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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초기 청소년기로 볼 수 있는 초등학생의 일반적 자존감과 학업적 자아개념 및 성취도의 단기 

종단적 상호관계를 탐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G도에 위치하고 있는 40학급 이상 3개의 초등학교 5, 6학년 3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최종 303명의 자료를 활용하여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 ARCL)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자료의 수집을 위해 5월 말에서 9월 말까지, 2달 간격, 

3시점으로 반복측정 하였고, 이 기간 동안 1~2시점 사이에는 시험, 2~3시점 사이에는 방학이라는 교육 상황이 포함

되어 있다. 연구결과 첫째, 1~2시점 즉, 1학기 중간으로 볼 수 있는 5월 말에서 학기 말인 7월 말의 학업적 자아개념

은 다음 측정시점의 일반적 자존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5월 말에서 2학기가 시작된 9월 

말까지의 전체 시점에서 살펴보면 성취도는 학업적 자아개념에, 학업적 자아개념은 일반적 자존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반적 자존감은 학업적 자아개념을 통해 성취도에는 유의한 영향력을 보이지 않았다. 이

는 성취도가 학업적 자아개념과 일반적 자존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Bottom-Up(BU) 모형의 가능성을 일부 지지하는 

결과이다. 셋째, 일반적 자존감과 학업적 자아개념 및 성취도는 측정 기간 동안 안정적인 특성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의 시사점과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일반적 자존감, 학업적 자아개념, 성취도,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 종단적 상호효과, Bottom-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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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자신에 대한 일반적 인식 또는 평가를 의미하는 자존감(Rogenberg, 1965)은 학생의 심리적 안녕

감, 정신 건강 등과 관련된 중요한 변인으로 인식되고 있다(Harter, 1999). 다차원적이고 위계적인 

모델에 있어 자아개념은 영역 일반적 자존감과 영역 특수적 자존감의 차원을 통합하는 개념으로 인

식되는데, 이러한 다차원적 구조에서 영역 일반적 자존감은 자아개념의 구성요소이며 최상위 개념

으로 볼 수 있다(Marsh, Craven, & Martin, 2006; Marsh, & O'Mara, 2008; Shavelson, Hubner, 

& Stanton, 1976).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아개념의 영역 일반적 요소와 영역 특수적 요소를 구별하

기 위해 영역 일반적 요소로는 자존감을, 영역 특수적 요소로는 학업적 자아개념에 관심을 두고자 

한다(Marsh, & O'Mara, 2008; Trautwein, Lüdtke, Köller, & Baumert, 2006). 

학업적 면의 영역 특수적 자아개념 즉, 학업적 자아개념(Shavelson, Hubner, & Stanton, 1976)은 

학업상황에서의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인식 또는 평가(Bong & Skaalvik, 2003; Brown, 1993)을 의미

하며, 일반적 자존감과는 위계적으로 구분되는 개념이다. 이러한 학업적 자아개념은 자기조절학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이수진, 이수정, 양은희, 2016) 학업성취를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Marsh & 

Yeung, 1998)으로 가정되고 있다. 학업상황에서 학생의 학업적 자아개념은 고려하지 않은 채 단편

적으로 일반적 자존감만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적 접근은 제한적일 수 있으며, 그 효과에 있어서도 

일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O'Mara, Marsh, Craven, & Debus, 2006) 학생의 일반적 자존감과 

더불어 학업적 자아개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학업적 상황에서 일반적 자존감과 학업적 

자아개념의 역할은 다양한 방식으로 검증(Rosenberg, Schooler, Schoenbach, & Rogenberg, 1995; 

Valentine, DuBois, & Cooper, 2004)되고 있으며, 특히 학업상황의 인지적 결과물인 성취도와 함께 

세 변인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Brown, 1993; Marsh & Yeung, 1998; 

Shavelson et al., 1976; Trautwein, et al., 2006). 

이들 세 변인 간의 관련성에 대한 선행연구의 결과는 일관적이기 보다는 그 관계의 양상이나 강도 

측면에서 혼재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 자존감과 학업적 자아개념은 대부분 정적 관련을 

보이고 있으나(Marsh, & O'Mara, 2008; Soufi, Damirchi, Sedghi, & Sabayan, 2014) 일부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는 연구도 파악되었다(Cvencek, Fryberg, Covarrubias, & Meltzoff, 2018). 또한 

학습자의 일반적 자존감 혹은 학업적 자아개념과 성취도와의 관계 분석 연구에서도 비일관적인 결

과가 관측되었다. 일반적 자존감은 학습상황의 인지적 결과물인 성취도 보다는 정신 건강 등과 강한 

관련성(Harter, 1999; Trzesniewski et al., 2006)이 보고되고 있으나, 일반적 자존감과 성취도 간의 

정적 관련성이 나타난 일부 연구(양귀순, 2017; Taylor, Davis‐Kean, & Malanchuk, 2007)도 역시 

탐색되었다. 이는 학습자의 자아개념의 분화단계에 따라 일반적 자존감과 학업적 자아개념 및 성취

도의 관계 양상은 차별적일 수 있다는 Cvencek 외(2018)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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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기존 선행연구에서 파악된 세 변인 간의 비 일관적인 관계 양상은 학습자의 발달단계나 학습 환

경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이해할 필요성이 제안된다.    

한편 세 변인의 관계의 방향성과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크게 3가지 모형이 제안

되고 있다. 첫째, Shavelson 외(1976)는 성취도가 학업적 자아개념과 일반적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

거나 학업적 자아개념이 일반적 자존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상향적 영향력을 주장하였고, Marsh와 

Yeung(1998)은 세 변인의 상향적 관계를 Bottom-Up(BU) 모형으로 명칭하였다. 이러한 BU 모형

은 자아개념 형성에 있어 성취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며 사회적 비교 등의 경쟁이 강조되는 능력주의 

학습 환경(Marsh, Köller, & Baumert, 2001; Sewasew & Schroeders, 2019)으로 인식된다. 둘째, 

Brown(1993)은 일반적 자존감이 학업적 자아개념과 성취도에 또는 학업적 자아개념이 성취도에 영

향을 미친다는 하향적 영향력을 주장하였고, Marsh와 Yeung(1998)은 세 변인의 하향적 관계를 

Top-Down(TD) 모형으로 명칭하였다. TD 모형은 BU 모형에 비해 자아를 중시하는 모형으로 자

기-향상(Self-enhancement)모형으로 설명되기도 한다(Sewasew & Schroeders, 2019). 셋째, 

Marsh와 Yeung(1998)은 BU 모형과 TD 모형을 통합한 상호영향(Reciprocal Effect: RE) 모형으로 

설명하며 학업적 자아개념과 성취도의 관계를 상호영향을 주고받는 요인으로 주장하였다. 한편 세 

변인의 방향성과 관련된 국내 연구에서는 학업적 자아개념이 성취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박현

정, 2008)와 성취도가 학업적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정선영, 2017; 위현아, 박성연, 

2011) 등이 혼재되어 있다. 또한 국·내외 선행연구 대부분은 중․고등학생 위주의 연구로 일반적 자존

감이 다른 연령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초등학생(Robins & Trzesniewsky, 2005)에 대한 관심

은 부족한 것이 사실이기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들 3가지 모형과 더불어 세 변인의 안정성을 가

정한 모형을 본 연구 자료에 적용하여 세 변인 간의 관계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아를 확립해 가는 중요한 시기인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일반적 자

존감과 학업적 자아개념 및 성취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시간의 변화에 따른 변인들 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 ARCL)을 적용하

여 탐색해 보고자 한다. 또한 세 변인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선행연구에서 Trautwein 외(2006)

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측정시점이 1년 간격(Marsh & O'Mara, 2008; Marsh & Yeung, 1998)이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1년 간격의 연구는 학년의 상승에 따른 관계의 변화를 확인 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동일한 교육과정 내에서의 관계의 변화를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자존감이

나 자아개념은 안정성 또는 변화경향에 있어 개인의 특성 뿐 아니라 상황의 영향을 함께 받고(박상

현, 2019), Crocker와 Wolfe(2001)의 주장과 같이 자존감은 사회적 평가, 외부의 피드백 등 환경변

화에 영향을 받는 변인이기에, 본 연구에서는 자존감의 상황적 요인에 의한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교육과정 내 의미 있는 환경변화로 볼 수 있는 시험(1, 2시점 사이)과 방학(2, 3시점 사이)이라는 

상황을 포함시켜 두 달 간격으로 3시점의 단기 종단적 자료를 활용하여 한 학년 내에서의 영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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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교육환경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세 변인의 단기 종단적

인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동시에 긍정적 자아개념 형성을 위한 접근 방향 및 교육 환경의 마련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일반적 자존감과 학업적 자아개념 및 성취도의 단기 종단적 상호효과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일반적 자존감과 학업적 자아개념 및 성취도의 상대적 안정성은 어떠한가? 

Ⅱ.� 이론적�배경

1.� 자존감과� 학업적� 자아개념� 및� 성취도의� 관계

일반적인 영역에서의 자존감과 학업적인 영역에서 학업적 자아개념 그리고 학업상황의 인지적 결

과물인 성취도는 각 영역에서 중요한 변인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관련 연구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세 변인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혼재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일반적 자존감, 학업적 자아개념 

그리고 성취도 간의 관계를 살펴본 기존 선행연구는 3가지 관계모형으로 요약할 수 있다(Cvencek 

et al., 2018; Dutton & Brown, 1997; Harter, 1998; Marsh & Yeung, 1998; Trautwein et al., 

2006). 첫째, Shavelson 외(1976)가 제안한 BU 모형은 영역 특수적인 자아개념이 영역 일반적 자존

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 모형으로 영역 일반적 자존감은 영역 특수적 자아개념에 비해 안정적

이기 때문에 보다 낮은 수준의 영역 특수적 자아개념의 변화가 보다 높은 수준의 영역 일반적 자아

개념의 변화를 이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이러한 상향적 영향력을 Marsh와 Yeung(1998)은 BU 

모형으로 명칭하였고 이러한 BU 모형은 능력주의 학습 환경 즉 성취도, 노력, 사회적 비교 등을 강

조하는 교육환경으로 개인의 영역 일반적 자존감에 있어 성취도가 특히 강조되는 환경이다(Marsh 

et al, 2001; Sewasew & Schroeders, 2019). 

둘째, BU 모형과는 반대로 Brown(1993)은 일반적 자존감이 학업적 자아개념 또는 성취도에 영

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고, Marsh와 Yeung(1998)은 이러한 하향적 영향력을 TD 모형으로 명칭하

였으며  Sewasew와 Schroeders(2019)는 TD 모형을 자기 향상(Self-enhancement) 모델로 언급하

기도 하였다. TD 모형은 자기-보호적 학습 환경으로 이러한 환경에서 사회적 비교는 자아 인식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성취에 대한 피드백 또한 개인적인 영역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학업적 성공과 실패는 성취도라는 단일 요소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복합적으로 

결정되는 것이기에 학업적 성공과 실패는 능력주의 학습 환경인 BU 모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강조되는 환경으로 볼 수 있다(Trauwein et al., 2006). 즉 일반적 자존감은 사람들의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끼치고 특히 일반적 자존감을 측정하는 문항은 현재의 상황에 더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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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에 영역 특수적 자아개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안정적이라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불안정적인 일

반적 자존감이 영역 특수적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하였다(Brown, 1993). 

셋째, BU 및 TD 모형을 통합한 RE 모형(Marsh & Yeung, 1998)은 일반적 자존감과 영역 특수

적 자아개념 또는 영역 특수적 자아개념과 성취도가 상호 영향을 주고받음을 가정한 모형이다. 영역 

특수적 자아개념인 언어와 수학 등의 학업적 자아개념과 성취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Guay, 

Marsh, & Boivin, 2003)에서 학업적 자아개념과 성취도는 상호 영향을 주고 있었으며 기대-가치 

이론(Eccles & Wigfield, 2002)에 따르면 자아개념은 성취와 관련된 경험에 영향을 받으며 이때의 

자아개념은 성취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였고, Marsh와 Craven(2006) 또한 영역 특수적 자아개

념과 성취도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주장하며 상호 영향의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한편 BU 모형과 TD 모형 그리고 RE 모형의 비교를 위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먼저 Trauwein 

외(2006)는 독일 중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서독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을 강조하는 

능력주의 학습 환경인 동독에서 BU 모형이, 서독에서는 TD 모형이 적합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한편 

Marsh와 Yeung(1998)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일반적 신체적 자아개념과 영역 특수적 신체 자아

개념과의 관계성을 파악한 연구에서 RE 모형이 가장 우수한 적합도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Sewasew

와 Schroeders(2019)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언어와 수학과목에 있어 과목별 자아개념과 성취도와

의 관계를 파악하였는데 두 과목 모두에서 RE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영향력의 크기

에 있어 상향적 영향력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학습 

환경에 따라 영역 일반적 자아개념인 자존감과 영역 특수적 자아개념인 학업적 자아개념 그리고 성

취도 간의 방향성은 달라질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세 변인과 관련된 대부분의 선행연

구는 외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고 자존감이 다른 연령에 비해 불안정한 초등학생(Robins 

& Trzesniewsky, 2005)에 대한 고려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경쟁적 학습 환경과 성취도의 

사회적 비교가 증가되기 시작하는 시기인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세 변인의 안정성을 고려한 

모형과 더불어 앞에서 제시한 3가지 모형을 기반으로 일반적 자존감과 학업적 자아개념 및 성취도

의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여 개인의 긍정적 자존감 형성을 위한 환경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2.� 일반적� 자존감과� 학업적� 자아개념� 및� 성취도의� 안정성

자존감은 일반적으로 안정적인 특성이 많지만 동시에 변화 가능한 변인으로 인식되고 있으며(박

승민, 강민철, 김은하, 2015; Wagner, Lüdtke, & Trautwein, 2016) 변화 양상을 파악하기 위한 다

양한 종단연구가 진행되었다. 먼저 Robins과 Trzesniewsky(2005), Orth, Erol 그리고 

Luciano(2018)는 전 생애를 대상으로 자존감의 변화양상을 살펴본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아동기와 

성인기에는 자존감 수준이 높아지고 노년기에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는 동일한 주장을 하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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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에는 감소(Robins & Trzesniewsky, 2005) 또는 유지(Orth et al., 2018)를 주장하며 변화 

경향에 대한 차이를 보였고 특히 아동기 및 노년기에는 다른 연령에 비해 자존감의 안정성 수준이 

상대적으로 불안정적일 가능성이 있다(Robins & Trzesniewsky, 2005). 이와 더불어 Kernis(2003)

의 연구에서 자존감의 안정성이 낮은 유형을 ‘깨지기 쉬운 자존감’ 으로 언급하며 자존감의 변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학업적 자아개념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먼저 Marsh와 Craven(2006)의 결

과에서는 자기회귀계수가 .66~.67로 나타났고, Marsh, Trautwein,  Lüdtke,  Köller 그리고 

Baumert(2005)의 연구에서는 자기회귀계수가 .55~.57의 값을 나타내며 비교적 안정적인 변인으로 

언급되었다. 한편 Trautwein 외(2006)의 연구에서도 일반적 자존감은 .56~.68의 자기회귀계수 값

이 도출되었으나 영역 특수적 자아개념인 수학적 자아개념은 .48~.63의 값이 나타났으며 Shavelson 

외(1976)는 영역 특수적 자아개념이 일반적 자존감에 비해 불안정적이라고 주장하며 BU 모형을 설

명하였고 Brown(1993)은 일반적 자존감이 영역 특수적 자아개념에 비해 불안정적이라고 주장하며 

TD 모형을 설명하였다. 이런 결과로 볼 때, 두 변인 모두 안정적인 특성이 있지만 안정성에 차이를 

보일 가능성도 있음을 알 수 있고 영역 일반적 자아개념과 영역 특수적 자아개념의 안정성을 살펴보

는 것은 변인 간의 영향력의 방향성을 확인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성취도의 안정성을 살펴보면 성취도 또한 안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먼저 초등학생을 대상으

로 한 조한익(2011)의 연구에서 자기회귀계수가 .59로 나타났으며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는 자기회귀계수가 .83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양명희와 이경아(2012)의 연구에

서도 자기회귀계수가 .86~.87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성취도도 대체로 안정적인 변인으로 

인식되나 학교 급 등의 환경의 차이에 따라 안정성에도 차이가 나타날 가능성을 유추해 볼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G도 소재의 3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5, 6학년, 380명을 대상으로 일반적 자존감

과 학업적 자아개념 및 성취도의 측정을 위해 5월 말부터 9월 말까지 두 달 간격으로 3번의 검사를 

진행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결석, 전학 등 중도 이탈학생 8명과 불성실 응답 등 연구에 적합하지 

않은 69명 등 총 77부를 제외한 303부(남 46.5%, 여 53.5%)를 최종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연구대상 분포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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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학년�및�성별에�따른�연구대상(%)

남학생 여학생 전체

6학년 88(46.3) 102(53.7) 190(62.7)

5학년 53(46.9) 60(53.1) 113(37.3)

전체 141(46.5) 162(53.5) 303(100)

2.� 측정도구

1) 일반적 자존감

초등학생의 일반적 자존감 측정을 위해 Rosenberg(1965)가 개발한 자존감 척도를 고려대학교 부

설 행동과학연구소(2000)에서 번안한 문항을 사용하였고, 긍정적 자존감 5문항(예: 나는 나에 대해 

만족한다.), 부정적 자존감은 5문항(예: 때때로 나는 쓸모없는 존재로 느껴진다.)을 사용하였고, 부

정적 자존감 문항은 역채점을 하였으며 전체 문항 수는 총 10문항을 사용하였다. 응답척도는 4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생의 자존감 수준이 높다는 것을 뜻한다. 

Rosenberg(1965)의 연구에서 자존감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5에서 .88로 나타났으며 본 연

구에서는 1차 .83, 2차 .85, 3차 .87로 나타났다. 

2) 학업적 자아개념

교과 일반적 개념인 학업적 자아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교육종단연구(Korea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2005의 3차년도 조사에서 사용한 자아개념 변인 중 학업적 자아개념 요인5문

항만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현주 외(2005)의 KEDI 종합검사도구 개발 연구

에서 개발하고,  류한구 외(2005)에서 학업적 자아개념 문항 중 일부(예: 나는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

하는 학생이다.)를 사용하였고, 응답척도는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교과 

일반적인 학업적 자아개념 수준이 높다는 것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신뢰도(Cronbach ) 

계수는 1차 .87, 2차 .88, 3차 .86으로 나타났다. 

3) 성취도

영역 일반적인 자존감 및 교과 일반적인 학업적 자아개념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초등학생

의 성취도의 측정은 특정교과로 한정짓지 않고 5과목(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의 평균점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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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점 이상 시 5점, 80～89점은 4점, 70～79점은 3점, 60～69점은 2점, 59점 이하는 1점의 5단계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성취도의 측정 시기는  일반적 자존감과 학업적 자아개념의 설문조사 실시 시기

를 기준으로 성취도 1차는 전년도 2학기 기말고사(2015학년도)의 결과를 1차 측정 시기에 함께 측

정하였으며 성취도 2차는 당해학년도의 7월 초 실시한 기말고사의 결과를 2차 측정 시기에 함께 

측정하였고, 성취도 3차는 3차 최종 설문 후 두 달 뒤의 2학기 기말고사의 성취도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성취도는 G도에서 각 학교에 제공한 문제 중 학교별로 선별하여 실시한 결과로 학교별 

신뢰도 및 난이도는 일정 수준이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 자존감과 학업적 자아개념 그리고 성취도 간의 종단적 상호효과를 살펴보

기 위해 SPSS 18.0과 AMOS 20.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 ARCL) 분석을 실시하였다. 

(1) 종단적 확인적 요인분석  

ACRL 모형 분석에 앞서 측정모형의 종단적 안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종단적 확인적 요인분석

(Longitudinal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LCFA)을 실시하였다. 학업성취도는 단일 관찰변인

으로 측정하였기에 LCFA에서는 각 측정시점별 일반적 자존감과 학업적 자아개념의 2요인 측정모

형을 검증하였다. 각 잠재변인 당 관찰변인은 총 3개로 구성하였고, 문항군(item parcels) 생성을 위

하여 요인 분석을 통한 요인 부하량을 고려하였다. LCFA 모형 설정 시, 각 측정시점의 동일 관찰변

인의 오차 간 공분산경로를 추가하였고, 요인 구조의 동등성을 검증하는 형태동등성 및 요인 부하량

의 동등성을 검증하는 측정동등성 검증을 순차적으로 실시하였다. 측정동등성 검증을 위하여  

및 기타 적합도 지수의 차이를 비교하였으며 CFI 지수를 함께 고려하였고, CFI는 Cheung과 

Rensvold(2002)의 기준인 .01보다 크면 기각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한편 아래에 제시될 ARCL 

모형과 LCFA의 계수추정은 완정정보 최대우도법(Full-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을 사용

하였고 모형 선정 시 를 기본적으로 고려하였으며 검증이 표본에 민감하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TLI(기준 > .90), CFI(기준 > .90), RMSEA(기준 < .08) 등을 사용하였다(Kline,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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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 분석 

다음으로 ARCL모형은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t〕시점과 〔t-1〕시점에 의해 설명되는 모형으

로 두 변인 간의 상호교차지연계수(cross-lagged coefficient)를 탐색할 수 있는 분석방법이다(Bollen 

& Curran, 2004).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4개의 ARCL 모형을 검증하기 위한 검증 

모형은［그림 1］과 같다. 

모형 1: Horizon(H) 모형 2: Bottom-Up + Horizon(BU+H)

모형 3: Top-Down + Horizon(TD+H) 모형 4: RE 모형(Reciprocal Effect)

[그림� 1]� 연구�모형

모형 설정 시 동일 시점의 잠재변인의 설명오차 간 공분산경로를 추가하였고, 관찰변인의 오차 

간 공분산 경로를 추가하였다. 먼저 모형 1은 자존감과 학업적 자아개념 및 성취도의 안정성을 가정

한 모형이고, 모형 2는 BU와 모형 1을 통합한 모형으로 성취도가 학업적 자아개념과 자존감에, 학업

적 자아개념이 자존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각 변인의 안정성을 가정한 모형이다. 모형 3은 

TD와 모형 1을 통합한 모형으로 자존감이 학업적 자아개념과 성취도에, 학업적 자아개념이 성취도

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각 변인의 안정성을 가정한 모형이다. 모형 4은 모형 1과 2 그리고 

3을 통합한 모형으로 BU와 TD 그리고 H모형을 통합한 RE 모형이다. 제시된 4가지 모형을 이론적 

설명가능성과 타당성, 적합도 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모형을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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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본 연구의 주요 변인 간 기술통계치와 상관분석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변인명 1 2 3 4 5 6 7 8 9

1 자존감1 1

2 자존감2 .721** 1

3 자존감3 .644** .739** 1

4 학업자아개념1 .486** .429** .385** 1

5 학업자아개념2 .474** .524** .506** .725** 1

6 학업자아개념3 .432** .412** .478** .680** .773** 1

7 성취도 1 .093 .114* .034 .188** .241** .159** 1

8 성취도 2 .189** .144* .149** .228** .238** .202** .566** 1

9 성취도 3 .023 .085 .055 .212** .263** .200** .589** .649** 1

M 29.21 29.41 29.79 17.49 17.61 17.77 4.51 4.48 4.28

SD 4.71 4.72 4.58 3.99 4.21 3.96 .67 .72 .99

*p<.05, **p<.01, 변인 명 뒤 숫자는 측정시기를 의미

<표� 2>�주요�변인들의�기술통계치와�상관계수

먼저 각 변인 내 시점별 상관결과를 살펴보면 일반적 자존감은 1시점과 2시점 및 3시점 간에는 

각각 .721와 .644의 유의한 정적 상관(p<.01)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시점과 3시점 간에도 .739

의 유의한 정적 상관(p<.01)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적 자아개념은 1시점과 2시점 및 3시점 

간에는 각각 .725와 .680의 유의한 정적 상관(p<.01)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시점과 3시점 간에

도 .773의 유의한 정적 상관(p<.01)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성취도는 1시점과 2시점 및 

3시점 간에는 각각 .566와 .589의 유의한 정적 상관(p<.01)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시점과 3시

점 간에도 .649의 정적 상관(p<.01)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변인 간 상관결과를 살펴보면 

일반적 자존감과 학업적 자아개념은 각 시점별 .412～.524의 유의한 정적 상관(p<.01)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일반적 자존감과 성취도는 일반적 자존감 2시점과 성취도 1시점에서 .114의 유의한 

정적 상관(p<.05)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취도 2시점에서는 .144의 유의한 정적 상관(p<.05)이 

나타났다. 일반적 자존감 1～3시점에서 .144～.189의 유의한 정적 상관(p<.01)이 나타났다. 그러나 

나머지 시점에서는 유의한 상관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학업적 자아개념과 성취도 간의 상관결과

를 살펴보면 각 시점별로 .159～.263의 유의한 정적 상관(p<.01)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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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모형� 분석

1) 종단적 측정 동등성

ARCL 모형 분석에 앞서 반복 측정된 종단자료에 대한 구인 비교 타당성의 확인을 위해 LCFA를 

통해 측정시기별 일반적 자존감과 학업적 자아개념의 형태동등성과 측정동등성을 탐색하였고,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모형  df TLI CFI
RMESA
(90% CI)



(df)

형태동등성 251.295*** 102 .944 .963 .070 31.956***

(12)측정동등성 288.166*** 114 .942 .956 .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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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종단적�측정�동등성�검증�결과

먼저 형태동등성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지만(p<.001) TLI, CFI, 

RMSEA 값이 수용기준을 충족하여 형태동등성이 확인되었다. 이어 측정동등성 검증 결과를 확인해

보면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지만(p<.001) CFI 값이 .01보다 크지 않고(Cheung & 

Rensvold, 2002) 나머지 적합도 지수도 유사한 값을 나타내어 측정동등성도 만족되었다고 볼 수 

있어 구인 비교를 위한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2) ARCL 모형의 적합도 

일반적 자존감과 학업적 자아개념 그리고 성취도의 종단적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4가지의 ARCL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였고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모형  df TLI CFI
RMESA
(90% CI)



(df)
모형 1

H
379.666*** 162 .930 .951

.067
(.058-.075)

모형 2
BU+H

358.791*** 156 .932 .954
.066

(.057-.075)
20.875***

(6)
모형 3
TD+H

366.582*** 156 .929 .952
.067

(.058-.076)
13.084*

(6)
모형 4
RE+H

347.456*** 150 .931 .955
.066

(.057-.075)
32.210***

(12)

***p<.001, (df)은 모형 1과 비교한 값을 의미함, BU: Bottom-Up, TD: Top-Down, H: Horizon, 
RE: Reciprocal Effect

<표� 4>�연구�및�수정모형의�적합도�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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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간 차이 검증 시 모형 1을 기준으로 검증하였는데 모형 1보다는 모형 2, 3, 4가 모두 우수한 

모형이기는 하나, 모형 2, 3, 4을 비교해 보면, 모형 2와 4가 보다 적합한 모형으로 판단되었다. 모형 

2와 4의 적합도 지수를 검토해 보았을 때 이 두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사한 수준을 보였으나 모형의 

간명성 측면을 고려하였을 때 모형2가 보다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구체적으로 모형2에 나타난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고, 이 중  성취도가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2시점의 성취도가 3시점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경로가 유의하지 않아, 이를 제외한 최종모형을 선정하였다(［그

림 2］참고). 최종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p<.001, df=159), TLI= 

.934, CFI= .955, RMSEA= .065로 나타나 우수한 적합도를 나타내었다. 

3) 일반적 자존감과 학업적 자아개념 및 성취도 간의 종단적 관계

최종모형에 기반 하여 일반적 자존감과 학업적 자아개념 및 성취도 간의 종단적 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 5>와 ［그림 2］에 제시되어 있다. 

경로 B(S.E) β

학업적 자아개념 1 → 자존감 2 .084(.031)* .159

성취도 1 → 학업적 자아개념 2 .203(.098)* .085

학업적 자아개념 2 → 자존감 3 .094(.031)**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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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최종모형의�일반적�자존감과�학업적�자아개념�및�성취도의�종단적�관계

[그림� 2]� 최종모형

주. 표준화 회귀계수, *p<.05, **p<.01, ***p<.001 수준에서 유의한 경로만 표시함.

전체적인 양상을 살펴보면 1시점의 학업적 자아개념은 2시점의 자존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

며 1시점의 성취도는 2시점의 학업적 자아개념에, 2시점의 학업적 자아개념은 3시점의 일반적 자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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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각 시점별 변인 간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1시점의 학업적 자아개념은 

2시점의 자존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β=.159, p<.05). 그리고 1시점의 성취도는 2시점의 학업

적 자아개념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β=.085, p<.05) 2시점의 학업적 자아개념은 3시점의 자존

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β=.168, p<.01). 그러나 1시점의 자존감은 성취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지 않았고, 2시점의 자존감은 3시점의 학업적 자아개념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성취

도도 자존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한편 1시점의 성취도와 2시점의 학업적 자아개념 그리

고 3시점의 일반적 자존감의 관계에 있어 학업적 자아개념의 종단적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014

의 간접효과가 나타났으나 유의하지 않은 결과로 나타났다. 

4) 일반적 자존감과 학업적 자아개념 및 성취도의 안정성

시간의 변화에 따른 일반적 자존감과 학업적 자아개념 및 성취도의 자기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p<.001), 그 결과는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경로 B(S.E) β
자존감 1 → 자존감 2 .558(.056)*** .711

학업적 자아개념 1 → 학업적 자아개념 2 .864(.058)*** .799

성취도 1 → 성취도 2 .614(.051)*** .666

자존감 2 → 자존감 3 .802(.073)*** .702

학업적 자아개념 2 → 학업적 자아개념 3 .789(.047)*** .835

성취도 2 → 성취도 3 .932(.079)*** .801
***p<.001

<표� 6>�일반적�자존감과�학업적�자아개념�및�성취도의�자기회귀계수�검증�결과

각 변인의 안정성 계수를 살펴보면 자존감은 .702～.711으로 나타났고, 학업적 자아개념은 .79

9～.835로 나타났으며 성취도는 .666～.801로 나타났다. 

Ⅴ.� 논의�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자아개념의 형성 및 발전에 있어 중요한 시기로 볼 수 있는 초등학생을 대상으

로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적용하여 일반적 자존감과 학업적 자아개념 및 성취도의 관계를 단기 

종단적으로 파악하는 데 있다.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 자존감과 학업적 자아개념 및 성취도의 전반적인 관계 양상은 BU 모형과 일관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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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였다. 이는 Trautwein 외(2006)의 연구에서 동독의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동독의 교사는 서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성적을 얻기 위한 노력을 강조하고, 외부적인 목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Oettingen, Little, Lindenberger, & Baltes, 1994).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현재 교육 환경을 일

부 설명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학생의 성취도가 학업상황에서의 자신에 대한 인식 및 평가에 영

향을 미치고 나아가 자신의 일반적인 인식 및 평가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로, 학생들에

게는 성취도가 자아의 인식 및 평가에 있어 일부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우리

나라의 교육 환경은 사회적 비교를 강조하는 경쟁 중심의 교육 환경으로 이러한 환경에서는 BU 모

형이 나타날 가능성을 확인하는 결과이다. 능력주의 학습 환경(Marsh et al., 2001)에서는 노력과 

사회적 비교를 강조하는 환경으로 자기 평가에 있어 성취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며, 학업적 자아개념

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과 유사한 결과로 볼 수 있다(Trautwein et al., 2006). 

같은 맥락으로 국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성취도와 자기결정성과의 관계를 파악한 연구(신이나, 손

원숙, 2015)에서도 동기와 성취도의 종단적 상호효과가 파악되었으나, 특히 성취도가 동기에 미치는 

효과가 강력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성취도는 개인의 자기 가치 뿐 아니라 

동기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하는 결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적 측면

에서는 학생에게 개별화 및 세분화된 과제를 제시하여 각 단계별 성공경험을 제공하고, 교사는 학생

의 학습과정에 있어 긍정적 피드백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학업 상황에서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필요가 있으며, 자신에 대해 성찰할 수 있는 기회도 함께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환경적 측면에서는 경쟁보다는 지지적이고 학습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환경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성취도에 편중하여 학생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한편 본 연구 결과에서는 그 영향력의 크기에 있어 실제적 

강도가 작았는데 청소년의 일반적 자존감에는 외모와 관련된 자아개념이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

친다는 Harter(2012)의 주장으로 볼 때, 초기 청소년기로 볼 수 있는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일반

적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 자아개념은 그 강도에 있어 영역별로 차별적일 가능성이 있기에 학업적 

영역 외 다른 영역에 대한 관심도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둘째, 일반적 자존감과 학업적 자아개념 그리고 성취도는 비교적 안정적인 변인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 자존감과 학업적 자아개념 및 성취도의 종단적 변화 경향을 살펴본 선행연구

(Hank & Baltes-Götz, 2019; Rentzsch, K., & Schröder‐Abé, 2018; Trauwein et al., 2006)를 지

지하는 것이다. 먼저 일반적 자존감의 특성과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종단연구(Hank & 

Baltes-Götz, 2019;  Lee, 2014)에서 일반적 자존감은 특성과 관련된 요인이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 생애를 대상으로 한 종단연구(Orth et al., 2018; Robins & Trzesniewsky, 2005)

에서는 각 연령대별로 안정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아동기의 일반적 자존감의 안정

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로 볼 때, 일반적 자존감은 안정적인 변인이지만 동시에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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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변인으로 파악할 수 있고(박상현, 2019; Lee, 2014), 다른 학교 급을 대상으로 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학교 급 별 안정성의 차이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일반적 자존감과 학업적 자아개념의 안정성을 비교해보면 모든 시점에서 학업

적 자아개념의 안정성이 일반적 자존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결과가 나타났고, 특히 1~2시점의 

안정성보다는 2~3시점의 안정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성취도 또한 1～2시점의 안정성보다는 2～3시

점의 안정성이 높은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학업적 자아개념의 안정성은 일반적 자존감의 안정성 

수준과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결과(Brown, 1993; Shavelson et al., 1976; 

Trautwein et al., 2006)이며, 2시점 측정 1~2주전 기말평가라는 학업 중심적 분위기가 학업적 자아

개념과 성취도의 2～3시점 사이의 안정성을 높였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Shavelson 외(1976)와 

Brown(1993)은 일반적 자존감과 학업적 자아개념의 안정성의 차이로 BU 및 TD 모형을 설명하였

는데, 본 연구 결과 일반적 자존감과 학업적 자아개념의 안정성에 있어 두 변인 모두 상당히 안정적

인 결과를 보여 두 가지 주장을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반적 자존감과 학업적 자아개념의 안정성을 추가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일반적 자존감과 학업적 자아개념 및 성취도와 관련된 기존 선행연구에 있어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첫째, 성취도를 강조하는 국내 교육 환경에 있어 성취도가 학업적 자아개념에, 

학업적 자아개념이 학생의 일반적 자존감 형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BU 모형의 가능성을 확인

하였다. 이는 다른 학교 급에 비해 초등학생은 상대적으로 학업적 부담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BU 

모형이 나타났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학생 평가 시 성취도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학생 개

개인의 장점에 초점을 맞추어 학생들이 긍정적 자아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평가로의 전환

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사회적 비교 중 상향적 비교가 학생들의 자아개념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Müller-Kalthoff, Jansen, Schiefer, Helm,  Nagy, & Möller, 2017)로 볼 때, 각 교실에서는 

타인과의 비교보다는 자신의 성장에 초점을 맞춘 성장 참조형 평가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의 메타분석(김근곤, 임신일, 박일선, 2015)에서 초등학생들에게는 

관계 중심의 심리치료 및 독서치료에 대한 효과 크기가 가장 큰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심리 및 독서치료 등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할 필요도 있다. 둘째, 자아개념의 형

성 및 발달의 중요한 시기인 초등학생의 일반적 자존감과 학업적 자아개념 및 성취도의 안정성을 

확인하였으며 세 변인 모두 안정적인 특성을 보였는데 이는 초등학교 고학년시기부터 세 변인에 대

한 학생들의 인식에 있어 고정적인 특성을 보일 가능성을 일부 확인할 수 있었으며, 세 변인에 대해 

부정적인 형태를 보이는 학생에 대한 교육적 개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토대로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추가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활용한 학업적 자아개념 척도는 학업에 대한 전반적인 자아개념을 파악하는 

척도로 Marsh와 Yeung(2008), Trautwein 외(2006)의 연구 등에서 수학 등 특정 과목에 한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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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자존감과 학업적 자아개념의 관계를 파악하였다. 이에 각 과목의 영역 특수적인 자아개념과 

일반적 자존감과의 관계를 파악하여 본 연구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의 성취도의 측정

에 있어 일반적 자존감 및 학업적 자아개념은 해당 측정 시점의 상태를 파악하였지만 성취도는 전년

도 기말 성적 및 3차 측정 시점 후 두 달 뒤의 성적을 측정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셋째, 자존감은 

연령의 변화나 환경적 변화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Wagner et al., 2014) 부모의 양육

태도(임선아, 2013; Kernis, Brown, & Brody, 2000), 학교 분위기 및 교사의 평가(Hoge, Smit, & 

Hanson, 1990)등 세 변인 간의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적인 요인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청소년기 일반적 자존감에는 학업적 자아개념 외 외모 등과 관련된 자아개념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Harter(2012)의 연구에 따라 국내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적 자아개념 외 다른 자아개념과 

일반적 자존감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3개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

였기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다양한 학교 급을 활용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본 연구 결과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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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hort-term� Longitudinal� Interplay� among�Global� Self-Esteem,�

Academic� Self-Concept� and�Achievement.
1)

Park,� Sang� Hyun

Sohn,� Won� Sook*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identify the short-term longitudinal interplay among global 

self-esteem, academic self-concept and achievement using autoregressive cross-lagged(ARCL) 

modeling. Measures of global self-esteem, academic self-concept and achievement four months 

for a sample of 303 primary school students.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we found 

evidence for a reciprocal relationship between global self-esteem and academic self-concept, with 

T1 global self-esteem significantly predicted T2 academic self-concept and T1 academic 

self-concept significantly predicted T2 global self-esteem. Second, we also found significant 

bottom-up effects among global self-esteem, academic self-concept and achievement. T1 

achievement had the significant effects on T3 academic self-concept and T2 academic self-concept 

had the significant effects on T3 global self-esteem. Third, global self-esteem, academic 

self-concept and achievement were found to be highly stable across four months. Finally,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based on limitations of this study.   

Key words: Global Self-Esteem, Academic Self-Concept, Achievement, ARCL,  Bottom-UP

*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