인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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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3-2. 긍정문항과 부정문항으로 분리하였을 때 자아존
중감의 전반적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무
엇인가?
연구문제 3-3. 자아존중감의 전반적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에는 차이가 있는가?
다차원척도법을 활용하여 프로파일을 추출한 결과, 청소년기 자
아존중감은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모든 연도에서
2개의 프로파일이 추출되었다. 모든 프로파일에서 긍정문항과 부
정문항에 대한 상대적 수준이 다르게 나타났으며, 미러 프로파일
까지 총 4개의 프로파일을 고려해보면 각 연도별로 수준의 차이만
있을 뿐 프로파일은 같은 형태를 보여주었다.
또한 자아존중감의 종단적 프로파일 분석을 한 결과, 6개 문항
에 기반한 자아존중감, 긍정문항에 기반한 자아존중감 그리고 부
정문항에 기반한 자아존중감에 대해 학생들의 자아존중감 변화 패
턴은 각각 두 개의 차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6개 문항에
기반한 자아존중감은 시간에 따라 점차 상승하는 “상승형”과, 중3
때 반짝 증가하였다가 다시 떨어지는 “역 V자형”의 프로파일을 추
출하였다. 긍정문항에 기반한 자아존중감은 시간에 따라 점차 감
소하는 “하강형”과, “역 V자형”의 프로파일을 추출하였으며, 부정
문항에 기반한 자아존중감 프로파일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차
감소하다가 고3때 약 반등하는 “감소 후 약 반등”형과, 중3 때 감
소하였다가 그 이후 다시 증가하는 “V자형”을 나타냈다. 세 분석
에서 도출된 프로파일은 부정문항에 기반한 자아존중감에서 약간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유사한 프로파일의 형태를 보여주었다.
자아존중감의 전반적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
해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성적, 부모 애착, 친구 애착 등
은 자아존중감의 전반적인 수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 ii -

나타났으며, 외모 스트레스, 부모 학대 변인은 자아존중감의 전반
적인 수준에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서 청소년기의 자아존중감은 기존의 선행연구와
같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상승하거나 V자형을 보인다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으며, 다양한 변화 패턴을 탐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
가 있다. 또한 자아존중감의 프로파일을 6개 문항을 단순 합산하
여 살펴본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긍정문항에 기반한 자아존중
감과 부정문항에 기반한 자아존중감으로 구분하여 보았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세 분석에서 도출된 프로파일에서 보여주는 차이점,
그리고 자아존중감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다르다는 점은,
자아존중감의 두 가지 정서를 단일차원의 양 극으로 보기 보다는,
독립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주요어 : 다차원척도법, 프로파일 분석, LPAMS, 자아존중감
학 번 : 2013-2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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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자아존중감은 자신을 능력 있고 가치 있게 판단하는 자아개념으로, 교

안 연구되고 있다. 자아존중감은 자기인
식의 한 부분으로, 한 개인의 사회적 행동에 인과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에 힘입어 많은 연구자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다. 개인의 사
회적 행동과 역할을 결정하는 주요 특성인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성격발
달과 환경적응 및 긍정적 자아실현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사회 심리적
적응을 나타내는 주요한 변인이다(김양숙, 1995).
자아존중감의 변화와 발달에 대한 중요성이 인식됨에 따라 다양한 연
구가 이루어져 왔다. 자아존중감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는
개인적 특성, 가족, 학교, 또래집단 등을 꼽을 수 있으며, 낮은 자아존중
감은 우울, 비행을 이끄는 요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이렇듯 우리나라에
서 이루어진 자아존중감에 대한 많은 연구는 대부분 횡단적으로 이루어
진 경향이 짙다.
자아존중감은 인생의 전 시기를 통해 형성되고 발달하는 것으로, 태어
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발달한
다(Schaffer, 2000). 특히 청소년기는 자기에 대한 인식과 평가가 활발해
지면서, 자아존중감의 발달과 확립이 이루어지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청소년기 자아존중감은 신체의 변화, 사고능력의 발달, 대인관계의 확대,
학업에 대한 부담 등의 다양한 심리·사회적 요인으로 인하여 역동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정병삼, 2010). 청소년기 자아존중감은 환경적인
영향에 의한 변화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변인이기에(강혜원 외, 2011), 청
육학 및 심리학 분야에서 오랫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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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의

바람직한 발달 과정에 있어서 자아존중감의 변화 패턴을 종단적

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 실정이다.

최근 패널 자료의 구축으로 인하여 자아존중감에 대한 종단적인 연구
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홍세희 외(2006)는 종단적 연구방법의 일종인
다층성장모형을 사용하여 연령증가에 따라 자아존중감이 증가하고 있음
을 밝혔다. 또한 정익중(2007)은 잠재성장모형을 통하여 자아존중감의
발달 궤적을 도출하였다. 이 두 연구는 모두 기존 횡단 연구보다 진일보
한 연구라고 볼 수 있으나, 단 3개년의 자료를 사용하였음에 한계가 있
다. 3개년의 시점을 활용한 종단연구는 청소년 자아존중감의 발달 단계
를 일반화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으며, 자아존중감의 발달 및 변화를 더
정교하게 추정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종단자료의 시점이 필요하다.
또한 위와 같은 종단적 변화에 대한 연구는 방법론적 한계도 존재한
다. Hierarchical Linear Modeling(HLM)의 다층성장모형에서 1수준을 시
간으로 설정하는 방식과, Structure Equation Modeling(SEM)을 기반으
로 한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ing, LGM)이 종단 데이터 분
석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HLM은 SEM과 다르게 각 개인이 다른 수의
시점을 지녀도 되며, 각 시점이 동일 간격이 아니어도 된다는 장점이 있
지만 HLM의 상황에서는 변화의 다양성을 모형화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4개 시점 이상의 관측치가 존재하여야 한다. 만약 성장 패턴을 알아볼
수 있는 데이터가 마련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HLM의 성장모형은 기본
적으로 집단적인 변화 패턴의 선험적 가설에 대한 검정이므로, 다양한
변화 패턴을 탐색하고 분류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이는 청소년 집단에
일률적인 평균 변화 패턴을 상정하며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변화 패턴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았음을 의
미한다. 따라서 변화 양상의 다양한 유형을 추정하는 목적으로는 적절하
지 않다.
또한 잠재성장모형과 잠재계층모형이 결합한 성장혼합모형(growth
mixture modeling)도 변화 유형에 따라 잠재계층을 구분한다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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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은 변화 패턴과 패
턴의 수준(level)을 동시에 고려하여 집단을 구분하게 된다. 즉, 같은 변
화 패턴을 보인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수준이 다르면 다른 집단으로 구분
이 됨을 의미한다. 예컨대, 자아존중감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으면서 시
간의 흐름에 따라 상승하는 집단과, 자아존중감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
으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상승하는 집단은 두 집단으로 나뉘어 추출이
된다. 하지만, 전반적인 수준에 관계없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아존중감
이 상승한다는 패턴에 관심이 있는 경우, 수준을 분리시켜 패턴만으로
집단을 분류하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 연구
방법들은 모수를 추정하는데 있어서 우도기반(likelihood-based) 접근을
채택하고 있으나, 이러한 최대우도추정법(Maximumlikelihood, ML)은 다
변량 정규성을 가정으로 하고 있다(Shin, 2007b). 하지만 실제 데이터는
이러한 가정이 많이 위배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연구방법의 한계를 보완
하는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
자아존중감의 변화 패턴을 확인할 수 있으나, 이

또한 자아존중감은 긍정적 자기평가와 부정적 자기평가의 두 가지 요

됨

인으로 구성 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단일차원으로 고

려하여 분석하고 있다. 이미리(2005)는 청소년기 자아존중감을 긍정적인

느냐 부정적인 관점에서 측정하느냐에 따라 그 수준이나
관련 변인의 내용이 다르다고 보고하고 있다. 더불어 인간의 부정적인
정서와 긍정적인 정서는 서로 독립적이어서(Larsen & Katelaar, 1991;
이미리, 2005; 김은정, 2006),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는 독립적인
차원으로 놓고 따로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Davidson이 개발한 다차원척도법을 활용한 종
단적 프로파일 분석(Longitudinal Profile Analysis via Multidimensional
Scaling; LPAMS)을 활용하여 청소년기 자아존중감의 변화 프로파일을
확인하고자 한다. LPAMS는 아주 적은 통계적 가정을 사용하는데, 대표
본 혹은 다변량 정규성을 요구하지 않으며 단지 시점 간 분산의 동질성
만을 가정으로 하고 있다. 또한 피험자 집단이 아닌 개인의 성장 또는
관점에서 측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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켜
변화 패턴만으로 집단을 구분하므로, 기존의 연구방법의 한계점을 보완
할 것으로 기대한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부정적 자아평가의 수준이 낮은
경우에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가정하고 역 코딩하여 문항을 합산하
변화의 정보와 적합도 지수를 제공하고 있으며, 패턴과 수준을 분리시

였으나, 이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의 변화 프로파일을 살펴 볼뿐만 아니
라 긍정문항으로 측정한 자아존중감과 부정문항으로 측정한 자아존중감
의 프로파일도 독립적으로 분석하고 비교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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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문제
이 연구에서는 다차원척도법을 활용한 프로파일 분석을 통하여 청소년
기의 자아존중감이 어떠한 패턴을 지니는지

먼저 확인하고, 종단적 프로

파일 분석을 통하여 청소년기 자아존중감이 어떤 양상으로 변화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긍정문항에 기반한 자아존중감과 부정문항에 기
반한 자아존중감이 독립적 차원임을 고려하여 각각의 프로파일을 확인하
고 비교하였다. 또한 청소년기 자아존중감의 전반적인 수준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연구문제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청소년기 자아존중감의 프로파일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청소년기 자아존중감의 종단적 변화 패턴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1. 청소년기 자아존중감의 종단적 변화 패턴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2. 긍정문항과 부정문항으로 분리하였을 때 자아존중감의
종단적 변화 패턴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3. 자아존중감에 대한 이러한 변화패턴은 유사한가?
연구문제 3. 청소년기 자아존중감의 전반적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3-1. 청소년기 자아존중감의 전반적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3-2. 긍정문항과 부정문항으로 분리하였을 때 자아존중감의
전반적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3-3. 자아존중감의 전반적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는
차이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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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제 1 절 청소년기와 자아존중감
1. 자아존중감(self-esteem)의 개념
롭

자아존중감은 자아개념의 평가적 측면으로 자신이 가치 다고 평가한

국

발달과정 속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개념을 형성하고 자신에 대해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가치를 부여하게 되
는데, 자신에 대한 이러한 평가가 바로 자아존중감이다(정옥분, 2006).
인간은 성장함에 따라 자신에 대해 자아평가(self evaluation)을 하게 되
는데, 이 때 자신이 기대하는 기준에 비추어 자아평가 결과가 긍정적일
때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갖게 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부정적인 자아
존중감을 갖게 된다(이옥형, 2006).
자아존중감과 비슷한 용어로는 자아개념(self-concept)이 있으며, 자아
개념이 개인이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가치신념이라면, 자아존중감은
개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평가를 전제한 정의적 반응이다(이옥형, 2006).
부분이다(한 교육심리학회, 2000).

종종 두 개념이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하나, 자아존중감을 자아개념의 하

혹은 부분적인 범주로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Wells &
Marwell, 1976; Rosenberg, 1985; 송인섭, 2013).
자아존중감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Rosenberg(1965)는 자아존중감이 자신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평가
로, 자신을 유능하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정도라고 정의하였다.
Wylie(1979)는 자아존중감을 자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로 정의하였으
며, Coopersmith(1967)는 자신의 유능함, 중요성, 가치 등에 대해 긍정적
위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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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부정적으로 개인이 자기 자신에게 내린 평가라고 정의하였다. 이렇
듯 자아존중감이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나, 공통적으로 자아존중감은
자기 자신에게 갖고 있는 태도에 대해, 자신이 내린 가치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높은 자아존중감이란 자기 자신에 대해 전반적으로 매우 호의적인 평
가를 내린 것을 의미하며, 낮은 자아존중감이란 자기 자신에 대해 비판
적인 평가를 내린 것을 의미한다(Baumeister et al., 2003).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에 대한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타인의 피드백을
반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이대식 외, 2010). 또한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활동적이고 성공적이며 적극적이며, 비판에 크게 당황하거나 흔
들리지 않으며(Coopersmith, 1967), 타인과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맺는 경
향이 있다(Laible et al., 2004). 반면,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에
대해 잘 모르고 자신의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 혼란스러워 한다. 뿐만 아
니라 타인의 피드백에 민감하여 쉽게 영향을 받고, 성취에 대한 기대가
낮다(이대식 외, 2010).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지각하며, 사
회적 고립감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다(Rosenberg, 1965;
Schaffer, 1999).
자아존중감은 인생의 전 시기에 걸쳐 형성되고 발달하지만, 특히 청소
년기는 자아에 대한 인식과 평가가 활발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가장 중
요한 시기이다(김지영, 이형실, 2010). 따라서 청소기에 긍정적인 자아존
중감의 성취가 청소년기의 중심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특히
청소년기에는 반항적인 태도나 적대감이 외현적으로 많이 표출될 수 있
는 시기이므로, 낮은 자아존중감은 청소년기 문제 행동과 직접적으로 연
결될 수 있다. 다양한 연구에서 청소년기의 낮은 자아존중감은 우울, 자
살, 비행, 약물남용, 저조한 학업성취 등을 초래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Rosenberg, 1965; Kazdin et al., 1983; Harter, 1986; Dielman et al.,
1989; Rosenberg et al., 1989; Hawkins et al., 1992). 이러한 문제 행동
을 예방하고 적절한 시기의 개입을 통해 청소년기에 긍정적인 자아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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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을 확립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며,

낮은 자아존중감으로 인해 야기되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기의 자아존중감의
살펴보고,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을 파악하는 것

는 문제행동을
변화 패턴을
이 필요하다.

2. 자아존중감의 변화 양상
당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경험은 청소년기의 자아개념에 혼돈을 줄 수 있다. 청소년
들은 혼돈기를 거치면서 자아개념의 통합이 이루어지고 자의식의 발달로
인하여 자기 이해가 발달한다(Santrock, 1986). 자아존중감은 자기 이해
청소년기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상 한 변화를

의 중요한 부분이며, 이러한 청소년기의 특성상 자아존중감은 역동적으
로 변화한다고 할 수 있다(M

cCandless, 1970).

이러한 역동적인 변화에 대해서 여러 연구들은 자아존중감의 다양한
변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청소년기의 자아존중감은 시간의 흐름에 따

장 O’ ey & Bachman, 1983; McCarthy
& Hoge, 1982; 홍세희 외, 2006; 정익중, 2007; 최수미, 2009)이 있는 반
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감소하는 현상을 보인다는 주장(Brown et al.,
라 점차적으로 증가한다는 주 ( Mall

1998)도 있다.

김기정(1995)은 자아존중감이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다소
떨어졌다가 대학생이 되면서 회복되는 V자 모양을 나타낸다고 하였으
며, Robins & Trzesniewski(2005)의 연구에서도 아동기에 자아존중감이
높았다가 초기 청소년기에 약간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며, 청소년기 후반
으로 가면서 자아존중감은 다시 상승한다고 보고하였다. Eccles 외(1989)
의 연구에서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들어가면서 자아존중감이 잠시 떨
어지다가 다시 회복된다고 하였다. 최정미와 김미란(2003)의 연구에서도
초등학생과 대학생들이 대체적으로 중, 고등학생들보다 더 긍정적인 자
아개념을 보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연구별 자아존중감의 변화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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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설명되어 있다.

및 연구 대상은 <표 Ⅱ-1>에 자세

<표 Ⅱ-1> 연구 별 자아존중감의 변화 양상 및 연구 대상

변화
양상

연구자

연구 대상

O’Malley & Bachman, (1983)

13살부터 23살까지

꾸준히 증가

14살부터 19살까지

꾸준히 증가

15살부터 17살까지

꾸준히 증가

정 중(2007)

15살부터 17살까지

꾸준히 증가

최수미(2009)

15살부터 18살까지

꾸준히 증가

cCarthy & Hoge(1982)

M
상승형

홍세희, 박언하, 홍혜영(2006)
익

하강형

Brown et al., 1998

꾸준히 감소
13살에 높았다가 중학교 입학 후
떨어지며, 후에 다시 상승
9살부터 14살까지

cc e et al., 1989

E l s

V자형

높

김기정(1995)

아동기에 은 자아존중감,
청소년기에 떨어지고 대학생 때 회

ob n & Trzesniewski(2005)

R i s

높 초

아동기에 음, 기청소년기
청소년기 후반 상승

복

낮음,

초등학생과
대학생 때 높음,
중, 고등학교 때 낮음

최정미, 김미란(2003)

렇듯 연구마다 다른 결과를 보여주는 이유는, 연구마다 측정 대상의
시기가 다르기 때문일 것으로 예상된다. 초기 청소년기를 대상으로 한
연구, 후기 청소년기를 대상으로 한 연구 등 청소년기의 어느 시점을 측
정 대상으로 했느냐에 따라 자아존중감이 증가 혹은 감소하거나, 감소하
이

다 증가하는 형태 등으로 다양한 양상을 보였을 수 있다. 주로 V자형을
보이는

경우는 아동기부터 청소년 후기까지를 측정하고 있기에 V자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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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는 반면, 상승형은 청소년

즉,

장 낮다고

초기에서부터

측정하는

경우가 많다.

초기에서부터 측정하게
되면 V자형에서 떨어지는 부분은 측정하지 않고 뒷 부분만 보기 때문에
상승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강형은 주
로 아동기부터 초기 청소년기까지를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V자형에서
앞 부분만 측정하고 감소한다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이다.
자아존중감이 가

보고되는 청소년

3. 자아존중감의 예측 요인
우리나라에서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연구는 주로
횡단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크게 개인요인, 가정 혹은 가족요인, 또래집단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개인요인의 대표적인 변인으로는 성별이 있다. Block과
Robins(1993)의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에 남학생들은 자아존중감이 증가하
고, 여학생들은 자아존중감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전반적으로 남
학생의 자아존중감이 여학생보다 높았다. 최정미와 김미란(2003)의 연구
에도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높은 자아존중감을 나타냈다. 이처럼 남학
생의 자아존중감이 여학생의 자아존중감보다 더 높은 것으로 보고하는
연구(남정홍, 2001; 노선 2003)가 있는 반면, 여학생의 자아존중감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하는 연구(김춘례, 1992)도 있다. 한편 김창곤(2006)의
연구에서도 자아존중감이 남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결과를 보이
기도 하며. 국길숙(2003), 김지영(2008)결과에서도 차이가 없다고 밝히고
있기에 성별에 대한 일관된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한편 Elmer(2001)의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자아
존중감이 낮은 이유가 신체적 매력에 대한 지각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
다. Harter(1999)도 자아존중감과 신체적 매력 사이에 .85 정도의 높은
상관이 있음을 밝혔다. 장선철과 송미현(2004)의 연구에서는 외모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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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청소년일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으며, 외모만족도와 자아존중감에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은 다른 어떤 측면보다
신체적인 외모에 더욱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외모로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 괴로워하고 이는 자아존중감의 저하로 나타날 수 있다(정익중,
2007). 또한 서윤경(2003)의 연구에서는 외모만족도가 낮은 경우에 학업
성취도가 높더라도 자아존중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할 때, 외모는 자아존중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가

으로 보인다.

번째 요인은 가족요인인데, 가족은 자아존중감에 상당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먼저,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은 아동의 자아
존중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자녀의 자아존중
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다(Balk, 1995). 또한 이미리(2005)에 따
르면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자녀관계, 부모의 지도감독 등이 자아존중감
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즉, 부모가 애정적으로 양육하고 자
녀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면 자아존중감이 높은 반
면, 자녀를 부정적으로 대하거나 무시하는 부모는 자녀의 자아존중감의
발달 및 형성을 저해한다. 학대 및 가족 내 갈등 또한 청소년의 자아존
중감을 손상시키는 요인인데, 부모 간 또는 부모-자녀 간의 가족 내 갈
등은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윤
지은, 최미경, 2004; 최정미, 2004; 홍세희 외, 2006).
마지막으로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또래집단요인을 살
펴볼 수 있다. 청소년기는 가족으로부터 독립욕구가 강해지므로 또래집
단에 상대적으로 강한 애착을 보인다.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또래집단은
정서적 기반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또래집단 등 타인
과의 질 높은 관계는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Bukowski & Hoza, 1989). 정선아(2012)의 연구에서 긍정적 또래관계
는 자아존중감과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이와 비슷하게 정미선(2010)의
연구에서도 긍정적 또래관계가 형성된 청소년일수록 자아존중감이 높게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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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4. 자아존중감 척도와 두 가지 차원
교육학 및 심리학 등 사회과학 분야에서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척도는 바로 Rosenberg의 자아존중감 척도
(RSE: Rosenberg’s Self-Esteem scale)일 것이다. Rosenberg의 자아존중
가

감 척도는 긍정문항 5개와 부정문항 5개의 총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general self esteem)을 측정하
기 위하여 개발되었다(Thomas & Oliver, 1999). 즉 낮은 자아존중감을
지닌 개인부터 높은 자아존중감을 지닌 개인에 이르기까지 자기 가치에
대한 상태를 하나의 연속선상에 나타내어 설명한다(이자영 외, 2009).
심리측정학자들은 척도 개발자가 의도하지 않은 일관된 반응 패턴 혹
은 반응 편파성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같은 수의 긍정문과 부정문을
사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김세영, 2001에서 재인용). 하지만 하나의 척
도에 긍정 및 부정문항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검사들의 경우 단일요인
이 아닌 서로 다른 요인으로 밝혀지는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Benson & Hocevar, 1985; Marsh, 1987; 최수미, 조영일, 2013).
Rosenberg의 자아존중감 척도 또한 단일차원성에 대해 여러 연구에서
의문이 제기되어왔다.
있으며, 단일차원의 일반적인 자아존중감(

이미리(2005)는 인간의 부정적인 정서와 긍정적인 정서는 서로 독립적
이기 때문에, 긍정적 자아평가와 부정적 자아평가 수준을 독립적으로 차

병삼(2010), 고길곤

원해 볼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실제로 정

외(2014)의

연구에서 자아존중감 척도가 긍정적 자아평가와 부정적 자아평가라는 2
개의

하위요인으로

구분되었다.

심지어

척도의

발

개 자인

o enberg(1979)도 기존의 자아존중감 척도가 단일차원으로 구성되었다
는 입장에서, 두 개의 요인으로 구성된다고 입장을 바꾸었다. 김세영
R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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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nberg의 자아존중감 척도에 긍정문항과 ‘~하지
않는다.’ 형식의 명시적 부정문항, 그리고 의미적 반대말이 포함된 부정
문인 암묵적 부정문항이 포함되어있다고 언급하면서, 명시적 부정문항의
경우 긍정문항과 동일한 의미척도에서 양극적인 분별의미로 이해하지만
암묵적 부정문항은 별개의 의미 차원으로 해석한다고 지적하였다.
실제로 Likert 척도를 활용한 많은 연구에서는 단순히 부정문항에 대
해 역으로 채점하여 긍정문항과 합산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러
한 방식은 피험자의 정보를 정확하게 수집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백순근, 김미림, 2010). 만약 ‘매우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의
5점으로 구성된 Likert 척도에서 “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질문
을 하였을 때 4점을 주었다면, “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부정
질문에는 2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부
정적인 질문에 대해 부정하는 강도가 긍정적인 질문에 대해 긍정하는 강
도보다 더 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긍정문과 부정문의 비대칭적 응답
경향이 보고되며 단순히 부정문에 대한 응답을 역 코딩 하여 합산하는
것은 내적타당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길곤 외, 2014). 따라서 이 연구에
(2001)의 연구에서는 R s

서는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들을 긍정문항을 기반으로 한 자
아존중감과 부정문항을 기반으로 한 자아존중감으로 구분하여 서로 합산
하지

않은 각각의 자아존중감의 종단적인 변화 패턴 또한 확인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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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다차원척도법을 활용한 종단연구 분석
1. 다차원척도법(Multidimensional Scaling; MDS)
란 경험적인 관찰들을 수량화하기 위해 체계적인 법칙에 따라
의미 있는 측정 단위를 부여하는 것이다(박도순, 2006). 척도 안에는 하
나의 차원부터 많은 차원이 내재되어 있을 수 있다. 어떤 개념을 측정하
고 싶을 때, 하나의 차원으로 설명이 가능한지 그 이상의 차원이 필요한
지 결정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길이는 ‘짧다’와 ‘길다’로, 무게는 ‘가볍다’
와 ‘무겁다’의 연속선상에서 단일차원(unidimensional or onedimensional)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즉, 척도의 단일차원성이란 척도가
하나의 요인만을 측정해야 한다는 것으로(박도순, 2006), 대표적으로
Guttmann 척도를 예로 들 수 있다. 하지만 이 세상의 대부분의 개념들
이 복합적인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에 단일차원적으로는 충분히 설
명하기 어려운 면이 존재하고, 다차원적(Multidimensional)인 스케일링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다차원척도법이라는 용어는 Togerson(1952)에 의
해 처음 소개되었으며, 이 방법은 주요한 관계를 나타내기 위하여 대량
의 데이터를 상대적으로 간단한 구조로 줄여준다는 특징이 있다
(Mugavin, 2008).
척도법이

1) 다차원척도법의 종류
속하는 자료 분석 방법은 매우 다양하지만, 모두 잠재
적인 차원(latent dimension)의 공간에 주어진 자료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다는 공통점이 있다. 다차원척도법에는 유사성 혹은 비유사성 자료를 다
루는 방법인 다차원척도법과 개인차척도법이 있으며, 선호도 자료를 분
다차원척도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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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분석과 외부분석이 있다. 즉, 다차원척도법은 이 네
가지 분석방법을 통칭하는 넓은 의미로도 쓰이지만, 그 중 첫 번째 분석
방법을 지칭하는 좁은 의미로도 쓰이며, 이를 도식화 하면 [그림 Ⅱ-1]
석하는 기법인

과 같다.

[그림 Ⅱ-1] 다차원척도법의 종류(박광배, 2000)

좁은

혹은 비유사성 자료를 분석하여
한 개의 다차원적 공간에 표현하는 기법을 말한다. 즉, 한 명의 판단자가
여러 자극에 대해 판단한 자료를 분석하거나, 한 집단의 여러 판단자들
이 판단한 자료들을 모두 합한 자료를 분석하여 다차원 공간에 표현한
다. 이 때 후자의 자료가 사용되는 경우, 다차원척도법은 유사성 혹은 비
의미의 다차원척도법은 유사성

유사성 판단이 판단자들 개인에게서 모두 동일하다는 가정을 하고 판단

좁은 의미의 다차원척도법의 대표적인 예는
Togerson의 고전척도법이 있으나, 이 방법은 근접성이 곧 거리
(distance)라는 강력한 가정(   d )을 함으로써 자료의 성격에 대하여
지나치게 비현실적인 가정을 하기 때문에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Takane et al.(1977)에 의해 개발된 ALSCAL(Alternating Least Squares
sCALing)이 다차원척도법의 전형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박광배,
의 개인차는 무시하게 된다.



ij

2000).
개인차척도법은 모든 판단자에게 공통적인 하나의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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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일련의

잠재적인 의미 차원이 존재하지만, 이 공통적인 공간을 구성하는 각 차
원의 중요도 혹은 비중이 각 판단자마다 다르다는 가정을 한다. 즉 개인
차척도법에서는 공통적인 자극 공간을 도출하고 그 공간의 각 차원에 대

혹

weight)를 도출하는 것이 핵심이
다. 개인차척도법의 대표적인 모형은 Carroll & Chang(1970)이 개발한
INDSCAL(INdividual Differences multidimensional SCALing)이다.
Togerson의 고전척도법이나 ALSCAL은 판단자의 개인차를 고려하지
않지만, INSCAL은 이러한 개인차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모형이
라고 할 수 있다(박광배, 2000; 임인재 외, 2003).
내부분석은 판단자의 선호(preference)를 나타내는 자료 혹은 자극의
여러 특성에 대해 판단자가 행한 평정자료를 분석하는 것으로, 이 분석
을 통해 선호판단의 구조를 밝히거나 자극들의 특성구조를 밝힐 수 있
다. 이 분석 기법은 직사각형 형태의 자료를 분석한다는 특징이 있으며,
자료의 일반적 형태는 선호서열자료 혹은 속성평정자료 등이다(박광배,
2000; 임인재 외; 2003).
외부분석은 다차원척도법과 개인차척도법 같이 유사성 혹은 비유사성
자료를 분석하는 기법과, 내부분석 같이 선호평정자료를 분석하는 기법
을 결합한 분석 방법이다. 이는 다차원척도법에서 도출된 자극 공간과
선호 자료를 함께 기하학적으로 결합한다는 의미에서 맵핑(mapping)이
라고 부르기도 한다(박광배, 2000).
한 개별 판단자의 중요도( 은 가중치,

2) 입력 데이터의 유형 및 거리모형
료
m ty 혹은 비유
사성(Dissimiliarity) 자료와 근접성(Proximity) 자료이다. 먼저 유사성 혹
은 비유사성 자료란 개체 간의 근접성 혹은 연관성을 평가하는 측도로,
판단자가 직접 유사성의 정도를 주관적으로 판단한 자료이다. 유사성 혹
다차원척도법에서 주로 사용하는 자 는 유사성(Si iliar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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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et

은 비유사성자 의 대표적인 예로는 Lik r 척도를 이용하여

료

얻은 범주평

정자 가 있으며, 특정 자극의 강도에 대한 감각 강도의 기준 값을 수치

뒤, 비교하는 자극에 대한 감각 강도를 비례적인 수치로 산출하
는 강도 추정(magnitude estimation) 방식이 있다(실험심리학용어사전,
2008). 또한 반응척도의 양끝의 의미를 정해주고 판단자가 반응척도 상
에 적당한 지점을 표시하여 유사성을 나타내는 분할선 평정(graphic
rating), 각 자극쌍을 가장 유사한 쌍부터 서열대로 분류하는 방식인 서
열분류, 자극의 수가 많은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범주분류(category
sorting) 방법 등을 통해 유사성 혹은 비유사성 자료를 얻을 수 있다
(Davidson, 1992; 박광배, 2000; 임인재 외, 2003).
근접성 자료란 판단자가 주관적인 판단에 의하여 직접 응답한 자료가
아니라 연구자가 기타 자료로부터 유사성의 의미를 지닌 지수들을 도출
한
자료를
말한다. 대표적인 형태로는 조건확률(conditional
probabilities), 결합확률(joint probabilities), 상관계수, 프로파일 등이 있
다. 조건확률은 비대칭적 혼돈행렬(confusion matrix) 혹은 전이행렬
(transition matrix)로부터 대칭적인 근접성 행렬자료를 도출해내는 방식
이며, 결합확률의 경우 동시발생행렬(co-ocuurance matrix)로부터 대칭
적인 근접성 자료를 도출해낸다. 자극 간 상관계수가 높은 것은 두 자극
이 서로 유사함을 나타내므로, 상관계수 자체를 유사성 지수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프로파일 자료를 근접성 자료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방법
이 있다. 프로파일이란 한 대상에게서 반복적으로 관찰된 일련의 관찰점
수의 세트를 의미하며, 이 자료는 각 자극쌍이 하위척도점수에서 가지는
절대 차이를 단순 합산하거나, 차이의 자승합을 구하여 유클리드 거리를
산출하는 방식을 통해 근접성 자료로 변환된다(박광배, 2000; 임인재 외,
로 정한

2003).

료 혹은 근접성 자료를 통해서 이를 공간적
으로 시각화 하는 방법이므로, 이 자료들을 공간적 거리의 형태로 나타
낼 수 있다. 거리(distance)의 개념을 정의하는 일반적인 방식은 민코브
다차원척도법은 유사성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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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n owski) 함수이며, 다차원척도법에서 대부분 활용하는 유클리
드(Euclidian)함수는 민코브스키 함수의 특수한 경우이다. 유클리드 거리
는 두 점 간의 직선거리이며, 두 개의 자극 간 유사성이 높게 판단된 자
스 (Mi k

극들은 다차원 공간에서 서로 가까이 위치한 것으로 가정되고 유사성이

낮게 판단된 자극들은 서로 멀리 떨어져있는 것으로
자료를 위한 유클리드 모형은 아래의 식과 같다.
 ≅ dij 

 는

 
   

 


가정된다. 유사성

(



식 1)

두 자극들 사이에 판단된 유사성을 의미하고, dij 는 다차원 공간에

낸 즉,  는 자극 가 차원에
서 가지는 좌표값이다. 또한 유클리드 함수에 의해 계산된 거리는 차원
혹은 좌표를 회전(rotation) 혹은 뒤집기(reflection)하여도 변하지 않는다
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하여 거의 대부분의 다차원척도법이
유클리드 함수에 의하여 거리를 산출한다(박광배, 2000; 임인재 외,
서 두 자극 간 거리를,  는 차원을 나타 다.



2003).

3) ALSCAL(Alternating Least Squares sCALing)의
기본 절차
방법들 중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방법은 ALSCAL
방법으로, Takane et al. (1977)에 의해 개발되었다. ALSCAL의 첫 번째
절차는 ‘합산상수(additive constant)’를 구하는 과정이다. 합산상수란,
ALSCAL 방법에 사용될 근접성 행렬의 각 요소에 더해주는 특정 상수
를 의미하며, 이 과정을 통하여 실제 자료가 거리모형의 조건을 충족하
도록 바꾸어 줄 수 있다1). 조건을 충족하도록 하는 상수  는 무수히 많
다차원척도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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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장 작은 상수가 바로 합산상수이
다(박광배, 2000; 임인재 외, 2003).
다음 절차는. 합산상수가 더해진 근접성 자료(  )를 이용하여
Togerson의 고전척도법을 수행하는 것이다. 고전척도법을 통하여 최초
배치도(initial configuration)를 먼저 산출하고, 이 공간에서 자극들 간의
최초 거리 d 를 유클리드 거리함수를 통하여 구한다. 최초 거리( d )가
산출되면  와 d 의 차를 통해, 이 거리( d )가 근접성 자료(  )와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합치도를 산출할 수 있다. 합치도를 구하
기 위해서는  와 d 의 단위를 통일하여야 하는데,  의 단위가 d 의 단
위와 같도록 변환한 것을 ‘상위(disparty)’라고 하며, 이 과정을 ‘최적화
과정(optimization procedure)’이라 부른다. ALSCAL은 최적화 방법으로
d )를 산출한
모노톤 회귀방법(monotone regression)2)을 사용하여 상위( 
다(박광배, 2000; 임인재 외, 2003).
상위가 구해지면 거리와 상위의 차이를 정의하는 ‘스트레스 함수
(stress function)’가 구성되고 S-STRESS 값이 구해진다. S-STRESS
값이 미리 정해진 수준보다 작거나, 앞서 계산된 S-STRESS 값과 차이
가 없으면 절차를 종료하고 해당 시점에서 산출된 좌표 값으로 공간 도
면을 그린다. 만약 S-STRESS 값이 앞서 계산된 S-STRESS 값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 S-STRESS 값을 최소화 하도록 새로운 좌표 값을
이 존 하며, 가능한 상수들 중에서 가



ij

ij

ij





ij



ij

ij





d t nce mode
조건
없 둘째
코
셋째
넷째
배열
른
길
언 크
t ng neq ty ’
않 경우 많
조건 충족 록
노톤 방 최초
속

첫째

1) 거리모형( is a
l)의 4가지
은 다음과 같다.
, 두 점간의 거리는
0보다 을 수 다.
, 한 점과 그 자신 사이의 거리는 0이며, 서로 다 점
들 사이의 거리는 결 0이 아니다.
,  와  사이의 거리는  와  사이의 거
리와 같다.
, 공간에
된 3개의 점들에 의해 이 어진 각형에서 두 변의
합은 다 한 변의 이보다 제나 거나 같으며( di j  dj k ≧ di k ), 이를
각 비동
등성( ria ular i uali ) 이라고 한다. 하지만 실제로 유사성 판단자 가 거리
모형에 부합하지 는
가 으며, 이러한 자 는 합산상수 등을 통해 거리모
형의
을
하도 변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2000).
2) 모
회귀 법은,
거리( di j )를 종 변인으로,
성 자 (  )를 독립변인
으로 하는 회귀분석을 하여, 예측된 거리( d )를 산출한다. 이 예측된 거리는
치도의 척도 단위로 변 된
성 자 이다.

작

배

환 근접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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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른

루

삼

박광배
근접

료

‘삼
료

최초

돌아가서 거리와 상위를 계산하고
S-STRESS 값을 계산하여 근접성 자료에 가장 일치하는 거리를 산출할
수 있다(박광배, 2000; 임인재 외, 2003).
산출하며, 다시

처음의

과정으로

4) 차원 수의 결정
절

다차원척도법에서 적 한 차원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STRESS
값을 통하여 적합도를 확인하는
의 해석가능성 등을

먼저,

방법, 차원을 얼마나 해석할 수 있는가

복합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다차원척도법에서 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STRESS

함수를 통해 도출된 STRESS 값
이든 기본적으로 거리와 상위의 차이를 나타낸다. ALSCAL에서는 앞서
말했던 S-STRESS를 가장 기본적인 적합도를 확인하는 값으로 사용하
며, 식은 다음과 같다.
값이 사용되며, 어떤 형태의 STRESS



dij  
dij 

   

이와 별도로 자승하지

데

않은





d 




 
ij

거리와 상위에 의해 STRESS

(

식 2)

함수를

정의

하기도 하는 , Kruskal(1964)의 STRESS 값 판별기준은 <표 Ⅱ-2>과
같다.

dij  
dij 

 








di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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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3)

<표 Ⅱ-2> Kruskal(1964)의 STRESS 값 판별기준

STRESS 값
0.2
0.1
0.05
0.025
0

적합 정도

쁨 poor)
보통(fair)
좋음(good)
매우 좋음(excellent)
완벽(perfect)
나 (

d 의 차이가 0이 되어
추정된 거리와 실제 거리가 일치하면 dij 와 

될 것이다. 따라서 0에 가까울수록 모형이 적절하다
고 판단한다. 이론적으로 차원의 수가 자극의 수보다 1개 작은 경우
STRESS 값은 0이 된다. STRESS 값은 차원 수가 커질수록 작아지지
만, 차원의 수가 많을수록 다차원척도법의 유용성이 감소하므로 단순히
차원 수를 늘리는 것이 좋은 방법은 아니다(Kruskal, 1964; 박광배,
STRESS 값은 0이

2000).

플롯(stress plot)을 그리는 방법은 ALSCAL에서 차원의 개
수를 정하는 또 다른 방식이다. 요인분석에서 스크리 플롯(scree plot)을
사용하여 요인의 개수를 정하듯, 다차원척도법에서는 스트레스 플롯을
그려서 차원수를 결정한다. 같은 자료에 대하여 차원 수만 변경하여 여
러 번 반복 분석하고, 각 차원에 따라 줄어드는 STRESS 값을 점으로
그래프에 표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Kruskal(1964)은 스트레스 플
롯이 처음 급격히 감소하고 그 이후에는 완만히 줄어드는 경계지점, 즉
elbow 지점의 차원 수를 택하는 것이 좋다고 언급하였다.
적합도에 별 차이가 없는 경우 해석가능성(interpretability)이 차원의
수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장익진, 1998). 어떤 차원에서
의미를 분명히 해석할 수 없더라도, 차원을 줄이거나 늘림으로 인해서
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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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히 의미를 해석해 낼 수 있다면 이를 고려하여 차원의 수를 결
정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차원의 수가 늘어나면 합치도는 좋아지지
만, 결과의 해석이 복잡해진다. 따라서 몇 개의 차원으로 공간을 구성해
야 합치도의 손실이 최소가 되고, 자료에 대한 해석을 잘 할 수 있는지
를 고려해서 차원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결과의 해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좌표축을 회전시킬 수 있는
데, ALSCAL에서 유클리드 거리함수에 의해 거리 산출이 된 경우에는,
공간차원 축 혹은 좌표의 위치가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회전
과 뒤집기가 가능하다. 따라서 연구자는 자신에게 유용성 있는 차원을
찾아내고, 의미 있는 해석을 위하여 회전과 뒤집기를 활용할 수 있다(박
광배, 2000; 임인재 외, 2003).
보다

2. 다차원척도법을 활용한 프로파일 분석(Profile
Analysis via Multidimensional Scaling)
‘ 련 검사점수

교육학과 심리학 분야에서는 피험자의 수행정도를 일 의

’

현

‘

’

세트 로 표 하여 제공하는 프로파일 을 활용하고 있다. 점수 프로파일을

쉽게 파악할 수 있
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교육학에서는 검사점수를 묘사하는 방
법으로 프로파일 분석이 고려되었으며, 일련의 데이터에서 프로파일 패
턴을 확인하는 다양한 탐색적인 방법들이 사용되었다(Ding, 2001).
프로파일 분석은 하위 변인 점수들의 유형을 토대로 응답자들을 몇 개
의 집단으로 나누어 변별하는 방법을 의미한다(박현정, 양명희, 2007; 박
경인 외, 2013). 기존의 가장 단순한 프로파일 분석은 전체 평균으로부터
각 변인의 점수를 뺀 편차점수를 활용하여, 상대적인 강, 약점을 보여주
는 프로파일 산출 방식이었다. 또한 연구자들은 피험자간 유사성 행렬을
바탕으로 분석을 하여 유사한 특성을 지닌 피험자끼리 몇 개의 군집을
통하여 피험자는 자신의 수행에 대한 강점과 약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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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의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군집
분석은 다른 군집분석 기법을 적용하는 경우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도 상
이한 프로파일을 도출할 수 있으며, 유사한 프로파일을 가진 집단이 한
번 정의되고 나면 군집 내 개인 차이는 다루지 않는다는 한계점이 있다
(박현정, 양명희, 2007; Kim et al, 2004).
Davidson(1994)은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모집단에서 대
표적 프로파일 유형을 추출해내는 다차원척도법(Multidimensional
Scaling)을 활용한 프로파일 분석(Profile Analysis via Multidimensional
Scaling; PAMS) 방법을 제안하였다. PAMS 분석은 크게 두 가지 파트
로 구성된다. 첫 번째는 모집단에서 대표적인 프로파일을 추출하는 단계
이며, 두 번째는 개별 피험자들의 프로파일이 대표 프로파일과 얼마나
유사한지를 나타내주는 피험자 모수를 추정하는 단계이다. 이러한
PAMS 모형은 아래와 같은 식으로 정의된다.
구성하는

   




(

   

찰점수이다.  는 피험자 의 모든
 의 프로파일의 전반적인 높이를 나

는 피험자 의 변인  에 대한 관

변인에 대한 평균점수이며, 피험자

내
찰된



e e p meter)라고 한다.  는 피험자 에게서 관
번째 대표 프로파일과 얼마나 유사한지를 나타내는

타 고 수준 모수(l v l ara
프로파일이

식 4)



피험자의 유사성 지수이다.  는 대표적 프로파일 에 대한 변인  의 척
도점수를 의미하며, 는 측정의 오차와 모형으로부터의 체계적인 편차

낸 박현정, 양명희, 2007; Kim et al, 2004).

를 나타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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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5)



    ≡





 

즉, PAMS 모형은 (식 4)에서 보듯, 프로파일 전반적 수준을 나타내주
는 부분과 프로파일 패턴을 나타내주는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이는 위의 (식 5)로 자세히 설명된다.
PAMS 모형의 추정을 위해서는 몇 가지 가정과 제약이 필요하다.
①    for  
②     for  
③   ·   for   ′ 
④      for 
⑤     for  
⑥   ·    for    










′











식은 PAMS 모형의 기본적인 가정과 제약이다. ①의 의미는 편
차점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각각의 잠재 프로파일 내에서 점수의 평균은
0이 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잠재 프로파일은 프로파일의 수준 모수(level
parameter)로 산출되는 높이를 별개로 하고, 관찰된 프로파일의 패턴(퍼
짐정도와 형태)만을 보여준다. ②은 유사성지수의 제곱의 기댓값이 1을
의미하며, ③의 경우 서로 다른 두 개의 차원에 대한 유사성 지수들 간
외적의 기댓값이 0임을 의미한다. ⑤는 각 변인들의 오차분산이 동일해
야 함을 의미하며, 이는 가정들 중에서 가장 제한적이지만, 현존하는 통
계 패키지에서 분석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한 가정이다. ⑥은 유사성 지수
와 오차의 외적에 대한 기댓값이 0임을 의미한다(Kim et al, 2004).
이러한 다차원척도 분석의 기본 가정이 만족되면, 유클리드 거리의 자
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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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에 기반하여 모수를 추정 할 수 있다. 따라서 가능한 모든

함

리드 거리의 자승행렬을 구 으로

써

쌍의 유클

다차원척도법을 통해 PAMS 모형

의 모수를 추정한다. 차원의 수는 STRESS 값과 해석 가능성 등을 고려
하여 결정할 수 있다. 다차원척도법을 통해 산출된 각각의 차원은 패턴

집

으로 해석하며, 이를 모 단의 대표적인 프로파일로 간주한다.

즉 비슷한

징 닌 개개인 집단을 대표하는 프로파일을 나타낸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결과에 대한 회전이나 뒤집기가 가능하기 때문
에 양의 큰 값을 가지는 변인들에 의해 제시되는 프로파일과, 음의 큰
특 을 지

값을 가지는 변인들에 의해 제시되는 프로파일의 두 가지 프로파일이 존

재한다. 즉, 이 두 프로파일은 다차원척도법을 통하여 제시된 대표적 프
로파일과, 미러 프로파일(mirror image profile)이라고 한다(박현정, 양명
희, 2007).
국내에서 PAMS를 이용한 연구를 살펴보면, 박현정, 양명희(2007)의
연구에서 PAMS 모형을 소개하고 있으며, 이 모형을 활용하여 중학생들

조절학습

의 대표적인 자기

국

유형을 탐색하였다.

에서는 한 고용정보원의 청년패

널 자료를

하여 대학(원)생의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백순근

외(2012)의 연구

토대로 PAMS 모형을 활용

횡단

프로파일을 확인하였다.

박경인 외(2013)의 연구에서는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을 바탕으로 초·중
학생 부모 양육태도의 대표적 프로파일을 PAMS 모형을 통해 탐색적으
로 확인하였다.

3. 다차원척도법을 활용한 종단적 프로파일 분석
(Longitudinal
Profile
Analysis
via
Multidimensional Scaling; LPAMS)
데이터 내의 성장 패턴을 탐색적
구조방정식 모형의 대안으로 소개

LPAMS는 다차원척도법을 활용하여

론

으로 확인하는 기법으로, 이 기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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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 자료 분석을 목적으로 고안되었으나, 종
단자료를 이용한 연구에도 적용 가능함이 밝혀졌다(Ding et al. 2005; 박
현정 외; 2011). LPAMS는 데이터로부터 성장 패턴을 도출해내고 싶을
때 가장 적합하며, 성장 패턴에 대한 어떤 선험적인 가정을 요구하지 않
는다는 특징이 있다. 단일차원적인 성장 패턴에 대한 선험적인 설명은
그나마 현실적이지만, 다양한 성장 곡선의 패턴을 선험적으로 설명하기
란 사실상 어렵기에, LPAMS를 통해 탐색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
다. 또한 LPAMS는 단순히 평균, 분산, 공분산 등의 요약된 통계치를 제
공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성장률 추정치를 제시하는 등의 개별적인
추정치와 잠재 성장 패턴을 추정해준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최소한의
가정을 요구하므로, 다른 분석 기법들에 비해 분석에 용이하다는 특징이
있다. LPAMS는 다변량 정규성에서 자유롭고, 개인 내, 개인 간의 성장
프로세스를 동시에 추정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LPAMS는 선형 모형이
아닌, 거리 모형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비선형적인
데이터에 적용하기 적합하다(Ding, 2003).
LPAMS는, 여느 탐색적 접근과 마찬가지로, 패턴에 대한 선험적인
가정에 대한 검증이 아니라 데이터에 기반한 성장 패턴을 확인하도록 고
안되었다. 따라서 성장 패턴에 대한 사전 지식이나 연구가 적을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한 관찰된 변인에 대한 어떠한 분포 가정
도 요구하지 않지만, 약간은 비현실적이게도 각각의 시점에서 같은 오차
분산을 요구한다(Ding, 2003).
LPAMS 모형은 아래와 같은 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되고 있다. 기존 PAMS는

  

  는 어

느




 

    

찰

한 시점  에서 피험자 의 관

 는 피험자 의 프로파일의 전반적

(

식 6)

점수의 총합을 의미하고,

높이를 나타내주는 수준(level) 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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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즉, 시간에 따른 점수들을 평균 냄으로써 추정된다.


  ·   





(

 

식 7)

다음으로  는 종단적인 프로파일 에 대한 피험자 의 유사성 지수이

즉 번째 성장곡선과 피험자 의 관찰된 변화패턴 간의 유사성 지수
를 의미한다.  는 종단적 프로파일 에 대한 특정 시점  의 좌표 값
으로, 번째 성장곡선에서 특정시점  의 성장 부하량(growth factor
loading or growth function)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는 측정의 오
차와 모형으로부터 체계적 편차를 나타낸다(Shin, 2007a; Kim, 2010; 박
현정 외, 2011).
앞서 언급했듯이, 종단자료를 분석하는데 많이 사용되는 SEM이나
HLM을 이용한 성장모형은 피험자 집단의 성장 또는 변화에 대한 정보
와 적합도 지수를 추정하는 반면에, LPAMS는 피험자 개인의 성장 또는
변화의 정보와 적합도 지수를 제공하기 때문에 각 피험자의 초기 점수와
성장 또는 변화 패턴을 예측하는데 유용하며, 피험자 개인의 관찰된 프
로파일이 대표적 프로파일에 의해서 얼마나 설명되는지를 나타내는 
값을 함께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LPAMS는 선형모형이 아닌 거
리모형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분포에 대한 특별한 가정을 요구하지 않으
며, 선형, 비선형, 주기 곡선의 데이터를 모형화 할 수 있다는 면에서 다
른 종단적인 분석 방법에 비해 강점을 지닌다(Ding, 2003; Shin, 2007a;
박현정 외, 2011, 백순근 외, 2012).
국내에서는 Shin(2007a)이 LPAMS 기법을 소개하고 있으며, 교육학
분야의 연구에서 LPAMS의 적용을 제안하고 있다. 박현정 외(2011)의
연구에서는 한국교육종단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학생들의 사교육비 지
출의 변화 패턴을 살펴보았다. 또한 백순근 외(2012)의 연구에서는 한국
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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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보원 청년패

널 자료를 바탕으로

PAMS를 활용하여 대학(원)생의

사교육비 지출 패턴을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LPAMS를 활용하여 대학
생의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사교육 지출 비용의 종단적인 변화 패턴을 도
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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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제 1 절 연구 대상
국
책
년패널조사(Korea Youth Panel

조사를 시작한 한국청소
Survey; KYPS)의 중2 코호트의 1차년
도부터 5차년도까지의 5개년도 자료를 활용할 것이다. 한국청소년패널조
사는 전국의 중학교 2학년 학생들 가운데 3,449명과 그 부모를 대상으
로 반복적으로 추적 조사 하여 종단적 자료를 구축하고자 실시되었다.
이는 군집 표집에 기초한 규모비례확률표집에 의해 수집되었으며, 전국
에서 제주도를 제외한 12개의 특별시, 광역시, 도별 학생 수에 비례하여
지역별로 학교를 선정하였고, 선정된 학교에서 무작위로 한 개 학급을
뽑아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년도의 조사방법은 면접원이 학급에 방
문하여 설문지를 나누어주고 집단 면접하는 방식이었으나 2차년도 이후
의 조사방법은 개인별 추적을 통한 개별면접조사방식으로 전환되었다.
이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1차년도인 2003년도부터 5차년도인
2007년도까지의 5개년 자료이며, 조사 시작 시점에서는 응답자가 중학교
2학년 학생이었으나 5차년도 조사시점에서는 응답자의 대부분이 고등학
이 연구는 한 청소년정 연구원이 2003년에

교 3학년 학생이다.

횡단적

명

프로파일분석에서는 전체 3,449 의 학생 중 자아존중감 문항

을 측정하는 6개 문항에 모두

응답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종단적 프로파일 분석에서는 전체 학생 중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

안 지속적으로 조사에 참여한 2,713명의 학생들을 대
상으로 하였다. 이 중 각 시점 내에서 자아존중감의 변화가 없거나, 5년
동안 자아존중감의 변화가 없는 학생들을 제외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이
학년까지 총 5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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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존중감의 변화 패턴을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측정 문항

혹은 시

없는 경우 상대적 위치 변화가 0이므로 이러한 사례
를 분석에 다수 포함하는 경우 적합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박현정
외, 2011) 해당 사례를 제외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자
아존중감의 변화가 없어 분석에서 제외된 학생들을 제외하고, 최종분석
점 간 값의 변화가

에 사용된 사례 수는 <표 Ⅲ-1>과 같다.
<표 Ⅲ-1> 연도별 사례 수

구분
사례 수

횡단 분석

종단 분석

중2

중3

고1

고2

고3

전체

긍정

부정

3,142

2,626

2,653

2,730

2,559

2,632

2,638

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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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주요 변인
1. 자아존중감
이 연구에서는 중학교 2학년에서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생들의 자

떻

국

널

아존중감이 어 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 청소년패 에서

래

o enberg의 자아존중감 검사 중, 6개의
문항을 활용한 축소판 자아존중감 검사를 통해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고
있다. 문항은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용은 <표 Ⅲ-2>과 같다.
앞의 세 문항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나타내는 자아존중감의 긍
정문항이며, 뒤의 세 문항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나타내는 자
는 본

루

10문항으로 이 어진 R s

아존중감의 부정문항이다.
<표 Ⅲ-2> 자아존중감 문항

구분
긍정 기반
자아존중감

부정 기반
자아존중감

문항

번호

①
②
③
④
⑤
⑥

문항

내용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나 자신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나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때때로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대체로 내가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는 편이다.
나는 때때로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나 자신이

부정형 문항을 기반으로 하여 자아존중감을 측정하는 문항의

경우,

해석의 편의를 위하여 역점수화를 하여 사용할 하였다. 따라서 긍정문항
을 기반으로 한 자아존중감과 부정문항을 기반으로 한 자아존중감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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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위 자아존중감 문항
들을 바탕으로 연도별 문항 간의 신뢰도 계수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
는 <표 Ⅲ–3>과 같다. 전체 6개 문항의 경우 부정문항을 역코딩 하여
점수가

신뢰도를 산출한 값이다. 5개 년도에서 자아존중감 문항의 신뢰도를 각
각 살펴보면 전체 6개 문항 간의 신뢰도 계수를 측정하였을 때보다, 긍

혹은 부정문항으로 나누어 신뢰도를 계수를 산출하였을 때 신뢰

정문항

도 계수가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Ⅲ-3> 자아존중감 문항의 연도별 신뢰도

구분

문항

번호

①
②
③
④
⑤
⑥

긍정
문항

부정
문항

:

전체 문항
신뢰도

중2

중3

고1

고2

고3

신뢰도

신뢰도

신뢰도

신뢰도

신뢰도

.799

.836

.810

.819

.824

.753

.783

.775

.791

.774

.734

.741

.752

.755

.763

번호는 <표 Ⅲ-2>에 제시한 번호를 의미하며, 신뢰도는 Cronbach 

주 문항

냄

계수를 나타

자아존중감의 척도가 단일요인으로 구성되어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

널

료

한 청소년패 의 1차년도부터 5차년도 자 를 활용하여 6개 문항의 요

조

축

인구 를 확인하였다. 이를 위하여 주 요인

방식으로

요인을 추출하고

ob m n rotation)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요인의 수는
Eigenvalue가 1 이상인 요인으로 결정하였으며, 요인분석 결과는 <표 Ⅲ
사각회전( li i

-4>에 제시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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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4> 요인의 패턴행렬 및 요인 간 상관

중2

문항

번호

①
②
③
④
⑤
⑥

genvalue
변량원(%)

Ei

고1

고2

고3

요인1 요인2 요인1 요인2 요인1 요인2 요인1 요인2 요인1 요인2
.595

.689

.638

.657

.644

.867

.899

.881

.886

.880

.812

.799

.784

.787

.825

.715

.733

.759

.740

.752

.662

.714

.664

.713

.675

.748

.768

.768

.786

.758

1.925 1.684 2.028 1.762 1.981 1.806 2.012 1.851 2.083 1.840
36.25 18.67 37.50 21.88 37.95 18.94 38.65 20.21 39.55 18.43

요인 간 상관

:

중3

.308

.253

.333

.304

.358

번호는 <표 Ⅲ-2>에 제시한 번호를 의미함

주 문항

듯

<표 Ⅲ-4>에서 볼 수 있 이 요인분석 결과 5차년도에서 모두 3개의
긍정문항이 하나의 요인으로, 3개의 부정문항이 하나의 요인을 구성하여

질

총 이 적인 두 개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두 요인의 상관계수는 모두 .3
정도로

낮게 나타났다. <표 Ⅲ-3>과 <표 Ⅲ-4>의 결과를 토대로 해석

해볼 때, 자아존중감은 긍정문항을 기반으로 한 자아존중감과 부정문항

질

을 기반으로 한 자아존중감이라는 이 적인 두 요인으로 구분되는 것으

악

로 파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체 6개 문항을 합산한 자아
존중감의 프로파일을 살펴볼 뿐만 아니라, 자아존중감이 2가지 요인으로
구분된다는 점에

입각하여 긍정형 문항으로 측정한 자아존중감과 부정형

문항으로 측정한 자아존중감으로 구분하여 자아존중감의 프로파일을 각

른

각 확인하고, 세 자아존중감 프로파일의 양상이 다 지를 살펴볼 것이다.
<표 Ⅲ-5>는 자아존중감 문항의 연도별 평균 및 표준편차를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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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

것이며 <표 Ⅲ-6>은 1차년도부터 5차년도

조사 즉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자아존중감의 평균적인 변화를 정리한 것이다.
<표 Ⅲ-5> 자아존중감 문항의 연도별 평균 및 표준편차

구분

문항

①
②
③
④
⑤
⑥

긍정
문항

부정
문항

:

번호

중2

중3

고1

고2

고3

2.98(0.85) 3.17(0.93) 3.24(0.84) 3.27(0.85) 3.34(0.84)
3.04(0.89) 3.15(0.92) 3.20(0.88) 3.23(0.86) 3.35(0.86)
3.30(0.92) 3.44(0.92) 3.50(0.85) 3.54(0.84) 3.62(0.82)
3.03(1.03) 3.10(1.03) 3.13(1.01) 3.18(1.00) 3.23(1.02)
3.46(1.03) 3.51(1.04) 3.50(0.99) 3.47(1.00) 3.54(0.99)
3.16(1.05) 3.23(1.07) 3.26(1.01) 3.28(1.02) 3.32(1.00)

번호는 <표 Ⅲ-2>에 제시한 번호를 의미하며, 괄호 안의 값은 표준편차를 의미함

주 문항

<표 Ⅲ-6> 자아존중감의 연도별 평균 및 표준편차

구분

중2

중3

고1

고2

고3

긍정문항에 기반한
자아존중감

3.11(0.74) 3.27(0.78) 3.33(0.71) 3.36(0.73) 3.46(0.72)

부정문항에 기반한
자아존중감

3.21(0.82) 3.28(0.84) 3.30(0.80) 3.32(0.82) 3.39(0.82)

6개 문항에 기반한
자아존중감

3.16(0.62) 3.28(0.63) 3.32(0.60) 3.34(0.61) 3.43(0.62)

상관계수

: 번호
: 괄호 안
:
함

.263***

번호

.221***

함

.267***

.259***

.301***

주1 문항
는 <표 Ⅲ-2>에 제시한
를 의미
주2 ,
의 수치는 표준편차임
주3 상관계수는 긍정문항에 기반한 자아존중감과 부정문항에 기반한 자아존중감 간의 상관계수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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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5>와 <표 Ⅲ-6>에서

알 수 있듯이 각 문항뿐만 아니라 긍정

문항을 기반으로 측정한 자아존중감과 부정문항을 기반으로 측정한 자아

∼

존중감은 중2 고3 시기에

걸쳐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연도별 자아존중감 간의 상관계수를 살펴본 결과, 긍정문항에 기
반한 자아존중감과 부정문항에 기반한 자아존중감 사이에는 대부분 .2

낮은 상관을 보이고 있었다. 앞서 제시된 신뢰도 계수 및 요인분
석의 결과를 함께 고려해볼 때, 긍정문항으로 측정한 자아존중감과 부정
문항으로 측정한 자아존중감은 다른 차원으로 고려하여 따로 살펴보아야
함을 보여준다.
정도의

[그림 Ⅲ-1] 연도별 자아존중감의 변화

히 [그림 Ⅲ-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긍정문항을 기반으로 한 자아
존중감이 부정문항을 기반으로 한 자아존중감보다 초기 시점의 값은 낮
지만, 가파른 기울기를 보이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었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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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생 특성 변인
청소년기 전반적 자아존중감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의 특성을 살
펴보기 위해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개인요인, 가족요인, 또래요인의 세

영역의 변인들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변인과 그 변인을 구성하는 하위
문항 및 신뢰도는 <표 Ⅲ-7>에 제시되어 있으며, 하위 변인(요인)별

Cronbach 

호

신뢰도를 살펴보면 신뢰도는 대부분이 0.7 이상으로 양 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개인요인의 성별 변인은 원 자료에 남자는 1, 여자는 2로 코딩되
어 있으나, 해석상의 편의를 위하여 여자는 0, 남자는 1로 변경하였다.
개인요인의 두 번째 요인인 성적은 지난 학기 반에서의 학생의 성적 정
도를 의미하며, 5첨 척도로 측정이 본인이 인지하고 있는 자신의 성적을
의미한다. 과목은 국어, 영어, 수학으로 한정하였고, 세 문항의 평균치를
활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반 성적 정도가 높다고 인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외모 스트레스는 세 개의 문항의 평균치를 사용하였으며,
5점 척도로 측정된 문항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외모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신체적인 매력을 낮게 인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정요인의 첫 번째 변인은 가정의 월 소득이다. 월 소득은 10만원 단
위로 계산되었으며 정적 편포하기에 로그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부모학
대는 부모가 자녀에게 행하는 난폭한 언행을 묻는 두 문항을 통해 측정
하였으며, 해당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부모의 학대정도가 높거나 혹은
엄격한 훈육을 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부모 애착은 6개의 문항을
평균 내어 변인을 생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으면 부모와의 애착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또래요인은 친한 친구 애착을 묻는 네 문항을 평균 내어
산출하였다. 점수가 높으면 친구 애착이 높은 것으로 간주 할 수 있으며,
각 변인의 연도별 기술통계는 <표 Ⅲ-8>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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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7> 학생 특성 변인의 구성

명

내

요인 변인

성별

문항 용

신뢰도

성별

-

난
국
성적 지난 학기 반 성적 정도(영어)
개
지난 학기 반 성적 정도(수학)
인
몸무게가 많거나 적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외모
스트 키가 너무 크거나 작아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레스
얼굴 생김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월 소득 월평균 가구소득을 로그변환 하여 사용
부모님과 나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부모님은 나에게 늘 사랑과 애정을 보이신다.
부모 부모님과 나는 서로를 늘 잘 이해하는 편이다.
가 애착
부모님과 나는 무엇이든 허물없이 이야기하는 편이다.
족
나는내생각이나밖에서있었던일들을부모님께자주이야기하는편이다.
부모님과 나는 대화를 자주 나누는 편이다.
부모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심한 욕설을 자주 듣는 편이다.
학대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심하게 맞은 적이 많이 있다.
나는 그 친구들과 오랫동안 친구로 지내고 싶다.
또 친구 나는 그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즐겁다.
래 애착 나는 그 친구들과 같은 생각과 감정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나는 그 친구들과 서로의 고민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편이다.
지 학기 반 성적 정도( 어)

:

C onbach 

주 신뢰도 값은 r

내

료

계수를 나타 며, 1차년도 자 를 활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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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

.729

-

.859

.755

.759

<표 Ⅲ-8> 학생 특성 변인의 각 연도별 평균 및 표준편차

요인

명

변인

중2

중3

고1

고2

고3

5년 평균

성별

0.49
(0.50)

0.49
(0.50)

0.49
(0.50)

0.49
(0.50)

0.51
(0.50)

0.50
(0.50)

성적

3.14
(0.82)

3.13
(0.84)

2.99
(0.72)

2.96
(0.73)

3.02
(0.71)

3.05
(0.59)

외모스트레스

2.59
(0.96)

2.64
(0.94)

2.60
(0.88)

2.57
(0.90)

2.53
(0.92)

2.58
(0.67)

3.23
(0.59)

3.25
(0.55)

3.30
(0.57)

3.33
(0.67)

3.40
(0.56)

3.33
(0.47)

부모애착

3.35
(0.78)

3.43
(0.76)

3.44
(0.73)

3.47
(0.75)

3.51
(0.77)

3.44
(0.59)

부모학대

1.72
(0.88)

1.72
(0.92)

1.58
(0.75)

1.61
(0.80)

1.58
(0.79)

1.64
(0.59)

친구애착

4.06
(0.65)

4.18
(0.66)

4.25
(0.63)

4.23
(0.62)

4.28
(0.62)

3.48
(0.24)

개인

로그
가

또

족
래

: 괄호 안
:

월 소득

함

주1
의 값은 표준편차를 의미
주2 5년 평균 값에서 성별은 종단분석에
된 사례의 성별 평균을 의미하며, 그 외 학생 특성 변인은
중2에서 고3까지 5개년 이터를 평균한 값을 의미

데

포함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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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한

국 청소년들이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시

기에 어떤 형태의 자아존중감 패턴을 지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종단적
프로파일 분석을 하기 이전에, 각 연도의 자아존중감 패턴을
살펴보는 것을

횡단적으로

우선으로 하여, 프로파일 분석 방법인 PAMS를 활용하였

다. PAMS를 통하여 자아존중감의 대표적 프로파일을 추출하고, 각 연도
별로 자아존중감 패턴이 유사한지를

먼저 살펴보았다.

그 다음으로 청소년기 자아존중감의 종단적인 변화 패턴을 다차원척도
법을 활용한 종단적 프로파일 분석인 LPAMS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전
체 6개 문항을 합산하여 자아존중감의 대표적 프로파일을 추출할 뿐만
아니라, 긍정문항에 기반한 자아존중감과 부정문항에 기반한 자아존중감
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대표적 프로파일을 또한 도출하였다. 이때, 적합도
지수를 고려하여 차원의 수를 결정하였다.
6개 문항을 합산한 자아존중감의 프로파일과 긍정문항에 기반한 자아
존중감 그리고 부정문항에 기반한 자아존중감의 종단적 프로파일이 서로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지 확인하였다. 또한 도출된 각각의 대표적 프로파

얼마나 유사한지에 대한 가중치를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학생들을 특정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마지막으로 LPAMS 모형에 의하여 추정된 피험자 개인의 수준 모수
일과 학생 개개인의 프로파일이

에 학생들의 개인 특성 변인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회귀분석을 실시하

데 첫 번째
단계에서는 다차원척도법을 활용하여 대표적 프로파일(prototypical
profile)이라고 불리는 주요 프로파일 유형을 추출하며, 이들의 선형조합
을 통해 각 피험자의 성장곡선 또는 변화 프로파일을 구하게 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대표적 성장 또는 변화 프로파일의 척도 점수를 중심화
(centering)하며, 중심화를 통해 척도 점수는 각 시점의 성장률을 나타낸
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대표적 프로파일에 대한 피험자 개개인의 척도점
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LPAMS는 세 단계로 구성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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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박현정 외,
2011). 본 연구를 위하여 SPSS 버전 18.0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는
ALSCAL 명령어와 Davidson과 Ding이 개발한 SPSS Template을 사용
수의 유사성 정도를 나타 는 피험자 모수를 추정하게 된다(

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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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제 1 절 자아존중감의 프로파일 분석
1. 청소년기 자아존중감의 프로파일 분석
함
아존중감 6개 문항에 대한 프로파일을 먼저 확인한 후, 청소년기 5년 동
안의 종단적 프로파일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먼저 각 연도별 프
로파일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차원척도법을 활용한 프로파일 분석 방법인
청소년기 자아존중감의 프로파일을 분석 에 있어서, 각 연도별로 자

PAM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다차원척도법을 활용하여 대표적 프로파

장 먼저 제곱 유클리드 거리를 활용하여
변인 혹은 시점    ′  간의 근접성을 측정하게 된다. 즉, 이 값은 각각의
자아존중감 문항 간 자아존중감 점수에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정도를 보
일을 추출하는 과정에서는, 가

여준다. 제곱 유클리드 거리 행렬은 <표 Ⅳ-1>에 제시하였다.
<표 Ⅳ-1>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긍정문항에 기반하여 측정한 자아

혹은 부정문항에 기반하여 측정한 자아존중감 문항 간의
유클리드 거리가 상대적으로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긍정문항과
부정문항 간에는 상대적으로 유클리드 거리 값이 크게 산출되었음을 확
존중감 문항 간

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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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 자아존중감의 제곱 유클리드 거리 행렬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
:

①

②

③

④

⑤

⑥

0

1949.00

2423.00

4712.00

5287.00

5255.00

2462.00

0

1644.00

5121.00

5006.00

5030.00

2984.00

1940.00

0

5383.00

4358.00

4944.00

4943.00

5663.00

5953.00

0

3373.00

2907.00

5786.00

5246.00

4598.00

4239.00

0

3064.00

5344.00

5362.00

5216.00

3515.00

3694.00

0

0

1817.00

2249.00

4210.00

4353.00

4511.00

1923.00

0

1622.00

4657.00

3932.00

4346.00

2240.00

1661.00

0

4989.00

3724.00

4456.00

4096.00

4659.00

4822.00

0

2991.00

2669.00

4239.00

4160.00

3715.00

3211.00

0

2616.00

4244.00

4227.00

4072.00

2612.00

2829.00

0

0

번호

1740.00

0

2008.00

1376.00

0

3815.00

4301.00

4689.00

0

3862.00

3654.00

3460.00

3021.00

0

4016.00

3964.00

4002.00

2631.00

2700.00

번호

함

0

주 1 문항
는 <표 Ⅲ-2>에 제시한
를 의미
주 2 대각선을 기준으로 행렬의 하단부는 순서대로 1차, 3차, 5차년도 이터를 기반으로 한 자아존중
감 문항의 제곱 유클리드 거리를, 상단부는 순서대로 2차, 4차년도 이터를 기반으로 한 자아존
중감의 제곱 유클리드 거리를 나타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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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데

또한 <표 Ⅳ-2>에는 다차원척도법을 적용했을 때의 연도별 모형 적
합도가 제시되어 있다. 5개년 모두에서 자아존중감은 두 개의 대표적 프

장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3>에는
연도별 다차원척도 분석 결과가 제시되어 있으며, 이 분석 결과를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1차년도의 대표적 프로파일을 [그림 Ⅳ-1]로
로파일이 도출되는 것이 가

제시하였다.
<표 Ⅳ-2> 다차원척도법을 적용했을 때 연도별 모형 적합도

S-STRESS
STRESS



차원 수

중2

중3

고1

고2

고3

1

.27066

.19122

.20234

.18480

.21477

2

.09495

.08266

.08431

.07588

.09683

1

.30096

.24557

.21046

.17619

.21345

2

.08378

.08265

.07956

.07941

.09754

1

.80609

.88488

.89421

.92944

.88525

2

.94638

.95641

.95873

.96031

.93863

<표 Ⅳ-3> 자아존중감의 연도별 다차원척도 분석 결과

문항

①
②
③
④
⑤
⑥

중2

중3

고1

고2

고3

Dim1 Dim2 Dim1 Dim2 Dim1 Dim2 Dim1 Dim2 Dim1 Dim2
0.41 -1.31 -0.50 -1.33

0.48

1.21

0.44

1.31 -0.44

1.19

1.05 -0.79 -0.94 -0.94

1.06

0.89

1.01

0.78 -0.99

0.81

1.28 -0.28 -1.25 -0.41

1.29

0.37

1.34

0.45 -1.37

0.45

-1.03

0.86

0.99

1.02 -0.95 -0.90 -0.93 -1.10

0.92

-1.05

-1.64

0.03

1.53

0.24 -1.73 -0.22 -1.69 -0.22

1.78

-0.17

-0.08

1.49

0.17

1.43 -0.15 -1.35 -0.18 -1.21

0.10

-1.23

: Dim 1은 프로파일 1을, Dim 2는 프로파일 2를 나타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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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 자아존중감의 대표적 프로파일(중2)

[그림 Ⅳ-2] 자아존중감의 대표적 프로파일(중3∼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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듯

[그림 Ⅳ-1]에서 볼 수 있 이, 중학교 2학년 시기의 자아존중감 프로

낼 수 있으며, 도출된 프로파일 내에서 긍
측정한 자아존중감의 상대적 수준이 다름을 알

파일은 두 개의 차원으로 나타
정문항과 부정문항으로

수 있다.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자아존중감 프로파일
은 [그림 Ⅳ-2]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각 연도별로 모두 2개의 프로파
일이 나타나고, 긍정문항과 부정문항으로 측정한 자아존중감의 상대적

른 것이 확연히 드러난다.
PAMS 방법은 앞서 언급했듯이 분석 결과에 대한 회전, 확대 및 축소,
뒤집기 등이 가능하므로 각각의 차원에 대하여 양의 큰 값을 갖는 변인
들에 대하여 제시되는 대표적 프로파일과 음의 큰 값을 갖는 변인들에
의하여 제시되는 미러 프로파일, 총 2가지 프로파일이 존재한다. 이러한
미러 프로파일은 대표적 프로파일의 척도 값의 부호를 뒤집어 제시할 수
수준이 다

있으며, [그림 Ⅳ-1]과 [그림 Ⅳ-2]에 제시된 각각의 대표적 프로파일에

재

말해서, 미러 프로
파일은 해당 프로파일을 축 대칭한 프로파일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즉 [그림 Ⅳ-1]과 [그림 Ⅳ-2]에 제시된 자아존중감의 프로파일과 각
는 2개의 미러 프로파일이 모두 존 하게 된다. 다시

각의 미러 프로파일을 고려하면 연도별로 총 4개의 프로파일이 산출된
다. 중학교 2학년 시점에서의 자아존중감 프로파일과 미러 프로파일을
[그림

Ⅳ-3]에

대표적으로 제시하였으며,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프로파일은 [그림 Ⅳ-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2 시기 자
아존중감 프로파일 1은, 고1 및 고2 시기 프로파일 1, 중3 및 고3 시기

마찬가지로 나머지 3개의 프
로파일도 각 시기별로 동일한 패턴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네
미러 프로파일 1과 형태가 동일하다. 이와

개의 프로파일은 각 연도별로 약간의 상대적인 수준은 다르지만 모두 같
은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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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3] 자아존중감의 대표적 프로파일과 미러 프로파일(중2)

[그림 Ⅳ-4] 자아존중감의 대표적 프로파일과 미러 프로파일(중3∼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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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소년기 자아존중감의 전반적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 특성 분석
<표 Ⅳ-4> PAMS 분석 결과 추정된 피험자 모수에 대한 기술통계량

변인













최솟값 최댓값

평균



프로파일 1에 대한 유사성 지수

3142

-0.72

0.90

0.07

0.21

프로파일 2에 대한 유사성 지수

3142

-1.45

2.07

0.01

0.37

수준 모수

3142

1.33

4.83

3.30

0.45



3142

0.00

1.00

0.56

0.29

프로파일 1에 대한 유사성 지수

2626

-1.85

1.73

-0.16

0.48

프로파일 2에 대한 유사성 지수

2626

-1.58

1.96

0.17

0.47

수준 모수

2626

1.17

4.83

3.27

0.60



2626

0.00

1.00

0.61

0.29

프로파일 1에 대한 유사성 지수

2653

-1.58

1.67

0.14

0.42

프로파일 2에 대한 유사성 지수

2653

-1.76

1.54

-0.15

0.46

수준 모수

2653

1.17

4.83

3.31

0.58



2653

0.00

1.00

0.59

0.28

프로파일 1에 대한 유사성 지수

2730

-1.73

1.44

0.12

0.43

프로파일 2에 대한 유사성 지수

2730

-1.84

1.57

-0.11

0.47

수준 모수

2730

1.17

4.83

3.33

0.59



2730

0.00

1.00

0.60

0.28

프로파일 1에 대한 유사성 지수

2559

-1.62

1.36

-0.13

0.41

프로파일 2에 대한 유사성 지수

2559

-2.07

1.79

-0.10

0.46

수준 모수

2559

1.33

4.83

3.40

0.58



2559

0.00

1.00

0.60

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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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MS 모형에서는 대표적 프로파일뿐만 아니라, 각
파일이 대표적 프로파일에

내

얼마나

내

응답자들의

프로

유사한지를 나타 주는 가중치, 전반

e e p meter), 개인의 관찰된
로파일이 대표적 프로파일에 의해 얼마나 설명되는지 나타내주는 
을 함께 제공한다. 이 모수들에 대한 통계치는 <표 Ⅳ-4>와 같다.
적인 수준을 나타 주는 수준 모수(l v l ara



프
값

<표 Ⅳ-4>의 통계치를 보면 학생 개개인의 자아존중감 프로파일이

얼마나 유사한지에 있어서 개인차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피험자의 유사성 지수를 해석함에 있어서 양(+)의 값은 해당차원
의 대표적 프로파일에 더 유사하다는 것을 나타내며, 음(-)의 값은 해당
차원의 미러 프로파일에 더 유사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리고 유사성
가중치의 절대치가 크면 클수록 유사성의 정도가 더 크다는 것을 나타낸
다(박현정 외, 2011).
PAMS의 가장 큰 특징은 프로파일 분석에 있어서 패턴과 수준을 분
리시켜 프로파일을 산출한다는 점이다. 앞서 자아존중감의 패턴을 살펴
대표적 프로파일과

보았다면, 이 파트에서는 자아존중감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 특성
변인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
지 각 연도별로 자아존중감의 전반적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Ⅳ-5>와
같다.
자아존중감의 전반적 수준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중학교 5
개년도에서 거의 유사하였다. 성적, 부모 애착은 5개 년도에서 모두 정적
인 영향을, 반면 외모 스트레스와 부모 학대 변인은 5개 년도에서 모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적의

경우 중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외모 스트레스는 중학교 보다 고등학교 시기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월 소득과 친구 애착은 고등학교 3학년
학교 시기에 상대적으로

시기에 자아존중감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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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5> 자아존중감 수준에 미치는 학생 특성의 영향

중2
(상수)
성별
개인

성적
외모 스트레스
로그

가

족

월 소득

부모 애착
부모 학대

또

래

친구 애착



:

중3

2.672***

2.628***

고1
2.763***

고2
2.657***

고3
2.568***

(0.103)

(0.118)

(0.117)

(0.118)

(0.130)

0.026

0.020

0.037

0.033

0.015

(0.021)

(0.023)

(0.022)

(0.022)

(0.023)

0.154***

0.139***

0.124***

0.119***

0.106***

(0.013)

(0.014)

(0.015)

(0.015)

(0.016)

-0.132***

-0.124***

-0.147***

-0.163***

-0.154***

(0.011)

(0.012)

(0.013)

(0.012)

(0.013)

-0.007

0.010

0.009

0.025

0.042*

(0.018)

(0.021)

(0.019)

(0.018)

(0.020)

0.157***

0.128***

0.144***

0.144***

0.150***

(0.014)

(0.016)

(0.016)

(0.015)

(0.016)

-0.084***

-0.065***

-0.071***

-0.056***

-0.072***

(0.012)

(0.013)

(0.015)

(0.014)

(0.015)

-0.006

0.039*

0.029

0.052*

(0.016)

(0.017)

(0.017)

(0.017)

(0.019)

.203

.164

.165

.174

.194

주 회귀계수는 비표준화 회귀계수이며

괄호 안의 값은 표준편차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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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78***

***    **    *   

제 2 절 자아존중감의 종단적 프로파일 분석
절

절
앞서 언급하였듯이

1 에서 자아존중감의 연도별 프로파일을 확인하였다면, 2 에서는 자
아존중감의 종단적 프로파일을 확인하고자 한다.

Y 데이터는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긍정문항 3개, 부정문항 3
개로 구성하고 있다. 1절에서 긍정문항과 부정문항의 자아존중감의 상대
K PS

적 수준이 다름을 고려하여 긍정문항에 기반한 자아존중감과 부정문항에
기반한 자아존중감의 종단적 프로파일을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따
라서

먼저 부정문항 3개를 역코딩 한 후, 6개 문항전체를 평균내 측정한

자아존중감과, 긍정문항 3개를 기반으로 측정한 자아존중감, 부정문항 3
개를 기반으로 측정한 자아존중감 각각의 종단적 프로파일을 LPAMS로
도출할 것이다.
다차원척도법을 활용하여 대표적 프로파일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시점

근접성을 측정하기 위해 제곱 유클리드 거리 값을 사용하며, 이는
시점 간 자아존중감 점수에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정도를 보여준다. 6개
문항을 평균낸 자아존중감의 5개 시점 간 제곱 유클리드 거리 행렬은
간의

<표 Ⅳ-6>에, 긍정문항에 기반한 자아존중감과 부정문항에 기반한 자아
존중감의 시점 간 제곱 유클리드 거리 행렬은 <표 Ⅳ-7>에 제시하였다.
<표 Ⅳ-6> 자아존중감의 제곱 유클리드 거리 행렬 1

중2

중3

고1

고2

중2

0

중3

1201.215

0

고1

1228.986

1148.729

0

고2

1388.403

1266.118

975.694

0

고3

1505.042

1339.424

1160.889

1053.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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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0

<표 Ⅳ-7> 자아존중감의 제곱 유클리드 거리 행렬 2

:

중2

중3

고1

고2

고3

중2

0

2508.08

2359.28

2641.28

2557.39

중3

1790.44

0

2426.03

2543.36

2598.03

고1

1868.11

1849.67

0

2124.44

2275.22

고2

1948.89

1972.00

1483.22

0

2196.11

고3

2268.67

2097.11

1679.00

1536.00

0

주 대각선을 기준으로 행렬의 하단부는 긍정문항을 기반으로 한 자아존중감의 제곱 유클리드 거리를,
상단부는 부정문항을 기반으로 한 자아존중감의 제곱 유클리드 거리를 나타

냄

다차원척도법에서는 1개 이상의 대표적 프로파일을 도출한다. <표 Ⅳ

듯

-8>에서 볼 수 있 이 학생들의 자아존중감 변화 패턴은 세 가지

경우

에서 모두 두 개의 차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9>에는 다
차원척도 분석 결과가 제시되어 있으며, 이 분석 결과를

악

좀 더 명확하게

파 하기 위하여 대표적 프로파일을 [그림 Ⅳ-5]와 [그림 Ⅳ-6]으로 제
시하였다.
<표 Ⅳ-8> 다차원척도법을 적용했을 때 모형 적합도

S-STRESS
STRESS



차원 수

6개 문항 기반
자아존중감

긍정문항 기반
자아존중감

부정문항 기반
자아존중감

1

.12492

.19027

.35662

2

.03367

.03831

.07928

1

.16931

.20461

.37949

2

.05337

.05965

.09776

1

.89056

.82019

.49861

2

.98317

.97791

.9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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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9> 자아존중감의 다차원척도 분석 결과

구분

6개 문항 기반
자아존중감

긍정문항 기반
자아존중감

부정문항 기반
자아존중감

D i m1

Dim2

Dim1

Dim2

Dim1

Dim2

중2

-2.02

0.16

1.80

0.39

1.83

-0.01

중3

-0.48

1.23

0.32

1.59

0.10

-1.80

고1

0.02

-0.30

-0.15

-0.45

-0.04

0.24

고2

0.83

-0.66

-0.39

-0.81

-1.22

0.49

고3

1.65

-0.42

-1.57

-0.71

-0.68

1.08

: Dim 1은 프로파일 1을, Dim 2는 프로파일 2를 나타냄

주

[그림 Ⅳ-5] 6개 문항에 기반한 자아존중감의 대표적 프로파일

6개 문항에 기반하여 자아존중감의 종단적 프로파일을 추출한 결과
[그림 Ⅳ-5]에서 보여지는 것

처럼, 두 개의 프로파일이 도출되었다. 프로

파일 1은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시간에 따라 자아존중감

현될

이 상승하는 “상승형”으로 표

수 있으며, 프로파일 2는 중3시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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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높으며 고등학교 시기 상대적으로 낮은 자아존중감을 보이는 형태

가

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자아존중감의 변화 형태로 보고되는 V자형의 반
대 형태인 “역 V자형”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Ⅳ-6] 청소년기 자아존중감의 대표적 프로파일

략

대 적으로 긍정문항에 기반한 자아존중감의 프로파일 1은 자아존중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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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간에 따라 점차 감소하는 “하강형”으로, 프로파일 2는 일반적으로
보고되는 V자형의 반대 형태인 “역 V자형”으로 해석

될 수 있을 것이다.

부정문항에 기반한 자아존중감의 프로파일 1는 시간에 따라 점차 감소하
다가 고3때 약 반등 하는 “감소 후 약 반등”으로, 프로파일 2는 “V자형”
으로 해석

앞서

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LPAMS에서도 프로파일의 회전,
확대 및 축소, 뒤집기가 가능하므로, 추출된 대표적 프로파일뿐만 아니
라, 미러 프로파일 또한 함께 살펴볼 수 있다. 미러 프로파일은 그림 [그
PAMS모형에서와

림 Ⅳ-7]과 [그림 Ⅳ-8]에 제시되어 있으며, 실선은 기존에 추출된 대표
적 프로파일을, 점선은 미러 프로파일을 의미한다.

[그림 Ⅳ-7] 6개 문항에 기반한 자아존중감의 대표적 프로파일과 미러 프로파일

처럼

[그림 Ⅳ-7]에 제시된 것

6개 문항에 기반한 자아존중감의 미러

프로파일 1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아존중감이 감소하는 “하강형”으로,

졌

복

미러 프로파일 2는 자아존중감이 일시적으로 떨어 다가 다시 회 세를
보이는 “V자형”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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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8] 청소년기 자아존중감의 대표적 프로파일과 미러 프로파일

듯

[그림 Ⅳ-8]에서 살펴볼 수 있 이 긍정문항에 기반한 자아존중감의

악

미러 프로파일 1은 “상승형”으로, 미러 프로파일 2는 “V자형”으로 파

되며, 부정문항에 기반한 자아존중감의 미러 프로파일 1은 “상승 후 약

락

반 ”으로, 미러 프로파일 2는 “역 V자형”으로 해석

될 수 있다.

대표적 프로파일과 미러 프로파일을 모두 고려하였을 때, 6개 문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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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으로한 자아존중감, 긍정문항에 기반한 자아존중감 그리고 부정문항

슷

에 기반한 자아존중감의 종단적인 변화 형태는 비 한 양상의 4가지 패

발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네 가지 패턴은 “상승형”, “하강형”,
“V자형”, “역 V자형”으로 명명할 수 있다. 6개 문항을 기반으로한 자아
턴으로

존중감의 종단적 프로파일과 긍정문항에 기반한 자아존중감의 종단적 프
로파일은 상대적인 수준에 차이가 있을 뿐, 프로파일의 형태는 유사하였
다. 반면 부정문항에 기반한 자아존중감은
프로파일과는 유사하나, 고등학교 3학년

앞서 언급한 두 자아존중감의
시기에서는 약간 다른 형태의

프로파일을 나타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 세 유형의 종단적 프로파일
은 모두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LPAMS 모형에서는 개인의 프로파일이 도출된 대표적 프로파일과

얼

마나 유사한지를 가중치의 형태로 추정하여 제시한다. 이를 기반으로 하
여,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이 어떤 패턴으로 변화하는지를

느

어

프로파일이 가

장 잘 설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6개 문항에

기반한 자아존중감, 긍정문항에 기반한 자아존중감, 부정문항에 기반한
자아존중감에서 도출된 총 4개의 프로파일(대표적 프로파일 2개, 미러

디

프로파일 2개) 중 어 에 개인의 프로파일이 유사한지에 따라 학생들을
4개의

집단으로 유형화하였고, 그 결과는 <표 Ⅳ-10>과 같다.

<표 Ⅳ-9>에 제시된 학생들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세 분석에서 모두
“V자형”

집단과 “상승형” 집단에 주로 많은 학생이 속하고 있었다. 주목

해서 볼 만한 점은, 긍정문항에 기반한 자아존중감과 부정문항에 기반한

재

자아존중감의 분석에서 각각 “하강형“의 프로파일이 존 하였으나 그

집

속하는 비율은 꽤 많은 차이가 남을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이는 긍
정문항에 기반한 자아존중감, 즉 긍정적인 자아평가는 시간의 흐름에 따
라 감소하는 경향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부정문항에 기반한 자
아존중감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감소하는 학생 비율이 꽤 높았는데,
단에

이는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증가할 수 있
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문항을 단순 역점수화하여 합산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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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파일을 산출한 결과에서는

찾을

수

없다는

징

것이 특 이며, 문항을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에 대한 시사점을 보여준다.
다만 이 결과는 <표 Ⅲ-6>에 제시된 전체 학생들의 연도별 평균 자

른 것을 알 수 있다. LPAMS모형에서는 학
생 개개인의 자아존중감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토대로 가장 전형적인
패턴을 대표적 프로파일로 추출해내기 때문에, 단순히 평균을 내어 나타
낸 전체 변화 추이와는 다른 형태를 가질 수 있다.
아존중감의 추이와는 약간 다

<표 Ⅳ-10> 자아존중감 변화 패턴별 구성비

6개 문항에 기반한
자아존중감
프로파일 1
(상승형)

긍정문항에 기반한
자아존중감

부정문항에 기반한
자아존중감

프로파일1 698(26.5%) 미러 프로파일1 584(22.1%)
479(18.2%) 미러(상승형)
(상승 후 반 )

락

미러 프로파일1 167( 6.3%) 프로파일 1
(하강형)
(하강형)

프로파일 1
251( 9.5%) (하강
후 반등)

미러 프로파일2 700(26.6%) 프로파일 2
(역 V자형)
(역 V자형)

프로파일2 514(19.5%)
559(21.2%) 미러
(역 V자형)

프로파일 2
(V자형)

움

분류에 어려
계

:

프로파일2 692(26.2%) 프로파일 2
783(29.7%) 미러(V자형)
(V자형)

움

움

503(19.1%) 분류에 어려
2,632(100.0%)

계

438(16.6%) 분류에 어려
2,638(100.0%)

계

475(18.0%)

605(22.9%)
460(17.4%)
2,638(100.0%)

주 변화 패턴을 기준으로 제시하기 위하여 긍정문항에 기반한 자아존중감은 프로파일 1과 미러 프
로파일 1의 순서를 변 하여 제시하였으며, 부정문항에 기반한 자아존중감은 프로파일 1과 미러
프로파일1의 순서, 미러 프로파일 2와 프로파일 2의 순서를 각각 변 하여 제시하였음

경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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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피험자 모수를 활용한 피험자 개별 프로파일
특성 분석
앞에서 추출된 대표적 프로파일에 대하여 피험자 개인의 관찰된 프로
파일이 얼마나 유사한지를 나타내는 유사성지수와 피험자 프로파일의 전
반적 높이를 보여주는 수준모수 그리고 대표적 프로파일이 피험자 프로
파일을 얼마나 설명하는지를 나타내주는  값을 나타내준다. 이 모수


들에 대한 통계치는 <표 Ⅳ-11>과 같다.
<표 Ⅳ-11> LPAMS 분석 결과 추정된 피험자 모수에 대한 기술통계량

변인




최솟값 최댓값

평균



프로파일 1에 대한 유사성 지수

2,632

-0.72

0.90

0.07

0.21

프로파일 2에 대한 유사성 지수

2,632

-1.45

2.07

0.01

0.37

수준 모수

2,632

1.33

4.83

3.30

0.45



2,632

0.00

1.00

0.56

0.29

프로파일 1에 대한 유사성 지수

2,638

-1.26

1.04

-0.10

0.29

프로파일 2에 대한 유사성 지수

2,638

-1.42

1.91

0.00

0.36

수준 모수

2,638

1.20

4.93

3.31

0.52



2,638

0.00

1.00

0.56

0.28

프로파일 1에 대한 유사성 지수

2,638

-1.38

1.14

-0.04

0.32

프로파일 2에 대한 유사성 지수

2,638

-1.54

1.44

0.02

0.34

수준 모수

2,638

1.13

4.93

3.30

0.56



2,638

0.00

1.00

0.54

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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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1>의 결과를 토대로 살펴볼 때, 학생 개개인의 자아존중감
변화 패턴이 대표적 프로파일과

얼마나 유사한지에 있어서 개인차가 존

재함을 알 수 있다. 전체 6개 문항에 기반한 자아존중감에서 도출된 프
로파일 1에 대한 유사성 지수를 살펴보면, 평균이 0보다 크므로 미러 프
로파일 보다는 프로파일 1에 유사한 사람이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마찬
가지로 긍정문항에 기반한 자아존중감에서 도출된 프로파일 1에 대한 유

작으므로 프로파일 1보다는 미러
사람이 조금 더 많으며, 부정문항에 기반한 자아존

사성 지수를 살펴보면, 평균이 0보다
프로파일1에 유사한

중감에서는 프로파일 1보다 미러 프로파일 1에, 미러 프로파일 2보다 프

람 더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로파일2에 유사한 사 이

전반적인 자아존중감의 평균 수준은 긍정문항에 기반한 자아존중감이
3.31로, 6개 문항에 기반한 자아존중감의 평균 수준
반한 자아존중감의 평균 수준인 3.30보다 0.01

혹은 부정문항에 기

높았다.

또한 LPAMS를

통하여 도출된 두 개의 대표적 프로파일을 통하여 실제 학생들의 6개 문

% 설명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긍정문항에 기반한 자아존중감 프로파일은 평균 약 56%를, 부정
문항에 기반한 자아존중감 프로파일은 평균 약 54%를 설명하는 것으로
항에 기반한 자아존중감 프로파일을 평균 약 56 를

나타났다..
<표 Ⅳ-12>에서는 LPAMS 모형의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실제 학생들의 긍정문항에 기반한 자아존중감 변화 패턴은 어떠한지와,
도출된 대표적 프로파일과 실제 프로파일이
는 가중치를

함께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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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유사한지를 나타내주

<표 Ⅳ-12> 긍정문항 기반 자아존중감 변화 프로파일에 대한 사례 예시

ID

절편
(  )

가중치(    )

Dim1 Dim2





실제 긍정문항 기반 자아존중감 점수
중2

중3

고1

고2

고3

1781

3.20

1.00

-0.30

0.98

5.00

3.00

3.00

3.00

2.00

2033

2.40

-0.86

-0.07

0.92

1.00

2.00

2.00

3.00

4.00

2754

2.80

-0.07

1.41

0.89

3.00

5.00

3.00

1.33

1.67

2865

3.00

0.01

-1.32

0.97

2.33

1.00

3.67

4.33

3.67

: Dim 1은 프로파일 1을, Dim 2는 프로파일 2를 나타냄

주

먼저 ID가 1781번인 학생의 경우 유사성 지수를 살펴보았을 때 지속
적인 ‘하강형’인 프로파일 1에 대한 유사성은 매우 높은 반면에 ‘역 V자
형’인 프로파일 2에 대한 유사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자아
존중감의 점수는 3.20이며, 관찰된 프로파일은 두 개의 대표적 프로파일
로 약 98% 정도를 설명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Ⅳ-9]의 그림(a)에서
이 학생의 실제 프로파일을 확인할 수 있는데, LPAMS를 통하여 도출된
대표적 프로파일 1과 상당히 유사함을 알 수 있다. ID 2033번인 학생은,
프로파일 1에 대한 가중치가 –0.86으로, 미러 프로파일 1과 유사한 것으
로 나타났다. 즉 [그림 Ⅳ-9]의 그림(b)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프로파일
1의 역상 이미지를 지니고 있으며 시간에 따라 점차 자아존중감이 증가

님 알 수 있다.

하는 패턴을 지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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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9] 긍정문항 기반 자아존중감 변화 프로파일에 대한 사례 예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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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0] 긍정문항 기반 자아존중감 변화 프로파일에 대한 사례 예시 2

ID 2754번의 경우, 프로파일 1에 대한 가중치는 낮지만, 프로파일 2에
대한 가중치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그림 Ⅳ-10]의 (c)처럼 학생의
개인 프로파일은 ‘역 V자형’의 프로파일과 유사한 형태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ID 2865번 학생은, 프로파일 1에 대한 가중치는 낮고, 프로파일
2의 역상 이미지에 가중치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그림 Ⅳ
-10]의 (d)처럼 미러 프로파일 2와 유사한 형태인 ‘V자형’의 패턴을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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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표 Ⅳ-13> 부정문항 기반 자아존중감 변화 프로파일에 대한 사례 예시

절편

ID

(  )

가중치(    )

Dim1 Dim2

실제 부정문항 기반 자아존중감 점수




중2

중3

고1

고2

고3

2659

3.40

0.91

0.26

0.98

5.00

3.00

3.67

2.33

3.00

1912

3.00

-0.14

-1.05

0.95

2.67

5.00

2.67

2.33

2.33

3323

3.87

0.09

0.07

0.01

4.00

3.33

5.00

4.33

2.67

: Dim 1은 프로파일 1을, Dim 2는 프로파일 2를 나타냄

주

한편 <표 Ⅳ-13>은 부정문항에 기반한 자아존중감의 변화 프로파일
에 대한 예시이다.

ID

2659

번

학생은, 전반적인 자아존중감의 수준은

3.40이며, 프로파일 1에 대한 가중치가 0.91로
가중치는 0.26으로 상대적으로

높고,

프로파일 2에 대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그림 Ⅳ-11]의

처럼, 프로파일 1과 유사한 형태의 패턴을 보여주었
다. ID 1912번은, 프로파일 2에 대한 가중치가 –1.05로, 미러 프로파일
2와 유사한 형태를 띄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림 Ⅳ-11]의 (b)에서도
(a)에서 보여지는 것

확인 가능하다.

ID 3323의 경우에는 프로파일 1과 프로파일 2에 대한 가중치가
모두 낮았으며, 즉 두 프로파일 어디에도 유사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
는  에서도 알 수 있는데, 두 대표적 프로파일은 ID 3323의 프로파일
을 1% 밖에 설명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수준모수는 3.87로 전반
적인 자아존중감 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프로파일은 [그림
Ⅳ-12]의 (c)로 확인할 수 있다.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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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1] 부정문항 기반 자아존중감 변화 프로파일에 대한 사례 예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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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2] 부정문항 기반 자아존중감 변화 프로파일에 대한 사례 예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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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자아존중감의 전반적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 특성 분석
LPAMS는 피험자의 자아존중감이

루

언제 상승하고 언제 감소하는지 변

화의 패턴만을 다 고 있을 뿐, 전반적인 자아존중감의 수준은 별도로

절편이라는 모수를 통해 제시한다. 따라서 앞서 자아존중감의 예측 변인
으로 제시된 여러 변인들이 실제 청소년기 전반적 자아존중감과 어떠한

련

악

관 이 있는지 파 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계수는 <표
Ⅳ-14>와 같다.
<표 Ⅳ-14> 전반적 자아존중감 수준과 학생 특성의 상관

6개 문항에 기반한
자아존중감 수준

긍정문항에 기반한
자아존중감 수준

부정문항에 기반한
자아존중감 수준

성별

.051**

성적

.334***

.371***

.194***

외모 스트레스

-.381***

-.226***

-.404***

.134***

.145***

.081***

부모 애착

.346***

.324***

.257***

부모 학대

-.253***

-.143***

-.276***

친구 애착

.179***

.075***

.219***

로그

월 소득

-.025

-.057**

***    **    *   
상관분석 결과 외모스트레스, 부모 학대는 자아존중감 수준과 부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이 인지한 성적의 수준, 로그

월소

득, 부모 애착정도, 친구 애착 정도는 자아존중감 수준과 정적인 상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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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 변인들이 영향을 미치

실제 청소년기 전반적 자아존중감 수준에 해

는지를 살펴보고자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Ⅳ
-15>과 같다.
<표 Ⅳ-15> 전반적 자아존중감 수준에 미치는 학생 특성의 영향

6개 문항 기반
자아존중감



긍정문항 기반
자아존중감







부정문항 기반
자아존중감





2.028*** 0.141

1.982*** 0.172

2.487*** 0.177

성별

0.013

0.000

0.002

성적

0.185*** 0.014

0.287*** 0.017

0.120*** 0.017

외모 스트레스 -0.195*** 0.012

-0.123*** 0.015

-0.272*** 0.015

(상수)

개인

로그

족

가

래

또

월 소득

0.016

-0.005

0.017

부모 애착

0.162*** 0.014

부모 학대

-0.050*** 0.014

친구 애착

0.019

0.013

0.021

0.103*** 0.013

0.020

-0.012

0.021

0.067*** 0.013

0.017

-0.141*** 0.017

0.217*** 0.031

0.107*** 0.038

0.343*** 0.040

.303

.197

.251



<표 Ⅳ-15>에 제시된

-0.008

***    **    *   

바와 같이, 기존에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친다

고 보고된 변인들 중에서 성적, 외모 스트레스, 부모애착, 부모 학대, 친
구 애착 등이 자아존중감의 전반적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즉,

자신의 성적을

잘한다고

인지할수

록

자아존중감은

높은

것으로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떨어지고.
부모 혹은 친구 애착이 잘 형성되어 있을수록 자아존중감이 상승한다고
나타났으며, 외모에 대한 스트레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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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히 부모 학대 변인은 긍정문항에 기반한 자아존중감에는 유의한 영
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부정문항에 기반한 자아존중감에는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훈육 정도가 심할수록, 학생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부정적인 자아평가를 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
특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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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제 1 절 요약
이 연구는 청소년기 자아존중감이 어떤 패턴을 보이는지를 확인하고
자, 다차원척도법을 활용한 종단적 프로파일 분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긍정문항에 기반하여 측정한 자아존중감과 부정문항에 기반하여 측
정한 자아존중감이 독립적 차원임을 고려하여 각각의 패턴을 확인하고
비교하였으며, 청소년기 자아존중감의 전반적인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기 자아존중감은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모두 대표적으로 2개의 프로파일이 추출되었다. 모든 연도의 프로파일에

히 다름을 확인할 수

서 긍정문항과 부정문항에 대한 상대적 수준이 확연

있었다. 또한 대표적 프로파일과 각 프로파일에 대한 미러 프로파일을

씩

확인하였을 때, 연도별로 각각 4개 의 프로파일이 도출되었는

데

이 프

로파일들은 상대적인 수준에서 약간 차이가 있을뿐 모두 동일한 형태를
보여주었다.

둘째, 청소년기 자아존중감에 대한 종단적 프로파일 분석을 하기 위해

서 6개 문항에 기반한 자아존중감, 긍정문항에 기반한 자아존중감 그리
고 부정문항에 기반한 자아존중감에 대해 다차원척도법을 활용하여 각각
프로파일을 추출하였다. 그 결과, 학생들의 자아존중감 변화 패턴은 모두
두 개의 차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6개 문항에 기반한 자아존중감
은 시간에 따라 점차 상승하는 “상승형”과 중3 시기에 가
학교 시기 상대적으로

낮은

장 높으며 고등

자아존중감을 보이는 형태인 “역 V자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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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었다. 긍정문항에 기반한 자아존중감은 시간에 따라 점차 감소하
는 “하강형”과, 중3 때 반짝 증가하였다가 다시 떨어지는 “역 V자형”의
프로파일을 보였으며, 부정문항에 기반한 자아존중감의 프로파일은 시간
의 흐름에 따라 점차 감소하다가 고3때 약 반등하는 “감소 후 약 반등”
형과, 중3 때 감소하였다가 그 이후 다시 증가하는 “V자형”을 나타냈다.

셋째, LPAMS모형에서는 대표적 프로파일뿐만 아니라, 대표적 프로파
일의 척도 값의 부호를 뒤집어 미러 프로파일을 제시할 수 있다. 6개 문
항에 기반한 자아존중감의 미러 프로파일은 “하강형”과 “V자형”을, 긍정
문항에 기반한 자아존중감의 미러 프로파일은 “상승형”과, “V자형”으로
도출되며, 부정문항에 기반한 자아존중감의 미러 프로파일은 “상승 후

락

약 반 형”과 “역 V자형”으로 해석

될 수 있다. 대표적 프로파일과 미러

프로파일을 모두 고려하였을 때, 6개 문항에 기반한 자아존중감과 긍정
문항에 기반한 자아존중감은 상대적인 수준에서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
도출된 프로파일의 형태는 거의 유사하였다. 하지만 부정문항에 기반한

앞서 언급한 두 자아존중감의 프로파일과
유사하지만 고등학교 3학년 시기에서 약간 다른 형태의 프로파일을 나타
자아존중감의 변화 프로파일은

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세 유형의 종단적 프로파일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유사성지수를 바탕으로 청소년기 자아존중감의 변화 형태에 따
른 4개의 집단으로 변별할 수 있었다. 네 개의 집단은 “상승형”, “하강
형”, “V자형” 그리고 “역 V자형”으로 유형화 될 수 있다. 세 유형의 분
석에서 모두 “V자형” 집단과 “상승형” 집단에 가장 많은 학생들이 포함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긍정문항에 기반한 자아존중감과

재
비율이
비율이

부정문항에 기반한 자아존중감에서 모두 “하강형”의 프로파일이 존 하
였으나 긍정문항에 기반한 자아존중감에서는 “하강형”에
적었으나 부정문항에 기반한 자아존중감에서 “하강형”에

속하는
속하는

높았음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자아존중감의 전반적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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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성별 및 가정의 로그

월 소득은 자아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연구에서
성별에 대한 일관적인 연구결과가 제시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성별이 자아존중감의 전반적 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으로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또한 가정의 수입은 기존의 연구에서처럼
학생의 자아존중감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는 점에 맥락을 함께
존중감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하였다. 성적, 부모 애착, 친구 애착 등은 자아존중감의 전반적인 수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모 스트레스, 부모 학대 변
인은 자아존중감의 전반적인 수준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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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논의
제시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기 자아존중감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주로 상승하거나 V
자 형태를 보이며 발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아존중감이 증가한다(O’Malley & Bachman, 1983;
McCarthy & Hoge, 1982; Cairns et al., 1990; 홍세희 외, 2006; 정익중,
2007)는 결과와, 일시적 퇴행을 보이는 V자형 발달을 보인다(김기정,
1995; Robins & Trzesniewski, 2005; 최정미, 김미란, 2003)는 결과와 일
맥상통한다. 이는 청소년 개개인이 모두 비슷하고 일률적인 변화패턴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기 자아존중감의 변화 패턴이 다양함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청소년기의 자아존중감을 긍적적인 측면에서 평가하느냐, 부정적
인 측면에서 평가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특히 각 연도별로 자아
존중감의 프로파일을 확인하였을 때, 한 프로파일 내에서 긍정문항과 부
정문항에 대한 상대적 수준은 차이가 있었다. 또한 6개 문항에 기반하여

알 수 없는 결과들이 긍정문항에 기반한 자아존중감과 부정
문항에 기반한 자아존중감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 도출되었는데, 특
히 부정문항에 기반한 자아존중감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감소하는 비율
이 긍정문항에 기반한 자아존중감보다 훨씬 더 많았다. 이는 긍정적인
자아평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감소하는 경향이 적지만, 부정적인 자
아평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증가하는 경향이 꽤 크다는 것을 보여준
다. 또한 전반적인 자아존중감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서로 달랐
다. 이는 이미리(2005)의 연구처럼 자아존중감의 두 가지 정서가 단일차
살펴볼 때는

원의 양 극으로 보기 보다는, 독립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
한다.

셋째, 자아존중감의 전반적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살펴본 결과,

성적은 청소년기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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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문항에 기반한 자아존중감에 상대적으로

더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외모 스트레스는 청소년기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히

더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외모에 대한 스트레스는 극복하
기 상대적으로 어려우나, 학생들이 외모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을 개선함
으로써 극심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할
고 있었으며, 특

긍정적인 자기평가보다는 부정적 자기평가에

것이다.

넷째, 부모 관련 요인은 자아존중감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부모 학대는 부정문항에 기반한 자아존중감에 꽤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애착은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에게 끊임없는 관심을 주고 긍정적인 애착 형성을 위
해 애써야 할 것이며, 폭력적인 언행을 삼가고 부드러운 관계를 이어나
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친구 애착이 잘 형성된 경우, 부정적인 자기평가가 줄어들어
부정문항에 기반한 자아존중감이 상당히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따라서 학교 차원에서는 학생들이 친구와 원만한 관계를 이룰 수 있
도록 또래 관계 개선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가 가지는 다양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가 가지는 제한점
은 첫째, 많은 연구자들은 자아존중감이 단일 차원의 개념이 아닌 다차
원적이면서 위계적인 개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Berk, 2006; 정옥분,
2006; 이대식 외, 2010; 송인섭, 2013). 하위 요인의 자아존중감이 높으면
전반적인 자아존중감도 높을 것이다. 하지만 전반적인 자아존중감 이외
에 하위 영역 별로 자아존중감의 변화 패턴을 살펴본다면 전반적인 자아

른

존중감과는 다

속

양상을 보일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후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의 하위 영역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낸

재구성하고,

이를

바탕으

로 프로파일을 도출해 다면 청소년기 자아존중감의 변화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의

인

종단적인 변화 패턴을 살펴보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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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나, 자아존중감의 전반적 수준에 관 해서는 5개년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속

따라서 후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의 종단적인 변화 패턴을 가지는

집단과

이에 종단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
으리라 생각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3학년 시기의 자아존중감이 프로파일
유형마다 각각 다른 상대적 위치를 보여주었다. 청소년패널은 매년 10월
에서 12월 사이에 조사를 하지만,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 수능이 끝난
이후에 조사를 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수능이라는 압박감에서 벗어난 학
생들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쳐 제각각의 수준을 보였을 수도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서는 추후 다른 연구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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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Longitudinal Profile
analysis of Korean adolescents'
self-esteem
Ji Woo Park
Department of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how adolescents'
self-esteem changes through utilizing Longitudinal Profile Analysis
via Multidimensional Scaling(LPAMS) developed by Davidson(1994).
The Profile analysis was attempted based on the response of
positively worded items and negatively worded items to measure
self-esteem, which enabled extracting the prototypical longitudinal
profile patterns respectively, comparing the patterns, and exploring
what factors affect the overall level of adolescents' self-esteem. In
this study,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were proposed and
investigated.
T

1.

What are the profile patterns of adolescents' self-este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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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are the longitudinal profile patterns of adolescents'
self-esteem?
2-1. What are the longitudinal profile patterns of adolescents'
self-esteem?
2-2. What are the prototypical profile patterns of adolescents'
self-esteem measured by positive terms and negative terms?
2-3. Are the prototypical profile pattern changes of adolescents'
self-esteem similar each other?

2.

What factors are affecting the overall level of adolescents'
self-esteem?
3-1. What factors are affecting the overall level of adolescents'
self-esteem?
3-2. What factors are affecting the overall level of adolescents'
self-esteem measured by positive terms and negative terms?
3-3. What are the differences of the factors that affect the level of
adolescents' self-esteem?

3.

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wo different types of prototypical profiles for changing
patterns of adolescents' self-esteem were extracted using PAMS from
each year from 2nd grade of middle school to 3 d grade of high school
respectively. Self-esteem level measured by positive terms and
self-esteem level measured by negative terms were showed different
level in each profile from 5 years. Considering 4 profile patterns
including mirror profile image, profile patterns are similar to each
year’s profiles.
Second, two different types of prototypical profiles for changing
T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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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terns of adolescents' self-esteem were extracted using LPAMS
from positive terms and negative terms respectively. Based on the
response of 6 items, one of adolescents’ self-esteem prototypical
profile showed “increasing type” which increases over time, the other
profile showed “reverse V shaped type” which indicates highest peak
on 9th grade. Based on the response of the positive wording items,
one of adolescents' self-esteem prototypical profile showed
“decreasing type” which decreases over time, the other profile showed
“reverse V shaped type” which indicates highest peak on 9th grade.
Based on the response of the negative wording items, one of
adolescents' self-esteem prototypical profile showed “decresing and
rebound type” which decline until 12th grade and rise again. The
other profile showed “V shaped type” which indicates lowest on 9th
grade. Considering both prototypical profiles and mirror images of
profiles, longitudinal patterns of adolescents' self-esteem showed
generally “increasing type” or “V shaped type” like precedent study.
The whole trend of adolescents' self-esteem measured by positive
terms and negative terms are similar to each other but the details
var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explore what factor
affects the overall level of adolescents' self-esteem. The higher level
of academic performance, parental attachment and peer attachment
resulted in the higher level of self-esteem. Moreover the higher
stress of appearance and the higher level of parental abuse resulted
in the lower level of self-esteem. To sum up, factors that affected
the overall level of self-esteem is similar but the effect size is differ
from positive aspects and negative aspects.
It was worth that this study explored various types of longitudinal
- 86 -

profile patterns of adolescents' self-esteem using LPAMS. This study
also suggested that self-esteem measured by positive terms and
negative terms should be considered separately.
keywords : multidimensional scaling, profile analysis, LPAMS,
self-este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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