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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인기가 변화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 증진신념과 인기는 고정되어 있다고 인식하는 고정신념
이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초등학생의 사회적 관계 어려움에 미치는 영향력을 밝히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초등학
생의 인기에 대한 변화신념(증진신념, 고정신념), 자아존중감, 사회적 관계 어려움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으
며 인기에 대한 변화신념이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사회적 관계 어려움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경로분
석을 실시하였다. 상관분석 결과, 인기에 대한 증진신념은 자아존중감과 정적인 상관을 나타내었으며 사회적 관
계 어려움과는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인기에 대한 고정신념은 사회적 관계 어려움과 정적인 상관이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과는 부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로분석 결과 인기에 대한 고정신념과
증진신념이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사회적 관계 어려움에 미치는 구조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기에 대
한 고정신념은 자아존중감을 낮추고, 낮아진 자아존중감은 사회적 관계 어려움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기에 대한 증진신념은 자아존중감을 높이며, 높아진 자아존중감은 사회적 관계 어려움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
났다. 즉 자아존중감은 인기에 대한 변화신념과 사회적 관계의 어려움을 매개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자아존중감을 통해 사회적 관계의 어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인기에 대한 변화신념의 특징을 파악하여,
과도하게 인기에 집착하는 아이들에게 자신의 인기에 대한 변화신념을 고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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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사람은 일반적으로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의 평가나 인정에 민감하다. 특히 청소년기 아동은
또래를 자신의 삶에서 친밀감을 나눌 가장 중요한 상대로 여기며 그들로부터 받는 평가와 인정
에 매우 민감해진다. 이 시기의 아동은 부모나 교사와 같은 어른에게 받는 평가와 인정보다 또래
에게 좋은 평가와 인정을 받기 위해, 규칙을 어기기도 하며 자신의 것을 희생하기도 한다
(LaFontana & Cillessen, 2002). 또한 자신의 경제적 수준에 상관없이 또래가 선호하는 고가 브랜

드의 옷을 입기 위해 부모를 조르기도 하고, 또래집단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 부모나 교사와 같은
어른에게 맞서는 행동을 하기도 한다. 이처럼 또래집단에서의 인기는 청소년기 아동의 사회적
행동을 이해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또래집단에서의 인기는 아동의 사회적 발달 및 학교생활 적응에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또
래집단에서 인기 있는 아동은 또래집단의 모임이나 활동에 빠지지 않고 초대되고 또래집단으로
부터 시선과 동경을 받으며 친사회적 행동을 하는 경향이 높다. 반면 또래집단에서 인기가 낮은
아동은 또래의 모임에 초대될 가능성이 낮으며 친밀감을 나눌 수 있는 또래가 부족하여 자주
외로움을 경험한다(Kosir & Pecjak, 2005; Rubin, Bukowski, & Parker, 1998; Zimmer-Gembeck,
Geiger, & Crick, 2005). 더 나아가 인기가 낮은 아동은 우정을 나눌 수 있는 또래 친구가 적어

또래집단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고 효과적인 사회적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
또한 적게 가지게 된다. 이로 인해 인기가 낮은 아동은 효과적인 사회적 기술을 가지지 못하게
되고 또래집단에서 갈등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며, 높은 공격성을 보인다(Putallaz, Hellstem,
Sheppard, Grimes, & Glodis, 1995; Shantz & Shantz, 1985).

무엇보다도 인기가 낮은 아동이 가지는 사회 발달적인 문제는 이들이 자신의 사회적 유능감
을 실제보다 더 낮게 지각하여 자신을 스스로 무능력하다고 귀인하는 부정적인 귀인 편향을 보
인다는 것이다(Asher & Wheeler, 1985; Goetz & Dweck, 1980; Hymel, 1983). 자신의 인기에 대
한 부정적인 지각은 사회적 발달뿐만 아니라 정서적, 지적 활동까지 위축하게 만들어 학업수행
능력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낳는다(강인설, 정계숙, 2009; 정성철, 홍상황, 김종미, 2011).
이처럼 또래집단 속에서 스스로 발견하고 규정하는 자신의 사회적 유능성에 대한 지각, 즉
또래집단에서의 인기도는 자신의 전반적인 평가로 확장되어 자기 개념을 형성하는 데 기초가
된다. Cooley(1902)의 ‘거울에 비춰진 자아(looking-glass self)’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다른 사람
들이 자신에 대해 어떻게 지각하고 반응하는지에 따라 자신에 대한 개념과 상을 형성한다. 즉,
또래집단이 자신에 대해 보이는 반응을 통해 자신에 대한 개념을 형성하고 판단한다는 것이다.
특히 아동기 후반에서 사춘기 초반 사이에 자신에 대한 개념 형성에 또래 친구들로부터 받는
평가와 피드백이 가장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다(Leary, Cottrell, & Phillips, 2001; Le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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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llagher, Fors, Buttermore, & Baldwin, 2003).

이렇게 또래집단으로부터 받은 평가와 피드백은 또래집단에서 자신의 인기로 자리매김한다.
인기도란 또래집단 내에서 한 아동에 대한 또래 아동의 선호도 정도를 의미한다(양진희, 최기영,
1996). 인기도란 개념은 사회적 수용도와 같은 개념으로 혼돈되어 사용하기도 한다. 사회적 수용

은 평가 받는 사람과 평가 하는 사람과의 관계에 영향을 받는 아동의 개인적인 선호도와 관련된
현상을 지칭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인기도를 몇몇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본인이 속한 또래
그룹 내에서 규정된 한 아동에 대한 평가, 즉 그 그룹에서의 아동의 사회적 지위로 정의한다
(Cillessen, Bukowski, & Haselager, 2000).

지금까지 인기에 대한 연구는 ‘어떤 아동이 인기가 있는가?’에 관련된 인기 있는 아동의 특성
을 살펴보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왔다. 인기가 높은 아동은 자신을 긍정적으로 지각하고(Boivin
& Begin, 1989) 사회성과 인지능력이 높았으며, 공격성은 낮았다(Newcomb, Bukowski, &
Pattee, 1993). 국내 연구에서도 인기가 높은 아동은 마음 읽기 능력 및 공감 능력이 높고(김혜리,

이숙희, 2005), 높은 친사회적 행동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임연진, 이은해, 2000). 이러한 또래집
단에서 인기가 높은 아동이 가지는 특성에 대한 연구는 역으로 인기를 낮은 아동이 가지는 문제
점과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또래집단으로부터 거절당하는 아동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최근 또래집단에서 실제 인기가 낮은 아동일지라도 자신이 인기가 높다고 지각하는
아동은 외로움과 같은 사회적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고(Prinstein & Aikins, 2004), 시간이 경과할
수 록 공격성이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으며, 2년이 지난 후에는 실제 인기가 올라가는 현상이 발
견되었다(Mayeux & Cillessen, 2008; Sandstrom & Coie, 1999). 이는 실제 인기도보다 인기에
대한 자신의 지각과 신념이 아동의 내적 및 외적 적응에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Dweck과 그의 동료들은 자신의 실제적 지능만큼이나 지능에 대한 자신의
신념이 아동의 성취동기 및 성취행동, 더 나아가 성취결과 및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을 밝혀냈다(Chiu, Hong, & Dweck, 1997; Kammrath & Dweck, 2009; Levy, Stroessner, &
Dweck, 1998). Dweck과 그의 동료들은 지능에 대한 자신의 신념체계를 고정신념(entity
theories)과 증진신념(incremental theories)으로 구분하였다. 고정신념가들은 인간의 지능은 고

정적인 것이며 변화할 수 없다고 믿는 고정신념을 가진 사람들이며, 증진신념가들은 인간의 지
능은 변화가능하고 발전될 수 있는 것이라고 믿는 증진신념을 가진 사람들을 의미한다. 고정신
념가들과 증진신념가들은 학업에서의 낮은 점수나 또래 거절과 같은 상황에서 실패의 원인을
해석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 대응 방식이 다르며 나아가 개인의 자아존중감에서도 차이
가 있음이 밝혀졌다(Dweck & Leggett, 1988; Heyman & Dweck, 1998; Robins & Pals, 2002).
이러한 Dweck의 지능에 대한 신념 이론은 지능뿐만 아니라 인간의 성격에 대한 신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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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mmrath & Dweck, 2009; Plaks, Grant, & Dweck, 2005), 도덕성에 대한 신념(Miller,
Burgoon, & Hall, 2007), 부끄러움에 대한 신념(Beer, 2002)으로 확장되었으며, 최근에는 인간의

특성(trait)에 대한 신념 뿐 아니라 관계에 대한 신념 연구로 확장되어 연인과의 관계에 대한 신
념(Knee, 1998), 또래관계에 대한 신념(Rudolph, 2010)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Dweck의 지능에 대한 변화신념이 ‘자신의 지적 능력에 대한 외부의 평가’가 자신의 노력을

통해 변화가능하다는 신념이라면 인기에 대한 변화신념은 ‘자신의 사회적 능력에 대한 외부의
평가’가 자신의 노력을 통해 변화가능하다는 신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Dweck의 지능에 대한 변화신념 이론을 기반으로 인기에 대한 변화신념을 제안한다. 자신의 인

기에 대한 변화신념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인기에 대한 고정신념은 자신이 아무
리 노력해도 자신의 인기가 변화가능하지 않고 고정적일 것이라고 보는 신념이며, 인기에 대한
증진신념은 자신의 노력을 통해 인기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보는 신념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
럼 자신의 인기에 대한 긍정적 지각이 실제 인기도보다 아동의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친 것처럼
노력을 통해 자신의 인기가 변화 가능할 것이라는 지각과 신념은 아동의 내적 적응 및 사회적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청소년기 아동의 인기에 대한 변화신념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통해 사
회적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또래관계를 긍정적으로 지
각하고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청소년기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
다(노연희, 손영우, 2011; Bishop & Inderbitzen, 1995; Bolger, Patterson, & Kupersmidt, 1998;
Shen, 2009).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본 연구에서 인기에 대한 증진신념을 가진 아동은 타인이 평가

하는 자신의 인기도 수준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자신의 인기가 변화 가능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기대감에 초점을 맞출 것이며, 이는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았다. 반면,
자신의 인기에 대한 고정신념을 가진 아동은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인기가 변화 가능하지 않
다고 보기 때문에 현재 자신의 인기도에 관한 진단적 정보에 민감할 것이다. 이들은 또래의 평가
에 과도하게 귀를 기울이게 되고 이러한 경향성은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고 보았다.
또한 긍정적인 자아 자중감은 대인 관계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낮추고(서경현, 신현진, 김신섭,
2011; Rosenberg, Schooler, & Choenbac, 1989), 주관적 만족감과 행복감을 높이며(서경현, 양승

애, 2010; Baumeister, Campbell, Krueger, & Vohs, 2003), 만족스러운 사회적 관계를 예측한다
고 보고되고 있다(최명심, 2011). 더 나아가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은 또래관계에 반영이 되어(도
현심, 김선미, 2006), 또래 거부의 경험을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이귀숙, 정현희, 2006). 본 연구에
서도 자아존중감은 사회적 관계 어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았으며, 인기에 대
한 변화신념은 자아존중감을 통해 사회적 관계 어려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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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인기에 대한 고정신념은 자아존중감을 통해 사회적 관계 어려움에 영향을 미
치는가?
연구문제 2. 인기에 대한 증진신념은 자아존중감을 통해 사회적 관계 어려움에 영향을 미
치는가?

인기에 대한
고정신념

자아존중감

사회적 관계
어려움

인기에 대한
증진신념
그림

[

1]

연구모형

Ⅱ. 이론적 배경
1. 인기에 대한 변화신념과 자아존중감의 관계
자아존중감은 자신을 평가하는 태도로 자신의 성취 경험이나 의미 있는 타인 및 모든 종류의
영향력에 의해 형성되는 자신에 대한 가치 판단이다(Hatter, 1985). 이는 가족관계에서 기초가
형성되어 학교 상황에서 또래와의 상호작용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는다(Dahlem, Zimet, &
Walker, 1991). 특히 자아존중감은 친밀한 친구관계보다 일반적인 학급 또래들로부터 수용되는

지 거부당하는지 여부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Harter, 1990). 또래관계에서 친
구들이 나를 좋아하고 있다고 느끼고 자신이 그 집단에서 중요한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아
동의 자기가치와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또래관계에서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아동의 유능성 동기를 향상시키며 이는 자아기능의 효율성을 강화하여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킨다(최정미, 김미란; 2003; Harter, 1981; Vandell & Hembree, 1994). 어렸
을 때에 폭력경험이나 신체적 학대경험을 받은 아동과 같이 어려움을 겪은 아동일지라도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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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또래와 친밀감을 나누며 잘 지내고 있다고 지각하고 판단하는 아동은 자아존중감이 높았다
(Shen, 2009).

한편 Judge, Locke, & Durham(1997)은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내적 통제소재, 감정적 안정
(emotional stability)이 자기 평가의 핵심(core self-evaluation)이라고 보았다. 이 중에서 자아존

중감은 특히 내적 통제소재와 강한 정적인 관련성이 있으며 외적 통제소재와는 부적인 관련성
이 있었다(Judge, Erez, Bono, & Thoresen, 2003). 내적 통제소재는 자신의 삶을 자기 스스로가
통제가능하며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이며, 외적 통제소재는 삶을 자신이 스스로 통제가능
하다기 보다 외부의 요인에 의해 좌우된다고 보는 경향성을 말한다(Phares, 1957).
앞서 제시한 인기에 대한 변화신념 중 자신의 인기가 변화 가능하다고 보는 사람은 자신의
인기 또한 자신이 통제 가능하며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경향성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또한
인기에 대한 고정신념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가 통제 가능하다고 보지 않는 외적 통제소재와 관
련성이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인기에 대한 변화신념 역시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다.
특히 다른 어떤 시기보다 또래의 평가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자신의 가치감이 또래에 의해
좌우되는 시기(윤혜경, 이지연, 2010)에 자신에 대한 또래의 평가 지표인 자신의 인기가 변화 가
능하다고 보는 신념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한다. 자신의 인기가
변화가능할 것이라고 믿는 아동은 앞으로 자신의 인기가 높아질 기회가 많다고 생각하므로 현
재 자신의 실제적인 인기에 상관없이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질 수 있다. 반면 자신의 인기가 변화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 아동은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해도 자신의 지위는 더 이상 변화하지 않다고
생각하므로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릴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기에 대한 변화
신념과 자아존중감 간의 관련성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2.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관계 어려움과의 관계
많은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은 청소년기의 또래관계 어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밝혀냈다. 높은 자아존중감은 대인관계의 스트레스를 낮추는 효과가 있으며(서경현, 신현진, 김
신섭, 2011), 주관적 행복감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서경현, 양승애, 2010) 정서적 안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노연희, 손영우, 2011). 반면 낮은 자아존중감은 우울감을 이끌며
(Rosenberg, Schooler, & Schoenbach, 1989), 낮아진 자아존중감을 고양시키기 위해 비행이나 공

격성과 같은 부정적인 행동을 선택하도록 이끌었다(Rigby & Cox, 1996).
특히 자아존중감은 청소년의 또래관계에서 나타나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적응
전략 역할(Egan & Perry, 1998)을 하기 때문에 부적응적 정서와 행동적 관계를 매개하는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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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분노와 우울과 같은 부적 정서를 경험하는 초등학생일지라도 높은 자아
존중감을 가진 아동은 또래관계 문제를 경험하고 일으킬 가능성이 낮으며(김현경, 홍상황,
2008), 우울한 아동일지라도 자아존중감이 높은 아동은 또래관계에서 문제의 위험성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다(이경아, 2008). 최근 송영희, 이윤주(2010)의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은 비합리적
인 신념과 우울사이의 관계를 매개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났으며, 이귀숙, 정현희(2006)의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아동의 유능감 지각을 통해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많은 연구들은 인지내용의 변화가 사회적 적응 및 대인관계 형성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
을 밝혀 왔다(Erdley, Cain, Loomis, Dumas-Hines, & Dweck, 1997; Hope, Heimberg & Bruch,
1995). 자신을 사회적으로 유능하지 않다고 지각한 청소년은 실패 또는 거절이 예상되는 대인관

계 상황에서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기대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사회적 성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회피하는 경향성을 보였다(McElhaney, Antonishak, & Allen, 2008). 반면 자신을 인지적,
사회적, 신체적으로 유능하다고 지각하는 청소년은 또래로부터 수용 받는 경험을 높이는 데 보
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였다(이귀숙, 정현희, 2006). 이러한 선행연구는 실제적인 자
신의 인기도에 상관없이 자신의 사회적 능력을 어떻게 지각하는지가 청소년기 아동의 자아존중
감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주고 더 나아가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능력의 지표라고 볼 수 있는 인기를 자신의 노력으
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지각하는 신념이 청소년기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고 이는 나아
가 사회적 관계 어려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았다. 이를 위해 인기에 대한 변화신념이 자아
존중감을 통해 아동의 사회적 관계 어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모형을 제안하였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또래집단의 영향력이 뚜렷이 나타나는 초등학교 5, 6학년(김동현, 이규미, 2010)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에 위치한 초등학교 5∼6학년 남녀 202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고 그 중에서 성실히 응답하지 않은 9명의 설문지를 제외하여 총193명(남자 97명, 여자 96
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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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도구
1) 인기에 대한 변화신념 척도
성격에 대한 변화신념(Chiu, Hong, & Dweck, 1997), 부끄러움에 대한 변화신념(Beer, 2002),
도덕성에 대한 변화신념(Miller, Burgoon, & Hall, 2007) 척도가 지능에 대한 변화신념 척도를
바탕으로 수정하여 만들어진 것과 같이, Dweck(2000)이 만든 지능에 대한 변화신념 6개 문항을
인기에 대한 변화신념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연구자가 제작한 문항을 교육심리박사 1인, 교
육학박사 1인에게 의뢰하여 선정된 문항의 명확성과 타당성을 평가받았다. 또한 초등학생 5명의
도움을 받아 초등학생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수정하였다. 인기에 대한 고정신념은 ‘인기있는
사람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다’와 같은 3문항, 인기에 대한 증진신념은 ‘누구라도 자신의 인기를
크게 바꿀 수 있다’와 같은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식 6점 척도 상에서 응답한다. 본
연구에서 문항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인기에 대한 고정신념의 경우 .79, 인기에 대한
증진신념의 경우 .80로 나타났다.

2) 자아존중감 척도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최은정(1998)이
번안한 검사도구를 사용하였다. 자아존중감 척도는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
이라고 생각한다’와 같은 긍정적 자아존중감을 측정하는 5개 문항과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
다’와 같은 부정적 자아존중감을 측정하는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1점에서
6점까지(1=전혀 아니다, 6=매우 그렇다)의 Likert식 6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결과처리 시 부정적

인 내용 문항은 역코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은정
(1998)의 연구에서 문항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0으로 나타났으며, 이 연구에서 문항 내

적 합치도 (Cronbach's α)는 .81로 나타났다.

3) 사회적 관계 어려움 척도
KPRC 사회관계척도는 한국 아동 인성평정 척도(Korean Personality Rating Scale for
Children: KPRC)의 임상척도 중 하나로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측정하기 위해서 조선미,박혜

연,김지혜,홍창희,황순택(2006)이 제작한 것이다. 문항은 ‘다른 친구들과 함께 있지 않고 주로 혼
자서 지낸다’와 같은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또래관계에 대한 관심 정도 및 소외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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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대인관계에서의 불안 수준, 수줍음, 인간관계의 폭 및 빈도 등을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Likert식 6점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나는 학교생활을 잘 한다’, ‘지능이 보통이상은 되는 것 같

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친하게 잘 지낸다’와 같이 신뢰도가 낮은 3문항을 제외하고 11문항만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문항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69로 나타났다.

3. 자료 분석
인기에 대한 변화신념, 아동의 자아존중감, 그리고 사회적 관계 어려움과의 관련성을 살펴보
기 위하여 PASW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인기에 대한 변화 신
념이 자존감을 통해 사회적 관계 어려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AMOS 18.0 프로그
램을 사용하여 경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경로분석은 잠재변수가 단일지표로 구성되어 있는 구조
방정식 모델에 해당한다(배병렬, 2007). 본 연구에서는 자존감, 사회적 관계 어려움을 하나의 관
측변수로 측정하였으므로 구조방정식이 아닌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와 함께 적합도 지수를 고려하였다. 여러 적합도 지수 중에
서 TLI(Tuker-Lewis Index), NFI(Bentler-Bonett normed fit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사용하였다. 이 지수들은 표본크기의 영

향을 많이 받지 않고 특히 TLI와 RMSEA의 경우 모형의 설명력뿐 아니라 모형의 간명성까지
고려하기 때문이다(홍세희, 2000). TLI와 NFI, CFI의 경우 값이 .92 이상일 때, RMSEA의 경우는
.08 이하일 때 괜찮은 적합도로 해석한다(Hair et al., 2009). 경로분석에 앞서 자료가 정규분포의

가정을 충족하는지도 검증하였다. 정규분포 가정이 심하게 위반된 경우에는 최대우도법에서 왜
곡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Curran, West, & Finch, 1996).

Ⅳ. 연구결과
1. 인기에 대한 변화신념, 자아존중감, 사회적 관계의 어려움 간의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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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인기에 대한 변화신념, 자아존중감, 사회적 관계의 어려움 기술통계치

1>

평균

표준편차

분산

왜도

첨도

고정신념

1.98

0.93

0.86

0.95

0.40

증진신념

4.74

1.19

1.42

-1.03

0.82

자아존중감

4.49

0.75

0.57

-0.33

-0.31

사회적 관계의 어려움

2.52

0.50

0.25

0.53

0.09

인기에 대한
변화신념

본 연구에서 살펴본 변인들의 전반적인 기술통계는 <표 1>과 같다. 각 변수들이 정규분포를
따르는지 보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살펴본 결과, 자료는 West, Finch와 Curran(1995)이 제시한
정규분포 기준(왜도< 2, 첨도< 7)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표 2>을 살펴보면, 인기에 대한 고정신념은 자아존중감과 부적 상관(r = -.37)을 나타낸
반면, 사회적 관계에서의 어려움과는 정적 상관(r = .26)을 나타냈다. 반면 인기에 대한 증진신념
의 경우 자아존중감과 정적 상관(r = .32)을 보이고 사회적 관계 어려움과는 상관을 나타내지
않았다.

표

<

2>

인기에 대한 변화신념, 자아존중감, 사회적 관계의 어려움 간의 상관
인기에 대한
고정신념

*

인기에 대한
증진신념

자아존중감

인기에 대한
고정신념

1

인기에 대한
증진신념

-.48**

1

자아존중감

-.37**

.32**

1

사회적 관계의
어려움

.26**

-.10

-.50**

p < .05,

**

사회적 관계의
어려움

1

p < .01

2. 인기에 대한 변화신념이 자아존중감을 통해 사회적 관계의 어려움에 미치
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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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에 대한
고정신념

-.28***
-.44***

사회적 관계
어려움

자아존중감

인기에 대한
증진신념

.19*

그림

[

2]

연구 모형 검증

인기에 대한 고정신념과 증진신념이 사회적 관계 어려움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인기에 대한 고정신념과 증진신념이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사회적 관계에 어려움에 영향을 주는
연구모형을 설정하여 검증하였다.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독립변인과 종속
변인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어야 하고, 독립변인과 매개변인, 매개변인과 종속변인의
유의미한 통계적 관계가 있어야 하며, 매개변인을 통제했을 때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가
유의미하게 감소해야 하는 4단계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Baron & Kenny, 1986). 하지만 매개
효과를 증명할 때, 첫 번째 단계가 유의하지 않아도 상쇄효과와 억압변인과정(suppressor
variable process)에 따라 첫 번째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다(Shrout & Bolger, 2002).

본 연구에서는 <표 2>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인기에 대한 증진신념과 사회적 관계의 어려움
간의 상관이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더라도(r = -.10), 인기에 대한 증진신념이 자아존중감과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났으며(r = .32, p < .01),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관계의 어려움이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r = -.50, p < .001), 매개효과의 검증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있다.

표

<

연구모형

3>

연구 모형의 적합도 검증 결과



df

p

RMSEA

CMIN/DF

TLI

NFI

CFI

3.688

2

.158

.066

1.844

.924

.969

.985

분석결과 <표 3>과 같이 모형의 적합도 지수들은 모두 적절한 수준의 범위에 해당하며 적합
한 모형임을 나타내었다(   = 3.688, df = 2, p = .158, RMSEA= .066, TLI= .924, CFI= .985, NFI=
.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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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4>

연구모형의 변인간 경로계수 및 유의도 분석 결과

경로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S. E.

C. R.

인기에 대한
고정신념

→ 자아존중감

-.229***

-.282***

.065

-3.539

인기에 대한
증진신념

→ 자아존중감

.118*

.186*

.050

2.328

자아존중감

→ 사회적 관계
어려움

-.409***

-.443***

.600

-6.821

자아존중감 R2 = .165
사회적 관계 어려움 R2 = .196
*

p < .05,

**

p < .01,

***

p < .001

연구 모형에서 영향 관계를 설정한 경로들의 경로계수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인기에 대
한 고정신념은 자아존중감에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β = -.229, p < .001), 인기
에 대한 증진신념은 자아존중감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β = .118, p < .05). 그리
고 자아존중감은 사회적 관계 어려움에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β = -.409, p <
.001). 또한 인기에 대한 변화신념은 자아존중감 변량의 16.5%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기에 대한 변화신념과 자아존중감은 사회적 관계 어려움 변량의 19.6%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Ⅴ.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경로분석을 통해 초등학생의 인기에 대한 변화신념이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사
회적 관계 어려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먼저 초등학생의 인기에 대한 변화신념은 아동
의 자아존중감, 사회적 관계의 어려움과 관련성이 있었다. 특히 자신의 인기가 변화 가능하다고
보는 인기에 대한 증진신념은 자아존중감에 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자신의 인기는 변화 가능
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인기에 대한 고정신념은 자아존중감에 부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는 아동
이 자신의 또래집단에서 자신을 어떻게 지각하는지가 자아개념에 가장 중요한 지표라는 연구결
과(Trwesniewski, Donnellan, & Robins, 2003)와 또래관계에 대한 자신의 긍정적인 평가가 자아
존중감을 향상시킨다(최정미, 김미란, 2003)는 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또래관계에서 자신의 사회적 위치인 인기가 변화 가능하다고 보는 아동은 자신에 대해 높게 평
가하고 가치 있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 반면 또래집단에서 자신의 위치가 변화 가능하지 않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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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아동은 자신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타인의 객관적 지각보다는 자신이
느끼는 주관적 지각이 중요하다는 상담심리 치료의 기본적인 가정(이경아, 2008)과도 같은 맥락
이다.
인기가 변화 가능하다고 보는 신념은 자신의 노력으로 인기가 상승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
시한다. 이러한 가능성은 자신의 가치감이 상승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며, 이는 아동이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형성하는 데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자신의 인기가 변화 가능
하지 않다고 보는 것은 자신의 인기에 대한 결정론적인 시각으로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
의 인기는 변화가능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또래관계에서 자신의 인기가 자신의 노력을 통해
변화시킬 수 없다는 이러한 시각은 또래관계에서 무기력한 반응을 불러일으켜 자신의 가치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추측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인기에 대한 고정신념은 자아존중감을 낮추며, 낮아진 자아존중감은 사회적 관계의
어려움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기에 대한 증진신념은 자아존중감을 높이며, 높
아진 자아존중감은 사회적 관계의 어려움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의 실제적
또래 인기도와 상관없이 아동이 자신의 인기를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가 아동의 학교생활 적
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McElhaney, Antonishak, & Allen, 2008)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
한 자신의 내적 평가 및 기대가 아동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Dodge & Price, 1994;
Downey & Feldman, 1996; Stroufe et al, 2005)와 동일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자신의 인기가 변화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인기에 대한 고정신념을 가
진 아동은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지게 되며 이는 또래관계에서 사회적 관계의 어려움을 발생시
킬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인기가 변화 가능하다고 보는 아동은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인기가
변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지게 되며 이러한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
와 평가는 또래관계에서의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에 의하면 초등학생에게 자신의 인기가 변화할 수 있다는 신념은 자아존중감 증진을
통해 사회적 관계에서의 어려움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성장의 과정 중에
있는 청소년기 아동에게 자신이 변화 가능하다고 보는 신념은 교육의 핵심적인 요소이고 성장
기 아동이 지극히 당연히 가져야 할 신념이다. 그러나 집단적인 학습 시스템을 가진 학교는 각각
의 개인에게 누구든 성장할 수 있고 변화할 수 있다는 신념을 부여하고 지지하기보다 진단적인
피드백과 정보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실정이다. 따라서 아동에게 자신이 변화 가능하다
는 변화신념적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교사나 학부모가 먼저 이러한 신념을 가져야 할 것
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서울시내 1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전체 초등학생으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실험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인기에 대한 변화신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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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아존중감을 통해 사회적 관계의 어려움에 미치는 영향을 인과적으로 해석하는 데에 한계
가 있다. 이에 앞으로 인기도 증진신념 고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험연구를 통해 인기에 대한
변화신념의 영향을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회적 관계의 어
려움은 자기 보고식 검사를 통해 측정되었기 때문에 자기 인식의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아동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또래집단이나 친밀한 친구, 부모, 교사가 보고하는 아동의 사회적 관계의
어려움과도 그 관련성을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한 인기에 대한 변화신념이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관계 어려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때, 실제 아동의 인기도는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실제 아동의 인기에
따라 인기에 대한 고정신념과 증진신념의 역할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인기가 높은 아동이 자
신의 인기가 변화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과 인기가 낮은 아동이 자신의 인기가 변화가능
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 실제 인기도를 고려하여
인기에 대한 변화신념이 아동의 사회적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지금까지 ‘어떠한 아동이 인기가 있는가?’에 대한 기
존의 인기도에 관한 연구 관점을 탈피하여 ‘아동은 자신의 인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접근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 차별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인기순위 등의 객관적 지표로 나타나는 아동의 실제 인기도만큼이나 아동이 자신
에 대한 인기를 변화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은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통해 사회적 관계의
어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이 밝혀졌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일선 학교 현장 및 가정
에서는 인기에 대해 민감한 아동에게 인기 변화신념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함을
시사한다. 예컨대, 인기에 대한 변화신념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이 자신의 실제 인기에 상관없이
자신의 사회적 능력을 유능하게 지각하여 학교생활 적응을 높일 수 있는지 검증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는 Dweck의 지능에 대한 변화신념 이론을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자신
의 사회적 평가인 인기도 영역으로 확장했다는 이론적 의의를 가진다. Dweck의 지능에 대한
변화신념은 성취 상황에서 아동의 동기와 실패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졌
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인기에 대한 변화신념도 아동의 또래관계에서 동기 및 문제 해결 방식
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심리적 요인 중 하나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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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Self Theories of Popularity
on Relational Difficultie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Focusing on Self-Esteem as a Mediator*
1)

So Hee Lee**
Tae Seob Shin***
This study investigated the notion of self theories of popularity. This research explored the
relationships among the self theories of popularity, self-esteem, and relational difficulties. A
path analysis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causal effects of the self theories of popularity
on relational difficulties that were mediated by self-esteem. The results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entity belief and relational difficulties. The results also revealed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incremental belief and self-esteem while a negative correlation was found
between entity belief and self-esteem. The self theories of popularity had a significant effect
on self-esteem, which in turn had a significant effect on relational difficulties. The entity belief
had a negative effect on self-esteem, while the incremental belief had a positive effect on
self-esteem. Self-esteem had a negative effect on relational difficulties. Findings suggest that
self-esteem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heories of popularity and relational
difficulties.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were discussed in the discussion section.
Key words: the self theories of popularity, entity belief, incremental belief, self-esteem,
relational difficul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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