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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이 연구에서는 학령기 아동의 건강행태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학령기 아동의 건강행태, 

부모지도감독, 자기보호준비의 전반적인 양상이 어떠한 지를 알아보고, 

자기보호수준에 따른 건강행태, 부모지도감독, 자기보호준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학령기 아동의 자기보호수준에 

따라 건강행태에 부모지도감독 및 자기보호준비가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학령기 아동의 건강행태는 어떠하며, 이는 아동의 

성별, 맞벌이 여부 및 자기보호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학령기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지도감독은 어떠하며, 

이는 아동의 성별, 맞벌이 여부 및 자기보호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학령기 아동이 자기보호준비(물리적, 인지적, 사회적, 

감정적)는 어떠하며, 이는 아동의 성별, 맞벌이 여부 

및 자기보호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4]  학령기 아동의 부모지도감독, 자기보호준비, 

건강행태는 유의한 관계가 있는가? 

<4-1> 학령기 성인보호 아동의 부모지도감독, 자기보호준비, 

건강행태는 유의한 관계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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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학령기 일시적 자기보호 아동의 부모지도감독, 

자기보호준비, 건강행태는 유의한 관계가 있는가? 

<4-3> 학령기 지속적 자기보호 아동의 부모지도감독, 

자기보호준비, 건강행태는 유의한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5]  학령기 아동의 건강행태에 부모지도감독, 

자기보호준비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5-1> 학령기 성인보호 아동의 건강행태에 부모지도감독, 

자기보호준비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5-2> 학령기 일시적 자기보호 아동의 건강행태에 

부모지도감독, 자기보호준비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5-3> 학령기 지속적 자기보호 아동의 건강행태에 

부모지도감독, 자기보호준비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이상의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경기, 충청, 경상 지역에 위치한 

초등학교 4곳에 재학 중인 3,4학년 아동 537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질문지를 통해 학령기 아동의 건강행태, 부모지도감독, 

자기보호준비를 측정하였다. 연구 절차에 따라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통계방법은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test, 변량분석, Scheffé 검증, Pearson 

적률 상관분석, 중다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령기 아동의 건강행태는 성별과 자기보호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맞벌이 여부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남아에 비해 여아가, 일시적/지속적 자기보호 아동에 비해 성인보호 

아동의 건강행태가 유의하게 좋았으며 맞벌이 가정 아동과 비맞벌이 

가정 아동의 건강행태는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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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학령기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지도감독은 자기보호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성별, 맞벌이 여부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일시적/지속적 자기보호 아동에 비해 성인보호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지도감독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성별과 맞벌이 

여부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었다. 

셋째, 학령기 아동의 자기보호준비는 맞벌이 여부와 자기보호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성별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비맞벌이 가정 아동에 비해 맞벌이 가정 아동이, 일시적/지속적 

자기보호 아동에 비해 성인보호 아동의 자기보호준비가 유의하게 

좋았으며, 성별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특히 일시적 

자기보호 비맞벌이 가정 아동의 자기보호준비가 가장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보호준비의 하위 항목별로는 물리적 자기보호에 대한 

준비가 가장 잘 되어 있으며, 감정적 자기보호준비는 상대적으로 가장 

부족하였다. 

넷째, 학령기 아동의 부모지도감독, 자기보호준비, 건강행태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 자기보호수준에 상관 없이 성인보호 아동과 

일시적/지속적 자기보호 아동 모두에게 있어 부모지도감독, 

자기보호준비, 건강행태 간의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학령기 아동의 건강행태에 부모지도감독, 자기보호준비는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자기보호수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성인보호 아동의 경우 부모지도감독과 자기보호준비가 건강행태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 아동이 부모지도감독을 높게 지각할수록, 

자기보호준비가 잘되어 있을수록 건강행태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시적/지속적 자기보호 아동의 경우 부모지도감독만이 

건강행태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 아동이 부모지도감독을 높게 지각할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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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행태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를 통해 학령기 아동의 건강행태, 부모지도감독, 

자기보호준비의 양상이 어떠한 지를 확인하였으며, 건강행태, 

부모지도감독, 자기보호준비의 유의한 정적 관계를 확인하였다. 또한 

자기보호수준에 따라 부모지도감독 및 자기보호준비가 건강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여 성인보호 아동의 경우 

부모지도감독과 자기보호준비를 증대 시킴으로써, 일시적/지속적 

자기보호 아동의 경우 부모지도감독을 증대 시킴으로써 올바른 

건강행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주 요 어 : 건강행태, 부모지도감독, 자기보호준비, 성인보호, 일시적 

자기보호, 지속적 자기보호 

학      번 : 2012-21519 

 

 

 

 

 

 



 

 v 

목   차 

 
국문초록 

I. 문제제기............................................................................................. 1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6 

    1. 학령기 아동의 건강행태..................................................................... 6 

       1) 건강행태의 정의 및 지표....................................................................... 6     

       2) 학령기 아동의 건강행태 지표와 발달적 의미.............................. 8 

       3) 학령기 아동의 건강행태 관련 요인................................................ 10 

    2. 학령기 아동에 대한 부모지도감독................................................. 14 

       1) 부모지도감독의 정의 및 특성…………………………………………….. 14 

       2) 부모지도감독과 건강행태의 관계.................................................... 16 

    3. 학령기 아동의 자기보호와 자기보호준비...................................... 17 

       1) 자기보호의 정의 및 발생배경........................................................... 17 

       2) 자기보호 및 자기보호준비의 영향.................................................. 20 

       3) 자기보호 및 자기보호준비와 건강행태의 관계......................... 26  

 

III. 연구문제 및 용어의 정의…………………………………………..… 29 

    1. 연구문제……………………………………………………………….……… 29 

    2. 용어의 정의……………………………………………………………..…… 30 

       1) 건강행태……………………………………………………………………………… 30      

       2) 부모지도감독……………………………………………………………………..... 31 

       3) 자기보호………………………………………………………………………………. 31     

       4) 자기보호준비……………………………………………………………………….. 32 

 

IV. 연구방법 및 절차……………………………………………………….. 34 

    1. 연구대상……………………………………………………………………….. 34 



 

 vi 

    2. 연구도구………………………………………………………………….…… 39 

       1) 건강행태……………………………………………………………………….……… 39 

       2) 부모지도감독……………………………………………………………………...... 41 

       3) 자기보호준비……………………………………………………………………..… 42 

    3. 연구절차……………………………………………………………………….. 45 

       1) 예비조사………………………………………………………………………………. 45 

       2) 본조사………………………………………………………………………………….. 45 

    4.  자료 분석………………………………………………………………….… 46 

 

V. 결과 및 해석……………………………………………………………… 47 

    1. 학령기 아동의 건강행태 양상………………………………………..… 47 

    2. 학령기 아동의 부모지도감독 양상……………………………….…… 50 

    3. 학령기 아동의 자기보호준비 양상………………………………….… 52 

       1) 학령기 아동의 물리적 자기보호준비 양상………………….…….. 55 

       2) 학령기 아동의 인지적 자기보호준비 양상…………………….….. 56 

       3) 학령기 아동의 사회적 자기보호준비 양상………….…………….. 61 

       4) 학령기 아동의 감정적 자기보호준비 양상………………………… 65 

    4. 학령기 아동의 부모지도감독, 자기보호준비, 건강행태의    

       관계…………………………………………………………………………..… 67 

       1) 학령기 성인보호 아동의 부모지도감독, 자기보호준비,  

          건강행태의 관계………………………………………………………………….. 67 

       2) 학령기 일시적 자기보호 아동의 부모지도감독, 자기보호준비,  

          건강행태의 관계………………………………………………………………….. 69 

       3) 학령기 지속적 자기보호 아동의 부모지도감독, 자기보호준비,  

          건강행태의 관계………………………………………………………………….. 71 

    5. 학령기 아동의 건강행태에 부모지도감독 및 자기보호준비가  

       미치는 영향……………………………………………………………..…… 73 

       1) 학령기 성인보호 아동의 건강행태에 부모지도감독 및 

          자기보호준비가 미치는 영향……………………………………..……….. 73 

        



 

 vii 

       2) 학령기 일시적 자기보호 아동의 건강행태에 부모지도감독 및 

          자기보호준비가 미치는 영향…………………………………..…………… 75 

       3) 학령기 지속적 자기보호 아동의 건강행태에 부모지도감독 및 

          자기보호준비가 미치는 영향……………………………………………….. 77 

 

VI. 결론 및 제언…………………………………………………………..… 79 

    1. 결론 및 논의………………………………………………………………… 79 

    2. 의의 및 제언………………………………………………………………… 84 

 

참고문헌………………………………………………………………………… 88 

부록……………………………………………………..………………………. 101 

Abstract…………………………………………………………………….… 107 

 



 

 viii 

표  목  차 
 

<표 IV-1> 연구대상의 구성………………………………………………………………… 35 

<표 IV-2> 자기보호 주당 일수와 일일 자기보호 시간에 따른 학령기 

아동의 자기보호수준별 구성…………………………………………………………….…… 37 

<표 IV-3> 연구대상 아동의 일반적 특성………………………………………..… 39 

<표 IV-4> 건강행태_신체활동 관련 수정 문항.………………………………… 41 

<표 IV-5> 부모지도감독 관련 수정 문항…………………………………………… 42 

<표 IV-6> 자기보호준비 질문지 구성 예시……………………………………….. 44 

<표 IV-7> 본조사 결과 자기보호준비 측정 도구의 신뢰도……………… 44 

<표 V-1> 성별, 맞벌이 여부, 자기보호수준에 따른 학령기 아동의 

건강행태…………………………………………………………………………………………………. 49 

<표 V-2> 성별, 맞벌이 여부, 자기보호수준에 따른 학령기 아동의 

건강행태 비교………………………………………………………………………………………… 49 

<표 V-3> 성별, 맞벌이 여부, 자기보호수준에 따른 학령기 아동의 

부모지도감독………………………………………………………………………………………..… 51 

<표 V-4> 성별, 맞벌이 여부, 자기보호수준에 따른 학령기 아동의 

부모지도감독 비교……………………………………………………………………………….… 52 

<표 V-5> 성별, 맞벌이 여부, 자기보호수준에 따른 학령기 아동의 

자기보호준비………………………………………………………………………………………..… 54 

<표 V-6> 성별, 맞벌이 여부, 자기보호수준에 따른 학령기 아동의 

자기보호준비 비교…………………………………………………………………………….…… 54 

<표 V-7> 성별, 맞벌이 여부, 자기보호수준에 따른 학령기 아동의 

물리적 자기보호준비……………………………………………………………………………… 56 

<표 V-8> 성별, 맞벌이 여부, 자기보호수준에 따른 학령기 아동의 

물리적 자기보호준비 비교….……………………………….………………………………… 56 

<표 V-9> 성별, 맞벌이 여부, 자기보호수준에 따른 학령기 아동의 

인지적 자기보호준비……………………………………………………………………………… 58 

<표 V-10> 성별, 맞벌이 여부, 자기보호수준에 따른 학령기 아동의 

인지적 자기보호준비 비교………………………………………………………..…………… 58  

 

 



 

 ix 

<표 V-11> 맞벌이 여부와 자기보호수준에 따른 인지적 

자기보호준비의 단순주효과 검증………………………………………………………….. 60 

<표 V-12> 성별, 맞벌이 여부, 자기보호수준에 따른 학령기 아동의 

사회적 자기보호준비……………………………………………………………………………… 62 

<표 V-13> 성별, 맞벌이 여부, 자기보호수준에 따른 학령기 아동의 

사회적 자기보호준비 비교……………………………………………………………..……… 63  

<표 V-14> 맞벌이 여부와 자기보호수준에 따른 사회적 

자기보호준비의 단순주효과 검증……………………………………………………..…… 65 

<표 V-15> 성별, 맞벌이 여부, 자기보호수준에 따른 학령기 아동의 

감정적 자기보호준비……………………………………………………………………………… 66 

<표 V-16> 성별, 맞벌이 여부, 자기보호수준에 따른 학령기 아동의 

감정적 자기보호준비 비교……………………………………………………………..……… 67 

<표 V-17> 학령기 성인보호 아동의 부모지도감독, 자기보호준비, 

건강행태의 상관관계……………………………………………………………………………… 69 

<표 V-18> 학령기 일시적 자기보호 아동의 부모지도감독, 

자기보호준비, 건강행태의 상관관계……………………………………...……………… 71 

<표 V-19> 학령기 지속적 자기보호 아동의 부모지도감독, 

자기보호준비, 건강행태의 상관관계…………………………………………...………… 73 

<표 V-20> 학령기 성인보호 아동의 건강행태에 부모지도감독 및 

자기보호준비가 미치는 영향…………………………………………………….…………… 75 

<표 V-21> 학령기 일시적 자기보호 아동의 건강행태에 부모지도감독 

및 자기보호준비가 미치는 영향………………………………………………………….… 76 

<표 V-22> 학령기 지속적 자기보호 아동의 건강행태에 부모지도감독 

및 자기보호준비가 미치는 영향……………………………………………….…………… 78 

 

그  림  목  차 

 
<그림 V-1> 인지적 자기보호준비에서 맞벌이 여부와 자기보호수준의 

상호작용효과……………………………………………………………………………………..…… 60 

<그림 V-2> 사회적 자기보호준비에서 맞벌이 여부와 자기보호수준의 

상호작용효과…………………………………………………………………………………………… 64 

 



 

 x 

부  록  목  차 

<부록 1> 질문지…………………………………………………………………………….…… 101 



 

 1 

I. 문제제기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강에 문제를 야기시키는 요인들 

중 많은 부분은 일상에서 나타나는 개인의 건강과 관련된 규칙이나 생활 

패턴인 건강행태(health behaviors)와 관련이 깊다. 건강행태는 하나의 

생활양식이며, 건강상태와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선택적 행동(Wiley & 

Camachome, 1980; 김수연, 2014 재인용)으로 더 나은 건강을 향해 

능동적으로 환경에 반응하여 개인과 집단의 안녕 상태, 자아실현, 자기 

성취를 유지, 증진시키기 위한 양상이다(Pender & Pender, 1982). 

이러한 건강행태는 학령기에 형성되기 시작한다. 학령기에는 일생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태도와 행위가 발달하게 되며, 인지적 발달 

단계에 따라 건강과 질병에 대한 인식이 매우 체계적, 지속적으로 

발달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형성된 건강행태는 성인기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학령기 아동의 올바른 건강행태 형성은 일생의 

건강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건강행태는 건강 불평등의 

지표 중 하나로, 건강 불평등을 감소시키거나 증가시키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건강위해행태를 조절함으로써 사회∙경제적 건강 불평등을 

감소 시킬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한다(김혜련, 2009). 또한 건강행태 

교정은 만성 질환 예방을 위한 비용 효과적인 관리 전략이며, 건강행태 

형성기인 아동, 청소년기는 행태교정의 가능성이 높은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 조사, 2009) 이 시기에 적절한 개입을 

통해 건강행태를 교정하고 올바른 건강행태를 형성하도록 지도하는 것은 

아동 복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건강행태는 개인의 특성과 건강행태 관련 인지와 정서, 상황 및 

대인관계의 영향을 받는다(Pender, 1996). 학령기는 특성상 가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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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환경,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는 시기이기 때문에 학령기 아동의 

건강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중 특히 상황 및 대인관계 

요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학령기 아동의 경우 식생활, 신체활동, 수면 등의 생활 전반에 있어 

부모의 물리적 통제와 간섭을 받기도 하지만 급속한 인지 발달과 조작 

능력의 획득으로 자신의 욕구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고, 자신감 및 

자율성이 발달되면서 부모의 직접적인 통제를 넘어서기도 한다. 또한 

학교 생활 및 또래 관계의 확대 등 부모 및 성인의 보호 하에서 

벗어나는 비중이 늘어나면서 부모는 부모지도감독(parental 

monitoring)을 통해 아동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부모지도감독은 

자녀의 삶에 대한 통제와 제약으로 인식되기도 하지만 부모의 적절한 

개입은 아동에게 부모와의 관계에서 만족감과 지지감을 느끼게 

하고(Reitz, Rinzie, Dekovic & Buist, 2007) 아동의 문제행동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Jacobson & Crockett, 2000) 아동 발달의 긍정적인 

측면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김용석, 2012). 또한 아동 및 청소년이 

부모지도감독의 수준을 낮게 인지할수록 건강 위험 행태에 관여하는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김용석, 김정우, 김성천, 2001; 고정자, 

2005; 류나미, 윤혜미, 2008; Tobler & Komro, 2010) 아동의 건강과 

관련된 행태에 있어 부모지도감독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부모지도감독과 관련된 현재까지의 연구는 아동의 비행 및 

음주, 흡연과 같은 건강과 관련되어 문제를 야기하는 행태에 대한 

관계를 살펴보았을 뿐 아동의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건강상 바람직한 

행동으로서의 건강행태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드물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반복적으로 되풀이 되어 아동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식생활, 신체활동, 수면의 건강행태와 관련하여 

부모지도감독의 영향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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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여성의 경제 참여, 이혼율 증가, 핵가족의 보편화 등 사회가 

변화하면서 방과 후 성인의 책임하에 있지 않는 일명 나홀로 아동, 즉, 

자기보호 상황에 놓인 자기보호 아동이 증가하고 있다. 더불어 자기보호 

아동 대상의 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들에 대한 언론의 조명과 

함께 정부 정책의 우선도가 높아져 자기보호 아동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2015년 여성가족부의 가족실태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교 

아동의 37.0%가 방과 후 1시간이상(일평균) 성인 없이 혼자 지내는 

자기보호 아동이라고 보고하여①  학령기 아동 3명 중 1명이 자기보호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보호 상황의 발생 원인과 

관련하여 기존의 자기보호 아동 연구는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경제 활동, 

즉 맞벌이 가정의 이슈로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가정의 생활 양태가 

다양해지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과 사교육 시장에 의한 맞벌이 

가정의 대안적 양육 기능이 제공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성숙에 대한 부모의 신념에 의해 자연스럽게 자기보호 상황에 

노출되는 경우가 증가하기 때문에 맞벌이와 자기보호 상황을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기보호의 경우 성인 부재로 인해 아동이 스스로 자신을 돌보아야 

하는 상황이나 아동의 특성상 생활에 대한 통제력 및 신체적 조작 능력 

등의 발달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올바른 건강행태 형성에 불리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자기보호의 영향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은 주로 자기보호 아동의 안전 및 사고의 위험성, 범죄, 비행 

등의 신체 상해 및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이봉주, 조미라, 2014; 장은영, 

                                            
① 2015년 여성가족부의 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 자녀가 방과 후 혼자 있는 시

간(일평균)에 따른 비중을 보면 ‘거의 없다’ 63.0%, ‘1시간정도’ 16.8%, ‘2시간

정도’ 10.3%, 3시간정도 ‘5.6%’, ‘4시간정도’4.3%로 나타나 자기보호아동의 비

중을 전체 아동의 37.0%로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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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Aizer, 2004)와 학업, 적응, 사회 관계 등의 심리∙정서에 관한 

연구(김은지, 전귀연, 2014; 박은정, 이유리, 이성훈, 2015; 이정숙, 

김은경, 2008; Shumow, Smith & Smith, 2009)가 대부분이며 자기보호 

아동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강행태와 관련된 연구는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강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적 

요인으로서 자기보호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자기보호수준에 따라 

학령기 아동을 성인보호 아동, 일시적 자기보호 아동, 지속적 자기보호 

아동으로 구분하고 이에 따른 학령기 아동의 건강행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자기보호 상황은 일정기간 동안 아동이 자기 스스로를 돌보는 것으로 

아동 자신의 역량을 뛰어 넘어 책임이 부여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문제적 상황으로 인식되어 아동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가 

많다. 그러나 아동이 자기보호 상황을 경험하면서 사회성, 자립심, 

자신감, 책임감, 자기 보호 능력, 문제해결 능력이 높아지는 등(Green, 

Hyunes & Doyle, 2011; Kieffer, 1981; Riley & Steinberg, 2004; 

Stroman & Duff, 1982) 아동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들도 존재하는데 이렇게 자기보호가 아동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사전에 자기보호를 위한 

자기보호준비(readiness for self-care)가 철저히 되어야 

한다(Peterson, 1989). 자기보호준비는 자기보호 상황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대안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기보호준비는 물리적, 인지적 발달과 더불어 사회적, 

감정적 성숙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기보호에 대한 준비가 되는 

일률적인 나이는 존재하지 않으며, 부모는 자녀의 자기보호를 

결정하기에 앞서 자녀가 자기보호 상황에 놓일 준비가 되었는지를 

신중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그러나 자기보호준비의 중요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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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자기보호준비와 관련된 선행 연구들은 부족하며, 연구 대상도 

자기보호 아동에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성인 보호 하에 있는 

아동이라도 추후 자기보호 상황에 놓일 때를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보호 아동뿐만 아니라 성인보호 아동을 포함한 학령기 아동 

전반에 대한 자기보호준비 연구가 필요하다. 더불어 아동의 

자기보호준비와 건강행태의 관계에 관한 선행 연구는 미비하지만 

자기보호준비를 위한 프로그램이 아동의 실제 생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연구(Bundy & Boser, 1987; Todd & Bagby, 1986)를 

기반으로 자기보호준비가 아동의 올바른 건강행태 형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 추측해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 아동의 

자기보호준비가 건강행태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해보고자 한다.    

 이상의 논의에 따라, 학령기 아동의 올바른 건강행태 형성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이 시기의 부모지도감독의 영향력 증대 및 자기보호 상황의 

확대 가능성에 주목하여 선행 연구를 통해 아동 발달에 긍정적 보상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밝혀진 부모지도감독과 자기보호준비가 아동의 

건강행태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즉,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 아동을 자기보호수준에 따라 성인보호 아동, 일시적 

자기보호 아동, 지속적 자기보호 아동으로 세분화하여 이들의 건강행태, 

부모지도감독, 자기보호준비의 양상 및 이들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조사하고 부모지도감독 및 자기보호준비와 건강행태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더불어 이들이 건강행태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에 

대해서도 알아봄으로써 아동의 바람직한 건강행태 형성을 위한 제언과 

더불어 건강행태 교육 프로그램 설계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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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이 장에서는 앞서 제기한 문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건강행태, 

부모지도감독, 자기보호와 자기보호 준비에 대한 정의와 특성 및 

부모지도감독, 자기보호 준비와 건강행태의 관계에 대해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를 고찰하고자 한다.  

 

1. 학령기 아동의 건강행태  

 

1) 건강행태의 정의 및 지표 

 

건강행태(health behaviors)는 자신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시키고, 

질병을 예방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개인에게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생활패턴으로, 일생생활에서 규칙적으로 나타나며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Wiley & Camacho, 1980). 또한 건강행태는 건강을 

증진, 유지, 회복시키는 것과 관련된 행동 방식(behavior patterns), 

활동(actions), 습관(habits)으로 정의되기도 한다(Gochman, 1997).  

의료 서비스 이용(병원 방문 횟수, 예방접종, 검진), 치료지시 이행 

그리고 자기주도적 건강활동(식습관, 운동, 흡연, 음주)과 같은 행태들이 

모두 건강행태에 포함된다(Conner & Norman, 1996). 건강행태는 보통 

건강위해행태(health impairing behaviors)와 건강증진행태(health 

enhancing behaviors)로 구분된다.② 건강위해행태는 흡연, 과도한 음주, 

고지방 식사 등과 같은 질병에 취약하게 만드는 해로운 행동들이며, 

                                            
② 선행 연구는 건강행태, 건강행위, 건강증진행위 등을 개념 구분 없이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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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행태는 운동, 과일, 채소 섭취와 같은 건강에 도움이 되는 

행동들이다.  

건강행태를 연구해야 하는 이유는 첫째, 개인의 행동으로 인해 사망과 

관련된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며, 둘째, 건강행태는 행태 

교정을 통해 수정해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Conner & 

Norman, 1996). 개인이 어떤 건강행태에 참여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에는 개인의 수용 준비 상태와 사회적, 상황적 요소 등이 작용하기 

때문에 평생 동안 실천되는 건강행태는 건강 습관이 되고, 일단 형성된 

건강 습관은 바꾸는 것이 쉽지 않다(이시백, 1984). 그렇기 때문에 삶의 

기본적인 생활 습관이 형성되는 학령기 시기에 건강위해행태는 교정하고, 

건강증진행태를 공고히 하는 등의 올바른 건강행태를 형성하는 것은 

아동의 평생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뿐만 아니라 건강행태의 

개선을 통해 집단 간 건강 불평등을 완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아동 

복지 및 국가보건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따라서 학령기 시기에 아동의 

건강행태를 파악하고 올바른 건강행태 형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올바른 건강행태를 확립하는 것은 아동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건강 불평등 완화를 위해 국가적으로도 필요하다.   

건강행태 관련 지표는 연구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교육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주관하는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에서는 청소년의 

건강행태의 지표로 흡연, 음주, 신체활동, 식생활, 비만 및 체중조절, 

정신건강, 손상 및 안전의식, 구강건강, 개인위생, 성 행태, 아토피, 천식, 

인터넷 중독, 건강형평성, 폭력, 손상예방, 구강건강, 수면건강을 

조사하였으며,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는 만 12세 아동에 대한 건강행태 

지표로 주요 만성 질환 이환, 의료이용, 손상예방, 활동 제한, 비만 및 

체중 조절, 신체활동, 안전 의식, 구강 건강, 정신건강, 음주, 흡연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박순우(2010)는 아동 건강행태조사 체계 개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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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건강수준, 영양 및 식이, 운동 및 신체활동, 비만 및 체중관리, 

정신보건, 구강보건, 개인위생, 손상예방 및 안전, 음주, 흡연, 

인터넷이용, 성 행태 등을 아동의 건강행태 지표로 선정하였다. 

김수연(2014)은 아동의 건강행태를 식사행태, 좌식행태를 포함한 

신체활동 행태로 조사하였으며, Rechardson(1988)은 아동의 건강 증진 

활동으로 영양, 안전, 구강 위생, 예방접종, 개인 위생, 수면과 휴식, 

운동을 지표로 삼는 등 연구의 목적에 따라 적합한 건강행태 지표를 

선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2) 학령기 아동의 건강행태 지표와 발달적 의미 

 

 본 연구에서는 건강행태 지표 중 선행 연구를 통해 학령기 아동에게 

적용하기 적합하며 아동의 일상생활에 중심이 되는 식생활 행태, 

신체활동 행태, 수면 행태를 아동의 건강행태로 조작적으로 정의하고자  

학령기 아동의 식생활, 신체활동, 수면 행태의 중요성과 발달적 의미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식생활 행태와 관련하여 과거 영양 부족이 식생활의 주요 난제였던 

것과는 반대로 현대는 먹을 것이 넘쳐나는 영양 과잉의 시대이다. 

패스트푸드와 정크푸드의 등장으로 지방은 과잉 섭취하는 반면 과일 및 

야채 섭취는 부족하게 되는 등 영양 불균형을 초래하였으며, 더불어 

바쁜 일상으로 인한 불규칙한 식사 및 잦은 외식 등은 건강에 직접적인 

문제를 초래한다. 칼로리 과잉 섭취와 운동부족은 비만을 초래하게 되며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심근경색, 뇌졸중 등 각종 성인병을 유발 

함으로써 건강을 위협한다.  

학령기 아동의 영양 섭취는 신체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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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는 신체적, 생리적 변화와 성장 잠재력의 충분한 발현을 위해 

영양소의 필요량이 크게 증가하고 성인기의 영양과 건강상태를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식습관이 형성된다(나희연, 2008). 특히 

성장기 아동에 있어 규칙적인 아침식사는 건강한 생활의 원동력으로 

학교 생활과 건강 유지에 필수적이다. 아침 결식은 폭식 및 잦은 

간식으로 이어지며, 패스트푸드와 같은 낮은 질의 간식을 섭취함으로써 

다양한 영양소를 고루 섭취할 기회가 줄어들고, 정크푸드의 과다한 

열량은 아동기 비만율을 높이고 아동기 비만은 성인병을 유발시키는 등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신체활동 행태와 관련해서 규칙적인 운동은 사망률 저하는 물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여 잉여 

칼로리를 소모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등 신체적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자기 효능감을 높이고, 스트레스와 분노를 조절하는 등의 

심리적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학령기 아동의 신체 활동은 조화로운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순환, 

호흡 등의 기관 기능을 향상 시키며 운동 능력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인격형성에 도움이 된다. 아동은 신체 활동을 통해 움직이는 능력을 

확대하고 신체의 인지 능력 및 정교한 신체의 사용방법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정서적 성숙과 사회적 발달을 촉진한다(고용범, 1998). 

이러한 학령기 아동의 신체활동이 가지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최근 

인터넷 발달과 함께 물질적 풍요 속에서 아동의 여가 형태는 컴퓨터와 

게임, TV 시청 등 좌식 위주의 활동으로 변하고 있다. 좌식행동은 

신체활동과 부적 관련성이 있으며, 좌식 행동을 할수록 체질량 지수가 

높아져 좌식 행동을 비만의 위험 요인으로 건강위해행태로 보고 

있다(Chinapaw, Proper, Brug, Mechelen & Singh, 2011). 

 수면 행태와 관련하여 잠자는 시간(duration), 잠자는 시점(ti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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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의 질(quality) 등은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수면은 신진대사, 

정서조절, 실행력, 기억력, 학습 등 우리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하루동안 내∙외부에서 받은 손상과 스트레스로부터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수면 부족은 비만, 당뇨, 심장질환 등의 

만성 질환을 일으키며, 우울증과 같은 기분 장애, 인지기능 저하, 기억 

및 학습 부진 등을 일으켜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 또한 수면 부족은 

집중력 및 위험 대처 능력을 저하시켜 각종 사고의 위험을 

높인다(Perry, Patil & Presley-Cantrell, 2013). 미국수면재단은 

연령대별 수면 적정 시간을 제시하고 있는데 학령기 아동의 경우 

9~11시간의 수면이 필요하다. 또한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는 

수면의 “골든 아워”로 이 시간은 잠을 자는 시간에 포함되어야 하며, 

잠자리에 들기 3시간 전부터는 식사와 운동을 자제하는 것이 수면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  

 아동에게 수면은 신체적 성장 및 정서적 발달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인지적인 기능, 학습 및 주의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Sadeh, Gruber 

& Raviv, 2002). 또한 적절한 수면은 비만을 40%까지 

감소시키며(Anderson & Whitaker, 2010), 하루 8시간 이하의 수면 

아동일 경우, 10시간 이상의 수면 아동에 비해 과체중 및 비만의 될 

위험성이 크다는 연구도 있다(Chen, Beydoun & Wang, 2008).  

 

3) 학령기 아동의 건강행태 관련 요인 

 

 건강행태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 연구한 Pender(1996)의 건강 

증진 모형에 따르면 건강증진행태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개인적 

특성과 경험인 개인적 요인, 건강행태와 관련된 인지와 정서적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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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및 대인관계 요인으로 구성된다(김성희, 2007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 아동의 건강행태 관련 요인으로 변경이 불가한 

개인적 요인인 아동의 성별과 학령기 아동의 특성상 일상에 큰 영향을 

주는 상황 및 대인관계 요인으로 맞벌이 여부, 자기보호수준, 

부모지도감독, 자기보호준비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자기보호의 주 원인을 어머니의 경제활동, 즉 맞벌이로 보고 자기보호 

상황과 맞벌이를 동일시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 및 사교육 시장의 활성화로 맞벌이의 경우에도 아동의 

자기보호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으며, 가정의 생활 양태 다양화로 

비맞벌이 가정 아동 또한 자기보호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있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맞벌이 여부와 자기보호 상황에 따른 자기보호수준을 독립된 

요인으로 다룬다. 이에 대한 논의는 자기보호 발생 배경에서 추가적으로 

언급하고자 한다. 

 먼저, 건강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으로 아동의 성별과 

건강행태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를 살펴보면 그 결과는 연구마다 차이가 

있다.  2008년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 조사를 분석한 조강옥(2011)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 실천 지침에서 따라 권고사항을 이행하는 비율에 

있어 식이 행동과 신체활동, 좌식 생활의 각각의 항목에서 여아보다 

남아의 실천율이 유의하게 높았을 뿐만 아니라, 세가지 모두를 실천하지 

않는 비율이 남아에 비해 여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여아의 

건강행태 위험성을 보고하였다. 반면, 다른 연구에서는 식생활 행태에 

있어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영양 지식도 및 식사의 규칙성과 고른 

음식 섭취와 같은 식습관이 좋고, 식사 속도와 같은 식생활 전반에 걸친 

행동들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김이수, 나영아, 2005; 이성숙, 

최인선, 이경애, 이경혜, 김유경, 2012), 식습관뿐만 아니라 음식 가공 

능력과 같은 식생활 능력에서 여아가 남아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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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김정원, 이은주, 2014). 뿐만 아니라 성별에 따라 여아는 

채소와 과일 및 곡류에 대한 선호가 높으며 남아는 육류 및 패스트푸드, 

탄산과 같은 음식에 대한 선호가 높은 등 성별에 따라 음식의 선호도 

다르게 나타나(김정윤, 2009) 학령기 아동의 식생활 관련 지도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별화된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신체활동 행태와 

관련해서는 신체활동 정도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양숙자, 장세희, 김신정, 2012; 이성숙 등, 2012; 이진훈, 

김기학, 2006; Guthold, Cowan, Autenrieth & Riley, 2010), TV 시청 

및 게임 등 좌식 행동 시간은 여아가 남아보다 많은 반면 신체 활동량은 

남아가 여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좌식행동과 신체활동 간의 부적 

상관관계가 보고 되기도 하였다(강지훈, 구봉진, 2010). 또한 

김봉정(2010)의 연구에서는 신체활동에 있어서는 남아의 실천율이 

여아에 비해 높았으며, 컴퓨터 게임 시간은 남아가 여아에 비해 긴 

것으로 나타났다. 수면과 관련하여 수면 시간은 여아가 더 길지만 수면 

패턴의 규칙성에서는 남아가 우수하다는 연구가 있으며(이성숙 등, 

2012), 등교일과 비등교일에 따라 남녀의 수면 시간의 차이를 밝힌 

연구도 있다(정은주, 2014). 반면 성별에 따라 수면시간, 취침 및 기상 

시간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김유라, 이경숙, 

2011). 

건강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 및 대인관계 요인으로 부모의 

맞벌이(어머니의 취업여부)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취업이 

아동의 건강행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김혜경, 성민, 

권은주, 김희철, 2008; Klesges, Stein, Eck, Isbell & Klesges, 1991)와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연구가 공존한다.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라서 

식생활에 차이가 있다고 밝힌 연구에 의하면 취업모의 아동의 경우 아침 

결식 빈도가 높고, 간식 횟수 및 간식 후 결식의 횟수가 높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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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으며(김정윤, 2009), 식사의 규칙성 낮고 아동이 혼자 식사하는 

경향이 높았고(곽희령, 2005), 저녁식사를 거르는 경우가 많은 등 

비취업모 아동에 비해 취업모의 아동의 식습관 점수가 전반적으로 

낮다고 보고하였다(나희연, 2008; 오승희, 2007). 반면, 최근의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아동의 식습관 및 식태도는 전반적으로 좋으며, 

어머니의 취업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경규선, 2012; 김유려, 2011; 김희라, 2010). 신체활동과 

관련하여 김봉정(2010)에 의하면 어머니의 직업에 따라 아동의 

신체활동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좌식 행동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호중(2009)의 연구에서는 비취업모의 유아들이 

취업모의 유아들에 비해 TV 시청 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수면과 

관련해서는 아동의 수면은 부모의 생활 시간과 밀접하기 때문에 출근을 

위한 이른 기상과 퇴근 시간의 영향으로 취침시간이 늦어져 수면시간이 

유의하게 적을 뿐만 아니라 기상 시 충분한 수면에 따른 기분 상태에 

있어서도 취업모의 유아에 비해 비취업모의 유아가 유의하게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최호중, 2009).   

 이와 같이 학령기 아동의 건강행태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요인인 

성별과 상황 및 대인관계의 요인인 맞벌이 여부와 관련하여 선행 

연구에서는 일관된 결론을 찾기가 어렵다. 따라서 학령기 아동의 

건강행태에 있어 성별과 맞벌이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건강행태에 영향을 주는 상황 및 대인관계 요인과 관련하여 

부모지도감독, 자기보호수준, 자기보호준비는 이후 논의에서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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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령기 아동에 대한 부모지도감독 

 

1) 부모지도감독의 정의 및 특성 

 

 학령기 동안 아동은 학교 생활, 과외 활동, 또래와의 어울림 등을 통해 

점차 활동 반경이 넓어지기 때문에 부모나 주양육자의 시야에서 벗어나 

활동의 자율성은 커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부모는 자녀가 

부모의 시야에 없더라도 어디에서 무슨 활동을 하는지, 누구와 상호 

작용을 하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정보를 

얻는 방법의 하나가 바로 부모지도감독(parental monitoring)이다. 

부모지도감독은 자녀가 오가는 곳, 활동, 그리고 적응에 대한 주의 및 

탐지와 관련된 일련의 부모 행동으로 개념화함으로써 통제수단으로써 

부모가 행하는 행동을 의미한다(천희영, 옥성희, 김미해, 2001; Dishion 

& McMahon, 1998; Stattin & Kerr, 2000). 그러나 실제 

부모지도감독과 관련한 연구에서는 대부분‘부모가 무엇을 아느냐’로 

부모지도감독을 측정하여 부모지도감독을 자녀의 활동에 관한 부모의 

지식으로 재개념화하고 있다(천희영 등, 2001; Stattin & Kerr, 2000). 

성별에 따라 부모지도감독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지도감독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으며, 부모 또한 성별에 따라 

부모지도감독에 차이를 두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박진경, 도현심, 2001; 

Stattin & Kerr, 2000)와 성별에 따라 부모지도감독에 차이가 

있다(Kerr & Stattin, 2000)는 결과가 공존하여 성별에 따른 

부모지도감독에 대한 일관된 연구 결과를 찾기 어렵다. 또한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라 어머니가 취업한 경우 자녀와의 접촉 시간이 줄어들고 

직장 스트레스로 자녀와 상호작용이 줄어 부모지도감독에 있어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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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연구(박진경, 도현심, 2001; Patterson, 1982)결과와 어머니의 

취업여부와 부모지도감독에는 차이가 없다는 연구(Crouter, MacDermid, 

McHale & Perry-Jenkins, 1990) 결과가 공존하여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른 부모지도감독과 관련된 일관된 결과를 찾기 어렵다. 이에 

따라 선행 연구에서 상반된 결과가 나타난 성별과 맞벌이 여부에 대해 

부모지도감독에 차이가 있는지 추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부모지도감독을 통한 적절한 통제와 훈육은 부모-자녀관계에 근간을 

이루며, 자녀의 외부 활동에 대해 관심과 정보를 가지고 개입할수록 

자녀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더 큰 만족감과 지지감을 느끼며(Reitz et al., 

2007), 자녀의 문제 행동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병삼, 2010; 

Fletcher, Darling & Steinberg, 1994; Jacobson & Crockett, 2000). 

뿐만 아니라 부모지도감독은 심리적 안정감과 자아존중감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주관적 행복감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은정, 2006; 정은선, 2008). 또한 부모지도감독은 자녀의 

자발적인 정보 개방 정도와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지도감독 수준을 높게 인식할수록 스스로의 행동을 

통제할 가능성이 높아져 문제 행동을 낮추게 된다(Stattin & Kerr, 

2000). 선행 연구에 의하면 부모지도감독은 비행친구와의 접촉 및 

일탈행동 증가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정병삼, 2010) 낮은 수준의 

지도 감독은 낮은 학업 성취, 학업 능력 감소, 높은 수준에 문제 행동과 

관련이 있으며, 범죄, 십대 임신, 약물 복용 등과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router, Helms-Erikson, Updegraff & McHale, 

1999; Stattin & Kerr, 2000). 특히 비행의 경우 주위 환경의 영향이 

큰데 부모의 적절한 지도감독은 주위 환경의 영향을 완충시켜 위험 

정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Wilson, 1980). 

 이처럼 부모의 자녀에 대한 관심과 지식 정도를 의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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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지도감독은 자녀의 문제 행동을 억제하고 아동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더불어 학령기 시기는 자녀의 활동 

범위가 넓어지고 또래 관계가 확대 되는 등 부모지도감독의 영향력과 

중요성이 커지는 시기임으로 이 시기에 아동이 부모지도감독을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 또 지각하는 수준에 따라 문제 행동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강행태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부모지도감독과 건강행태의 관계  

 

 건강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 및 대인관계 요인으로 

부모지도감독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부모지도감독과 건강행태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지만 아동의 건강위해행태와 관련된 연구는 다수 

존재한다. 부모지도감독이 낮을수록 약물 시작 연령이 빨랐으며(김용석 

등, 2001), 반면 부모의 일관성 있는 부모지도감독은 약물사용 수준을 

감소시켰다(Tobler & Komro, 2010). 또한 부모지도감독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음주 행태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고정자, 2005; 

류나미, 윤혜미, 2008) 부모지도감독이 낮을수록 청소년의 흡연이 

증가하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강윤주, 서성제, 1996; 

이동원, 1997) 부모지도감독과 아동의 건강위해행태 간의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통해 부모지도감독은 아동의 문제 행동뿐만 

아니라 건강 관련 행태에도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학령기 아동에게 있어 부모지도감독이 아동의 일상생활 속에서 

반복적으로 되풀이되어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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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활, 신체활동, 수면과 같은 건강행태에도 영향을 주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3. 학령기 아동의 자기보호와 자기보호준비 

 

1) 자기보호의 정의 및 발생 배경 

 

 자기보호 아동은 방과 후 성인 보호자 없이 혼자서 지내는 아동을 

지칭하는 용어로, 전통적으로 서구에서는 열쇠를 가지고 다니는 

아동이라는 의미에서“latchkey child”라고 불리웠다. 이 용어는 

열쇠를 목에 걸고 다니는 모습에서 나온 말로, 성인의 부재로 인해 

아동이 스스로 집의 대문이나 현관을 열고 들어가 부모나 성인의 

감독이나 도움없이 정기적으로(regularly) 일정 시간을 혼자 보내는 

아동을 지칭한다(Long & Long, 1983; Rodman, Pratto & Nelson, 

1985). 일부에서는 아동이 성인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unsupervised” 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보다 긍정적으로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고 돌본다는 의미의 자기보호, “self-care” 

혹은 “children on their own”이라는 용어(Peterson & Magrab, 

1989)를 더 선호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1980년대부터 “자기보호 아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방과 후 성인 보호자 없이 지내는 아동을 지칭하여 왔으며③ 최근 방과 

                                            
③ 국내 연구에서는 ‘Self-care’를 ‘자기보호’ 또는 ‘자기돌봄’이란 용어로 혼용하

여 사용하고 있다. 연구 분야에 따라 주로 사용되는 용어가 다른데 의학 및 복지 분야에

서는 ‘self-care’를 간호 방법의 한 부류로 ‘자기돌봄’으로 칭하고 있으며, 심리 및 

종교 분야에서는 상담사 및 성직자의 소진과 관련하여 타인을 돌보는 일에 대한 반대 



 

 18 

후 홀로 지내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이슈화 되면서 자기보호 

아동에 대한 학계와 언론의 관심이 증가하고 정부의 자기보호 아동에 

대한 정책의 우선 순위도 높아지고 있다. 

자기보호 아동을 정의하는 기준은 아직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았다. 

선행 연구를 보면 아동의 연령 범위나 성인 보호 없이 지내는 시간 및 

일수, 자기보호의 공간 등을 통해 자기보호 아동을 정의하고 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연구(2010)에서는 방과 후 성인 보호자 없이 

3시간 이상 혼자 혹은 미성년 형제∙자매와 지내는 아동을, 이봉주와 

조미라(2011)는 평소 방과 후 혼자 있거나 18세 이하 형제∙자매끼리 

있는 아동을 자기보호 아동으로 정의하였다. 김지경과 김균희(2013)은 

명확한 일수를 기준으로 일주일에 1일 이상 방과 후 혼자 있거나 

형제∙자매끼리 있는 아동으로 정의하였으며, 여성가족부의 ‘나홀로 

아동 실태 조사’(2011)에서는 일주일에 1일 이상, 평일 방과 후 

1시간 이상 혼자 또는 초등학교 이하의 아동끼리만 집에 있는 13세미만 

아동으로 정의하는 등 연구의 목적에 따라 자기보호 아동의 정의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자기보호 아동의 연령 범위에 있어 미국 인구 통계 조사국에서는 

자기보호 아동의 연령을 5~14세의 초등학생, 중학생으로 공식화 하였다. 

이 연령대보다 더 어린 미취학 아동의 경우에는 방과 후 거의 모든 

                                                                                                               
개념으로 ‘self-care’를 ‘자기돌봄’으로 사용하고 있다.  아동과 관련해서는 

‘self-care’를 부모 돌봄의 대안적 방안으로써 ‘초등 돌봄 교실’, ‘자기돌봄 경험’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는 하나, 방과 후 성인없이 지낸다는 의미의 ‘self-care’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아동학 연구에서 자기보호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타 분야의 ‘self-care’와 의미를 구분하고, 아동이 성인 없이 독립적으로 스

스로를 보호한다는 의미에 초점을 맞추어‘self-care’를 아동학의 주류 용어인‘자기

보호’로 칭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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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성인의 보호 아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이보다 더 높은 

연령대의 고등학생의 경우, 성인의 보호 없이 독립적인 생활을 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자기보호의 대상 범위에서 제외한다(이준호, 

박현정, 2012). 일반적으로 자기보호 상황에 있을 때 상대적으로 위험이 

높은 초등학생을 자기보호 아동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서은주, 2006; 

이봉주, 조미라, 2011; 이준호, 박현정, 2012; Casper & Smith, 2004; 

Lord & Mahoney, 2007; Posner & Vandell, 1994; Vandivere, Zaslow 

& Capizzano, 2003).  

자기보호 시간에 대해 많은 연구들이 방과 후 성인 보호 없이 하루 

1시간 이상으로 일일 자기보호 시간을 고려해왔으나(김명숙, 정영숙, 

1997; 이재연, 강성희, 1993), 이는 해당 시간이 일주일 내내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가정한다는 점에서 비현실적으로 판단하여, 이준호, 

박현정(2012)에서는 하루보다는 일주일을 기준으로 자기보호 총 시간을 

연속변수로 범주화하여 측정하고 있다. 즉, 자기 보호의 일수와 하루의 

시간을 모두 고려하여 자기보호수준을 더욱 정교화하기 위해 자기보호가 

낮은 집단(3시간 미만), 중간 집단(3~9시간), 높은 집단(9시간 

이상)으로 구분한다(김은지, 전귀연, 2014, 박은정, 이유리, 이성훈, 

2015; 이준호, 박현정, 2012; 천희영, 2014; Lord & Mahoney, 2007; 

Pettit, Laird, Bates & Dodge, 1997). 본 연구에서는 주당 자기보호 

시간에 따른 자기보호수준에 따라 자기보호의 영향이 달라질 것이라는 

가정하에 선행 연구의 자기보호수준 명명(이준호, 박현정, 2012)에 따라 

자기보호가 낮은 집단은 성인보호 아동, 중간 집단은 일시적 자기보호 

아동, 높은 집단은 지속적 자기보호 아동으로 구분하여 자기보호수준에 

따라 건강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학령기 아동의 자기보호는 사회∙문화적 변화로 인해 발생 및 증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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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전통적인 대가족 형태의 가족 구조가 축소되어 친족의 양육에 

대한 지원 가능성이 줄어들면서 아동 돌봄의 역할이 부모에게 집중되고 

동시에 여성의 활발한 사회 진출로 인한 맞벌이 가정의 증가는 아동을 

자기보호 상황에 놓이게 하였다. 또한 이혼율 증가 등으로 인한 한부모 

및 조부모 가정과 같은 가족 형태의 변화도 자기보호 아동을 양산하는 

요인이다. 자기보호 아동과 관련된 다수의 선행 연구에서는 전통적으로 

육아를 담당하던 어머니의 경제 활동 참여가 증가하고 이를 대체하는 

양육자의 부재를 자기보호 아동이 발생 요인으로 보고, 자기보호와 

맞벌이를 동일한 이슈로 보는 경향이 있다(공유경, 2005; 이준호, 

박현정, 2012; 정춘식, 2014). 그러나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시간 선택제, 스마트 워킹과 같은 근로 시간 유연화 

정책의 확대와 대체 양육을 지원해 주는 초등학교 돌봄 교실 및 사교육 

시장의 활성화는 이제 맞벌이 가정 자녀의 자기보호를 부모의 가치관에 

따른 선택적 상황으로 만들고 있다. 또한 가정의 라이프 스타일의 

다양화로 비맞벌이 가정 자녀가 자기보호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도 

증가할 뿐만 아니라 학령기 아동이 성장함에 따라 자녀의 성숙에 대한 

부모의 신념, 자녀의 독립성 추구 등으로 자연스럽게 자기보호 상황에 

노출되기도 한다. 즉, 맞벌이 가정의 증가가 자기보호 아동 발생의 

주요한 원인이긴 하나, 맞벌이와 자기보호 상황을 동일시하여 

일반화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바, 건강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 및 

대인적 관계 요인으로 맞벌이와 자기보호 상황을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자기보호 상황에 따른 

자기보호수준과 맞벌이 여부를 각각 독립된 변수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자기보호 및 자기보호준비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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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보호는 대체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성인의 보호 없이 아동 

스스로가 자신을 돌보는 것으로, 아동의 역량을 뛰어 넘어 책임이 

부여되며, 성인의 보호나 지도를 받지 못하는 것이 아동의 적절한 

발달을 저해하기 때문에 문제적 상황으로 간주되어 왔다(Casper & 

Smith, 2004; Long & Long, 1983). Garbarino(1984)에 의하면 

자기보호 상황에서의 아동은 4가지 잠재적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다. 

첫째, 또래 및 가족으로부터의 소외감과 거부감을 느끼고, 자기 

보호시간을 불안정적으로 보내는 “감정 장애(feel badly)”, 둘째, 활동 

참여 역량이 저하되고 비행에 빠질 수 있는 “행동 장애(act badly)”, 

셋째, 학업 및 건강상 문제를 가질 수 있는 “발달 장애(develop 

badly)”, 넷째, 각종 위험이나 상해, 학대의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부당한 대우(be treated badly)”이다 (김명숙, 정영숙, 1997; 

여성가족부, 2011 재인용). 이에 따라 자기보호 아동과 관련한 선행 

연구는 자기보호 상황이 아동에게 주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연구가 많다. 

내면화 문제에 있어 자기보호 아동은 많은 시간을 홀로 보내기 때문에 

외로움, 공포, 스트레스, 슬픔을 느끼며(Long & Long, 1983),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부족하여 고민이나 문제를 의논할 기회가 적고 형제끼리 

다툼이 빈번하며 교우 관계 및 사회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천희영 등, 2001; 한명희, 1992). 또한 부모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해 성인보호 아동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낮으며(구은미, 1989), 

산만하고(Vandell & Ramanan, 1991), 학교 적응 및 애착이 낮으며, 

수치심과 죄책감을 보였다(김은지, 전귀연, 2014; 이정숙, 김은경, 

2008). 뿐만 아니라 자아유능감에 있어서 방과 후 시설보호 아동과 

성인보호 아동의 자아유능감은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자기보호 아동의 

경우에는 자아유능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오선영, 최정미, 2004). 

외현화 문제에 있어서는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의 아동의 자기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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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가 중학생 시기에 학업 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이봉주, 

조미라, 2011), 자기보호 아동에게서 학업 성적, 지능, 사회적 능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박은정 등, 2015; Gold & Andres, 1978; Pettit 

et al., 1997; Wood, 1972). 또한 자기보호 아동의 경우 흡연과 음주, 

약물 남용의 정도가 유의하게 높았으며(Mott, Crowe, Richardson & 

Flay, 1999; Mulhall, Stone & Stone, 1996),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청소년기에 비행으로 연결되는 경향을 보이고(Rodman, 

Pratto & Nelson, 1988) 문제 행동을 많이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Aizer, 2004). 안전과 관련해서는 자기보호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사고와 상해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Kerrebrock & Lewit, 1999), 학령기는 신체적 활동이 

왕성하고 지적 호기심이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성인의 부재시 위험한 

장난 등으로 신체적 상해나 화재를 당하는 일이 빈번하고, 성폭력 및 

유괴와 같은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옥, 

1993). 또한 자기보호 시간이 증가할수록 부정적인 영향이 확대된다는 

연구도 있는데 방과 후 자기보호 시간이 증가할수록 학업 성취도가 

낮아지고 학교에서 더 많은 문제 행동을 보이며 공격성도 

높아졌다(Lord & Mahoney, 2007; Shumow et al., 2009). 또 성인의 

부재 시간이 늘어날수록 아동은 집에 대한 애착을 느끼지 못하고 

집밖으로 배회하는 시간이 많아지는 등 정서적으로 산만해 

졌으며(Vandell & Ramanan, 1991) 자기보호 시간이 길어질수록 

내면화 문제행동, 외현화 문제행동, 인터넷 중독을 영향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공유경, 2005; 윤수경, 2011). 

 그러나 아동의 자기보호 상황이 아동에게 부정적인 영향만을 주는 것은 

아니다. 비록 자기보호 상황에 있더라도 부모의 적절한 통제가 있을 시 

문제 행동이 완화될 수 있으며(Steinberg, 1986), 자기보호라는 상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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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이나 문제해결을 위한 책임감과 독립심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아동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 즉, ‘발달 촉진의 계기(developmental 

push)’가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Riley & Steinberg, 2004; 

Rodman et al.,1985). 자기보호 아동은 성인 보호의 또래에 비해 

자신에 대한 자신감과 독립심이 강하며(Harris, 1981; Stroman & Duff, 

1982) 자기보호 능력 및 문제해결 능력이 높고(Kieffer, 1981), 자기 

방어력도 증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Rodman et al., 1985). 

 이상과 같이 자기보호 상황에서의 아동에 대한 연구는 아동에게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와 기회 요인으로써 아동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가 공존한다. 뿐만 아니라 자기보호 

아동과 성인보호 아동 간에 아무런 차이를 발견하지 못한 

연구(Galambos & Garbarino, 1983; Rodman et al., 1985; Steinberg, 

1986)도 다수 존재하는 등 자기보호 상황에 대한 연구의 결과는 

다양하다. 그러나 성인의 보호 없이 일정 기간 아동이 스스로를 돌보는 

것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가능성은 간과 할 수 없으며,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아동 발달의 계기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자기보호 상황에 

놓이기에 앞서 아동의 자기보호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전제되어야 

한다(Peterson, 1989).  

아동이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자기보호준비(readiness for self-care)는 아동 보호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친족망이 점차 줄어들고, 성인의 보호 하에 있지 않은 아동들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현 시점에서, 그리고 아동이 성장하면서 언젠가는 

필연적으로 맞닥뜨리게 될 자기보호 상황에서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이며 실용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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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일부 주④에서는 법적으로 아동이 혼자 집에 있는 것이 가능한 

나이를 정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아동의 자기보호가 가능한 결정적 

나이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의 대부분의 주에서는 아동의 나이는 

물론 발달 성숙도, 지역 환경 등을 고려한 가이드를 주어 아동의 

자기보호준비가 되어있는지를 부모가 스스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아동이 자기를 보호할 준비가 되었음을 말해주는 어떤 하나의 지표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기보호준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정서적, 사회적, 인지적인 면을 통합하여 자기보호 상황에서 아동이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이재연, 강성희, 1995). 

자기보호 아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1980년대부터 미국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를 비롯하여 

학계와 아동 단체들은 부모가 아동의 자기보호준비를 확인 할 수 있는 

질문지를 제공하고 있다. 비록 자기보호준비에 대한 질문지의 내용은 

단체마다 차이가 있으나, 공통적으로 아동의 물리적, 인지적, 사회적, 

감정적 성숙도를 측정하고 있다. 물리적 자기보호준비는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작적 능력을, 인지적 자기보호준비는 

성인 없는 상황 속에서 필요한 정보를 알고 활용할 수 있는 지식적 

능력이 갖춰졌는지를 의미한다. 사회적 자기보호준비는 타인과 적절한 

의사소통을 하고 필요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대인적 능력을, 감정적 

자기보호준비는 혼자 있을 때 감정을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정서 

조절 능력이 갖춰졌는지를 의미한다. 이러한 자기보호준비는 아동의 

인지적 발달과 신체적∙정신적 성숙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자기보호 

준비의 모든 영역이 일률적으로 갖춰지는 것은 아니며, 아동의 특성, 

                                            
④ 미국의 메릴랜드주(8세), 일리노이 주(14세), 오리건주 (10세)만이 집에 혼자 둘 수 

있는 아동의 최소한의 나이를 법으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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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등에 따라 자기보호준비의 영역별로 차이가 발생 할 수 있다. 

그러나 물리적, 인지적, 사회적, 감정적 자기보호준비가 고루 갖춰 졌을 

때 비로소 자기보호 상황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자기보호준비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기보호준비의 각 

영역별로 준비 실태를 파악해야 할 뿐만 아니라 건강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도 자기보호준비 영역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기보호준비에 대한 선행 연구는 대체적으로 부족한 상태이며, 그 

대상도 대부분 이미 자기보호 상황에 놓여있는 자기보호 아동에 

한정되어 있다. 국외의 경우 주로 자기보호준비 프로그램의 효과를 다룬 

연구들이 많은데, 자기보호준비 프로그램은 아동의 자기보호 능력을 

향상시켰으며, 이 효과는 일정 시간이 흐른 후에도 유효했다(Bundy & 

Boser, 1987; Peterson, 1984a; 1984b). 또한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의 

지식 및 행동, 정서적인 웰빙이 증가하였으며(Koblinsky & Todd, 

1989), 자기보호에 대한 자신감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Bundy & 

Boser, 1987). 국내연구로는 학령기 자기보호 아동을 대상으로 

자기보호에 대한 준비도를 측정한 연구가 있는데 이 연구에 따르면 

자기보호 아동들이 비교적 장시간 자기보호 상황에 노출되어 있어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 위험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등 자기보호에 대한 준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재연, 강성희, 1995).  

이상의 선행 연구를 통해 자기보호준비는 자기보호 상황이라는 아동 

발달에 불리할 수 있는 환경에서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자기보호준비의 중요성에 비해 

그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며, 연구대상도 자기보호 아동에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자기보호 아동뿐만 아니라 성인보호 아동의 자기보호준비의 

실태를 파악하고 자기보호준비가 아동의 일상의 삶과 관련된 건강행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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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하여 

자기보호준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의 발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자기보호 및 자기보호준비와 건강행태의 관계 

 

아동이 자기보호 상황에 놓이게 될 경우 각종 사고 및 범죄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성인보호 하에 있는 아동에 비해 높기 때문에 

보호자로부터 방과 후 비교적 안전한 집안에 있기를 요구 받을 가능성이 

있다. 아동이 집안에 머물게 될 경우 사회적 활동 및 신체적 운동 등에 

제약을 받을 수 있으며, 성인 통제 없이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TV시청이나 컴퓨터, 게임에 몰두하는 시간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성인 보호자의 부재는 조리 능력이 부족한 아동의 식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주어 불규칙한 식사와 패스트푸드와 같은 고열량, 저영양의 음식 

섭취 노출 빈도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다. 자기보호 아동의 경우 혼자 

식사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영양 및 발육의 문제가 발생하기 

쉬우며(한명희, 1992) 이와 더불어 운동 부족은 아동의 체중 조절에 

어려움을 야기시킬 것이다. 그리고 성인 보호자의 귀가 시간에 생활 

패턴이 맞춰지면서 수면시간이 늦어지고, 수면 부족 등의 영향으로 이후 

학교 생활에 지장을 줄 가능성도 예상해 볼 수 있다. 자기보호 아동의 

건강행태에 관한 선행 연구는 부족하지만 자기보호 상황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맞벌이 가정, 한부모 및 조부모 가정 등 성인 양육자의 부재에서 

기인한 것을 감안하여 이러한 요인들과 건강행태에 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저소득∙한부모∙조손 가구, 어머니가 근로활동에 참여하는 

가구의 아동은 고위험 건강행위군에 속할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이상균, 유조안, 그레이스정, 2015), 한부모∙조손 가구, 



 

 27 

취업모 가구의 아동은 유해한 식품을 섭취하거나 신체활동보다는 

집안에서 TV 시청이나 컴퓨터를 하는 등 비활동적인 좌식 생활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혜경, 이윤희, 문순영, 권은주, 

2007). 또한 자기보호 아동이 성인보호 아동에 비해 TV시청, 컴퓨터, 

게임기 사용시간이 길었으며, 보호자 없이 지내는 시간이 짧을수록 TV 

시청, 컴퓨터, 게임기 사용 시간이 짧아졌다(김지희, 2012). 

즉, 자기보호 상황은 성인보호 상황에 비해 아동에게 있어 올바른 

건강행태 형성에 불리한 환경임을 예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자기보호 

상황 하에서도 아동의 발달에 긍정적 가능성을 제공하는 자기보호준비가 

아동의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건강행태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자기보호준비에 따라 건강행태가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를 알아본 연구는 부족하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자기보호준비에 대한 연구는 자기보호준비 정도를 측정하거나 

자기보호준비를 위한 프로그램 실행에 따른 자기보호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것이 대부분이다. 미국의 자기보호준비 프로그램에는 

위급시의 대처 방안뿐만 아니라 일상의 시간관리, 취미 및 레저활동, 

간식 및 영양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프로그램 실행을 통해 이 

부분들에 대한 지식 수준이 현저하게 높아졌고, 한달 뒤 아동의 실제 

행동을 조사한 결과 약 70%의 아동이 프로그램 내용을 이행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Todd & Bagby, 1986). 또한 Bundy와 

Boser(1987)의 연구에서는 약 85%의 아동이 자기보호준비 

프로그램의 내용을 실제 생활에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선행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자기보호준비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보호준비가 향상되었으며, 이렇게 향상된 자기보호준비는 아동의 

실제 생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자기보호 상황이 아동의 건강행태에 불리한 환경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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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을 바탕으로 선행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자기보호수준에 따른 

학령기 아동의 건강행태와 관련하여 아동의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자기보호준비가 아동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건강행태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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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문제 및 용어의 정의 

 

앞서 살펴 본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학령기 아동의 건강행태, 

부모지도감독, 자기보호준비의 양상을 살펴보고 이들의 관계가 어떠한 

지를 알아보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으며, 연구문제와 

관련된 변수를 다음과 같이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1. 연구문제  

 

 이 연구는 학령기 아동의 건강행태, 부모지도감독, 자기보호준비의 

전반적인 양상을 살펴보고, 자기보호수준에 따른 건강행태, 

부모지도감독, 자기보호준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학령기 아동의 자기보호 수준에 따라 건강행태에 부모지도감독 및 

자기보호준비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학령기 아동의 건강행태는 어떠하며, 이는 아동의 성별, 

맞벌이 여부 및 자기보호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학령기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지도감독은 어떠하며, 이는 

아동의 성별, 맞벌이 여부 및 자기보호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학령기 아동의 자기보호준비(물리적, 인지적,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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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적)는 어떠하며, 이는 아동의 성별, 맞벌이 여부 및 자기보호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4] 학령기 아동의 부모지도감독, 자기보호준비, 건강행태는 

유의한 관계가 있는가? 

<4-1> 학령기 성인보호 아동의 부모지도감독, 자기보호준비, 

건강행태는 유의한 관계가 있는가? 

<4-2> 학령기 일시적 자기보호 아동의 부모지도감독, 자기보호준비, 

건강행태는 유의한 관계가 있는가? 

<4-3> 학령기 지속적 자기보호 아동의 부모지도감독, 자기보호준비, 

건강행태는 유의한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5] 학령기 아동의 건강행태에 부모지도감독, 자기보호준비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5-1> 학령기 성인보호 아동의 건강행태에 부모지도감독, 

자기보호준비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5-2> 학령기 일시적 자기보호 아동의 건강행태에 부모지도감독, 

자기보호준비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5-3> 학령기 지속적 자기보호 아동의 건강행태에 부모지도감독, 

자기보호준비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2. 용어의 정의 

 

1) 건강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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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행태는 하나의 생활양식이며, 건강상태와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선택적 행동(Wiley & Camachome, 1980, 김수연, 2014 재인용)으로 

더 나은 건강을 향해 능동적으로 환경에 반응하여 개인과 집단의 안녕 

상태, 자아실현, 자기 성취를 유지 증진시키기 위한 양상이다(Pender & 

Pender, 1982). 또한 건강의 여러 단계에서 인간이 자신의 건강수준에 

맞추어 건강을 회복, 유지, 증진하기 위해 취하는 행동으로 개인 또는 

집단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상생활에서 수행하는 건강상 바람직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김명, 서혜경, 서미경, 김영복, 1997).  

본 연구에서의 여러가지 건강행태 지표 중 학령기 아동에게 적용하기 

유효하며, 일상생활에서 반복적으로 되풀이되어 정신적, 육체적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최호중, 2009) 식생활 행태, 신체활동 행태, 수면 

행태를 학령기 아동의 건강행태로 정의한다. 식생활 행태는 식사의 

규칙성 및 패스트푸드나 탄산음료, 채소, 과일, 우유 등 고른 영양 

섭취를 하고 있는지와 같은 식생활과 관련된 행동으로, 신체활동 행태는 

운동 및 걷기, 몸을 얼마나 움직이는지, 좌식 생활은 얼마나 하는지와 

같은 신체활동과 관련된 행동으로. 수면행태는 수면시간의 규칙성 및 

충분성, 수면 전 전자기기 사용과 같은 수면과 관련된 행동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2) 부모지도감독 

  

 부모지도감독은 자녀의 외부활동과 적응에 대한 부모의 

관심으로(박진경, 도현심, 2001; 천희영 등, 2001), 부모가 자녀의 

행방과 활동에 대해 주의하고 자녀와의 의사소통을 통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정병삼,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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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부모지도감독을 '감독’의 사전적 의미에 따른 행동적 

정의가 아닌 지식적 정의(천희영 등, 2001; Crouter et al., 1990)에 

기초하여 부모가 자녀의 학교 생활과 교우 관계, 방과 후 생활 등 

일상생활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해 학령기 자녀가 지각하는 

정도로 정의한다. 

 

3) 자기보호  

 

 자기보호란 방과 후 성인 보호자 없이 정기적으로 혼자 지내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아동의 자기보호수준은 일주일 동안 부모님이나 성인 없이 

혼자 집에 있는 일수와 하루 평균 혼자 있는 시간을 모두 고려하여 주당 

자기보호 총 시간 산출을 통해 구분한다. 자기보호수준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 사용한 구분법에 따라(김은지, 전귀연, 2014, 박은정, 이유리, 

2015; 이준호, 박현정, 2012; 천희영, 2014; Lord & Mahoney, 2007; 

Pettit et al., 1997) 자기보호 수준이 낮은 집단(0~3시간), 자기보호 

수준이 중간인 집단(3~9시간), 자기보호 수준이 높은 집단(9시간 

이상)으로 구분하여, 그 실질적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해 이준호와 

박현정(2012)의 연구와 같이 자기보호 수준이 낮은 집단은 성인보호 

아동, 중간 집단은 일시적 자기보호 아동, 높은 집단은 지속적 자기보호 

아동으로 명명한다. 

 

4) 자기보호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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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보호준비는 아동이 물리적(physical), 인지적(cognitive), 

사회적(social), 감정적(emotional)으로 성숙하여 성인의 도움 없이 

자기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능력의 정도를 의미한다(Cole & Rodman, 

1987). 

 물리적(physical) 자기보호준비는 문 단속, 간단한 음식 조리, 전화 

이용, 신체 조작, 응급 처치 등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는 조작적 

능력으로, 인지적(cognitive) 자기보호준비는 지시 사항에 대한 이해, 

위급 상황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연락처 등 필요한 정보를 

알고 활용할 수 있으며, 건강한 음식과 유해 정보를 구분할 수 있는 

지식적 능력으로 정의한다. 또한 사회적(social) 자기보호준비는 

부모님과 쉽게 대화할 수 있고, 위급 상황시 부모 외 성인 및 기관에 

도움을 청할 수 있으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대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대인적 능력으로, 감정적(emotional) 자기보호준비는 기꺼이 

혼자 집에 있을 수 있고 혼자 있는 것에 자신감을 느끼며, 지루함이나 

외로움 등의 기분을 통제하고, 혼자 있는 상황이나 주어진 지시사항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는 등의 정서적 조절 능력으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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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방법 및 절차 

 

 위의 연구문제를 검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과 절차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연구문제에 적합한 연구대상을 선정하고, 

연구도구를 구성하여 다음의 연구 절차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수집된 자료에 적합한 자료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1. 연구대상  

 

 이 연구는 건강행태의 형성 시기이며, 위해한 건강행태에 대한 교정이 

가능한 학령기 아동 중 자기보호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큰 초등학교 

3,4학년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초등학교 3,4학년 

시기는 저학년에서 고학년으로 가는 과도기적 시기로 부모와 교사들의 

인식뿐만 아니라 실제 자기보호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큰 시기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실제 초등학교의 수업 과정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3,4학년은 동일한 수업 시간 구성을 보이며, 정부의 초등 돌봄 교실 및 

방과 후 학교 연계형 돌봄 정책 실행에 있어서도 1,2학년, 3,4학년, 

5,6학년을 그룹화하여 순차적으로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3,4학년을 하나의 집단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Gottfredson와 

Hirschi(1990)에 의하면 일반적인 자기 통제 능력은 초기 아동기 

사회화 과정을 통해 발달하며 10세를 전후한 기간에 향후 생애에 걸친 

자기통제 능력의 대부분을 형성한다(이준호, 박현정, 2012 재인용). 

또한 10살 이상의 자기보호 아동을 둔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가 

자기보호가 가능한 충분히 성숙된 나이거나, 자기보호에 대한 충분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했으며(Paula, 1993), 부모와 교사 모두 



 

 35 

3학년에 시작하여 4~5학년이 되면 자기보호가 가능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재연, 강성희, 1993). 뿐만 아니라 아동의 자기보호 

실태에 관한 연구(한명희, 1992)에 의하면 따르면 자기보호 아동의 

비율이 3학년(17%)에서 4학년(31%)으로 가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3학년에서 4학년으로 넘어가는 시기를 현실 

생활 속에서도 자기보호가 가능한 시기로 판단하고 있으며, 실제 

자기보호 상황에 놓이게 되는 아동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시기의 아동들에게 자기보호 상황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자기보호 상황에 따른 부모지도감독의 

중요성도 커질 것이다. 따라서 초등학교 3,4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자기보호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들이 지각하는 부모지도감독과 

건강행태는 어떠하며, 이러한 요소들이 아동의 일상생활에 중심이 되는 

건강행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것은 아동 발달과 복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판단된다.  

 <표 IV-1>에 제시된 것과 같이 이 연구는 초등학교 3,4학년 아동 총 

53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의 성별과 학년을 살펴보면 남아는 

259명(48.23%), 여아는 278명(51.77%)이었으며, 학년에 따라서는 

3학년 283명(52.70%), 4학년 254명(47.30%)이었다. 

 

<표 IV-1> 연구대상의 구성 

명(%) 

학년 
성별 

전체 
남학생 여학생 

3학년 139 144 283(52.70) 

4학년 120 134 254(47.30) 

소계 259(48.23) 278(51.77) 53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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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에서는 조사대상 아동을 자기보호수준에 따라 성인보호 아동과 

일시적 자기보호 아동, 지속적 자기보호 아동으로 구분 하였다. 

설문지를 통해 일주일 동안 방과 후 성인 없이 집에 있는 일수와 시간을 

조사하여 주당 총 자기보호 시간을 산출하여 자기보호수준을 구분하였다. 

기존의 국내 다수 연구들은 일일 자기보호 시간만을 기준으로 자기 보호 

여부를 고려하였으나 이는 해당 응답치가 일주일 내내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현실적이다(이준호, 박현정, 2012). 

따라서 하루보다는 일주일을 기준으로 자기보호 총 시간을 연속 변수로 

측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하여 이준호와 박현정(2012)의 

연구를 바탕으로 범주형 선택지를 사용하여 1~2일을 특정 값 1.5일로 

바꾸는 것과 같은 형식으로 각 선택지별 중간 값을 취하여 주당 총 

자기보호 시간의 근사값을 산출하였다. 주당 자기보호 총 시간을 

바탕으로 자기보호수준에 대한 선행 연구의 구분법(김은지, 전귀연, 

2014, 박은정, 이유리, 2015; 이준호, 박현정, 2012; 천희영, 2014; 

Lord & Mahoney, 2007; Pettit et al., 1997)에 따라 자기보호 수준이 

낮은 집단(주당 자기보호 시간 0~3시간 미만), 자기보호 수준이 중간인 

집단(3시간 이상~9시간 미만), 자기보호 수준이 높은 집단(9시간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⑤ . 이렇게 구분된 집단은 실질적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해 이준호와 박현정(2012)의 연구에 따라 자기보호 

수준이 낮은 집단은 성인보호 아동, 중간 집단은 일시적 자기보호 아동, 

높은 집단은 지속적 자기보호 아동으로 명명하였다. <표 IV-2>에 

제시된 것과 같이 연구대상을 자기보호수준에 따라 살펴보면, 성인보호 

                                            
⑤ 1. 성인보호: 일주일에 자기보호 날이 없음, 일주일에 몇일이든 하루에 1시간 미만, 

일주일에 1~2일 & 하루 1~2시간  

2. 일시적 자기보호: 일주일에 1~2일 & 하루 3시간 이상, 일주일에 3~4일 & 하루1~2

시간, 일주일동안 거의 매일 & 하루1~2시간  

3. 지속적 자기보호: 일주일에 3~4일 & 하루 3시간이상, 일주일에 5일이상 & 하루 3시

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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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은 347명(64.62%), 일시적 자기보호 아동은 100명(18.62%), 

지속적 자기보호 아동은 90명(16.76%)으로 나타났다. 즉, 일시적 

자기보호 아동과 지속적 자기보호 아동을 합한 자기보호 아동의 비율은 

35.38%(190명)으로 2015년 여성 가족부의 가족실태 조사에서 파악한 

자기보호 아동의 비율(37%)과 유사한 수준이다.  

 

<표 IV-2> 자기보호 주당 일수와 일일 자기보호 시간에 따른 학령기 

아동의 자기보호수준별 구성 

명 

일일 

자기보호 시간 

자기보호 주당 일수 

합계 
없다 1~2일 3~4일 

5일 

이상 

없다 142*    142 

1시간 미만  107* 22* 21* 150 

1~2시간 미만  55* 33** 33** 121 

3~4시간 미만  15** 20*** 26*** 61 

4시간 이상  19** 10*** 34*** 63 

합계 142 196 85 114 537 

(* 성인보호 아동, **일시적 자기보호 아동, ***지속적 자기보호 아동) 

  

 학년별 연구대상 아동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IV-3>과 같다. 

3학년 283명 중 성인보호 아동은 178명(62.90%), 일시적 자기보호 

아동은 59명(20.85%), 지속적 자기아동은 46명(16.25%)으로 3학년의 

37.10%의 아동(105명)이 자기보호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보호수준에 따른 부모의 경제 활동 형태를 살펴보면 성인보호의 

경우 91명(51.12%), 일시적 자기보호의 경우 43명(72.88%), 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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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보호의 경우 31명(67.39%)이 맞벌이 가정으로 성인보호 아동에 

비해 일시적, 지속적 자기보호 아동의 맞벌이 가정의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성인보호 아동의 경우에도 약 50%의 가정이 

맞벌이로, 맞벌이와 아동의 자기보호 상황이 완벽히 일치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나 맞벌이와 자기보호 상황을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성을 

시사한다. 

4학년 254명 중 성인보호 아동은 169명(66.54%), 일시적 자기보호 

아동은 41명(16.14%), 지속적 자기아동은 44명(17.32%)로 4학년의 

33.46%의 아동(85명)이 자기보호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보호의 경우 85명(50.30%), 일시적 자기보호의 경우 

32명(78.05%), 지속적 자기보호의 경우 35명(79.55%)이 맞벌이 

가정으로 나타나 성인보호 아동에 비해 일시적, 지속적 자기보호 아동의 

맞벌이 가정의 비율이 높았지만 4학년의 경우에도 역시 성인보호 

아동의 약 50%가 맞벌이 가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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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V-3> 연구대상 아동의 일반적 특성 

                                                             명(%) 

학년 자기보호수준 맞벌이 비맞벌이 합계 

3학년 

성인보호 91(51.15) 87(48.88) 178 

일시적 자기보호 43(72.88) 16(27.12) 59 

지속적 자기보호 31(67.39) 15(32.61) 46 

합계 165(58.30) 118(41.70) 283 

4학년 

성인보호 85(50.30) 84(49.70) 169 

일시적 자기보호 32(78.05) 9(21.95) 41 

지속적 자기보호 35(79.55) 9(20.45) 44 

합계 152(59.84) 102(40.16) 254 

총합계 161(59.03) 98(40.97) 537 

 

2. 연구도구  

 

 이 연구에서는 건강행태, 부모지도감독, 자기보호준비를 측정하기 

위하여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조사에 사용된 연구도구는 다음과 같다. 

 

1) 건강행태 

 

학령기 아동의 건강행태를 측정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및 교육부(2015)가 공동으로 실시한‘제11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의 

식생활, 신체활동, 수면 행태 영역 23문항과 식품의약품안정청(2012)의 

‘어린이를 위한 영양, 식생활 실천 가이드’의 식생활 영역의 20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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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지를 활용하여 중복되는 문항은 제외하고, 학령기 아동에게 

적용하기 적합한 문항을 대상으로 <표 IV-4>와 같이 초등학교 3, 

4학년이 이해하기 쉽도록 수정∙ 보완하여 총 25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식생활행태은 아침, 저녁 식사의 규칙성, 과식 및 외식 

빈도, 단백질 음식, 과일, 탄산음료, 패스트푸드, 라면, 과자, 해조류, 

채소, 유제품 등의 섭취 빈도 등의 14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신체활동 

행태는 가벼운 운동, 격렬한 운동 및 걷기 빈도, TV나 컴퓨터 등의 사용 

빈도 등의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수면 행태는 기상 및 취침 시간의 

규칙성, 수면 시간, 수면 전 전자기기 사용 등의 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문항 응답은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신이 파악한 정도에 따라‘먹지 

않았다’또는‘없다’또는‘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 ‘1~2일’ 

또는‘주1~2번’또는‘그렇지 않다’는 2점, ‘3~4일’또는 

‘주3~4번’또는‘보통이다’는 3점, ‘5~6일’또는‘주 5~6번’또는 

‘그렇다’는 4점, ‘매일’또는‘매일 1번 이상’또는 ‘매우 

그렇다’는 5점으로 점수화 하여, 각 문항에서 평가된 총점을 각각의 

문항 수로 나눈 평균점수로 아동의 건강행태를 평가하였다. 식생활 행태 

문항 중 4,5,8,9,10,11번 문항, 신체활동 행태 문항 중 2,4번 문항, 

수면 행태 문항 중 5번 문항은 역문항으로 점수를 역산하여 계산하였다. 

아동의 건강행태 점수는 1점부터 5점까지의 분포를 보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건강행태가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조사로부터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건강행태 

문항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는 .73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구성된 

문항은 아동학 전문가 3인의 타당도 검토와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심의 

기준을 통과하였으며, 예비조사를 통해 아동들이 설문 내용을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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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V-4> 건강행태_신체활동 관련 수정 문항 

문항 

번호 

청소년건강행태조사 문항 

(최근 7일 동안~) 

수정 문항 

(지난 일주일 동안~) 

1 

심장박동이 평상시보다 

증가하거나, 숨이 찬 정도의 

신체활동을 하루에 총합 60분 

이상 한 날은 며칠입니까? 

가만히 앉아있거나 누워있지 

않고 숨이 찰 정도로 1시간 

이상 몸을 활발하게 움직인 

날은 며칠인가요? 

5 

숨이 많이 차거나 몸에 땀이 날 

정도의 격렬한 신체활동을 20분 

이상 한 날은 며칠입니까? (조깅, 

축구, 농구, 태권도, 등산, 빠른 

속도의 자전거 타기, 빠른 수영, 

무거운 물건 나르기 등) 

뛰어놀기, 축구, 조깅, 

자전거 타기 등 몸에 땀이 

날 정도로 20분 이상 운동을 

한 날은 며칠인가요? 

 

2) 부모지도감독(Parental monitoring) 

 

학령기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지도감독을 측정하기 위하여 Kerr과 

Stattin(2000)이 부모의 자녀에 대한 행방, 활동 등의 일상생활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의 지식 정도를 아동에게 질문한 5점 척도 질문지 

9문항을 <표 IV-5>과 같이 수정∙보완하여 초등학교 3,4학년이 

이해하기 쉽도록 총 9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부모님은 나에게 관심이 많은지, 학교 숙제나 준비물, 학교 

생활 및 교우 관계, 방과 후 생활, 숙제 실행 여부, 용돈 사용 내용, 

귀가 시간 등을 알고 있는 지와 같은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문항 응답은 Likert형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자신이 느끼는 정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점수화 

하여, 각 문항에서 평가된 총점을 문항수로 나누어 평균점수를 통해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지도감독을 평가하였다. 점수는 1점부터 

5점까지의 점수 분포를 보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지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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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지도감독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지도감독 문항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는 .84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구성된 문항은 아동학 전문가 3인의 타당도 검토와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심의 기준을 통과하였으며, 예비조사를 통해 

아동들이 설문 내용을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사용하였다. 

 

<표 IV-5> 부모지도감독 관련 수정 문항 

문항 

번호 

Kerr 과 Stattin의 문항 

(평소에 부모님은 ~) 

수정 문항 

(평소에 부모님은 ~) 

1 
내가 무엇을 하는지 알고 

계신다. 
나에게 관심이 많다. 

3 
학교에서 일어난 특별한 

일을 알고 계신다. 

내가 칭찬받거나, 혼난 일, 친구와 

싸운 일 등 학교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 알고 계신다. 

7 
방과후에 내가 어디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알고 계신다. 

내가 학원, 방과후 수업 등에 

참석했는지 안했는지 알고 계신다. 

9 
나의 시험 또는 숙제의 

기한을 알고 계신다. 

내가 숙제를 했는지 안했는지 알고 

계신다. 

 

3) 자기보호준비 

 

학령기 아동의 자기보호준비를 측정하기 위해 Cole과 

Rodman(1987)이 제시한 자기보호준비 평가 항목과 Kirk(2010)의 

자기보호 준비 체크 리스트 19문항을 기초로 <표 IV-6>과 같이 

초등학교 3, 4학년이 이해하기 쉽도록 연구자가 총 3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Cole과 Rodman(1987)의 자기보호준비 평가 항목은 

물리적, 인지적, 사회적, 감정적 자기보호 준비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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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물리적 자기보호준비는 7문항으로 문단속, 통신 기기 사용, 

음식 조리 및 섭취, 집안일 등 신체 조작, 응급 처치와 같은 일상생활 

수행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하였으며, 인지적 자기보호준비는 

10문항으로 지시 사항에 대한 이해, 위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연락처 등 필요한 정보를 알고 활용할 수 있는지, 건강한 음식 

및 유해 정보를 구분할 수 있는 지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사회적 

자기보호준비는 6문항으로 부모와 쉽게 대화하고, 부모 외 성인과 

기관에 도움을 청할 수 있으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대인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할 수 있는 지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하였으며, 감정적 

자기보호준비는 9문항으로 기꺼이 혼자 집에 있고, 혼자 있는 것에 

자신감을 느끼며, 지루함이나 외로움과 같은 기분을 통제하며, 혼자 

있는 상황에서 책임감을 느끼는 지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문항 응답은 Likert형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자신이 느끼는 정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점수화 

하여, 각 문항에서 평가된 총점을 각각의 문항 수로 나누어 평균점수로 

평가하였다. 감정적 자기보호준비 문항 중 8,17,25,28번 질문은 

역문항으로 점수를 역산하여 계산한다.  전체적인 자기보호준비 및 하위 

영역별 자기보호준비 점수는 각각 1점부터 5점까지의 점수 분포를 

보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보호준비가 잘 되어있음을 의미한다.  

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표 

IV-7> 과 같이 자기보호준비 전체 문항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는 .86로 양호하게 나타났으며, 자기보호준비의 하위 영역의 신뢰도 

계수는 물리적 자기보호준비 .65, 인지적 자기보호준비 .76, 사회적 

자기보호준비 .71, 감정적 자기보호준비 .59로 나타났다. 구성된 문항은 

아동학 전문가 3인의 타당도 검토와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심의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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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하였으며, 예비조사를 통해 아동들이 설문 내용을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사용하였다. 

 

<표 IV-6> 자기보호준비 질문지 구성 예시 

하위항목 세부 내용 질문 예시 문항수 

물리적 

자기보호 

준비 

문 단속, 음식 조리, 

신체조작, 응급처치 등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는 조작적 능력 

- 혼자 집 문을 잠그고 

나갈 수 있다. 

- 집에서 다치지 않게 

행동 할 수 있다. 

7 

인지적 

자기보호 

준비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활용할 수 있는 

지식적 능력 

- 부모님이 시킨 일을 잘 

기억할 수 있다. 

- 어떤 때가 위급한 

상황인지, 도움을 청해야 

하는 상황인지 알고 있다. 

10 

사회적 

자기보호 

준비 

타인과 쉽게 대화하고 

위급 상황 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대인적 

능력 

- 하루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부모님께 이야기 할 

수 있다. 

- 주변 친구들이나 

어른들과 잘 지낸다. 

6 

감정적 

자기보호 

준비 

혼자 있을 때 자신감 및 

책임감을 느끼고 기분을 

통제할 수 있는 정서적 

조절 능력 

- 집에 혼자 있는 것에 

자신이 있다. 

- 밖이 깜깜해지면 

무섭다. 

9 

 

<표 IV-7> 본조사 결과 자기보호준비 측정 도구의 신뢰도 

하위항목 문항수 문항번호 신뢰도 

물리적 자기보호준비 7 1,5,9,14,18,22,26 .65 

인지적 자기보호준비 10 2,6,10,11,15,19,23,27,30,32 .76 

사회적 자기보호준비 6 3,7,12,16,20,24 .71 

감정적 자기보호준비 9 4,*8,13,*17,21,*25,*28,29,31 .59 

전체 32  .86 

(*는 역산한 문항을 표시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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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절차 

 

1) 예비조사 

 

 본조사의 실시에 앞서 조사도구의 적합성, 소요시간을 알아보고 위해 

예비조사를 실시 하였다. 1차 예비조사는 2016년 11월 15일 초등학교 

3,4학년 각 3명씩 총 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이 설문지 응답 

완료에 걸린 시간은 평균 15분~ 20분이었으며, 질문을 잘 이해했는지 

한 문항씩 심층 질문한 결과 어려움 없이 질문의 의도와 내용을 

파악하는 것으로 판단 되었다.  

 1차 예비조사 후 질문지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2차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2차 예비조사는 2016년 11월 23일 경기 지역의 초등학교 

1곳의 3,4학년 5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수집된 질문지는 각 척도에 

대한 신뢰도를 검사하기 위해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각 척도의 신뢰도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조사를 진행하였다. 

 

2) 본조사  

 

 본 조사는 2016년 12월 7일부터 12월 22일까지 경기도 2개 학교, 

충청도 1개 학교, 경상도 1개 학교의 총 4개의 초등학교에서 

실시하였다. 각 학교의 학년당 규모에 따라 2~4개 학급을 무작위 

표집하여 총 25개 학급의 3,4학년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학급 당 

학생수는 최소 21명에서 최대 30명이었다.   

 연구자가 직접 혹은 기관에 설문 내용과 설문 시 주의사항을 설명한 후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심의(SNU-IRB, No.1611/003-011)에 통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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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지를 연구 설명서 및 부모와 아동 대상 동의서와 함께 배포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603부 중 설문지의 답변 누락이나 불성실한 답변, 

페이지가 누락된 설문지 66부를 제외하고 537명의 설문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3.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통계 방법으로는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test, 변량분석, 

Scheffé 검증, Pearson 적률 상관분석, 중다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자료의 통계적 분석에 앞서 역문항에 대해서는 역산 처리를 하였으며, 

건강행태, 부모지도감독, 자기보호준비 측정도구의 신뢰도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문항의 내적 합치도를 추정하는 방법인 

신뢰계수(Cronbach’s Alpha)를 산출하여 검토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백분율을 

사용하였으며, 학령기 아동의 건강행태, 부모지도감독, 자기보호준비의 

양상을 살펴보고, 성별, 맞벌이 여부, 자기보호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t-test,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집단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경우 

사후검증으로 Scheffé 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학령기 아동의 

부모지도감독, 자기보호준비, 건강행태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적률 상관분석을, 부모지도감독과 

자기보호준비가 건강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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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과 및 해석 

 

 이 장에서는 앞에서 제시한 연구문제의 순서에 따라 연구 결과를 

기술하며, 관련 선행연구와의 일관성 여부 및 연구자의 해석을 

제시하였다.  

 

1. 학령기 아동⑥의 건강행태 양상 

 

학령기 아동의 성별과 맞벌이 여부, 자기보호수준에 따른 건강행태를 

보면 <표 V-1>과 같다.  학령기 아동의 건강행태의 평균점수는 

3.75점(SD=.43)으로, 1점부터 5점까지의 척도 중 중간 값인 3점보다 

높은 수준이다. 즉, 학령기 아동의 건강행태는 좋은 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학령기 아동의 성별, 맞벌이 여부, 자기보호수준에 따른 

건강행태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V-2>와 같다. 건강행태는 성별(F=5.16, df=1, 

P<.05)과 자기보호수준(F=7.62, df=2, P<.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V-1>에 제시된 것과 같이 성별에 따른 

건강행태 평균점수를 보면 남아는 3.70점(SD=.45), 여아는 

3.78점(SD=.41)으로 여아의 건강행태 평균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보호수준에 따른 건강행태 평균점수를 보면 성인보호 

아동은 3.80점(SD=.44), 일시적 자기보호 아동은 3.66점(SD=.41), 

지속적 자기보호 아동은 3.64점(SD=.37)으로, Scheffé 사후검증 결과 

                                            
⑥ 3,4학년을 구분하여 학년에 따른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건강행태, 부모지도감독, 

자기보호준비에서 학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3,4학년을 동질의 

집단으로 가정하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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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보호 아동의 건강행태 평균점수가 일시적/지속적 자기보호 아동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상생활에서 반복적으로 

되풀이되어 정신적, 육체적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식생활, 

신체활동, 수면 행태의 건강행태에 있어 남아보다는 여아가, 

일시적/지속적 자기보호 아동보다는 성인보호 아동이 건강상 더 

바람직한 행동을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건강행태의 성별에 대한 

차이는 성별에 따라 선호하는 음식이나, 영양 지식도, 수면 시간 등에 

차이가 있다는 기존 연구(김이수, 나영아, 2005; 이성숙 등, 2012; 

정은주, 2014)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건강행태 교육에 있어 남녀의 

특성과 차이를 고려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알려준다. 

맞벌이 여부에 따른 건강행태의 평균점수를 보면 맞벌이 가정 아동은 

3.75점(SD=.43), 비맞벌이 가정 아동은 3.74점(SD=.44)으로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건강상 바람직한 

행동에 있어서 맞벌이 여부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부모의 맞벌이가 아동의 건강행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김혜경 등, 2008; Klesges et al., 1991)와는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아동의 건강행태 중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계몽을 통한 

부모의 인식 개선 및 그에 따른 건강행태의 전반적인 향상과 관련이 

있을 것이며, 더불어 맞벌이 가정의 부족한 자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먹거리, 사교육 등의 시장 형성으로 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올바른 건강행태 형성과 관련된 교육 및 지원에 있어서 맞벌이 여부 

자체보다는 그로 인해 파생되는 아동의 특성 및 자기보호 상황 등의 

차이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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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1> 성별, 맞벌이 여부, 자기보호수준에 따른 학령기 아동의  

건강행태 

 

<표 V-2> 성별, 맞벌이 여부, 자기보호수준에 따른 학령기 아동의 

건강행태 비교 

변동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성별 .94 1 .94 5.16* 

맞벌이 여부 .18 1 .18 1.00 

자기보호수준 2.77 2 1.39 7.62** 

성별×맞벌이 여부 .01 1 .01 .03 

성별× 자기보호수준 .19 2 .10 .53 

맞벌이 여부×자기보호수준 .04 2 .02 .10 

성별×맞벌이×자기보호수준 .10 2 .05 .27 

오차 95.37 525 .18  

*P<.05, **p<.01 

 

 

자기 

보호 

수준 

남 M(SD) 여 M(SD) 전체 M(SD)  
 

맞벌

이 

비맞

벌이 
전체 

맞벌

이 

비맞

벌이 
전체 

맞벌

이 

비맞

벌이 
전체  

 

성인보호 
3.77 
(.45) 

3.77 
(.47) 

3.77 
(.46) 

3.85 
(.41) 

3.80 
(.44) 

3.82 
(.42) 

3.81 
(.43) 

3.79 
(.45) 

3.80 
(.44) 

a 
 

일시적 

자기보호 
3.63 
(.42) 

3.51 
(.32) 

3.60 
(.40) 

3.73 
(.43) 

3.70 
(.38) 

3.72 
(.42) 

3.68 
(.43) 

3.60 
(.36) 

3.66 
(.41) 

 b 

지속적 

자기보호 
3.55 
(.42) 

3.55 
(.24) 

3.55 
(.38) 

3.74 
(.35) 

3.64 
(.38) 

3.71 
(.36) 

3.65 
(.39) 

3.60 
(.32) 

3.64 
(.37) 

 b 

전체 
3.70 
(.45) 

3.71 
(.44) 

3.70 
(.45) 

3.79 
(.40) 

3.77 
(.43) 

3.78 
(.41) 

3.75 
(.43) 

3.74 
(.44) 

3.75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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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령기 아동의 부모지도감독 양상 

 

 학령기 아동의 성별과 맞벌이 여부, 자기보호수준에 따른 

부모지도감독을 보면 <표 V-3>과 같다.  학령기 아동의 부모지도감독 

평균점수는 4.03점(SD=.74)으로, 1점부터 5점까지의 척도 중 중간 값 

3점보다 높은 4점의 수준이다. 즉, 학령기 아동이 지각하기에 부모님이 

자녀 본인에 대해 많은 정보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학령기 아동의 성별, 맞벌이 여부, 자기보호수준에 따른 

부모지도감독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V-4>와 같이 부모지도감독은   

자기보호수준(F=9.70, df=2,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V-3>에 제시된 것과 같이 자기보호수준에 따른 

부모지도감독의 평균점수를 보면 성인보호 아동은 4.12점(SD=.71), 

일시적 자기보호 아동은 3.91점(SD=.74), 지속적 자기보호 아동은 

3.81점(SD=80)으로, Scheffé 사후검정 결과 일시적/지속적 자기보호 

아동에 비해 성인보호 아동의 부모지도감독 평균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가 자녀의 학교생활, 교우관계, 방과 후 생활 등 

일상생활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해 아동이 지각하는 정도에 

있어 일시적/지속적 자기보호 아동에 비해 성인보호 아동이 더 높게 

지각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성인보호 아동의 경우 상대적으로 

부모와 지내는 시간이 많아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노출시키고 그에 대한 반응을 얻을 기회가 많기 때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성별과 맞벌이 여부에 따른 부모지도감독의 평균점수를 보면 남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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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점(SD=.76), 여아는 4.10점(SD=.71),  맞벌이 가정 아동은 

4.00점(SD=.73), 비맞벌이 가정 아동은 4.08점(SD=.75)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지도감독은 성별과 맞벌이 여부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에 따라 부모지도감독에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박진경, 도현심, 2001; Stattin & Kerr, 

2000)를 지지하며, 어머니의 취업 유무에 따라 부모지도감독에 차이가 

없다는 연구(Crouter et al., 1990)와 일치한다. 

 

<표 V-3> 성별, 맞벌이 여부, 자기보호수준에 따른 학령기 아동의 

부모지도감독 

자기 

보호 

수준 

남 M(SD) 여 M(SD) 전체 M(SD)   

맞벌

이 

비맞벌

이 
전체 

맞벌

이 

비맞

벌이 
전체 

맞벌

이 

비맞

벌이 
전체   

성인보호 
3.97 
(.72) 

4.14 
(.69) 

4.04 
(.71) 

4.20 
(.67) 

4.21 
(.72) 

4.20 
(.70) 

4.07 
(.70) 

4.18 
(.71) 

4.12 
(.71) 

a  

일시적 

자기보호 
3.94 
(.79) 

3.79 
(.72) 

3.90 
(.77) 

3.98 
(.72) 

3.71 
(.71) 

3.92 
(.72) 

3.96 
(.75) 

3.75 
(.70) 

3.91 
(.74) 

 b 

지속적 

자기보호 

3.66 

(.78) 
3.52 
(1.23) 

3.63 
(.90) 

3.96 
(.73) 

3.94 
(.61) 

3.95 
(.69) 

3.82 
(.77) 

3.76 
(.92) 

3.81 
(.80) 

 b 

전체 
3.91 
(.75) 

4.03 
(.78) 

3.95 
(.76) 

4.09 
(.70) 

4.13 
(.72) 

4.10 
(.71) 

4.00 
(.73) 

4.08 
(.75) 

4.03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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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4> 성별, 맞벌이 여부, 자기보호수준에 따른 학령기 아동의 

부모지도감독 비교 

변동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성별 1.91 1 1.91 3.61 

맞벌이 여부 .33 1 .33 .62 

자기보호수준 10.25 2 5.12 9.70*** 

성별×맞벌이 여부 .05 1 .05 .10 

성별× 자기보호수준 1.27 2 .64 1.21 

맞벌이 여부×자기보호수준 1.56 2 .78 1.47 

성별×맞벌이×자기보호수준 .27 2 .14 .26 

오차 277.17 525 .53  

 ***p<.001 

 

3. 학령기 아동의 자기보호준비 양상 

 

학령기 아동의 성별과 맞벌이 여부, 자기보호수준에 따른 

자기보호준비를 보면 <표 V-5>와 같다.  학령기 아동의 자기보호준비 

전체 평균점수는 3.99점(SD=.49)으로, 1점부터 5점까지의 척도 중 

중간 값 3점보다 높은 4점에 근접하다. 즉, 학령기 아동의 

자기보호준비는 좋은 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학령기 아동의 성별, 맞벌이 여부, 자기보호수준에 따른 

자기보호준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V-6>과 같다. 자기보호준비는 맞벌이 여부(F=6.34, 

df=1, P<.05)과 자기보호수준(F=5.50, df=2, P<.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V-5>에 제시된 것과 같이 맞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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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에 따른 자기보호준비 평균점수를 보면 맞벌이 가정 아동은 

4.01점(SD=.45), 비맞벌이 가정 아동은 3.95점(SD=.53)으로 맞벌이 

가정 아동의 자기보호준비 평균점수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보호수준에 따른 건강행태 평균점수를 보면 성인보호 아동은 

4.03점(SD=.48), 일시적 자기보호 아동은 3.92점(SD=.53), 지속적 

자기보호 아동은 3.92점(SD=.46)으로, Scheffé 사후검정 결과 

성인보호 아동의 자기보호준비 평균점수가 일시적/지속적 자기보호 

아동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상생활에서 물리적, 

인지적, 사회적, 감정적으로 성숙하여 성인의 도움 없이 자기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능력에 있어 비맞벌이 가정 아동보다는 맞벌이 가정 

아동이, 일시적/지속적 자기보호 아동보다는 성인보호 아동이 더 

우수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성별에 따른 자기보호준비의 평균점수를 보면 남아는 

3.97점(SD=.52), 여아는 4.01점(SD=.45)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인의 도움 없이 

자기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능력에 있어 성별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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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5> 성별, 맞벌이 여부, 자기보호수준에 따른 학령기 아동의 

자기보호준비 

자기 

보호 

수준 

남 M(SD) 여 M(SD) 전체 M(SD)   

맞벌

이 

비맞

벌이 
전체 

맞벌

이 

비맞

벌이 
전체 

맞벌

이 

비맞

벌이 
전체   

성인보호 
4.08 
(.47) 

3.95 
(.53) 

4.02 
(.50) 

4.01 
(.43) 

4.05 
(.48) 

4.03 
(.46) 

4.05 
(.45) 

4.00 
(.50) 

4.03 
(.48) 

a  

일시적 

자기보호 
4.03 
(.47) 

3,57 
(.77) 

3.91 
(.59) 

3.97 
(.48) 

3.79 
(.47) 

3.93 
(.48) 

4.00 
(.47) 

3.68 
(.64) 

3.92 
(.53) 

 b 

지속적 

자기보호 
3.82 
(.47) 

3.80 
(.65) 

3.81 
(.51) 

4.03 
(.35) 

3.94 
(.49) 

4.01 
(.39) 

3.93 
(.42) 

3.88 
(.56) 

3.92 
(.46) 

 b 

전체 
4.02 
(.48) 

3.88 
(.58) 

3.97 
(.52) 

4.01 
(.42) 

4.01 
(.48) 

4.01 
(.45) 

4.01 
(.45) 

3.95 
(.53) 

3.99 
(.49) 

  

 

<표V-6> 성별, 맞벌이 여부, 자기보호수준에 따른 학령기 아동의 

자기보호준비 비교 

변동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성별 .61 1 .61 2.63 

맞벌이 여부 1.47 1 1.47 6.34* 

자기보호수준 2.54 2 .1.27 5.50** 

성별×맞벌이 여부 .26 1 .26 1.13 

성별× 자기보호수준 .35 2 .18 .76 

맞벌이 여부×자기보호수준 1.15 2 .58 2.49 

성별×맞벌이×자기보호수준 .29 2 .15 .64 

오차 121.29 525 .23  

*P<.05, **p<.01 

 

학령기 아동의 성별과 맞벌이 여부, 자기보호수준에 따른 

자기보호준비 하위 영역별 양상을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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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령기 아동의 물리적 자기보호준비 양상 

 

학령기 아동의 성별과 맞벌이 여부, 자기보호수준에 따른 물리적 

자기보호준비를 보면 <표 V-7>과 같다. 학령기 아동의 물리적 

자기보호준비 평균점수는 4.29점(SD=.59)으로, 1점부터 5점까지의 

척도 중 중간 값 3점보다 높은 4점 수준으로, 자기보호준비 하위 영역 

중 가장 높은 점수이다. 즉, 학령기 아동의 물리적 자기보호준비는 좋은 

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학령기 아동의 성별, 맞벌이 여부, 자기보호수준에 따른 

물리적 자기보호준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V-8>과 같이 모든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성별에 따른 물리적 

자기보호준비의 평균점수를 보면 남아는 4.25점(SD=.61), 여아는 

4.32점(SD=.56)으로 나타났고, 맞벌이 여부에 따라서는 맞벌이 가정 

아동은 4.33점(SD=.54), 비맞벌이 가정 아동은 4.22점(SD=.64)로 

나타났으며, 자기보호수준에 따라서는 성인보호 아동은 

4.28점(SD=.58), 일시적 자기보호 아동은 4.26점(SD=.68), 지속적 

자기보호 아동은 4.34점(SD=.50)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성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집안의 

문단속을 하고, 간단한 음식을 만들고, 자신의 행동을 규제하며, 위급시 

응급 상황에 대처하는 등의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조작적 능력에 있어 

성별, 맞벌이 여부, 자기보호수준에 따라 차이가 없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초등학교 3~4학년이 되면 문단속, 음식 조리, 응급 

상황 대처와 같은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는 조작적 능력인 물리적 

자기보호준비가 일반적으로 갖춰지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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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7> 성별, 맞벌이 여부, 자기보호수준에 따른 학령기 아동의 

물리적 자기보호준비 

자기 

보호 

수준 

남 M(SD) 여 M(SD) 전체 M(SD) 

맞벌

이 

비맞벌

이 
전체 

맞벌

이 

비맞

벌이 
전체 

맞벌

이 

비맞

벌이 
전체 

성인보호 
4.36 
(.55) 

4.11 
(.61) 

4.25 
(.59) 

4.34 
(.47) 

4.28 
(.64) 

4.31 
(.57) 

4.35 
(.52) 

4.21 
(.63) 

4.28 
(.58) 

일시적 

자기보호 
4.29 
(.59) 

4.00 
(1.05) 

4.21 
(.74) 

4.31 
(.66) 

4.32 
(.54) 

4.31 
(.62) 

4.30 
(.62) 

4.16 
(.84) 

4.26 
(.68) 

지속적 

자기보호 
4.22 
(.51) 

4.49 
(.47) 

4.29 
(.51) 

4.39 
(.49) 

4.38 
(.53) 

4.38 
(.49) 

4.31 
(.50) 

4.42 
(.50) 

4.34 
(.50) 

전체 
4.31 
(.55) 

4.13 
(.67) 

4.25 
(.61) 

4.35 
(.53) 

4.30 
(.61) 

4.32 
(.56) 

4.33 
(.54) 

4.22 
(.64) 

4.29 
(.59) 

 

<표 V-8> 성별, 맞벌이 여부, 자기보호수준에 따른 학령기 아동의 

물리적 자기보호준비 비교 

변동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성별 .64 1 .64 1.89 

맞벌이 여부 .21 1 .21 .63 

자기보호수준 .74 2 .37 1.09 

성별×맞벌이 여부 .08 1 .08 .25 

성별× 자기보호수준 .21 2 .11 .31 

맞벌이 여부×자기보호수준 1.15 2 .57 1.68 

성별×맞벌이×자기보호수준 .87 2 .44 1.28 

오차 178.69 525 .34  

 

2) 학령기 아동의 인지적 자기보호준비 양상 

 

학령기 아동의 성별과 맞벌이 여부, 자기보호수준에 따른 인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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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보호준비를 보면 <표 V-9>와 같다. 학령기 아동의 인지적 

자기보호준비 평균점수는 4.18점(SD=.58)으로, 1점부터 5점까지의 

척도 중 중간 값 3점보다 높은 4점 수준이다. 즉, 학령기 아동의 인지적 

자기보호준비는 좋은 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학령기 아동의 성별, 맞벌이 여부, 자기보호수준에 따른 

인지적 자기보호준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V-10>과 같다. 인지적 

자기보호준비는 성별(F=8.90, df=1, P<.01), 맞벌이 여부(F=10.69, 

df=1, P<.01), 자기보호수준(F=10.92, df=2,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맞벌이 여부와 자기보호수준(F=6.16, 

df=1, P<.05)의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9>에 제시된 것과 같이 성별에 따른 인지적 자기보호준비 

평균점수를 보면 남아는 4.11점(SD=.62), 여아는 

4.24점(SD=.53)으로 여아의 인지적 자기보호준비 평균점수가 유의하게  

높았고, 맞벌이 여부에 따라서 맞벌이 가정 아동은 4.20점(SD=.54), 

비맞벌이 가정 아동은 4.14점(SD=.63)으로 맞벌이 가정 아동의 인지적 

자기보호준비 평균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또 자기보호수준에 따라 

성인보호 아동은 4.24점(SD=.55), 일시적 자기보호 아동은 

4.02점(SD=.66), 지속적 자기보호 아동은 4.14점(SD=.66)으로, 

Scheffé 사후검정 결과 일시적 자기보호 아동에 비해 성인보호 아동의 

인지적 자기보호준비 평균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즉, 성인이 없는 

일상생활에서 지시 사항을 이해하고, 위급 시 취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 

및 연락처 등 필요한 정보를 알고, 건강한 음식과 유해한 정보에 대해 

구분하여 이러한 정보들을 활용할 수 있는 지식적 능력에 있어 

남아보다는 여아가, 비맞벌이 가정 아동보다는 맞벌이 가정 아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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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자기보호 아동보다는 성인보호 아동이 더 우수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V-9> 성별, 맞벌이 여부, 자기보호수준에 따른 학령기 아동의 

인지적 자기보호준비 

자기 

보호 

수준 

남 M(SD) 여 M(SD) 전체 M(SD)   

맞벌

이 

비맞

벌이 
전체 

맞벌

이 

비맞

벌이 
전체 

맞벌

이 

비맞

벌이 
전체   

성인보호 
4.25 
(.55) 

4.10 
(.63) 

4.18 
(.58) 

4.24 
(.51) 

4.33 
(.50) 

4.29 
(.51) 

4.24 
(.53) 

4.23 
(.57) 

4.24 
(.55) 

a  

일시적 

자기보호 
4.15 
(.52) 

3.53 
(.91) 

3.99 
(.69) 

4.13 
(.63) 

3.81 
(.52) 

4.05 
(.62) 

4.14 
(.58) 

3.66 
(.75) 

4.02 
(.66) 

 b 

지속적 

자기보호 
4.03 
(.56) 

3.79 
(.80) 

3.97 
(.63) 

4.28 
(.40) 

4.24 
(.55) 

4.27 
(.44) 

4.17 
(.49) 

4.05 
(.69) 

4.14 
(.55) 

a b 

전체 
4.19 
(.55) 

3.99 
(.71) 

4.11 
(.62) 

4.22 
(.52) 

4.26 
(.53) 

4.24 
(.53) 

4.20 
(.54) 

4.14 
(.63) 

4.18 
(.58) 

  

 

<표 V-10> 성별, 맞벌이 여부, 자기보호수준에 따른 학령기 아동의 

인지적 자기보호준비 비교 

변동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성별 2.79 1 2.79 8.90** 

맞벌이 여부 3.35 1 3.35 10.69** 

자기보호수준 6.84 2 3.42 10.92*** 

성별×맞벌이 여부 1.10 1 1.10 3.51 

성별× 자기보호수준 .83 2 .41 1.32 

맞벌이 여부×자기보호수준 3.00 2 1.50 4.80** 

성별×맞벌이×자기보호수준 .02 2 .01 .38 

오차 164.41 525 .31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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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V-1>의 인지적 자기보호준비에서 맞벌이 여부와 

자기보호수준의 상호작용 효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탐색하기 위해 t-

test를 통해 단순 주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V-11>과 같이 

자기보호수준에 따라 맞벌이와 비맞벌이를 비교했을 때, 일시적 

자기보호에서 맞벌이 가정 아동의 평균점수는 4.14점(SD=.58), 

비맞벌이 가정 아동의 평균점수는 3.66점(SD=.74)으로 일시적 

자기보호 맞벌이 가정 아동이 일시적 자기보호 비맞벌이 가정 아동에 

비해 인지적 자기보호준비 평균점수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3.31, p<.01).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인지적 

자기보호준비의 맞벌이 여부와 자기보호수준의 상효작용 효과는 일시적 

자기보호 아동의 맞벌이 여부에 대한 차이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성인보호와 지속적 자기보호 아동의 경우 맞벌이 여부에 따라 성인없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지식적인 능력에서 차이가 없지만 일시적 자기보호 

아동의 경우 맞벌이 가정 아동의 지식적 능력이 비맞벌이 가정 아동에 

비해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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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V-1> 인지적 자기보호준비에서 맞벌이 여부와 자기보호수준의 

상호작용효과 

 

 

<표 V-11> 맞벌이 여부와 자기보호수준에 따른 인지적 

자기보호준비의 단순주효과 검증                                                                                                            

구분 M(SD) t  

성인 보호 
맞벌이 4.24(.53) 

.30 
 

비맞벌이 4.23(.57)  

일시적 자기보호 
맞벌이 4.14(.58) 

3.31** 
 

비맞벌이 3.66(.74)  

지속적 자기보호 
맞벌이 4.17(.49) 

.86 
 

비맞벌이 4.05(.69)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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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령기 아동의 사회적 자기보호준비 양상 

 

 학령기 아동의 성별과 맞벌이 여부, 자기보호수준에 따른 사회적 

자기보호준비를 보면 <표 V-12>와 같다.  학령기 아동의 사회적 

자기보호준비 평균점수는 4.00점(SD=.70)으로, 1점부터 5점까지의 

척도 중 중간 값 3점보다 높은 4점이다. 즉, 학령기 아동의 사회적 

자기보호준비는 좋은 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학령기 아동의 성별, 맞벌이 여부, 자기보호수준에 따른 

사회적 자기보호준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V-13>과 같다. 사회적 

자기보호준비는 맞벌이 여부(F=7.64, df=1, P<.01), 

자기보호수준(F=8.13, df=2,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맞벌이 여부와 자기보호수준(F=4.47, df=2, 

P<.05)의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V-12>에 제시된 것과 같이 맞벌이 여부에 따른 사회적 

자기보호준비 평균점수를 보면 맞벌이 가정 아동은 4.01점(SD=.68), 

비맞벌이 가정 아동은 3.97점(SD=.74)으로 비맞벌이 가정 아동에 비해 

맞벌이 가정 아동의 사회적 자기보호준비 평균점수가 유의하게 높았고, 

자기보호수준에 따라서는 성인보호 아동은 4.06점(SD=.69), 일시적 

자기보호 아동은 3.92점(SD=.73), 지속적 자기보호 아동은 

3.83점(SD=.71)으로, Scheffé 사후검정 결과 지속적 자기보호 아동에 

비해 성인보호 아동의 사회적 자기보호준비 평균점수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아는 3.95점(SD=.75), 여아는 

4.03점(SD=.65)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즉, 

부모님 및 성인들과 쉽게 상호작용을 하고, 위급 시 외부에 도움을 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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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며, 원만한 대인 관계를 유지하는 대인적 능력에 있어서 

비맞벌이 가정 아동보다는 맞벌이 가정 아동이, 지속적 자기보호 

아동보다는 성인보호 아동이 더 우수하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성별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V-12> 성별, 맞벌이 여부, 자기보호수준에 따른 학령기 아동의 

사회적 자기보호준비 

자기 

보호 

수준 

남 M(SD) 여 M(SD) 전체 M(SD)   

맞벌

이 

비맞

벌이 
전체 

맞벌

이 

비맞

벌이 
전체 

맞벌

이 

비맞

벌이 
전체 

 
 

성인보호 
4.05 
(.73) 

4.02 
(.70) 

4.04 
(.71) 

4.03 
(.68) 

4.12 
(.65) 

4.08 
(.66) 

4.04 
(.70) 

4.08 
(.68) 

4.06 
(.69) 

a  

일시적 

자기보호 
4.09 
(.65) 

3.45 
(.99) 

3.92 
(.80) 

3.99 
(.64) 

3.68 
(.70) 

3.91 
(.66) 

4.04 
(.64) 

3.56 
(.86) 

3.92 
(.73) 

a b 

지속적 

자기보호 
3,66 
(.68) 

3.55 
(1.08) 

3.63 
(.79) 

4.09 
(.57) 

3.74 
(.64) 

3.99 
(.61) 

3.89 
(.66) 

3.66 
(.84) 

3.83 
(.71) 

 b 

전체 
3.99 
(.72) 

3.90 
(.81) 

3.95 
(.75) 

4.03 
(.64) 

4.04 
(.67) 

4.03 
(.65) 

4.01 
(.68) 

3.97 
(.74) 

4.00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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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13> 성별, 맞벌이 여부, 자기보호수준에 따른 학령기 아동의 

사회적 자기보호준비 비교 

변동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성별 1.41 1 1.41 2.94 

맞벌이 여부 3.67 1 3.67 7.64** 

자기보호수준 7.81 2 3.90 8.13*** 

성별×맞벌이 여부 .09 1 .09 .19 

성별× 자기보호수준 1.03 2 .52 1.08 

맞벌이 여부×자기보호수준 4.29 2 2.15 4.47* 

성별×맞벌이×자기보호수준 .77 2 .39 .80 

오차 252.02 525 .48  

*P<.05, **p<.01, ***p<.001 

 

<그림 V-2>의 사회적 자기보호준비에서 맞벌이 여부와 

자기보호수준의 상호작용 효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탐색하기 위해 t-

test를 통해 단순 주효과를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V-14>와 같이 

자기보호수준에 따라 맞벌이와 비맞벌이를 비교했을 때, 일시적 

자기보호에서 맞벌이 가정 아동의 사회적 자기보호준비 평균점수는 

4.04점(SD=.64), 비맞벌이 가정 아동의 사회적 자기보호 준비 

평균점수는 3.56점(SD=.86)으로 일시적 자기보호 맞벌이 가정 아동이 

일시적 자기보호 비맞벌이 가정 아동에 비해 사회적 자기보호준비 

평균점수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94, p<.01).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자기보호준비의 맞벌이 여부와 자기보호수준의 

상효작용 효과는 일시적 자기보호 아동의 맞벌이 여부에 대한 차이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성인보호와 지속적 자기보호 아동의 경우 맞벌이 

여부에 따라 타인과의 상호작용 및 원만한 대인적 능력에 있어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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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으나 일시적 자기보호 아동의 경우의 경우 맞벌이 가정 아동의 대인적 

능력이 비맞벌이 가정 아동에 비해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림 V-2> 사회적 자기보호준비에서 맞벌이 여부와 자기보호수준의 

상호작용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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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14> 맞벌이 여부와 자기보호수준에 따른 사회적 

자기보호준비의 단순주효과 검증 

구분 M(SD) t  

성인 보호 
맞벌이 4.04(.70) 

-.47 
 

비맞벌이 4.08(.68)  

일시적 자기보호 
맞벌이 4.04(.64) 

2.94** 
 

비맞벌이 3.56(.86)  

지속적 자기보호 
맞벌이 3.89(.66) 

1.37 
 

비맞벌이 3.66(.84)  

**p<.01  

 

4) 학령기 아동의 감정적 자기보호준비 양상 

 

학령기 아동의 성별과 맞벌이 여부, 자기보호수준에 따른 감정적 

자기보호준비를 보면 <표 V-15>와 같다.  학령기 아동의 감정적 

자기보호준비 평균점수는 3.54점(SD=.63)으로, 1점부터 5점까지의 

척도 중 중간 값인 3점보다 높은 수준이나, 자기보호준비 하위 영역 중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점수이다.  즉, 학령기 아동의 감정적 

자기보호준비는 좋은 편이라고 할 수 있으나, 자기보호준비 하위 영역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감정적 자기보호준비가 부족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학령기 아동의 성별, 맞벌이 여부, 자기보호수준에 따른 

감정적 자기보호준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V-16>과 같이 모든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성별에 따른 감정적 

자기보호준비의 평균점수를 보면 남아는 3.59점(SD=.65), 여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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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점(SD=.61)으로 나타났고, 맞벌이 여부에 따라서는 맞벌이 가정 

아동은 3.56점(SD=.61), 비맞벌이 가정 아동은 3.51점(SD=.66)로 

나타났으며, 자기보호수준에 따라서는 성인보호 아동은 

3.57점(SD=.62), 일시적 자기보호 아동은 3.54점(SD=.58), 지속적 

자기보호 아동은 3.41점(SD=.69)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성인 없이 집에서 기꺼이 혼자 

있는 것을 선택하고, 혼자 있는 것에 자신감이 있으며, 지루함이나 

외로움과 같은 기분을 통제하고, 혼자 있는 상황이나 주어진 지시사항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는 등의 성인 없는 일상생활에서의 정서적 조절 

능력에 있어서 성별, 맞벌이 여부, 자기보호수준에 따라 차이가 없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V-15> 성별, 맞벌이 여부, 자기보호수준에 따른 학령기 아동의 

감정적 자기보호준비 

자기 

보호 

수준 

남 M(SD) 여 M(SD) 전체 M(SD) 

맞벌

이 

비맞

벌이 
전체 

맞벌

이 

비맞

벌이 
전체 

맞벌

이 

비맞

벌이 
전체 

성인보호 
3.68 
(.52) 

3.59 
(.66) 

3.64 
(.64) 

3.50 
(.58) 

3.51 
(.61) 

3.51 
(.59) 

3.60 
(.61) 

3.55 
(.63) 

3.57 
(.62) 

일시적 

자기보호 
3.66 
(.59) 

3.38 
(.66) 

3.58 
(.62) 

3.52 
(.49) 

3.41 
(.69) 

3.49 
(.54) 

3.58 
(.54) 

3.40 
(.66) 

3.54 
(.58) 

지속적 

자기보호 
3.36 
(.72) 

3.44 
(.59) 

3.38 
(.68) 

3.44 
(.59) 

3.39 
(.99) 

3.43 
(.71) 

3.41 
(.65) 

3.41 
(.82) 

3.41 
(.69) 

전체 
3.62 
(.64) 

3.55 
(.65) 

3.59 
(.65) 

3.49 
(.56) 

3.49 
(.67) 

3.49 
(.61) 

3.56 
(.61) 

3.51 
(.66) 

3.54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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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16> 성별, 맞벌이 여부, 자기보호수준에 따른 학령기 아동의 

감정적 자기보호준비 비교 

변동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성별 .26 1 .26 .65 

맞벌이 여부 .40 1 .40 1.03 

자기보호수준 1.71 2 .85 2.18 

성별×맞벌이 여부 .04 1 .04 .11 

성별× 자기보호수준 .34 2 .17 .43 

맞벌이 여부×자기보호수준 .47 2 .24 .60 

성별×맞벌이×자기보호수준 .25 2 .12 .31 

오차 206.03 525 .39  

 

4. 학령기 아동의 부모지도감독, 자기보호준비, 

건강행태의 관계 

 

 학령기 아동의 자기보호수준에 따른 부모지도감독, 자기보호준비, 

건강행태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적률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학령기 성인보호 아동의 부모지도감독, 자기보호준비, 

건강행태의 관계 

 

 학령기 성인보호 아동의 부모지도감독, 자기보호준비, 건강행태의 

관계의 결과는 <표 V-1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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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학령기 성인보호 아동의 부모지도감독과 영역별 자기보호준비를 

살펴보면 부모지도감독과 자기보호준비의 모든 영역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특히, 사회적 자기보호준비(r=.63, p<.001)와 

부모지도감독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게 나왔으며, 다음으로는 인지적 

자기보호준비(r=.56, P<.001), 물리적 자기보호준비(r=.44, p<.001), 

감정적 자기보호준비(r=.27, p<.001)순으로 높게 나왔다. 이는 

성인보호 아동이 지각하기에 부모가 자신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다고 

느낄수록 성인의 도움 없이 자기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능력이 

우수하다는 것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령기 성인보호 아동의 부모지도감독, 영역별 자기보호준비와 

건강행태를 살펴보면 부모지도감독 및 자기보호준비의 모든 영역은 

건강행태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사회적 

자기보호준비(r=.55, p<.001), 인지적 자기보호준비(r=.54, p<.001), 

부모지도감독(r=.48, p<.001), 물리적 자기보호준비(r=.40, p<.001), 

감정적 자기보호준비(r=.35, p<.001)의 순으로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학령기 성인보호 아동이 성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기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능력이 높을수록, 아동이 

지각하기에 부모가 자신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할수록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건강상 바람직한 행동을 한다는 것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영향에 있어서는 사회적 

자기보호준비와의 관계가 가장 크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성인보호 

아동의 경우 자기보호준비와 부모지도감독이 모두 건강행태와 관계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부모와 쉽게 대화하고, 부모 외의 성인이나 

기관에 위급 시 도움을 청할 수 있으며,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대인적 능력인 사회적 자기보호준비가 건강행태와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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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17> 학령기 성인보호 아동의 부모지도감독, 자기보호준비, 

건강행태의 상관관계 

구분 부모지도감독 
자기보호준비 

건강행태 
물리적 인지적 사회적 감정적 

부모지도감독 1      

자기 

보호 

준비 

물리적 .44*** 1     

인지적 .56*** .63*** 1    

사회적 .63*** .60*** .71*** 1   

감정적 .27*** .36*** .46*** .31*** 1  

건강행태 .48*** .40*** .54*** .55*** .35*** 1 

***P<.001 

 

2) 학령기 일시적 자기보호 아동의 부모지도감독, 

자기보호준비, 건강행태의 관계 

 

 학령기 일시적 자기보호 아동의 부모지도감독, 자기보호준비, 

건강행태의 관계의 결과는 <표 V-18>과 같다 

 먼저, 학령기 일시적 자기보호 아동의 부모지도감독과 영역별 

자기보호준비를 살펴보면 부모지도감독과 자기보호준비의 모든 영역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특히, 사회적 자기보호준비(r=.53, 

p<.001)와 부모지도감독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게 나왔으며, 다음으로는 

인지적 자기보호준비(r=.49, P<.001), 물리적 자기보호준비(r=.43, 

p<.001), 감정적 자기보호준비(r=.38, p<.001)순으로 높게 나왔다. 

이는 일시적 자기보호 아동이 지각하기에 부모가 자신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다고 느낄수록 성인의 도움 없이 자기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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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이 우수하다는 것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령기 일시적 자기보호 아동의 부모지도감독, 영역별 자기보호준비와 

건강행태를 살펴보면 부모지도감독 및 자기보호준비의 모든 영역과 

건강행태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특히, 

부모지도감독(r=.43, p<.001)과 건강행태와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물리적 자기보호준비(r=.39, p<.001), 인지적 

자기보호준비(r=.36, p<.001), 사회적 자기보호준비(r=.36, p<.001), 

감정적 자기보호준비(r=.27, p<.01)의 순으로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학령기 일시적 자기보호 아동의 경우 아동이 느끼기에 

부모가 자신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할수록, 성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기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능력이 우수할수록,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건강상 바람직한 행동을 한다는 

것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영향력에 있어서는 

부모지도감독과의 관계가 가장 크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짧은 시간 

자기보호 상황에 노출된 일시적 자기보호 아동의 경우, 자기보호준비와 

부모지도감독이 모두 건강행태와 관계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부모가 자신에 대해 많은 정보를 가지고 관심이 있다고 지각하는 정도가 

건강행태와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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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18> 학령기 일시적 자기보호 아동의 부모지도감독, 

자기보호준비, 건강행태의 상관관계 

구분 부모지도감독 
자기보호준비 

건강행태 
물리적 인지적 사회적 감정적 

부모지도감독 1      

자기 

보호 

준비 

물리적 .43*** 1     

인지적 .49*** .62*** 1    

사회적 .53*** .57*** .69*** 1   

감정적 .38*** .46*** .47*** .52***   

건강행태 .43*** .39*** .36*** .36*** .27** 1 

**P<.01, ***P<.001 

 

3) 학령기 지속적 자기보호 아동의 부모지도감독, 

자기보호준비, 건강행태의 상관관계 

 

 학령기 지속적 자기보호 아동의 부모지도감독, 자기보호준비, 

건강행태의 관계의 결과는 <표 V-19>와 같다 

 먼저, 학령기 지속적 자기보호 아동의 부모지도감독과 영역별 

자기보호준비를 살펴보면 인지적 자기보호준비(r=.43, p<.001)와 

사회적 자기보호준비(r=.61, p<.001)가 부모지도감독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사회적 자기보호준비와 부모지도감독의 

상관관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지속적 자기보호 아동이 지각하기에 

부모가 자신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다고 느낄수록 성인의 도움 없이 자기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능력 중 지식적 능력과 대인적 능력이 

우수하다는 것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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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령기 지속적 자기보호 아동의 부모지도감독, 영역별 자기보호준비와 

건강행태를 살펴보면 부모지도감독 및 자기보호준비의 모든 영역과 

건강행태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특히, 인지적 

자기보호준비(r=.47, p<.001)와 건강행태와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사회적 자기보호준비(r=.46, p<.001), 

부모지도감독(r=.44, p<.001), 물리적 자기보호준비(r=.23, p<.05), 

감정적 자기보호준비(r=.23, p<.05)의 순으로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학령기 지속적 자기보호 아동의 경우 아동이 느끼기에 

부모가 자신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할수록, 성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기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능력이 우수할수록,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건강상 바람직한 행동을 한다는 

것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영향력에 있어서는 인지적 

자기보호준비와의 관계가 가장 크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장시간 

자기보호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지속적 자기보호 아동의 경우 

자기보호준비와 부모지도감독 모두 건강행태와 관계가 있지만 특히, 

부모의 지시를 이해하고,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으며, 유해한 정보를 

구분하는 등의 지식적인 능력을 의미하는 인지적 자기보호준비가 

건강행태와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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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19> 학령기 지속적 자기보호 아동의 부모지도감독, 

자기보호준비, 건강행태의 상관관계 

구분 부모지도감독 
자기보호준비 

건강행태 
물리적 인지적 사회적 감정적 

부모지도감독 1      

자기 

보호 

준비 

물리적 .18 1     

인지적 .43*** .51*** 1    

사회적 .61*** .41*** .69*** 1   

감정적 .17 .30** .33** .28** 1  

건강행태 .44*** .23* .47*** .46*** .23* 1 

*P<.05, **P<.01, ***P<.001 

 

5. 학령기 아동의 건강행태에 부모지도감독 및 

자기보호준비가 미치는 영향 

 

학령기 아동의 자기보호수준별 건강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무엇이며, 그 영향력의 양상은 어떠한 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건강행태를 

종속변수로, 아동의 성별, 맞벌이 여부, 부모지도감독과 영역별 

자기보호준비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학령기 성인보호 아동의 건강행태에 부모지도감독 및 

자기보호준비가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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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령기 성인보호 아동의 건강행태에 부모지도감독 및 자기보호준비가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결과는 <표 V-20>과 같다. 학령기 성인보호 

아동의 건강행태를 측정하는 이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F=29.73, 

p<.001)하며, 설명력은 38%로 나타났다. 즉, 학령기 성인보호 아동의 

건강행태의 38%가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들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독립변수 간의 공차한계는 최대 .95, VIF는 2.67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다. 

 도출된 회귀식에 의해 개별 독립 변수 중 건강행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살펴보면, 부모지도감독(t=2.71, p<.01), 인지적 

자기보호준비(t=2.81, p<.01), 사회적 자기보호준비 (t=4.10, p<.001), 

감정적 자기보호준비(t=2.72, p<.01)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독립변수의 상대적 기여도를 나타내는 표준화계수를 보면 

사회적 자기보호준비(β=.28), 인지적 자기보호준비(β=.20), 

부모지도감독(β=.16), 감정적 자기보호준비(β=.13)의 순으로 학령기 

아동의 건강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령기 

성인보호 아동이 사회적, 인지적, 감정적으로 성숙하여 성인 없이 홀로 

지내는 능력이 높을수록, 아동이 느끼기에 부모님이 자신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할수록, 일상생활에서 건강에 바람직한 행동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건강상 바람직한 행동에 있어 사회적 자기보호준비의 

영향력이 가장 크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성인보호 아동의 경우 

자기보호준비와 부모지도감독이 모두 건강행태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부모와 쉽게 대화하고, 위급시 부모 외 성인 

및 기관에 도움을 청하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타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대인적 능력인 사회적 자기보호준비가 

건강행태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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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20> 학령기 성인보호 아동의 건강행태에 부모지도감독 및 

자기보호준비가 미치는 영향  

독립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 

계수 

β 

t R 

R제곱 

(조정된 

R제곱) 

F 
B 

표준 

오차 

성별 .03 .04 .03 .76 

.62 
.38 

(.37) 
29.73*** 

맞벌이여부 -.04 .04 -.04 -.90 

부모지도감독 .10 .04 .16 2.71** 

자기 

보호 

준비 

물리적 -.01 .04 -.01 -1.10 

인지적 .16 .06 .20 2.81** 

사회적 .18 .04 .28 4.10*** 

감정적 .10 .04 .13 2.72** 

상수 1.68 .17  9.08*** 

**P<.01, ***P<.001 

 

2) 학령기 일시적 자기보호 아동의 건강행태에 

부모지도감독 및 자기보호준비가 미치는 영향  

 

 학령기 일시적 자기보호 아동의 건강행태에 부모지도감독 및 

자기보호준비가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결과는 <표 V-21>과 같다.  

학령기 일시적 자기보호 아동의 건강행태를 측정하는 이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F=4.54, p <.001)하며, 설명력은 26%로 나타났다. 

즉, 학령기 일시적 자기보호 아동의 건강행태의 26%가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들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독립변수 간의 공차한계는 최대 .97, 

VIF는 2.43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다.  

 도출된 회귀식에 의해 개별 독립 변수 중 건강행태에 유의한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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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변수를 살펴보면, 부모지도감독(t=2.56, p<.05)만이 건강행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상대적 기여도인 표준화 계수(β)는 .28로 

나타났다. 이는 학령기 일시적 자기보호 아동의 경우 아동이 지각하기에 

부모님이 자신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할수록 일상생활에서 건강에 

바람직한 행동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일시적 자기보호 아동에 있어 

자기보호준비는 건강상 바람직한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미 아동이 자기보호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 자기보호준비가 건강행태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부모가 자녀에 

대해 적절한 정보를 가지고,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아동이 지각하게 

함으로써 바람직한 건강행태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어 

일시적 자기보호 아동에게 있어 부모지도감독의 중요성을 알려준다. 

 

<표 V-21> 학령기 일시적 자기보호 아동의 건강행태에 부모지도감독 

및 자기보호준비가 미치는 영향  

*P<.05, ***P<.001 

독립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 

계수 

β 

t R 

R제곱 

(조정된 

R제곱) 

F 
B 

표준 

오차 

성별 .11 .8 .14 1.47 

.51 
.26 

(.20) 
4.54*** 

맞벌이여부 .01 .09 .02 .07 

부모지도감독 .16 .06 .28 2.56* 

자기 

보호 

준비 

물리적 .11 .07 .18 1.46 

인지적 .03 .09 .05 .37 

사회적 .03 .08 .05 .38 

감정적 .03 .08 .04 .36 

상수 2.07 .22  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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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령기 지속적 자기보호 아동의 건강행태에 

부모지도감독 및 자기보호준비가 미치는 영향  

 

 학령기 지속적 자기보호 아동의 건강행태에 부모지도감독 및 

자기보호준비가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결과는 <표 V-22>와 같다. 

학령기 지속적 자기보호 아동의 건강행태를 측정하는 이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F=5.18, p<.001)하며, 설명력은 31%로 나타났다. 

즉, 학령기 지속적 자기보호 아동의 건강행태의 31%가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들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독립변수 간의 공차한계는 최대 .93, 

VIF는 2.63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다. 

도출된 회귀식에 의해 개별 독립 변수 중 건강행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살펴보면, 일시적 자기보호 아동과 마찬가지로 지속적 

자기보호 아동의 경우에도 부모지도감독(t=2.04, p<.05)만이 

건강행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상대적 기여도인 표준화 

계수(β)는 .24로 나타났다. 이는 학령기 지속적 자기보호 아동의 경우 

아동이 지각하기에 부모님이 자신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할수록 

일상생활에서 건강에 바람직한 행동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지속적 

자기보호 아동에 있어 자기보호준비는 건강상 바람직한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일시적 자기보호 아동과 

동일한 결과로 지속적 자기보호 아동에 있어서도 부모지도감독이 

중요함을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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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22> 학령기 지속적 자기보호 아동의 건강행태에 부모지도감독 

및 자기보호준비가 미치는 영향  

                                                 *P<.05, ***P<.001 

 

독립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 

계수 

β 

t R 

R제곱 

(조정된 

R제곱) 

F 
B 

표준 

오차 

성별 .06 .07 .07 .76 

.55 
.31 

(.25) 
5.18*** 

맞벌이여부 -01 .08 -.01 -.13 

부모지도감독 .11 .05 .24 2.04* 

자기 

보호 

준비 

물리적 -.01 .08 -.02 -.14 

인지적 .18 .10 .26 1.86 

사회적 .06 .08 .11 .71 

감정적 .04 .05 .07 .74 

상수 2.12 .35  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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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및 제언 

 

 위와 같은 연구결과를 근거로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으며,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결론 및 논의  

 

이 연구는 학령기 아동의 건강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일상 

생활에서의 건강행태를 파악하고 학령기 아동의 자기보호수준에 따라 

건강행태, 부모지도감독, 자기보호준비의 관계 및 건강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학령기 아동의 사회 활동 영역이 

넓어짐에 따라 부모지도감독의 영향이 증가되고, 사회∙문화적 변화와 

부모 및 아동의 신념 등에 의한 학령기 아동의 자기보호 상황 노출이 

증대되면서 자기보호준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소들과 건강행태의 관계를 간과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 아동의 건강행태, 부모지도감독, 

자기보호준비가 성별, 맞벌이 여부, 자기보호수준에 따라 어떠한 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자기보호수준에 따라 건강행태, 부모지도감독, 

자기보호준비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건강행태에 

있어서 부모지도감독과 자기보호준비가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경기, 충청, 경상 소재 초등학교 

3,4학년에 재학 중인 아동 537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질문지 

조사를 통해 아동의 자기보호수준, 건강행태, 부모지도감독, 

자기보호준비를 조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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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주요 연구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되었다.   

첫째, 학령기 아동의 부모지도감독과 자기보호준비, 건강행태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지도감독이 

높을수록, 자기보호준비가 잘 되어 있을수록 건강행태가 좋은 것과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지도감독이 높을수록 문제 행동 및 건강위해행태를 억제한다는 

연구(Crouter et al., 1999; Stattin & Kerr, 2000) 및 자기보호준비가 

아동의 실제 생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선행 연구(Bundy & 

Boser, 1987; Todd & Bagby, 1986;)와 일맥 상통한다. 즉, 

자기보호준비는 아동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강행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부모가 자녀의 생활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적절한 관심을 가지는 것은 아동의 건강위해행태를 억제할 뿐만 아니라 

건강 증진을 위한 올바른 건강행태에도 긍정적 영향을 준다. 따라서 

부모지도감독 및 자기보호준비를 통해 학령기 아동의 올바른 건강행태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물리적, 인지적, 사회적, 감정적 

자기보호준비를 향상시키고,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지도감독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요소들을 건강행태 교육 프로그램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령기 아동의 부모지도감독과 자기보호준비는 건강행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영향은 아동의 자기보호수준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인다. 성인보호 아동의 경우 부모지도감독과 더불어 인지적, 

사회적, 감정적 자기보호준비가 건강행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상대적 영향력에 있어서 사회적, 인지적 

자기보호준비의 영향력이 부모지도감독의 영향력보다 크게 나타났다. 

기존 연구에서는 자기보호준비를 자기보호 아동에 한정하여 

논의하였는데 성인보호 아동의 건강행태에 있어 자기보호준비의 영향이 



 

 81 

크다는 점은 성인보호 하의 아동에게도 자기보호준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반면 일시적/지속적 자기보호 아동의 경우 부모지도감독만이 

건강행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보호준비의 경우 아동이 자기보호 상황에 놓이기 전에 갖춰 졌을 때 

건강행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으로 

자기보호준비의 사전 대비의 중요성을 말해준다. 이에 따라 자기보호 

상황에 놓이기 전에 자기보호준비가 갖춰져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학령기 아동 전반에 대한 자기보호준비 교육이 필요함을 알려준다. 또한 

이미 자기보호 상황에 놓여 있는 자기보호 아동의 경우 

자기보호준비라는 요소를 통해 건강행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더라도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지도감독을 향상시켜 건강행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부모는 자녀에 대한 정보와 

관심을 가짐으로써 부모지도감독의 수준을 높이고, 자녀와의 적절한 

의사소통을 통해 자녀가 부모의 지도감독 수준을 높게 지각하도록 하여 

성인의 부재하에서도 아동의 올바른 건강행태 형성을 도모할 수 있다. 

따라서 건강행태 교육 프로그램 설계에 있어 아동의 자기보호 상황 및 

수준을 고려하여 부모지도감독과 자기보호준비의 요소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자기보호수준에 따라 일시적/지속적 자기보호 아동은 성인보호 

아동에 비해 건강행태, 부모지도감독, 자기보호준비가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보호 아동의 건강행태가 좋지 않다는 것은 성인 부재가 

아동의 올바른 건강행태에 불리한 환경이라는 연구자의 가설을 지지한다. 

이는 학령기 아동이라는 특성상 음식 가공 능력 등과 같은 신체 조작과 

생활 통제력의 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자기보호 아동의 올바른 건강행태 형성을 위해 음식 조리와 같이 실제 

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조작 능력과 생활 통제력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 



 

 82 

규칙 등을 만들어 실천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자기보호 

상황에 따른 학령기 아동 간의 건강 불평등을 사전에 예방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부모지도감독과 관련하여 자기보호 아동은 가정 

밖에서뿐만 아니라 가정 내에서도 일정 시간 부모의 시야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성인보호 아동에 비해 부모와 지내는 시간 및 상호작용이 

부족하여 부모가 자신에 대해 덜 알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선행 연구를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부모지도감독은 자기 

통제력을 높이고 문제 행동을 억제시키는 역할(Stattin & Kerr, 

2000)을 하기 때문에 성인의 부재하에 있는 자기보호 아동에게 있어 그 

역할의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기보호 아동 부모에게 

부모지도감독의 수준을 높이는 것과 더불어 시간 효율적인 의사소통 및 

부모-자녀 상호작용 등 부모가 자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녀가 지각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학습할 수 있는 부모교육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자기보호준비와 관련하여 이미 자기보호 상황에 

놓인 자기보호 아동이 성인보호 아동에 비해 자기보호준비가 덜 되어 

있다는 점에서 자기보호 아동의 발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위험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자기보호 상황에서 아동의 긍정적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자기보호 상황에 놓이기 전에 자기보호준비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성인보호 아동에게는 추후 자기보호 상황에 놓일 것을 대비하여 

자기보호준비의 필요성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미 자기보호 

상황에 놓여 있는 자기보호 아동에게는 그들의 자기보호준비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여 부족한 부분은 빠른 시간 내에 획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학령기 아동의 자기보호준비와 관련하여 맞벌이 가정 아동에 

비해 비맞벌이 가정 아동의 자기보호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까지의 다수의 연구들은 아동의 생활 실태의 및 내면적∙외현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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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있어 맞벌이 가정 아동의 불리함을 보고하고 있으나, 본 연구의 

자기보호준비에 있어 맞벌이 가정 아동에 비해 비맞벌이 가정 아동의 

부족함이 나타났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맞벌이 가정 아동의 

자기보호준비가 비맞벌이 가정 아동에 비해 잘 되어 있다는 결과는 

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모들이 가정 내의 정기적인 성인 부재로 인한 

아동 발달의 불리함을 인지하여 사전에 자녀가 성인의 돌봄이 아닌 자기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능력, 특히 지식적이고 대인적인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도하여 성인 부재 상황을 대비시키는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반면, 비맞벌이 가정의 경우, 특히 일시적으로 짧은 시간 아동이 

자기보호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 부모들은 아동의 자기보호 

상황에서의 불리함이 미칠 영향을 과소평가하여 자기보호준비의 

필요성을 간과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자기보호 상황은 

맞벌이 여부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활 패턴과 부모의 신념, 아동의 성장 

등에 따라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며, 일시적인 자기보호 

상황이라 하더라도 아동의 생활 리듬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자기보호준비는 학령기 아동 모두에게 필요한 능력이다. 따라서 짧은 

시간동안 자기보호 상황에 놓이게 되더라도 자기보호의 영향을 간과하지 

않도록 부모와 아동 모두에게 자기보호준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이 필요하다.  

또한 자기보호준비 하위 영역 중 학령기 아동에게 있어 감정적 

자기보호준비가 상대적으로 덜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가 

초등학교 3,4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감정적 

자기보호 준비가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은 당연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기보호 상황 속에서 아동의 긍정적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인지적, 사회적, 감정적 자기보호준비가 균형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한 감정적 자기보호준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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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려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즉, 아동이 집에서 기꺼이 

혼자 있을 수 있고, 혼자 있는 것에 대한 외로움이나 무서움, 

의기소침함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자신의 기분을 통제하여 혼자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일상생활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실천적인 방법 등 

감정적 자기보호준비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보호준비의 균형적인 발달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학령기 아동의 건강행태, 부모지도감독, 

자기보호준비 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으며 건강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는 자기보호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다. 또한 건강행태, 

부모지도감독, 자기보호준비 양상에 있어 성인보호 아동에 비해 

일시적/지속적 자기보호 아동이 불리하며, 맞벌이 가정 아동에 비해 

비맞벌이 가정 아동의 자기보호준비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학령기 아동의 올바른 건강행태 형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아동의 자기보호수준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여 학령기 

아동의 부모지도감독 및 자기보호준비라는 요소를 적절히 활용하는 해야 

할 것이며, 더불어 자기보호 아동의 불리함을 인지하여 이들에 대한 

지원 및 자기보호준비의 필요성 인식 확산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2. 의의 및 제언 

 

다음에서는 이 연구의 의의를 밝히고 제한점과 함께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한다.  

 이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자기보호 상황과 맞벌이 상황을 구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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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다는 점에서 이론적/학문적 의의를 가진다. 기존 자기보호 아동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자기보호 아동의 발생 배경을 맞벌이로 보고 

자기보호 아동과 맞벌이 가정 아동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여성 경력 단절을 방지하기 위한 탄력 근무제 등의 정부의 정책 지원, 

맞벌이 가정의 아동 양육을 보완해 줄 초등 돌봄 교실, 사교육 등이 

활성화로 맞벌이 가정 아동의 자기보호 여부에 대한 선택이 가능해 졌다.  

뿐만 아니라 가족 생활 패턴이 다양해지면서 비맞벌이 가정의 아동도 

자기보호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아졌다. 따라서 자기보호 상황은 

맞벌이 여부뿐만 아니라 부모의 자녀의 성숙에 대한 신념과 가치관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기보호 상황과 맞벌이 상황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맞벌이 여부라는 독립된 변수를 

사용하였으며, 그 결과 아동의 건강행태에 있어 맞벌이 여부는 유의한 

차이가 없으며, 자기보호수준에 따라 성인보호 아동에 비해 

일시적/지속적 아동의 건강행태가 불리하다는 결과가 나타나 자기보호 

상황과 맞벌이 상황의 구분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아동의 

올바른 건강행태 형성에 있어 맞벌이 여부 자체가 아닌 아동이 놓여진 

자기보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준다.  

또한 학령기 아동의 자기보호준비에 있어 맞벌이 가정 아동에 비해 

비맞벌이 가정 아동이 부족하며, 특히 일시적 자기보호 비맞벌이 가정 

아동의 부족함이 두드러진다는 결과는 기존의 맞벌이로 인한 아동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곽희령, 2005; 김혜경 등, 2008; 나희연, 2008; 

오승희, 2007; Klesges et al., 1991)을 밝히고 장시간 자기보호 상황에 

노출된 아동들의 위험성을 지적한 연구(공유경, 2005; 윤수경, 2011; 

Lord & Mahoney, 2007; Shumow et al., 2009; Vandell & Ramanan, 

1991)들과는 달리 비맞벌이 가정의 아동, 짧은 시간 자기보호 상황에 

노출된 아동들에 대한 위험성을 확인하고 이들에게 경각심을 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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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이 연구는 학령기 아동의 건강행태에 부모지도감독과 

자기보호준비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힘과 동시에 자기보호수준에 

따라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 건강행태 교육에 

부모지도감독 및 자기보호준비의 활용근거와 방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현장 적용의 의의가 있다.  학령기 아동은 조작 능력과 통제력이 

발달하여 자율성을 추구하는 동시에, 또래 관계 증가 등으로 부모의 

직접적인 통제에 벗어나고자 하며, 더불어 부모는 아동이 성장함에 따라 

신체적, 정신적 성숙에 대한 믿음으로 자녀를 자기보호 상황에 

노출시키게 된다. 그러나 학령기 아동의 건강행태에 있어 자기보호는 

성인보호에 비해 불리한 상황임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다. 또한 

건강행태와 부모지도감독, 자기보호준비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으며, 

건강행태에 부모지도감독과 자기보호준비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은 자기보호수준에 따라 차이가 난다는 연구 결과는 학령기 

성인보호 아동과 일시적/지속적 자기보호 아동의 올바른 건강행태 

형성에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즉, 학령기 아동의 올바른 건강행태를 

위해 자기 스스로 돌볼 수 있는 능력인 자기보호준비가 필요하며, 

부모는 직접적인 통제가 아니더라도 아동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부모지도감독을 통해 아동이 부모의 관심을 지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이미 자기보호 상황에 노출된 일시적/지속적 자기보호 

아동의 경우 자기보호준비가 건강행태에 영향을 주지 못하더라도 

부모지도감독을 향상시키는 것이 올바른 건강행태 형성을 위한 대안적 

방법임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건강행태를 아동의 일주일 생활에 대한 

1회성 질문지를 통해 평가하였다. 이 질문지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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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건강행태를 조사하기 위해 제작, 사용되고 있는 검증된 

질문지를 이용한 것이지만 아동이 지난 일주일간의 생활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설문 답변 과정에서 건강행태에 대한 

자의적 판단이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주중과 주말의 건강행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보았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에 따라 추후 연구에서는 아동의 건강행태 평가에 있어 일정 

기간 동안의 건강행태를 기록하는 방법 등 보다 구체적인 건강행태를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을 활용해 볼 것을 제언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현재시점의 주당 자기보호 시간만을 고려하여 

성인보호 아동과 일시적/지속적 자기보호 아동으로 구분하여 자기보호의 

영향을 평가하였다는 점, 건강행태 양상 파악에 있어 사회경제적 

지위(SES)를 통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자기보호의 

영향은 현재 상황뿐만 아니라 자기보호 상황에 놓이게 된 시점, 

자기보호 상황에 있었던 기간, 그리고 자기보호 시간 등의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건강행태는 SES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나 

연구의 한계상 해당 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지는 못했다. 이에 따라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자기보호의 영향 및 건강행태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자기보호준비에 대한 평가는 아동의 보고에 의한 

질문지를 이용하였다. 이에 따라 자기보호준비가 실제 생활에서의 실행 

및 적용 능력이 아닌 아동의 자신감에 대한 평가로 자기보호준비에 대한 

능력이 과대 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아동뿐만 아니라 부모 및 아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에게 아동의 

자기보호준비를 평가하게 함으로써 아동의 자기보호준비에 대한 

객관성을 높이고, 실제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을 알아 볼 수 있는 질문지 

또는 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보호준비를 측정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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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Parent Monitoring  

and Readiness for Self-care on 

Health Behaviors of School Age 

Children  

: Comparison by levels of self-

care 
 

Lee, Yeonjin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 Family Studie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1) to examine the aspects of school 

age children’s health behaviors, (2) to examine the aspects of 

school age children’s parental monitoring, (3) to examine the 

aspects of school age children’s readiness for self-care,  (4) to 

examine the correlation between school age children’s parental 

monitoring, readiness for self-care, and health behaviors by levels 

of self-care and (5) to investigate the direct effect of school age 

children’s parental monitoring  and readiness for self-care on 

health behaviors by levels of self-care. 

 

 Participants were 537 students (3th and 4th grade) drawn from 

four elementary schools in Kyeonggi, Chungcheong and Gyeongsang 

Provi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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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a on school age children’s health behaviors, parental monitoring 

and readiness for self-care were collected by conducting a survey.   

Statistical methods, which were used for date analysis were 

frequency, percentile, mean, standard deviation, t-test, ANOVA, 

Scheffé test, Pearson’s correlation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were conducted by using the IBM SPSS software package, 

version 23.0. 

 

 The major findings were the following:   

 First,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school age 

children’s health behaviors between gender and levels of self-care. 

Result showed that girls have higher level of health behaviors than 

boys, and adult-care children have higher level of health behaviors 

than temporary self-care and continuous self-care children. 

 Second,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school 

age children’s parental monitoring between levels of self-care.  

Result showed that adult-care children have higher level of 

parental monitoring than temporary self-care and continuous self-

care children. 

 Third,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school age 

children’s readiness for self-care between whether dual-income 

family or not and levels of self-care. Result showed that dual-

income family’s children have higher level of readiness for self-

care than single-income family’s children, and adult-care children 

have higher level of readiness for self-care than temporary self-

care and continuous self-care children. 

 Forth,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s 

among all levels of school age children’s parental monitoring, 

readiness for self-care and health behavi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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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fth, school age children’s parental monitoring and readiness for 

self-care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ir health behaviors and 

there was a difference according to levels of self-care. Specifically, 

in case of adult-care children, parental monitoring and readiness 

for self-care had a significant effect on health behaviors, on the 

other hand, temporary self-care and continuous self-care children, 

only parental monitoring had a significant effect on health behaviors. 

  

 The results revealed that school age children’s aspect of health 

behaviors, parental monitoring and readiness for self-care by 

gender, whether dual-income family or not, and levels of self-care. 

Furthermore, this study found that school age children’s parental 

monitoring and readiness for self-care are significantly related to 

health behaviors. More importantly, the effect of school age 

children’s parental monitoring and readiness for self-care on health 

behaviors were difference in levels of self-care. The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applied to health behavior improvement education 

for school age children. 

 

Keywords : Health behavior, Parental monitoring, Readiness for 

self-care, Adult-care, Temporary self-care, Continuous self-care 

Student Number : 2012-2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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