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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개 요

본격적인 스마트폰 시대가 열린 이래로 스마트폰 이용 연령은 점차 낮아져 초

등학생에게도 스마트폰은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기기로 자리매김 

하였다.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주로 자기표현과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위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으며 SNS(Social Network Service)와 셀피(Selfie)는 이

를 충족하는 수단으로 크게 활용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SNS와 셀피 사용 여

부, 빈도, 중독 정도 등이 사용자의 자기애 성향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였으며 자

기애 성향은 성격의 일부분으로 타고나는 것이기 보다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라 보았다. 특히 부모의 양육태도는 아동의 성격 형성에 영향

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이 꾸준히 강조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양육태도의 영향을 크게 받으면서 스마트폰 이용률이 

높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들의 SNS 및 셀피 행동과 자기애 성향, 부모양육태

도의 구조적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울산광역시 소재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 707명을 임의 표집 후 설

문을 실시하여 SNS나 셀피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277부, 불성실한 응답 

자료 109부를 제외한 321부를 최종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ver. 21.0 프로그램과 AMOS ver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빈

도분석, 상관분석, F검정,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부모양육태

도와 자기애 성향, SNS 동기의 관계에서 자기애 성향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하여 

Bootstrapping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감독, 합리적 설명, 애정)에서 자기애적 취약성

에 이르는 경로가 부적으로 유의하였고 부정적 양육태도(비일관성, 과잉기대, 과

잉간섭, 학대, 방치)는 자기애적 웅대성과 자기애적 취약성 모두와 정적으로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정적 양육태도를 구성하는 하위요인 중 과잉기대

가 자기애적 웅대성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애적 취



- v -

약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모의 비일관적인 태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 양육태도는 자기애적 웅대성과 취약성과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모의 양육태도에서 SNS 동기로 이어지는 직접 경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기애적 웅대성이 높을수록 정보-재미 동기, 사교-동조 동

기, 기분 전환 동기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매개 효과를 검증

한 결과 부정적 양육태도는 자기애적 웅대성을 매개로 하여 정보-재미 동기, 기

분 전환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부모양육태도와 셀피 동기의 관계는 서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자기애 성

향과 셀피 동기의 관계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셀피 동기로 사교를 선택한 

집단과 기록을 선택한 집단의 자기애적 취약성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자기애적 취약성이 높은 아동은 주로 사교를 목적으로 셀피를 촬영하고 자기

애적 취약성이 낮은 아동은 주로 기록을 위해 셀피를 촬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양육태도가 SNS 동기 및 셀피 동기로 직접 이어지기보다 부모양육태

도의 결과로 형성된 성격적 특성에 따라 SNS 및 셀피 동기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넷째, 부모양육태도와 SNS 빈도, 자기애 성향과 SNS 빈도의 관계는 서로 유

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양육태도와 셀피 빈도, 자기애 성향과 셀피 

빈도의 관계 또한 서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자기애 성향은 부모양육태도와 SNS 및 셀피 동기를 매

개하는 변인이며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태도는 자녀가 웅대하거나 취약한 자기상

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동이 자신의 우월성을 크

게 지각하여 타인의 인정과 칭찬을 얻고자 하는 성향이 강할수록 타인과의 관계

를 기반으로 하는 SNS의 가치를 높이 인식하고 다양하고 분명한 의도로 SNS를

활용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타인의 반응에 민감하여 대인관계에서 방어적이고

위축되는 성향이 강할수록 자신을 모습을 가공하여 선택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셀피를 관계 형성 및 유지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렇듯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자기애 성향에 따라 SNS와 셀피 사용 양상이 달라짐을 밝힘

으로써 성격 형성에 영향을 주는 부모의 양육태도의 중요성을 일깨우며 SNS 및

셀피 중독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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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본격적인 스마트폰 시대가 열린 지 10년 만에 스마트폰은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기기로 자리매김 하였으며 이는 청소년에게도 예외가 아니다(이상

우, 2015). 2017년도 자료에 의하면 10대의 97.2%가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으

며 특히 메신저와 SNS에 각각 99.9%, 72.7%의 높은 이용률을 보였다(한국인터

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2018). 이는 청소년들에게 스마트폰이 일상화되고 

SNS(Social Network Service)가 대중화된 현실을 반영하며 청소년들이 주로 타

인과의 상호작용을 위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 자료가 된

다. 한편 메신저와 SNS는 자기제시 및 표현의 수단으로 셀피(Selfie)가 등장하

는 계기를 마련했다. SNS는 자신의 모습이나 감정, 생각 등을 다수의 타인에게 

공개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가상의 공간으로 셀피는 이를 효과적으로 제시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표적인 이미지 중심 SNS인 인스타그램

(Instagram))에서는 ‘selfie’를 검색어로 한 게시물이 3억 5천5백여 개에 달할 

정도로 SNS와 셀피는 자기표현과 상호작용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으로 

크게 활용되고 있다. 한편 SNS의 역기능적 측면으로 중독 현상이 대두됨에 따라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충효, 2015), 셀피는 최근에 들어 국내 학계에서 다루어지기 시작하였다.

SNS와 셀피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지지되어 온 것은 

바로 ‘자기애’이다. 자기애는 이상심리학에서 성격 특성을 기술하는 중요한 개념

으로 수용되는 것으로 웅대성과 취약성을 주요 속성으로 가진다(한수정, 2016), 

웅대성은 자기과시와 우월성을, 취약성은 타인의 평가에 대한 과민함을 의미한다

(Wink, 1991). 선행연구에 따르면 두 가지 자기애 모두 SNS 사용과 정적 관련

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권석만, 한수정, 2000; 이경민, 2014; 조다현, 2014). 

웅대성 자기애자는 자기과시적인 성향이 강하여 자신을 드러내기 좋아하고 SNS

를 통해 타인의 칭찬과 인정을 구하고자 하며, 취약성 자기애자는 대인불안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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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이 높아 SNS와 같은 매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간접적인 상호작용을 선호한다

는 것이다. 한편, 자기애와 셀피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웅대성 자기애가 

높은 사람이 취약성 자기애가 높은 사람보다 셀카 집착 및 중독경향성이 두드러

지게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김재희, 2017; 윤슬기, 2016). 즉, 웅대성 자기

애자의 경우 셀피 행동 그 자체를 즐기기보다 셀피를 통해 타인으로부터 긍정적

인 평가를 받고자 하는 욕구를 크게 가지므로 셀피 집착 정도가 높은 것으로 추

측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자기애적 성격 특성에 따라 셀피 빈도 및 셀피 동기에 

차이를 보일 수 있음을 가정할 수 있다.

한편 자기애의 발달은 부모의 양육태도와 관련이 깊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Kernberg, 1975; Kohut, 1971; Millon, 1981). 양육태도란 자녀에 대한 부모의 

반응과 행동방식이자 자녀의 성장발달을 위해 가르치는 일관성 있게 나타나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태도와 행동으로(Becker, 1964: 유숙경, 2016에서 재인용)

부모는 아동이 접하는 최초의 타인으로서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성격 형성 

및 지적·정의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Kohut(1971)에 따르면 부모의 돌봄

과 공감적인 양육태도는 아동의 자기애적 욕구를 만족시키고 유아적 자기애가 

적절한 좌절을 거쳐 성숙한 자기애로 발달하는 데 필수적인 조건인 반면 거부적

이고 방임적인 양육태도는 자기애적 욕구를 억압시켜 아동이 성장 이후에도 유

아적 자기애에 고착되는 결과를 낳아 성숙한 자기애로의 발달을 저해한다. 이렇

듯 미성숙한 자기애가 성격 특성으로 굳어져  병리적인 특성을 보이는 것을 자

기애적 성격장애라 하며 이는 DSM-3 이래로 성격장애의 주요한 하나의 유형으

로 분류되고 있다(한수정, 2016).

이를 종합하자면 부모양육태도는 아동의 자기애 성향 발달에 영향을 미치며 아

동의 자기애 성향은 SNS 및 셀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추측할 수 있

다. 그리고 SNS 및 셀피가 자기표현 및 타인과의 소통 방식이라는 점에서 자녀

가 최초로 경험하는 대상, 즉 부모와 맺는 관계의 질은 아동의 SNS 및 셀피 행

동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더불어 자기애와 부모양육태도가 스마

트폰 사용과 높은 상관을 보인다는 이충효(2015)의 메타 연구 결과를 토대로 부

모양육태도가 아동의 자기애 성향을 매개로 SNS 및 셀피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측할 수 있으며 이를 경험적 연구를 통해 검증할 필요가 있다.

한편 SNS와 셀피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중독에 치우쳐 있어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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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반적인 SNS 및 셀피 행동을 설명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며 양육태도와 

SNS 및 셀피와의 관계를 다룬 연구가 없어 연구의 주제를 확장시킬 필요가 있

다. 또한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중학생 이상의 청소년 및 성인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갈수록 스마트폰 사용 연령이 낮아지는 추세에 맞추어 스마트폰 이

용률이 급증하는 초등학생을 연구의 대상으로 조명할 필요가 있다(한국인터넷정

보원, 201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SNS 및 셀

피에 영향을 주는 개인 내적 변인으로 자기애 성향, 환경 변인으로 양육태도를 

설정하여 변인들 간의 구조적인 관계를 밝힘으로써 초등학생의 SNS 및 셀피 행

동을 이해하고자 한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를 통해 초등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 자기애 성향, SNS 및 셀피 

행동의 관계를 알고, 부모양육태도와 SNS 및 셀피 행동의 관계에서 자기애 성향

의 매개효과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자기애 성향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 문제 2.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자기애 성향, SNS 및 셀피 행동의 

관계는 어떠한가? 

          2-1.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자기애 성향, SNS 동기 및 

빈도의 관계는 어떠한가?

           2-2.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자기애 성향, 셀피 동기 및 

빈도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 문제 3.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SNS 및 셀피 행동의 관계에서 

자기애 성향의 매개효과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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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부모양육태도

가. 부모양육태도의 개념 및 특징

부모는 한 인간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관계를 맺는 대상으로 부모를 중심으로 

한 가정은 아동의 초기 환경을 구성할 뿐만 아니라 가장 오랜 기간 지속되는 환

경으로 존재한다. 아동의 가정 변인 중 부모의 양육태도는 부모-자녀 간 관계의 

질을 결정하여 자녀의 지적·정의적 특성의 발달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라 

할 수 있다(남상인, 1983). Becker(1964)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자녀에 대한 부

모의 일반적, 보편적인 태도와 행동이자 자녀의 성장발달을 위해 나타나는 반응 

및 행동방식이라 하였다(유숙경, 2016에서 재인용). 또한 태도를 “특정 대상에게 

일관성 있게 호의적 혹은 비호의적으로 반응하는 학습된 경향” 이라 할 때

(Fishbein & Aizen, 1975) 부모양육태도는 부모가 자녀를 기르는 데 있어 일관

성있게 반응하는 학습된 경향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는 Baumrind(1991)가 부

모가 자녀에게 보이는 요구(demandingness)와 민감성(responsiveness)의 정도

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 일관된 반응 양식으로 양육방식(parenting types)을 개

념화한 것과 유사하다. 국내 연구자로는 오성심과 이종승(1982)이 양육태도를 

부모 혹은 부모를 대신하는 보호자가 자녀를 양육할 때 일반적으로 나타내게 되

는 내․외적인 태도나 행동으로 정의한 바 있다(박수연, 2014에서 재인용). 이렇

듯 부모양육태도의 개념은 학자에 따라 상이한 표현으로 정의되고 있으나 공통

적으로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나타나는 보편성과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속성으로 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부모양육

태도를 아동의 지적, 정의적, 행동적 특성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양육자의 일

반적이고 지속적인 반응 및 행동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정신분석학파에 의해 초기 경험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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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한 이래 아동의 심리․사회적 발달, 즉 성격과 정서 상태 

뿐만 아니라 행동 수행능력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마혜

정, 2004; 정원식, 1975). Freud는 약 6세까지의 부모와의 접촉이 성격형성의 

결정적 요인이라 가정하고 부모-아동 관계에 의해 형성된 아동의 성격은 불가역

적인 것으로 아동의 성격은 오로지 부모의 양육방법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하

였다(장휘숙, 2010). 특히 아동은 실제 자신의 역량에 대한 지각보다 유의미한 

타인의 평가에 의해 자신의 행동의 의미와 가치를 학습하므로 부모가 자녀에 대

해 가지는 태도가 자녀의 자기 인식에 전이되는 경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즉, 

부모가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느냐보다 자녀를 친밀하게 대하고 신뢰하며 

일관적이고 자율적인 태도를 가질수록 자녀는 긍정적으로 자기를 인식하고 자신

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된다(정은혜, 2010). 또한 가정은 사회화가 이루

어지는 최초의 집단으로 타인과의 관계 형성에 기초가 되는 내적 작동 모델을 

형성하는 곳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즉, 애정적, 자율적, 성취적인 부모양육은 원

만한 대인관계 발달을 위한 정서적 돌봄을 제공하여 자녀가 긍정적인 또래관계

를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김소희, 2017; 최진희, 2010). 또한 자녀는 부모의 양

육을 애정과 관심을 바탕으로 한 돌봄으로 지각할수록 우울감을 적게 느끼고 주

관적 행복감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정은선, 2008) 부모양육태도가 심리

적 안정과 삶에 대한 만족도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역기능적인 부모양육태도는 아동의 심리적 부적응을 초래함으로써 다양한 

문제행동 및 정신 병리를 야기한다는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다(송희승, 

2013; 유재학, 서민재, 박지선, 2013; 최현아, 송현주, 2017; 허묘연, 2004). 적

대적이고 통제적인 양육태도는 아동의 스트레스와 정적 상관, 긍정적인 스트레스 

대처 방식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송희승, 2013) 돌봄과 애정이 결핍된 양육

환경에서는 아동의 정신화1) 발달이 저해되어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자신 및 타인의 감정이나 심리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므로 또래관계를 

비롯한 다양한 대인관계에서 건강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이수림, 

이문희, 2014). 특히 부모나 유의미한 타인과의 관계에서 생긴 외상은 위축, 우

울/불안, 사회적 미성숙 등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여 양육태도가 발달, 정서, 

1) 암묵적, 명시적으로 자신과 타인의 행동을 바람, 욕구, 느낌, 신념, 사유와 같은 의도적인 

정신 상태를 기반으로 하여 의미 있게 해석하는 것(Bateman, Fonagy,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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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행동문제뿐 아니라 성격 형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재학 외, 

2013). 또한 송희승(2013)의 연구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문제행동에 가장 유의

하게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변수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존중감이었

으며 양육태도는 자아존중감을 통해서도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쳐 아동의 문제행

동 발생에 중요한 변수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부모의 과잉간섭, 방치, 비일관

적 양육행동이 자녀의 문제행동을 증가시키는 반면 적절한 애정과 감독은 자녀

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킨다고 본 허묘연(2004)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또

한 허묘연(2004)은 부모 양육행동 척도의 총점이 청소년의 정신 병리를 반영하

는 총문제행동 점수를 유의미하게 예측하여 부모의 양육행동이 병리적일수록 청

소년의 정신 병리를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밝혔다. 이는 아동기의 외상

이 성인기의 정신병리, 즉 우울, 불안, 정서조절, 품행 문제와도 관련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난 해외 연구와도 관련이 있다(최현아 외, 2017; Hovens, et al., 

2010; Shields & Cicchetti, 2001). 이와 같은 선행연구는 부모가 아동 발달의 

결정적 시기에 영향을 주는 대상으로서 양육태도는 자녀의 심리 사회적 발달 전

반에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며 자녀의 적응 및 부적응행동의 강력한 

예언변인임을 시사한다.

한편 부모의 양육태도는 부모가 스스로 인식하는 정도 혹은 자녀가 지각하는 

정도로 평가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서로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인간은 어떤 대상이나 현상을 그 자체로 받아들이기보다 주관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다수의 연구(박수연, 2014; 허묘연, 2004; 황대현, 2013)에서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를 측정하는 방식을 따르는 것은 첫째, 전반적으로 어머

니는 자신의 양육태도를 아동이 지각하는 것보다 긍정적, 이상적으로 지각하는 

특징이 있고(유숙경, 2016; 윤라경, 2010). 둘째, 부모의 실제 행동보다 아동이 

주관적으로 지각한 것이 아동 개인의 행동, 태도 및 성격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

을 주어 부모의 보고보다는 아동이 지각한 양육태도가 더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강희진 2004; 한상현, 2004). 본 연구 또한 아동의 심리적 발달의 측

면에서 부모의 양육태도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고 아

동에 대한 부모의 인식은 부모의 태도와 행동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아동이 지각

하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평가하는 방식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



- 7 -

나. 부모양육태도의 유형

양육태도를 가장 먼저 이론으로 정립한 Symonds(1949)는 거부-수용 차원과 

지배-복종 차원을 교차시켜 구분한 후 다시 소극적 거부형과 적극적 거부형, 간

섭형과 불안형, 엄격형과 기대형, 익애형과 맹종형으로 세분화하였다(김소희, 

2017에서 재인용). Symonds의 이론은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체계화하였다는 점

에서 공헌한 바 있으나 정신분석학 이론에 힘입어 임상사례에 의거하였기 때문

에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건전한 태도에 대해서는 언급이 부족하고 정상

적인 규준에 의거하여 양육태도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이원영, 

1983).

Schaefer(1959)는 최초로 정상적 가정을 대상으로 양육태도에 대한 장기적인 

연구를 수행하여 부모의 행동이나 태도를 애정-적대, 자율-통제의 2개 차원으

로 분류하였는데 애정-적대 차원은 부모와 자녀의 정서적 관계를 다루는 반면, 

자율-통제의 차원은 부모가 자녀의 행동에 대해 부과하는 통제와 제한을 다룬다

(유숙경, 2016에서 재인용). 이는 양육태도를 절대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애정적-자율적, 애정적-통제적, 적대적-자율적, 적대적-통제적으로 구분되는 

사분원의 성향을 중심으로 양육태도를 해석하여 양육태도의 일반적인 유형으로 

여러 학자에게 지지되고 있다(김소희, 2016).

Baumrind(1991)는 양육태도를 유형화하여 연구한 대표적 학자로(유숙경, 

2016), 통제와 온정이라는 두 가지 기준에 따라 부모의 행동영역을 측정하여 온

정과 통제가 모두 높을 경우에는 권위적(authoritative), 온정은 높고 통제가 낮

은 경우는 허용적(permissive), 통제가 높고 온정이 낮은 경우에는 독재적인

(authoritarian) 양육방법으로 분류하였다(김혜영, 1999). 첫째, 독재적 부모는 

자녀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서 강압적인 체벌과 강제성을 사용하는 부모로 자

녀는 심리적 갈등을 많이 일으키거나 화를 잘 내고 목적, 성취 지향이 낮게 나타

난다. 둘째, 허용적 부모는 자녀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양육태도를 특징으로 하며 

이때 자녀는 충동적, 공격적, 반항적이고 자립심과 자제력이 낮고 목적․성취 지향

성이 낮게 나타난다. 셋째, 권위적 부모는 독재적 태도와 허용적 태도의 장점을 

잘 조합한 태도로, 통제를 할 경우에도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접근하여 아동의 

자율성을 인정하지만 부모의 권위를 유지하면서 아동의 수용을 이끌어낸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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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자녀는 스트레스에 잘 대처하고 협조적이며 성취지향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김소희, 2016).

국내에서는 오성심과 이종승(1982)이 Schaefer의 이론 및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애정지향, 자율지향, 성취지향, 합리지향의 4개 차원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차원

을 애정-적대, 성취-비성취, 자율-통제, 합리-비합리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

인 면으로 양극화 시켜 8가지 유형으로 나눈 바 있다(이해령, 2010). 또한 박성

연과 이숙(1990)은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 표준화를 위한 예비연구를 통해 양

육태도를 개념화하고 애정, 성취, 합리적 지도, 적극적인 참여, 일관성 있는 규

제, 권위주의적 통제, 과보호의 7가지 요인이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허묘연

(1999)은 기존의 문헌검토와 문화적 요인 및 최근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양육행

동을 잠정적으로 10개의 요인으로 구성하였고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최종적으

로 8개의 요인을 추출하여 척도를 개발하였다. 각 요인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감독’은 자녀의 학교 내/외의 생활이나 교우관계 등 전반적인 생활에 대

해 알고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둘째, ‘합리적 설명’은 자녀의 행동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분명하고 합리적인 규준과 이유를 갖고 있고, 이를 일관적이고 애정적

인 방식으로 주장하며 이에 따르도록 하기 위해 보상이나 훈육적인 처벌이 포함

되는 것을 말한다. 셋째, ‘비일관성’은 자녀에 대한 훈육의 기준에 일관성이 없는 

태도로서 상황에 따라 다른 양육행동을 나타내는 행동으로 정의된다. 넷째, ‘과잉

기대’는 자녀의 능력에 비해 과도한 기대수준을 갖는 태도로서 지나치게 경쟁적

이고 지적인 성공을 강조하는 태도로 정의된다. 다섯째, ‘과잉간섭’은 과잉보호와 

과잉통제의 두 요인으로 양분되는 내용으로 자녀의 개인적인 생활에 대해서까지 

지나치게 관여하고 간섭하는 태도이다. 즉, 자녀의 흥미나 독립성을 고려하지 않

고 어른의 기준에 무조건 맞추도록 요구하며 자녀의 행동에 대해 불안해하는 태

도로 정의할 수 있다. 여섯째, ‘학대’는 양육자가 의도적으로 자녀에게 해를 주고 

신체적인 손상을 야기하는 행위로 자녀의 행동과 상관없이 과도하거나 정기적으

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정의된다. 일곱째, ‘방치’는 신체적, 지적인 측면에서부터 

도덕적, 영적인 측면에 이르기까지 자녀의 잠재력을 충분히 실현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양육행동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정의된다. 즉, 자녀의 발달에 무관심

하고 훈육을 위한 양육 행동이 결여되어 있으며 자녀의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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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여덟째, ‘애정’은 자녀에게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친밀감

을 나타내며 자녀 중심적이면서 자녀를 존중, 수용해주고, 자녀의 요구에 민감한 

태도로 정의된다.

이는 긍정적인 양육행동과 역기능적이고 병리적인 행동을 포괄함과 동시에 독

립적 요인들을 구분하여 측정할 수 있으며 사회문화적인 배경을 반영하여 개발

한 척도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허묘연(1999)의 척도

에 따라 부모의 양육태도를 측정하고자 한다.

2. 자기애

가. 개념 및 특징

자기애(Narcissism)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연못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이끌

려 물에 빠져 죽은 나르키소스(Narcissus)에서 유래하였다(서울대학교교육연구

소, 1995). 나르키소스 신화 안에는 타인에 대한 무정하고 교만한 태도, 오만한 

자신감, 자신을 비추어주는 자기 자신에 대한 열망 등이 함축되어 나타나고 있다

(홍이화, 2011). 이후 Havelock이 남성의 자체성애적 성도착 사례 연구에서 성

적인 감정이 자기-예찬(self-admiration)으로 향하는 심리적 경향을 신화에 비

유한 것을 토대로 Nacke(1899)가 ‘나르키소스적(narcis-sistic)’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냈으며, 이는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권

석만, 한수정, 2000; 미국정신분석학회, 2002; 홍이화, 2011). 그 후 Freud에 의

해 정신분석이 시작된 이래로 자기애는 정신분석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많은 논

의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한수정, 2016)

  Freud에 따르면 자기애는 정신적 에너지인 리비도가 자기에 집중된 상태(자아

-리비도; ego-libido)이며 생애 초기의 빨기를 근본적인 형태로 하는 자기-성

애에서 발전된 것으로 ‘자신’이 ‘만족의 대상’이 됨으로써 욕동과 대상이 연합된 

상태라 할 수 있다(최영민, 2011에서 재인용). Freud에 따르면 생애 초기 유아

는 다른 대상과 자신이 구분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육자가 유아의 모든 욕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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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족해주는 것을 경험하므로 무엇이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어진다고 느끼거나 

자신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존재로 느끼는데, 이렇듯 생애 초기 유아가 경험

하는 자기중심적인 전능감을 일차적 자기애(primary narcissism)라고 하며 리비

도가 자아에 집중된 최초의 상태라고 설명했다(홍이화, 2011에서 재인용). 이후 

유아는 성장과정에서 대상의 존재를 인지하고 대상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자신

의 존재와 가치를 확인받으며 자신에게 집중시켰던 에너지, 즉 리비도를 대상에

게로 점차 전환하게 된다(최영민, 2011). 이처럼 자아에게 집중되었던 리비도가 

대상으로 옮겨진 상태(대상-리비도; object-libido)는 자기애와 대비되는 개념으

로 대상애(object-love)라 할 수 있으며 일차적 자기애가 원시적, 미성숙한 것인 

반면 대상애는 현실적, 객관적으로 외부 대상을 보게 되는 것으로 성숙한 형태의 

사랑이라고 보았다(홍이화, 2011). 한편 일차적 자기애가 대상애로 발달하는 과

정에서 겪는 좌절된 경험은 외부 세계로 향했던 리비도가 방향을 전환하여 다시 

자아에 투사되게 함으로써 모든 관심을 자신에게 몰두시키는 상태를 유발한다. 

Freud는 이를 일차적 자기애와 유사한 상태로 퇴행한 병리적 자기애로서 이차적 

자기애(secondary narcissism)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홍이화, 2011).

이를 종합하자면 프로이트의 일차적 자기애는 생애 초기 유아가 가지는 자연스

러운 현상이면서 대상애로 발달해야 하는 미숙한 형태의 것이며, 성장과정에서 

성숙하게 발전하지 못할 경우 병적인 자기애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Kohut(1971)은 자기애를 “유아 초기의 행복한 자기의 상태를 유지하려는 

욕망”으로 설명하였으며 이 때 ‘행복한 자기의 상태’란 대상과 미분화된 채 부모, 

특히 어머니로부터의 완전한 사랑을 경험하여 전능하고 행복한 자기와 그런 사

랑을 주고 있는 이상적인 어머니로 구성된다고 보았다(최영민, 2011). 

Kohut(1971)은 이러한 자신의 행위나 성취를 즐기며 이상적이고 좋은 대상과 

관계를 나누려는 욕망을 성숙한 상태로 발전시켜야 할 건강한 잠재력인 동시에 

평생에 걸쳐 발달하는 지속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았다(최영민, 2011). 

이를 종합해보면 Freud와 Kohut의 자기애는 자기애의 발달 노선과 일차적 자

기애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Freud가 자기-

성애에서 일차적 자기애-대상애로의 단일한 발달 노선을 주장한 것과 달리 

Kohut은 일차적 자기애로부터 대상애로의 발달 뿐 만 아니라 일차적 자기애로부

터 성숙한 자기애로 발달하는 노선 또한 존재한다고 하여 자기애의 발달양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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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또한 Freud가 자아-리비도와 대상-리비도 상태

를 서로 배타적인 것으로 보아 일차적 자기애는 대상애로 성숙해가기 위해 포기

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다면(최영민, 2011) Kohut은 일차적 자기애를 건강한 잠

재력으로 파악하고 이것이 성숙한 자기애로 발달하는 과정을 중요시하였다. 즉, 

Kohut은 자기애를 발달상 퇴행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 발달과정을 거치는 

리비도의 한 형태로 본 것이다(홍영미, 2007).

이외에도 Pincus와 Ansell(2009)는 자기애란 다양한 자기조절행위, 감정조절행

위 그리고 상황을 조절하는 행동을 통해 긍정적인 자기상을 유지하려는 노력 및 

능력으로, 자기고양 경험을 추구하려는 동기 및 타당화와 긍정에 대한 개인의 욕

구에 기저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한편 자기애는 성격 특성을 기술하는 중요한 개

념으로 수용되어 DSM-3에서 자기애를 성격장애의 하위유형으로 포함하게 되었

다(한수정, 2016). 이를 통해 자기애에 대한 다양한 의미들의 수렴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으며 DSM-5에서는 자기애를 “자신에 대한 과장된 평가로 인한 특권의

식을 지니고 타인에게 착취적이거나 오만한 행동을 나타내어 사회적인 부적응을 

초래하는 성격”으로 기술하고 있다(권석만, 2013; 마혜정, 2004). 

나. 자기애적 성격의 원인 및 기제

1) 정신역동적 이론

정신역동적 이론은 인간의 정신세계에서 일어나는 무의식적인 세력 간의 역동

과 갈등에 초점을 맞추어 성격과 정신장애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어린 시절의 경

험이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이후에 나타나는 행동과 성격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

다고 보았다(마혜정, 2004).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Freud는 자기 및 대상에 대

한 리비도의 집중과 철수로 자기애의 발달 과정을 설명하고 자기애를 개념화하

였다. 그에 따르면 자기애적 성격은 대상애로의 발달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병리적인 것으로 부모 및 타인과의 관계에서의 결함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추측할 수 있다. 허나, Freud가 자기애적 성격의 원인과 기제에 대해 구체적

인 설명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으며 이는 후속 연구에서 다양한 관점으로 다루어

졌다.

Kohut(1971)은 자기애가 서로 다른 두 축, 과대자기(Grandiose Self) 축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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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화된 부모원상(Idealized parent imago) 축에 의해 발달하는데 두 축은 대략 

5~7세경에 합쳐져서 통합된 자기를 형성한다고 보았다. 과대자기는 ‘나는 완벽

하다.’ 라는 자기의 환상에서 발생하며 전능감, 과대주의 그리고 과시주의를 특징

으로 하는 것이고 이상화된 부모원상축은 ‘너는 완벽하며, 나는 너의 일부이다.’ 

라는 완벽한 타자와의 융합을 추구하는 환상에서 발생한다(윤정혜, 2006). 유아

가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며 전능한 존재로 인식하여 인정과 칭찬을 얻으려는 모

습을 보이며 부모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한 존재, 위대하고 강한 존재이면

서도 한편으론 자기를 진정시켜주는 대상으로 느끼고 융합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진다(최영민, 2011). 이는 유아가 생애초기에 가지는 정상적인 자기애적

(narcissistic) 자기로서 부모가 이를 수용하고 공감적으로 반영해주면 유아의 자

기애적 욕구가 만족되고 동일시 경험을 통해 유아에게 완전함과 만족, 강함을 가

져다준다(윤정혜, 2006; 홍이화, 2011). 또한 성장과정에서 경험하는 자기상과 

부모상에 대한 좌절은 유아가 현실적인 한계를 깨닫고 부모의 기능을 내면화하

게 되는 ‘최적의 좌절(optimal frustration)’로서 유아의 심리구조를 형성하는 계

기로 작용한다(Sigel, 1996).  

이렇듯 Kohut(1971)은 자기가 응집력 있고 건강하게 발달하려면 두 축이 각각 

적절하게 발달되어야 하며 그 핵심이 부모의 공감적 역할과 기능에 있다고 보았

다. 즉, 부모가 유아의 정상적인 과대주의를 반영(mirroring)해 주고 이상화할 수 

있는 대상으로서 있어 주는 것(idealizing)이 적절히 충족되어야 유아의 일차적 

자기애는 적절한 좌절을 거쳐 현실적인 목표나 포부, 건강한 자존감을 추구하는 

성숙한 자기애로 발달할 수 있다(윤정혜, 2016; 홍이화, 2011; Kohut, 1977). 

반면 부모의 공감적 기능의 결여는 자기애 발달의 정지를 가져와 억압된 과대자

기는 과시적인 모습, 낮은 자존감 등을 나타내고 이상화된 부모원상의 붕괴는 다

른 대상에 끊임없이 의존하려는 성향으로 발달하여 중독, 성 도착, 타인과의 미

숙한 관계형성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듯 적절히 충족되지 못한 채 남

은 자기애적 욕구는 생애 전반에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Kernberg(1975)는 자기애가 부모의 거부나 방임의 결과로 발달한다고 보았다. 

엄마 또는 주 양육자로부터 지속적으로 이해와 공감을 받지 못하고 냉정하고 애

정이 부족한 양육을 받게 되면 정서적으로 굶주리게 되어 자기애적인 사람으로 

성장한다고 보았다. 아동은 부모의 거부와 냉담함에 방어적으로 철회하고 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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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불신감을 형성한다고 하였으며 사랑받지 못한 스스로를 나쁜 사람이라고 

느끼면서 자신의 분노를 부모에게 투사하여 부모를 훨씬 더 가학적이고 박탈적

으로 지각하게 된다. 아동은 엄마에 대해 위협적으로 느끼지만 자신의 부모가 가

치를 두는 자신의 측면을 찾는 것이 아동의 유일한 방어책이 되며, 이는 아이로 

하여금 웅대한 자기를 발달시키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였다. 

2) 인지행동적 이론

인지행동적 이론에서는 어릴 적 경험을 통해 형성된 자기애적 인지 도식으로 

상황을 해석하고 이것이 강화되는 과정을 통해 자기애적 성격이 형성된다고 보

았다. 자기애성 성격장애자는 ‘나는 매우 특별한 사람이다.’, ‘나는 특별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 와 같이 자기도취와 타인착취를 특징으로 하는 인지 도식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인지도식이 형성되는 데에는 어린 시절의 성장 과정에서 경

험하게 되는 부모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았다(Beck & 

Freeman, 2003).  이를 테면, 부모가 자녀를 특별한 존재로 지나치게 떠받들어

주며 잘못에도 무조건적으로 수용적인 환경에서 자라는 아동은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도취적인 인지 도식을 형성하게 된다. 한편, 부모나 주위 환경으로부터 학대, 

무시, 차별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경우 아동은 열등감과 분노를 느끼고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 자신의 긍정적인 측면을 과장하여 과시하게 되면서 자기도취

적 신념이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형성된 인지 도식은 이후 경험하는 사

건들을 해석하는 기초적인 틀로서 기능하게 되는데 자기중심적 인지 도식에 부

합하는 경험은 선택적으로 흡수하고 그렇지 않은 경험은 의미를 축소하거나 무

시하는 과정을 거듭하며 자기애적 인지도식이 강화된다(한수정, 2016).

3) 생물사회적 학습 이론

생물사회적 학습 이론에서는 성격이 선천적이고 생물학적인 요인과 후천적이고 

심리사회적인 요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생성된 것이라고 보고 있으나 자기애적 

성격의 경우 생물학적 요인보다 심리사회적 요인에 초점을 두어 설명한다(한수

정, 2016). Millon(1981)은 과도한 애정과 보호적 양육태도가 자기애 성향을 발

전시킨다고 주장하였다. 부모가 아이를 과잉보호하거나 행동에 대한 개입 없이 

방임, 용인하며 형성된 관계 패턴은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일반화되어 아동은 타

인도 부모처럼 자신을 대해줄 것을 요구하며 자신은 특별한 존재로서 자기중심

적이고 타인착취적인 행동을 당연시 여기게 되고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거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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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구분 웅대성 취약성

Kohut(1971) 수평적 분리 수직적 분리

Kohut&Wolf(1978) 거울 갈구 이상 갈구

Cooper(1981)

Akhtar & Thompson(1982)
외현적 내현적

Kernberg(1984) 정신병리적 ·

Rosenfield(1987) 후피적 박피적

Gabbard(1989) 부주의형 과잉경계형

Masterson(1993) 과시적인 드러나지 않은

APA(1994) DSM-Ⅳ NPD ·

Millon(1996) 무절제형, 호색형, 엘리트형 보상형

Ronningstam(2005) 오만한 부끄러워하는

[표 Ⅱ-1] 병리적 자기애의 특징에 대한 표현형태(Cain, et al., 2008에서 재인용)

감하고 협동하는 법을 배울 기회를 갖지 못한다고 보았다(한수정, 2016; Millon, 

1981). 즉, 부모의 관대함과 과대평가, 학습된 착취된 행동, 한 자녀 상황 등을 

자기애적인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의 세 가지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홍영

미, 2007).

이렇듯 자기애적 성격의 형성과 발달에 대한 이론은 다양하나 공통적으로 언급

하고 있는 것은 취약하고 웅대한 자기애적 성격의 결정적 요인이 초기 부모와 

아동의 상호작용이라는 점이다. 자녀에게 비공감적이거나 방임적인 부모, 자녀를 

과대평가하거나 무시하는 부모는 자기애적 성격 형성에 서로 다른 양상으로 영

향을 미칠 수 있다.

다. 자기애의 구분

임상이론, 사회-성격심리학, 정신병리 진단에 걸쳐 병리적 자기애에 대한 표현

된 서술을 검토한 결과 연구자에 따라 다소 용어의 차이는 있으나 자기애는 크

게 2가지 특성-웅대성과 취약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Cain, Pincus & Ansell,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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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대성 자기애자는 자기과시적인 행동, 오만하고 안하무인적인 행동이 현저히 

드러남과 동시에 공감이 결여되어 있어 자기의 행동이 어떻게 비춰지는지에 대

한 인식과 통찰이 부족하다(한수정, 2016; Cain et el, 2008; Wink, 1991). 반

면 취약성 자기애자는 타인의 반응에 민감하여 작은 일에도 마음의 상처를 입고 

수치심과 굴욕감을 잘 느껴 사람들 눈에 띄거나 관심이 집중되는 것을 불편해하

고 방어적인 특성을 보인다(한수정, 2016; Wink, 1991). 또한 웅대성 자기애자

는 타인을 자신의 웅대한 모습을 반영해주는 존재로 인식하므로 자기과시를 통

해 타인에게 인정과 칭찬을 요구하고 이를 받음으로써 자존감을 유지한다. 허나, 

기대와 다를 경우 타인을 평가절하하거나(Masterson, 1993) 타인의 비판이나 

거절에 분노하여 반사회적 행동을 보이기도 하며(Ronnigstam, 2005) 자신을 시

기하는 사람으로 치부하며 자존감에 대한 위협을 차단한다(한수정, 2016). 반면 

취약성 자기애자의 경우 자신을 이상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타인으

로부터 받고자 하는 인정을 받지 못할 때와 같이 자존감에 위협이 될 만한 상황

을 회피하는 전략을 사용함으로써 자존감을 보호한다(Cain et al, 2008). 이렇듯 

웅대성 자기애와 취약성 자기애는 대인관계에서 보이는 행동과 자존감을 유지해

가는 방식에서 두드러진 차이를 보인다(한수정, 2016; Ronnigstam, 2005) 

한편 두 유형의 가장 큰 공통점은 자기애적 성격역동에서 찾을 수 있다. 웅대성 

자기애자의 경우 자기중심적이고 자기과시적인 행동을 통해 이를 직접적으로 드

러내는 반면 취약성 자기애자의 경우 자기애적인 성격역동을 내면에 지니고 있

다(홍영미, 2007). 이들의 내면 기저에는 강렬하고 웅대한 자기상과 그 웅대성

이 다칠 것을 두려워하는 취약성이 동시에 존재하여 평가에 대한 예민한 태도와 

위축된 행동을 드러내는 것이다(한수정, 2016). 또한 두 유형은 타인에 대한 정

서적 공감능력이 결여되어 있어 타인의 감정을 자신과 독립된 것으로 인식하는  

능력이 부족하다(권석만, 2013; Ronnigstam, 2005). 웅대성 자기애자에게 타인

은 거울반응의 공급자, 즉 ‘나를 칭찬하고 봉사하는 존재’이고, 취약성 자기애자

에게 타인은 나의 평가를 위해 존재하는 나의 연장선, 즉 ‘나를 받아들여주고 좋

아해주는 존재’인 것이다(한수정, 2016). 마지막으로 두 유형 모두 그 양상에서

는 다소 차이를 보이나 지루함을 잘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Wink & Donahue, 

1997). 웅대성 자기애자는 외향적이고 타인지향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어 이들의 

지루함은 행동에 대한 통제에 따분함을 느끼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한편 취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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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애자는 타인에 의해 자신의 가치감을 확인하므로 내적 활기가 결핍된 상태

이며 몰입하는 것이 어렵고 무의미하다는 느낌과 더불어 삶이 공허하고 시간이 

천천히 가는 것 같은 느낌을 잘 받는다(Cain, et el, 2008). 

Cooper(2000)는 이렇듯 자기애성 성격의 양상들이 과대적이고 과시적인 성향

과 취약하고 과민한 성향이라는 양극단으로 나타나는 것은 손상된 자기 표상을 

복구하기 위한 방어의 형태로 자기고양과 자기보호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의 

차이라고 하였다. 즉, 겉으로 드러나는 양상은 상이하나 양육자로부터 애정 어린 

양육의 부재로 생긴 자기애적 상처로 인해 결핍된 자기를 보호하고 메우기 위해 

나타난 방어적 표현(홍이화, 2011)이라는 점에서 두 양상은 본질적으로 동일하

다고 할 수 있겠다.

한편 Akhtar와 Thomson(1982)은 자기애적 속성이 드러나는가에 따라 자기애

를 외현적 자기애(Overt narcissism)와 내현적 자기애(Covert narcissism)로 구

분하였다. 전자는 객관적인 관찰이 가능할 정도로 자기애적 속성이 외적으로 드

러난 경우인 반면 후자는 자기애적 성격특성을 내면 깊숙이 지니고 있는 경우이

다(권석만, 2013). Wink(1991)에 따르면 외현적 자기애자는 웅대하고 과장된 

자기지각과 과시하려는 태도를 주된 특징으로 보이고 이를 직접적으로 드러내 

타인으로부터 주목받는 것에 대해 집착한다고 하였으며, 내현적 자기애자는 타인

의 평가나 반응에 대한 민감성과 취약성을 주된 특징으로 보이는 반면 내면에 

무의식적인 과대성과 자기 환상을 갖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자존감과 주도성이 

결핍되어 있어 소심하고, 불안과 우울을 잘 느끼며 과업에 대한 열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다(Wink, 1991). 이러한 자기애 구분은 많은 임상 연구와 경험적 

연구에 영향을 미쳐 국내 연구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자기애 연구의 대부분을 차

지한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구분이 혼란을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조다현, 2014; 한수정, 2016). 위와 같은 구분은 두드러진 특성으

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웅대성이 외현적으로 드러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

로 해석될 수 있으며 자기애적 특성을 웅대성에 한정시키는 것으로 보아 자기애

적 성격이 가진 양극단의 성질을 충분히 드러내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외

현적 자기애의 경우 자기애적 특성이 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내현적 자

기애의 경우 자기애적 특성이 외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

다. 하지만 웅대성 자기애는 무의식 속에 취약성을 지니며 취약성 자기애의 위축



- 17 -

된 행동과 태도는 자기애적 특성이 외적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Pincus & Ansell, 2009). 따라서 자기애적인 특성이 겉으로 드러나는지의 여부

로 구분하기보다 어떤 양상이 두드러지게 드러나는가를 토대로 두 유형을 명명

하는 것이 혼란을 줄일 수 있다(한수정, 201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웅대성 

자기애와 취약성 자기애로 아동의 자기애 성향을 구분하고 이를 측정하여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한다. 또한 본 연구의 대상인 초등학교 고학년은 성격이 

형성되는 과정이며 발달단계 상 자기중심적 특성을 가지므로 ‘자기애적 성격’ 이

라는 단정적이고 병리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용어 대신 ‘자기애 성향’ 으로 표현

하여 웅대하거나 취약한 아동의 자기애 성향이 변인과 맺는 관계에 초점을 두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 사료된다.

3. SNS

가. SNS의 개념 및 특징

SNS란 “인터넷상에서 친구, 동료 등 지인과의 인간관계를 강화하거나 새로운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를 공유하는 활동으로 타인이 

게시한 콘텐츠를 단순히 열람하거나 관찰하는 행위도 포함하는 개념”이다(한국인

터넷진흥원, 2018). Steinfield, Ellison, Lampse(2008)는 SNS의 의미를 “오프라

인에서의 대인관계를 온라인으로 확장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해 타인과 소통하는 

양식”이라 보았으며 Boyd와 Ellison(2007)은 SNS를 “개인들로 하여금 특정 시

스템 내에 자신의 신상 정보를 공개 또는 준공개적으로 구축하게 하고, 그들이 

연계를 맺고 있는 다른 이용자들의 목록을 제시해 주며, 나아가 다른 이용자들이 

맺고 있는 연계망의 리스트, 그리고 그 시스템 내의 다른 사람들이 맺고 있는 연

계망의 리스트를 둘러볼 수 있게 해주는 웹 기반의 서비스”로 규정한다. SNS는 

형태와 특성에 따라 카페, 블로그, 마이크로블로그, 메신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조다현, 2014), 플랫폼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공통적으로 사진이나 글로 자신

의 프로필을 구성하고 관계망을 구축하며 타인과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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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을 한다. 또한 관심사에 대한 정보 공유가 가능하며 즉시성이 높아 실시간 소

통이 가능하다는 특성을 가진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SNS를 인터넷 상에서 기존의 인간관계를 강화하거나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

여 타인과 소통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활동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나. SNS 동기

동기란 “구체적인 목표를 향한 행동을 유발하거나 지속하게 하는 내적인 과정 

혹은 상태”로 정의할 수 있으며 행동의 방향, 강도에 영향을 미친다(이홍표, 

2003). 욕구가 개인의 무의식적 심리 상태를 나타내는 것과 달리 동기는 행동을 

직접 유발시키는 보다 의식적인 개념으로(McLeod & Becker, 1981, 권지애, 

2017에서 재인용) 다양한 중독현상을 설명하는 강력한 변인으로 제안되어 왔다

(Cooper, 1994; Cox & Klinger, 1988, 1990; Shin & Lim, 2017).

Katz와 Gurevitch, Hass(1973)는 이용-충족 이론에서 사용자들이 자신의 특정

한 동기를 충족시키기 위해 매체를 목적 지향적으로 이용하며 능동적으로 매체

를 선택한다고 가정하였다. 이는 최근 한국인터넷정보원(2018)이 SNS 사용자의 

사용 목적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드러나는 것으로 친교·교제를 위해 SNS를 사용

한다는 응답(76.5%) 외에 타인의 콘텐츠 열람(55.3%), 개인적 관심사 공유

(43.0%), 정보 공유(32.2%) 일상생활 기록(30.3%), 시간 보내기(15.7%), 감정

표현 및 스트레스 해소(13.0%) 등 다양한 동기로 SNS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개인의 경험과 심리적 특성, 환경에 대한 지각에 따라 SNS

를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다르며 이것이 다양한 동기로 드러남을 추측할 

수 있다.  

Katz 외(1973)는 매체를 이용하는 동기를 인지적(cognitive), 정서적

(affective), 통합적(integrative), 유대 강화(strengthening contact), 도피 및 긴

장 해소(escape, tension-release)로 구분한 바 있으며, Cox와 Klinger(1988, 

1990)는 행동을 통해 얻고자 하는 보상으로 동기를 설명하는 4요인 모델의 이

론적 틀을 제시하였다. 4요인 모델에서는 강화의 성격과 강화의 원천을 2개의 

차원으로 하여 사교(social) 동기, 동조(conformity) 동기, 고양(enhancement) 

동기, 대처(coping) 동기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Cooper,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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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 Cooper(1994)의 2차원 4요인 동기 모델

이후 4요인 동기 모델에 대한 연구가 추가로 이루어져 고양 동기는 정보

(information) 동기와 재미(enjoyment) 동기로, 대처 동기는 오락(pastime) 동

기와 (mood regulation) 동기로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Khang., Kim., & Kim., 2013; Zhang., Chen., & Lee., 2014). 허나, 

Shin과 Lim(2017)이 6가지 동기를 토대로 척도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확인적 요

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정보 동기와 재미 동기, 사교 동기와 동조 동기가 각각 하

나의 요인을 구성하는 것으로 드러나 SNS 동기는 그림 Ⅱ-2와 같이 4가지로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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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2] SNS 사용 동기에 대한 이론적 고찰 과정

  1) 정보-재미(information-enjoyment) 동기

정보-재미 동기는 SNS를 통해 내적인 정적 강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개인의 내

적 요구에 따라 정보나 즐거움을 얻고자 하는 동기를 말한다(Cooper, 1994; 

Shin & Lim, 2017). 정보 추구란 인간이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필요한 정보를 

인식하여 이를 적절히 얻을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원하는 정보를 찾고자 의도

적으로 노력하는 과정을 일컫는다. SNS에서는 모든 사용자가 잠재적으로 정보의 

생산자이자 공유자로서 동일한 권한을 가지며 즉시성이 높아 최신의 정보를 얻

을 수 있어 SNS를 정보원으로 기능하게 한다. 한편 재미는 어떠한 활동에 적극

적인 흥미를 갖고 참여함으로써 느끼는 감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활동을 통해 결

과나 보상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 자체가 보상으로 작용할 때 얻을 수 있

는 것이다(이정권, 최영, 2015). 따라서 재미 동기란 SNS에서 이루어지는 상호

작용을 놀이로 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동기를 가진 사용자들은 SNS

를 유용하고 흥미로운 것으로 느끼는 특징이 있어 자발적이고 습관적으로 SNS

에 접속하게 되고 중독성을 보일 수 있다고 하였다(Khang et al, 2013; Zhang 

et al,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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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오락(pastime) 동기

오락 동기는 내적인 부적 강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지루함과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SNS를 사용하는 동기이다(Cooper, 1994; Shin & Lim, 2017). 재미 동기

가 능동적 참여를 통해 즐거움을 느끼는 것과 달리 오락 동기는 간단하게 시간

을 때우거나 심심풀이로 SNS에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동기이며(조진행, 2018; 

함소연, 2016). 재미가 사람과의 ‘관계성’이 강조된 것이라면 오락은 컨텐츠나 

장치와의 ‘상호작용적 기능성’이 강조된 것이라 할 수 있다(이정권, 최영, 2015). 

따라서 오락 동기가 높은 사용자는 수시로 SNS에 접속하여 타인이 게시해놓은 

정보를 열람하거나 뚜렷한 목적 없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는 컨텐츠를 취하

는 태도를 보인다.

  3) 사교-동조(social-conformity) 동기

사교-동조 동기는 외적인 강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며 자신이 속한 사회에 대한 소속감을 얻고자 SNS를 사용하는 동기이다

(Cooper, 1994; Shin & Lim, 2017). 사교란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자 하는 능동

적인 욕구가 발현된 것인 반면 동조는 관계에 대한 수동적인 욕구를 내포하는 

것으로 또래로부터 무시, 배제를 피하고 자신이 속한 집단으로부터 소속감을 얻

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권지애, 2017; Shin & Lim, 2017). 이렇듯 강화

의 성격은 다르나 사교와 동조 모두 사회적 관계 추구의 맥락에서 하나의 동기

로 이해될 수 있으며 SNS의 고유한 특성과 관련이 깊다. SNS는 개인이 맺고 있

는 개방적인 관계망을 통해 타인과의 연결이 용이하고 컨텐츠를 매개로 하여 소

통의 폭이 넓다는 특성이 있다. 또한 SNS는 시공간의 제약을 극복한 소통의 매

체로 스마트폰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타인과의 소통에서 즉각적인 피드백

을 얻을 수 있다는 특성을 지닌다. 이렇듯 SNS가 가지는 접근성, 즉시성, 개방

성, 편리성은 타인과의 공유와 관계에 SNS의 핵심가치를 부여한다(진창현, 여현

철, 2011).

  4) 기분 전환(mood regulation) 동기

기분 전환 동기는 외로움, 불안, 우울 등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고 회피하고자 

SNS를 사용하는 동기이다(Shin & Lim, 2017). SNS를 통해 내적인 부적 강화

를 얻고자 하는 점은 오락 동기와 동일하나, 두 동기에서 다루는 부정적인 감정

의 종류에서 차이를 보인다(Khang et al., 2013). 외로움과 우울이 높을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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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중독경향성이 높아진다는 오윤경(2012)의 연구, 소외감이 높을수록 SNS 

중독 경향성이 높아진다는 조성현, 서경현(2013)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부정적인 감정이 SNS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추측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SNS 동기를 SNS 활동을 유발하거나 지속하게 하는 내적인 과

정 혹은 상태로 정의하고 Shin과 Lim(2017)이 개발한 척도로 초등학생의 SNS 

동기를 측정하고자 한다.

4. 셀피(Selfie)

가. 셀피의 개념과 특징

셀피(Selfie)는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촬영한 사진을 이르는 말로 한국식 표현

인 ‘셀카’로 지칭되는 경우가 많다. 카메라를 활용한 최초의 셀피는 1829년 

Robert Cornelius의 사진으로 알려져 있으며 셀피의 시초를 자화상으로 보는 시

각도 있어 어떤 관점을 따르느냐에 따라 그 기원은 불분명하다(윤슬기, 2016). 

이후 카메라 기술의 발전, 스마트폰의 보급은 셀피의 양적 증가를 가져왔고 SNS

의 활성화는 셀피가 공유의 대상이 되게 함으로써 셀피를 통한 자기표현을 더욱 

확장시켰다. 이렇듯 셀피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을 전제로 일반화 되었기에 이것

이 심리학적 연구의 대상이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국내 연구 중 ‘셀카’ 

혹은 ‘셀피’가 연구제목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난 것은 4건이 있으며 신상기

(2014)가 셀피를 자기애적 측면에서 연구한  것을 비롯하여 자기애를 유의한 변

인으로 밝히고 있다. 

특히 청소년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SNS를 사용하는 비율이 높아 SNS 상에

서 자신을 드러내고 표현하는 수단으로 셀피를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청소

년기는 자신 및 타인의 평가를 토대로 자아개념을 형성하고 또래관계를 중시하

여 자신이 속한 집단 내에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시하고자 하며 소속감을 유지

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렇듯 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성은 셀피에 대한 다양한 동기

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셀피에 대한 강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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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향이 행위중독의 일종으로 정신 병리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연구들(김재희, 

2017; 윤슬기, 2016; Janarthana & Mark, 2018)이 제시됨에 따라 청소년의 셀

피 행동 이면에 작용하는 심리적 과정에 대해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나. 셀피 동기 

Weiser(2015)는 SNS상에서 만연한 셀피 게시의 이면에 자기애가 심리적인 동

기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자기 과시를 특징으로 하는 웅대성 자기애와 셀피 게시 

빈도가 정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애가 높은 사람은 타인의 주목

과 칭찬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의 권위, 리더십, 우월성에 대한 고조된 지각

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셀피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재희

(2017)는 자기제시동기가 셀카 의존 및 남용과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 자기제시

동기란 자신의 특정한 모습이나 인상을 타인에게 보이고 싶어 하는 동기로 셀카

가 정확한 자기표현보다 “인상 관리된 자기표현”에 가깝다는 안서연(2016) 주장

과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즉, 자신이 형성하고 싶은 이미지를 추구하

기 위한 수단으로 셀피를 사용하는 것이다. 한편 Etgar와 Amichai-Hamburger

(2017)는 성인을 대상으로 셀피를 찍는 이유를 자기보고식으로 서술하게 하고 

이를 분석하여 셀카 동기를 자기 확인(self-approve), 소속(belonging), 기록

(documentation)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였다. ‘자기 확인’은 내면의 

감정, 욕구, 신념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으로 셀피를 통해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지각을 얻거나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소속’은 자신이 속한 사회의 일원으로 느

끼고 그 사회의 규범을 따르고자 셀피를 찍는 것으로 셀피 행동에 어떤 내적 동

기가 있지 않으며 일반적인 사회적 현상으로서 셀피를 지각하며 이에 동조하기 

위해 셀피를 찍는 경우를 말한다. ‘기록’은 자신의 특정한 경험과 지각을 기억하

고 보존하고자 하는 동기로 순간의 인상을 저장하는 사진의 고유한 특성이 가장 

잘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셀피가 중독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Cooper(1994)의 4요인 모델

을 셀피에 적용하여 사교 동기, 동조 동기, 대처 동기, 고양 동기의 네 가지로 구

분할 수 있다. 이 때 ‘사교 동기’는 타인과의 관계 형성 및 유지를 위해 셀피를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고 ‘동조 동기’는 자신이 속한 사회 혹은 집단에서 통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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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규범으로 셀피를 사용하는 것이며 ‘대처 동기’는 부정적인 감정을 회피하고 

해소하기 위해서 셀피를 사용하는 것, ‘고양 동기’는 내적인 즐거움을 위해 셀피

를 사용하는 것으로 개념화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셀피 동기는 최근 새롭게 대두된 연구의 대상으로

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으나 아직 이에 대한 통합된 이론이나 대표성을 지닌 척

도가 개발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셀피 동기를 셀피 촬영을 

유발하거나 지속하게 하는 내적인 과정 혹은 상태로 정의하고 선행연구에서 언

급된 셀피 동기를 선택지로 문항을 제작하여 초등학생의 셀피 동기를 측정하고

자 한다.

5. 부모양육태도, 자기애 성향, SNS 및 셀피 행동의 관계

가. 부모양육태도와 자기애 성향

부모양육태도와 자기애에 대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부모양육태도의 하위요인과 

자기애적 특성, 즉 웅대성과 취약성은 서로 다른 양상으로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

고 있다(홍영미, 2007). 먼저 조현정(2016)은 부모의 비일관적인 양육태도와 과

잉기대가 자녀의 취약성 자기애에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 비일관적인 양육태도는 

자녀의 양육에 있어 일관되지 않은 이중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자녀가 

통합된 자아상을 형성하고 일관된 가치체계 내면화 하는 것을 저해하여 타인의 

반응에 과민하고 취약한 성향을 높인다고 하였다. 또한 부모의 과잉기대는 자녀

의 의지와는 별개로 부모가 자녀에 대해 과대한 목표나 포부를 설정하는 것으로, 

자녀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실패했을 때의 좌절감을 높여 소심하고 자신감이 부

족한 성향에 기여한다고 보았다. 뿐만 아니라 기대 충족을 조건으로 한 부모의 

수용과 애정을 동반하여 자녀가 더욱 부모의 기대치에 몰두하게 하고 타인의 평

가에 예민하고 취약한 성향을 발전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부모의 과보호적 

양육태도 또한 자녀의 자기애 성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강선모, 

2012; 강지연, 2017; 정은지, 2013). 이는 Millon(1981)이 부모가 자녀를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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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특별한 존재로 여겨 훈육 없이 방임적으로 양육할 경우 자녀가 자신의 우월

성과 특권의식을 토대로 웅대적 자기상을 형성하고 타인에 대한 착취적인 태도

를 내면화하게 된다고 본 것과 유사하다. 동시에 부모의 불안이 투사되어 나타난 

과보호의 경우 자녀가 적절한 좌절을 통해 건강한 자기를 발달시킬 기회를 박탈

하여 자녀가 위축된 행동을 보이거나 자신감이 낮아진다고 보았다(강선모, 

2012). 한편, 부모의 애정적 태도는 자녀가 스스로를 대단하고 특별한 사람으로 

지각하게 한다는 점에서 웅대적 자기애의 일부 특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홍영미, 2007) 애정이 결핍된 거부적인 양육태도의 경우 세상에 대한 불

신감을 형성하고 부모의 사랑과 인정을 받기 위해 자기의 특정 측면을 과대하게 

제시하여 타인에게 보여 지는 자신의 모습에 예민해질 수 있다고 보았다(윤혜신, 

2003).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모의 양육태도의 하위요인과 자기애의 두 속성은 

유의미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자기애적 성격형성에 부모양육태도가 영향을 미치

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양육태도의 유형 구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공통

적으로 아동이 부모의 양육태도를 부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자기애 성향이 높아짐

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기애의 발달 요인으로 부정적인 양육태

도를 가정하고 자기애를 매개로 양육태도와 SNS 및 셀피 행동과의 관계를 살펴

보고자 한다.

나. 자기애 성향과 SNS

자기애와 SNS에 대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자기애는 SNS 사용 동기 및 빈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uffardi와 Campbell(2008)은 외현적 자기애가 높

은 사람일수록 SNS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SNS 친구의 수, 게시 글의 수가 많으며 

SNS에 사용하는 시간이 많다고 하였다. 또한 다수의 연구에서 내현적 자기애와 SNS 

의존 및 남용이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신민주, 2012; 오윤경, 2012; 

이경민, 2014; 조성현, 서경현, 2013). 또한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는 

서로 다른 SNS 사용 동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권지애, 2017; 조진

행, 2018). 권지애(2017)의 연구에서 외현적 자기애는 사교동기, 고양동기와 정

적인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외현적 자기애자, 즉 웅대성 자기



- 26 -

애자가 자신의 우월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자기 과시적 욕구를 대인관계 내에서 

충족하고자 SNS를 사교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이들

은 타인의 인정과 칭찬으로 자존감을 유지하므로(한수정, 2016) 자신의 웅대성

을 반영해 줄 거울반응의 제공자로서 타인과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기를 추구

한다. 이들에게 SNS란 즉각적인 피드백이 가능한 자기 과시의 공간으로써 SNS 

사용으로 얻을 수 있는 만족감과 즐거움은 SNS를 사용하는 또 다른 동기로 작

용한다. 한편 취약성 자기애는 대처동기, 동조동기, 대인관계추구 동기, 지위추구 

동기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권지애, 2017; 조진행, 2018). 권지애

(2017)는 취약성 자기애자들이 우울과 불안과 같은 부정적 감정에 대처하기 위

해 SNS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자신이 속한 사회적 관계 내에서 소속감을 

보이기 위해 SNS 사용에 동조함으로써 타인의 부정적 평가를 피하고자 하는 것

으로 밝혔다. 또한 조진행(2018)은 SNS에서의 상호작용이 대면적인 사회적 상

호작용에 비해 통제 가능성이 높고 선택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 취약성 자기애

자가 타인과 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적 정체성을 구성하려는 동기를 

충족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이들에게 SNS란 자신을 이상적으로 제시하는 것

이 가능한 공간으로서 의도적이고 전략적인 자기 노출을 통해 내면의 웅대성을 

표현할 수 있어 자신의 지위를 관리하며 개인적 정체성을 형성하고자 하는 동기

가 충족된다고 보았다. 

이를 종합하자면 웅대성과 취약성 자기애는 공통적으로 높은 SNS 사용 빈도

를 나타내나 SNS 동기에 있어서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앞서 언급한 

연구는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 대부분이라는 점, 타당화된 척도를 자의적

으로 적용한 부분이 있어 결과를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점, 특정 SNS의 하위 

기능에 대한 접근 동기 연구를 위해 개발된 척도를 사용했다는 제한점을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NS 사용 동기를 측정하기 위해 타당하게 개발된 척도를 

초등학생의 수준에 맞게 적절히 수정하여 사용하고 자기보고식 문항을 통해 

SNS 사용 빈도를 측정하여 자기애와 SNS 사용 동기 및 빈도 사이의 관계를 살

펴보고자 한다. 

다. 자기애 성향과 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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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피와 자기애는 다수의 연구에서 높은 관련을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김재희, 

2017; 안서연, 2016; Fox & Rooney, 2015; Weiser, 2015). 김재희(2017)는 

내현적 자기애의 하위요소 중 인정욕구 및 거대자기 환상이 높을수록 SNS에 사

진을 게시하는 빈도가 높다고 하였으며 Fox와 Rooney(2015)는 외현적 자기애

가 높을수록 SNS에 게시하기 위해 자신의 사진을 보정하고 많은 셀피를 SNS에 

게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SNS에 셀피를 게시하는 빈도의 예언변인으로 자기애를 

연구한 Weiser(2015)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Weiser(2015)는 웅대성 자

기애와 셀피 게시 빈도가 정적으로 유의하며 타인의 주목과 칭찬을 얻기 위해, 

자신의 역량이나 지위에 대한 고양된 지각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셀피를 사

용한다고 밝혔다. 한편 Etgar와 Amichai(2017)는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요인 분

석한 결과 셀피 동기를  셀피를 통해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지각을 얻거나 확인

하기 위한 자기 확인(self-approval) 동기, 자신이 속한 사회의 일원으로 그 사

회의 규범을 따르고자 셀피를 찍는 소속(belonging) 동기, 자신의 특정한 경험과 

지각을 기억하고 보존하고자 하는 기록(documentation) 동기의 세 가지로 구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허나, 세 동기는 모두 자기애와 유의미한 관련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셀피와 자기애의 관련성에 대한 기존의 연구에 상반되는 결

과를 제시하였다. 한편, 국내 연구 중 셀피 동기와 자기애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다룬 논문은 아직 없으나 김재희(2017)가 내현적 자기애와 셀카 중독경향성에 

대한 연구에서 내현적 자기애가 높을수록 셀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정서의 변화를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서 고양이 셀카의 동기가 될 수 

있음을 가정한 바 있다. 이때 정서 고양이란 스트레스 해소, 긴장 완화 등 부정

적인 감정을 해소하는 것으로 기분 전환을 셀피의 동기 중 하나로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하자면 자기애는 셀피의 동기와 빈도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으로 다수의 연구에서 지지되고 있으나 국내 연구 중 셀피 동기를 체계

화하거나 셀피 동기와 자기애의 하위요소와의 관련성을 밝히는 것은 아직 없어 

경험적인 검증할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토

대로 셀피 동기를 범주화하여 초등학생의 수준에 맞게 제시하고 자기보고식 문

항을 통해 셀피 빈도를 측정하여 자기애와 셀피 동기 및 빈도 사이의 관계를 살

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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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SNS 및 셀피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

애 성향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초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11개 초등학교 5, 6학년 남녀 학생 707명을 임의 

표집하여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707부의 설문지가 배부되었고 모두 수집되었으나 

SNS나 셀피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277부, 불성실한 응답 자료 109부를 

제외한 321부를 최종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사항은 [표 Ⅲ

-1]과 같다.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 116 36.1

여 205 63.9

학년
5학년 140 43.6

6학년 181 56.4

거주 지역

남구 52 16.2

동구 95 29.6

북구 77 24.0

울주군 43 13.4

중구 54 16.8

[표 Ⅲ-1] 연구대상의 일반사항                                   (N=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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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도구 

가. 부모양육태도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허묘연(1999)이 

개발한 부모양육태도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기존 척도의 한계를 보완하

고 우리나라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 및 타당화한 척도로 감독, 합리적 설

명, 비일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 학대, 방임, 애정의 8개 하위 요인으로 구분되

며 하위 요인 당 4~7개의 문항을 포함하여 총 4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동은 동일한 문항에 대해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구분하여 응답하며 

‘전혀 아니다’를 1점으로, ‘매우 그렇다’를 4점으로 하는 4단계 Likert 척도로 평

가한다. 허묘연(1999)의 연구에서 요인 별 하위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69~.86이었고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부모양육태도 척도의 하위 신뢰도 계수는 

[표 Ⅲ-2]와 같다.

측정 영역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신뢰도(부/모)

(Cronbach’s α)

부모

양육태도

감독 1, 9, 17, 25 4 .734 .740

합리적 설명 3, 11, 19, 27, 41 5 .779 .780

비일관성 2, 10, 18, 26 4 .574 .580

과잉기대 5, 13, 21, 29, 33, 38 6 .785 .812

과잉간섭 4, 12, 20, 28, 37, 40, 43 7 .789 .803

학대 7, 15, 23, 31, 35, 39 6 .811 .854

방임 8, 16, 24, 32, 36 5 .701 .696

애정 6, 14, 22, 30, 34, 42 6 .843 .844

전체 43

[표 Ⅲ-2] 부모양육태도 척도의 문항 구성 및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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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기애 성향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자기애 성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Pincus와 Ansell(2009)

이 개발한 병리적 자기애 척도(Pathological Narcissistic Inventiry: PNI)를 양진

원(2012)이 번안하여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기애적 웅대성

과 자기애적 취약성의 두 영역으로 구분되며 자기애적 웅대성의 하위 요인으로 

착취, 웅대한 환상, 자기희생-자기고양, 자기애적 취약성의 하위 요인으로 변동

하는 자존감, 평가절하, 특권분노로 명명하여 하위요인 별 4~10개의 문항을 포

함한다. 총 35개의 문항으로 ‘전혀 나 같지 않다’를 0점으로, ‘매우 나 같다’를 5

점으로 하는 6단계 Likert 척도로 평가한다. 양진원(2012)의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자기애적 웅대성이 .85, 자기애적 취약성이 .92이었고, 본 

연구에서 산출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표 Ⅲ-3]와 같다.

측정 영역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신뢰도

(Cronbach’s α)

자기애적 

웅대성

착취 2, 5, 9, 24 4

.871
웅대한 환상 1, 8, 17, 21, 29, 31, 34 7

자기희생-

자기고양
16, 22, 27, 30 4

자기애적 

취약성

변동하는 

자존감

3, 4, 10, 12, 20, 25, 26, 

28, 32, 33
10

.930
평가절하 11, 14, 15, 18, 23  5

특권분노 6, 7, 13, 19, 35  5

전체 35

[표 Ⅲ-3] 병리적 자기애 척도의 문항 구성 및 신뢰도

다. SNS 사용 동기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SNS 사용 동기를 측정하기 위하여 Shin과 Lim(2017)이 

개발하고 타당화한 SNS 사용 동기 척도(Social Network Site Use Motives 

Scale: SUMS)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정보-재미 동기, 오락 동기, 기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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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 사교-동조 동기의 4개 하위 요인으로 구분되고 하위 요인 당 5~11개의 

문항을 포함하여 총 3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으로,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하는 5점 Likert 척도로 평가한다. Shin과 

Lim(2017)의 연구에서 요인 별 하위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89~.913

이었고 본 연구에서 사용한 SNS 사용동기 척도의 하위 신뢰도 계수는  [표 Ⅲ

-4]와 같다.

측정 영역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신뢰도

(Cronbach’s α)

SNS 

사용 동기

정보-재미
1, 2, 7, 8, 13, 14, 15, 

19, 20, 25, 26
11 .871

오락 5, 11, 17, 23, 29 5 .860

사교-동조
3, 6, 9, 12, 18, 21, 24, 

27, 30 
9 .897

기분 전환 4, 10, 16, 22, 28 5 .888

전체 30

[표 Ⅲ-4] SNS 사용 동기 척도의 문항 구성 및 신뢰도

라. 셀피 동기

셀피는 비교적 최근 연구되기 시작한 주제로 셀피 동기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 

연구가 축적되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셀피를 다룬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다중응

답식 1개 문항을 개발하였다. 이 때 Etgar와 Amichai-Hamburger(2017)의 소속 

동기와 Shin과 Lim(2017)의 동조 동기는 자신이 속한 집단의 유행을 따름으로

써 소속감을 느끼고자 하는 것으로 속성이 유사하여 동조 동기로 통합하였으며, 

이 외에 재미 동기, 오락 동기, 사교 동기, 기분 전환 동기, 기록 동기, 자기 확

인 동기, 자기 제시 동기 보기를 더해 총 8개의 보기로 구성하였다. 이에 아동이 

자신의 셀피 동기에 가장 가까운 순서대로 3가지를 선택하여 응답하게 함으로써 

아동의 셀피 동기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셀피 동기 문항 구성은 [표 Ⅲ-5]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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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영역 하위요인 선택지 내용

셀피 동기

재미 셀피 찍는 것이 재미있어서

오락 심심함을 달래기 위해서

사교
셀피를 SNS에 올리면 친구를 사귀거나 친해지는 

데 도움이 되어서 

동조 다른 친구들이 다들 찍어서

기분 전환 우울하거나 속상한 기분이 나아져서

기록 내가 경험한 것들을 기록으로 남겨둘 수 있어서

자기 확인 잘 나온 셀피를 보면 자신감이 생겨서 

자기 제시
다른 친구들에게 나의 예쁘거나 멋진 모습을 보

여주고 싶어서

[표 Ⅲ-5] 셀피 동기 문항 구성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SNS 및 셀피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애 성향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수

집된 자료는 SPSS ver. 21.0 프로그램과 AMOS ver 21.0 프로그램으로 분석하

였다. 

첫째,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과 빈도분석

을 실시하고, 측정도구의 내적 합치도를 검증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여 

신뢰도 계수(Ch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둘째, 부모양육태도, 자기애 성향, SNS·셀피 동기 및 빈도간의 상관관계를 알아

보기 위하여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연구문제 1의 부모양육태도가 자기애 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

해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e Equation Model: SEM) 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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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연구문제 2의 부모양육태도와 자기애 성향, SNS 동기 및 빈도, 셀피 빈

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SEM)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자기애 성향과 셀피 동기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F검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연구문제 2의 부모양육태도와 자기애 성향, SNS 동기의 관계에서 자기

애 성향의 매개효과와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4. 연구모형

독립변인

부모양육태도

종속 변인
SNS 동기 및 빈도 

셀피 동기 및 빈도

자기애 성향

1. 자기애적 웅대성

2. 자기애적 취약성

[그림 Ⅲ-1]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모형은 매개분석 모형으로 독립변인으로는 부모양육태도, 종속변인은 

SNS·셀피 동기 및 빈도, 매개변인으로는 자기애 성향을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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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요인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부모

양육태도

감독 1.13 4.00 3.39 .51 -1.05 1.17

합리적 설명 1.40 4.00 3.24 .52 -.56 .13

애정 1.75 4.00 3.55 .44 -1.02 .61

전체 1.83 4.00 3.36 .42 -.60 .06

비일관성 1.00 3.75 2.10 .52 -.09 -.09

과잉기대 1.00 3.58 1.87 .58 .41 -.39

과잉간섭 1.00 4.00 1.94 .56 .61 .37

학대 1.00 4.00 1.31 .38 1.21 1.57

방임 1.00 2.90 1.41 .42 1.11 .88

전체 1.00 2.66 1.72 .36 .35 -.41

자기애적 

웅대성

착취 0.00 4.25 2.16 .94 .02 -.52

웅대한 환상 0.00 5.00 1.78 1.14 .38 -.52

[표 Ⅳ-1] 측정 변인의 기술통계량                                 (N=321)

Ⅳ. 연구 결과

1. 측정 변인의 일반적 경향

가. 측정 변인의 기술 통계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부모양육태도, 자기애 성향, SNS 동기에 대한 기술통계

를 살펴보기 위하여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구하였다. 단, 부모양육태도의 

하위요인 중 학대의 경우 왜도가 2, 첨도가 9를 초과하여 정규성 검정에 위배되

므로 로그함수로 변환하여 정규성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른 기술통계량은 [표 Ⅳ

-1]에 제시하였다.



- 35 -

자기희생-

자기고양
0.00 4.75 2.05 1.13 .07 -.61

전체 0.13 4.33 1.96 .90 .19 -.61

자기애적 

취약성

변동하는 

자존감
0.00 4.90 1.33 .95 .93 .76

평가절하 0.00 4.80 1.07 .98 1.01 .52

특권분노 0.00 4.60 1.38 .97 .75 .14

전체 0.00 4.35 1.28 .86 .84 .48

SNS 

동기

정보-재미 1.00 5.00 3.22 .82 -.06 -.14

오락 1.00 5.00 3.10 1.06 -.04 -.72

사교-동조 1.00 5.00 2.15 .81 .84 .51

기분 전환 1.00 5.00 2.35 1.04 .69 -.12

SNS 빈도 1.00 5.00 4.09 1.36 -1.41 .71

셀피 빈도 1.00 5.00 2.53 1.51 .32 -1.42

[표 Ⅳ-1]에 따르면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 중 애정의 평

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M=3.55, SD=.44) 합리적 설명의 평균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M=3.24, SD=.52). 한편, 부정적 양육태도 중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

난 것은 과잉간섭이며(M=1.94, SD=.56),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은 학대였다(M=

1.31, SD=.38). 자기애적 웅대성의 하위요인 중에서는 착취(M=2.16, SD=.94), 

자기애적 취약성의 하위요인 중에서는 특권분노(M=1.38, SD=.97)의 평균이 가

장 높았다. 또한 SNS 동기의 경우 정보-재미 동기(M=3.22, SD=.82)의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오락 동기(M=3.10, SD=1.06), 기분 전환 동기(M=2.35, SD=1.0

4), 사교-동조 동기(M=2.15, SD=.81)의 순으로 나타났다. SNS 빈도의 평균은 

4.09, 셀피 빈도의 평균은 2.53으로 셀피에 비해 SNS를 이용하는 빈도가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셀피 동기의 경우 다중응답식 문항의 결과 처리를 위해 1, 2, 3순위 응답에 각

각 300%, 200%, 100%의 가중치를 두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른 결

과는 [표 Ⅳ-2]과 [그림 Ⅳ-1]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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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요인
1순위 2순위(%) 3순위(%) 가중치 

계산 결과
순위

명 % 명 % 명 %

셀피 동기

재미 65 20.2 77 24.0 46 14.3 39,500 3

오락 63 19.6 73 22.7 64 19.9 39,900 2

사교 10 3.1 19 5.9 40 12.5 10,800 6

동조 16 5.0 36 11.2 49 15.3 16,900 4

기분 
전환

6 1.9 13 4.0 29 9.0 7,300 8

기록 125 38.9 58 18.1 45 14.0 53,600 1

자기확인 23 7.2 34 10.6 29 9.0 16,600 5

자기제시 13 4.0 11 3.4 19 5.9 8,000 7

전체 321 100 321 100 321 100 192,600

[표 Ⅳ-2] 셀피 동기 빈도분석 결과                                 (N=321)

0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60000

재미 오락 사교 동조 기분전환 기록 자기확인 자기제시

[그림 Ⅳ-1] 셀피 동기 빈도분석 결과(가중치) 

[표 Ⅳ-2]와 [그림 Ⅳ-1]의 빈도분석 결과, 초등학생은 기록, 오락, 재미, 동

조, 자기확인, 사교, 자기제시, 기분 전환 동기의 순으로 셀피를 촬영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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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기록 동기(‘내가 경험한 것들을 기록으로 남겨둘 수 있어서’)에 아동의 

1순위 응답 중 약 40%가 집중되었고, 기록을 3순위 이내에 응답한 학생은 228

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약 71%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미 동기(‘셀피 찍는 것이 

재미있어서’)의 경우 이를 3순위 이내에 응답한 학생은 188명으로 오락 동기(‘심

심함을 달래기 위해서’)를 3순위 이내에 응답한 학생 수인 200명보다 작았으나 

가중치 계산의 결과 오락이 2순위, 재미가 3순위로 집계되었다. 자기확인 동기

(‘잘 나온 셀피를 보면 자신감이 생겨서’)를 1순위로 응답한 학생은 23명

(7.2%), 3순위 이내에 응답한 학생은 86명이었고, 자기제시 동기(‘다른 친구들

에게 나의 예쁜(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를 1순위로 응답한 학생은 13명

(4.0%), 3순위 이내에 응답한 학생은 4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분 전환 동기

(’우울하거나 속상한 기분이 나아져서‘)의 경우 1순위로 응답한 학생은 6명

(1.9%)에 불과했으나 3순위 이내에 응답한 학생은 48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나. 측정 변인의 상관분석

부모양육태도, 자기애 성향, SNS 동기, SNS·셀피 빈도 사이의 상관관계를 살펴

보기 위하여 Pearson 상관계수를 산출하였고 그 결과는 [표 Ⅳ-3]에 제시하였

다. [표 Ⅳ-3]에 따르면 부모양육태도는 SNS 빈도 및 셀피 빈도와 유의한 상관

을 보이지 않았으나 SNS 동기와는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

태도는 SNS 동기 중 오락 동기(r=-.231, p<.05), 기분 전환 동기(r=-.244, 

p<.05)와 부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태도는 오락  

동기(r=.169, p<.05), 사교-동조 동기(r=.216, p<.05), 기분 전환 동기

(r=.245, p<.05)와 정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양육태도는 아동의 자기애 성향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부모의 긍정

적인 양육태도는 자기애적 취약성(r=-.336, p<.05)과 부적 상관을 보인 반면 

부정적인 양육태도는 자기애적 웅대성(r=.253, p<.05)과 취약성(r=.484, 

p<.05) 모두와 정적상관을 보였다. 부모의 양육태도를 구성하는 하위요인 중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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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애적 웅대성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인 것은 과잉기대(r=.294, p<.05)였으며, 

자기애적 취약성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인 것은 방임(r=.407, p<.05)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애 성향은 SNS 동기의 4가지 하위요인과 모두 정적인 상관을 보이는 것으

로 나타났다. 자기애적 웅대성은 사교-동조 동기(r=.407, p<.05), 정보-재미 

동기(r=.316, p<.05), 기분 전환 동기(r=.311, p<.05), 오락 동기(r=.175, 

p<.05)순으로 높은 상관을 보였고, 자기애적 취약성은 사교-동조 동기(r=.389, 

p<.05), 기분 전환 동기(r=.311, p<.05), 오락동기(r=.221, p<.05), 정보-재미 

동기(r=.140, p<.05)와 정적 상관을 보였다. 자기애적 웅대성과 자기애적 취약

성 모두 사교-동조 동기와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으며 자기애적 웅대성과 자기

애적 취약성은 셀피 빈도와 약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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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1 감독 1 　 　 　 　 　 　 　 　 　 　 　 　 　 　 　 　 　 　 　 　 　 　 　

2 합리적 
설명

.407*

* 1 　 　 　 　 　 　 　 　 　 　 　 　 　 　 　 　 　 　 　 　 　 　

3 애정 .522*

*
.593*

* 1 　 　 　 　 　 　 　 　 　 　 　 　 　 　 　 　 　 　 　 　 　

4
긍정적 
양육태
도

.773*

*
.855*

*
.807*

* 1 　 　 　 　 　 　 　 　 　 　 　 　 　 　 　 　 　 　 　 　

5 비일관
성 

-.211
**

-.294
**

-.356
**

-.339
** 1 　 　 　 　 　 　 　 　 　 　 　 　 　 　 　 　 　 　 　

6 과잉기
대

-.10
5

-.203
**

-.202
**

-.203
**

.436*

* 　 　 　 　 　 　 　 　 　 　 　 　 　 　 　 　 　 　 　

7 과잉간
섭

-.200
**

-.274
**

-.441
**

-.343
**

.529*

*
.500*

* 1 　 　 　 　 　 　 　 　 　 　 　 　 　 　 　 　 　

8 학대 -.302
**

-.338
**

-.413
**

-.410
**

.361*

*
.354*

*
.434*

* 1 　 　 　 　 　 　 　 　 　 　 　 　 　 　 　 　

9 방임 -.554
**

-.465
**

-.702
**

-.665
**

.378*

*
.251*

*
.396*

*
.442*

* 1 　 　 　 　 　 　 　 　 　 　 　 　 　 　 　

10
부정적 
양육태
도

-.336
**

-.405
**

-.547
**

-.497*

*
.714*

*
.751*

*
.840*

*
.674*

*
.618*

* 1 　 　 　 　 　 　 　 　 　 　 　 　 　 　

11 착취 .131* .166*

*
.168*

*
.194*

* .097 .119* .050 .046
-.04
3

.081 1 　 　 　 　 　 　 　 　 　 　 　 　 　

12 웅대한 
환상

.005 .044
-.00
1

.029 .141* .287*

*
.171*

* .143* .131* .251*

*
.459*

* 1 　 　 　 　 　 　 　 　 　 　 　 　

[표 Ⅳ-3] 측정 변인의 상관분석표(N=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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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자기희
생자기
고양

-.01
7 .040 .053 .028

.198*

*
.270*

*
.176*

*
.160*

* .035
.242*

*
.339*

*
.606*

* 1 　 　 　 　 　 　 　 　 　 　 　

14
자기애
적웅대
성

.034 .086 .064 .081 .177*

*
.294*

*
.175*

*
.151*

* .077 .253*

*
.665*

*
.925*

*
.791*

* 1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15
변동하
는 

자존감

-.278
**

-.219
**

-.342
**

-.327
**

.324*

*
.250*

*
.361*

*
.339*

*
.381*

*
.444*

* .106 .500*

*
.459*

*
.480*

* 1 　 　 　 　 　 　 　 　 　

16 평가절
하

-.288
**

-.146
**

-.365
**

-.308
**

.307*

*
.247*

*
.358*

*
.259*

*
.376*

*
.419*

*
-.05
8

.325*

*
.290*

*
.274*

*
.746*

* 1 　 　 　 　 　 　 　 　

17 특권분
노 

-.209
**

-.159
**

-.250
**

-.240
**

.336*

*
.210*

*
.366*

*
.365*

*
.320*

*
.427*

*
.238*

*
.482*

*
.439*

*
.500*

*
.692*

*
.539*

* 1 　 　 　 　 　 　 　

18
자기애
적 

취약성

-.294
**

-.207
**

-.363
**

-.336
**

.361*

*
.268*

*
.404*

*
.363*

*
.407*

*
.484*

* .109
.504*

*
.459*

*
.484*

*
.959*

*
.848*

*
.816*

* 1 　 　 　 　 　 　

19 정보재
미동기

-.02
7 .049

-.00
9 .012 .016

-.00
7 .107 .045 .083 .069

.268*

*
.305*

*
.179*

*
.316*

*
.158*

* .081 .104 .140* 1 　 　 　 　 　

20 오락동
기

-.206
**

-.174
**

-.191
**

-.231
** .092 .032

.189*

* .102
.214*

*
.169*

* .116* .167*

* .130* .175*

*
.245*

* .134* .168*

*
.221*

*
.547*

* 　 　 　 　 　

21 사교동
조동기

-.07
8

-.06
1

-.10
4

-.09
0

.124* .121* .194*

*
.170*

*
.181*

*
.216*

*
.216*

*
.352*

*
.411*

*
.407*

*
.426*

*
.260*

*
.284*

*
.389*

*
.467*

*
.421*

* 1 　 　 　

22 기분전
환동기

-.223
**

-.185
**

-.197
**

-.244
** .115* .113* .235*

*
.180*

*
.260*

*
.245*

*
.160*

*
.280*

*
.297*

*
.311*

*
.349*

*
.248*

*
.272*

*
.340*

*
.619*

*
.699*

*
.646*

* 1 　 　

23 SNS
빈도 .000 .039 .022 .035

-.08
6

-.02
6 .015

-.01
4

-.00
8

-.02
5 .027

-.01
4

-.02
7

-.01
0

-.01
3

-.10
3

-.07
5

-.05
8

.305*

*
.250*

*
.222*

*
.154*

* 1 　

24 셀피 
빈도

-.03
6

.045 .005 .013 -.03
5

-.169
** .011 -.04

9
.034 -.06

4
.058 .120* .100 .121* .177*

* .067 .059 .134* .274*

*
.269*

*
.340*

*
.339*

*
.197*

* 1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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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도 지수 χ² df p TLI CFI RMSEA

측정모형 191.476 66 .000 .910 .934 .077

[표 Ⅳ-4]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2. 부모양육태도와 자기애 성향 간의 관계

가.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본 연구의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하기에 앞서 측정변수들이 각각의 잠재변수

를 잘 측정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측정모형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모

형의 적합도를 산출하여 [표 Ⅳ-4]에 제시하였다.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절대적합지수인 χ²,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와 증분적합지수인 TLI(Tuc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를 이용하였다.각 지수의 기준은 TLI, CFI는 .90 이

상이면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간주되고, RMSEA의 경우에는 .05 미만이면 좋은 

적합도(close fit), .08 미만이면 괜찮은 적합도(moderate fit)로 간주된다(홍세

희, 2000). 본 연구의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홍세희(2000)가 제시한 모형적합도 

수용기준에 부합하는 결과로 적합도가 괜찮은 것으로 나타났다(TLI>.90, 

CFI>.90, RMSEA<.08). 

또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변수가 해당 잠재변수를 타당하게 측정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검증 결과를 [표 Ⅳ-5]과 [그림 Ⅳ-2]에 제시하였다. 검증 결

과에 따르면 측정변수의 요인부하량이 .411~.948로 측정변수에 따라 차이가 있

으나 대게 해당 변수를 타당하게 측정하고 있으며 유의도 수준 1%에서 유의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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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변인 잠재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S.E. C.R.

감독 ← 긍정적양육태도 1.000 .584

합리적 설명 ← 긍정적양육태도 1.167 .663 .130 8.951***

애정 ← 긍정적양육태도 1.289 .868 .131 9.869***

비일관성 ← 부정적양육태도 1.000 .546

과잉기대 ← 부정적양육태도 .827 .411 .124 6.690***

과잉간섭 ← 부정적양육태도 1.198 .613 .130 9.190***

학대 ← 부정적양육태도 .835 .633 .108 7,733***

방임 ← 부정적양육태도 1.045 .719 .128 8.188***

착취 ← 자기애적웅대성 1.000 .489

웅대한 환상 ← 자기애적웅대성 2.145 .866 .266 8.066***

자기희생자기고양 ← 자기애적웅대성 1,766 .715 .225 7.861***

변동하는 자존감 ← 자기애적취약성 1.000 .948

평가절하 ← 자기애적취약성 .843 .774 .049 17.084***

특권분노 ← 자기애적취약성 .790 .738 .050 15.921***

[표 Ⅳ-5] 측정모형의 경로계수 추정치

***p<.001

나. 연구모형 검증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자기애 성향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부

모양육태도의 하위 요인을 외생변수, 자기애 성향의 하위 요인을 종속변수로 하

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설정하여 연구모형 1로 명명하였다. 설정된 연구모형의 적

합도 검증을 위하여 절대적합지수인 χ², RMSEA와 증분적합지수인 TLI, CFI를 

산출하였다. 산출된 적합도 지수는 [표 Ⅳ-6]에 제시하였다. 앞서 제시한 모형

적합도 수용기준에 따라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연구모형은 

수용할 만한 수준의 적합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TLI>.90, 

CFI>.90, RMSEA<.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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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 측정모형 검증 결과

χ² df p TLI CFI RMSEA

감독 34.607 15 .003 .963 .980 .064

합리적설명 69.143 23 .000 .938 .960 .079

애정 64.034 23 .000 .951 .969 .075

비일관성 67.057 23 .000 .929 .955 .077

과잉기대 51.539 22 .000 .956 .973 .065

과잉간섭 55.286 22 .000 .955 .972 .069

학대 53.801 22 .000 .956 .973 .067

방임 39.152 15 .000 .956 .977 .071

[표 Ⅳ-6] 연구모형 1의 적합도 지수         

다. 연구모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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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양육태도와 자기애 성향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연구모형 1의 경로계수 

추정치를 산출하여 [표 Ⅳ-7]에 제시하였다. 

경로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S.E. p

감독 → 자기애적웅대성 .025 .022 .081 .757

감독 → 자기애적취약성 -.751 -.322*** .160 .000

합리적설명 → 자기애적웅대성 .080 .084 .066 .226

합리적설명 → 자기애적취약성 -.494 -.247*** .128 .000

애정 → 자기애적웅대성 .072 .056 .170 .408

애정 → 자기애적취약성 -1.055 -.389*** .170 .000

비일관성 → 자기애적웅대성 .488 .259* .189 .010

비일관성 → 자기애적취약성 2.324 .588*** .189 .000

과잉기대 → 자기애적웅대성 .345 .389*** .075 .000

과잉기대 → 자기애적취약성 .555 .293*** .124 .000

과잉간섭 → 자기애적웅대성 .160 .214** .297 .003

과잉간섭 → 자기애적취약성 .659 .424*** .096 .000

학대 → 자기애적웅대성 .225 .190* .098 .009

학대 → 자기애적취약성 1.158 .413*** .182 .000

방임 → 자기애적웅대성 .172 .125 .103 .095

방임 → 자기애적취약성 1.337 .471*** .202 .000

[표 Ⅳ-7] 연구모형 1의 경로계수 추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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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르면 감독에서 자기애적 취약성(β=-.322, p<.001), 합리적 설명에서 

자기애적 취약성(β=-.247, p<.001), 애정에서 자기애적 취약성(β=-.389, 

p<.001)에 이르는 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일관성에서 자기애적 웅대

성(β=.259, p<.05)과 자기애적 취약성(β=.588, p<.001), 과잉기대에서 자기애

적 웅대성(β=.389, p<.001)과 자기애적 취약성(β=293, p<.001), 과잉간섭에

서 자기애적 웅대성(β=.214, p<.01)과 자기애적 취약성(β=.424, p<.001),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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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에서 자기애적 웅대성(β=.190, p<.01)과 자기애적 취약성(β=.413, p<.001), 

방임에서 자기애적 취약성(β=.471, p<.001)에 이르는 경로가 유의미하게 나타

났다.  

이상을 종합하면 긍정적 양육태도의 하위 요인인 감독, 합리적 설명, 애정은 자

기애적 웅대성에 이르는 경로가 유의하지 않았으나 자기애적 취약성에 이르는 

경로가 모두 부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양육태도를 구성하는 하

위 요인 5개 중 방임을 제외한 4개 요인은 자기애적 웅대성과 자기애적 취약성

에 이르는 경로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방임은 자기애적 취약성에 이르

는 경로만이 정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7]을 토대로 연구모형 1

의 경로를 도식화하면 [그림 Ⅳ-3]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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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3] 연구모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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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모양육태도, 자기애 성향, SNS 및 셀피 행동의 관계 

가.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부모양육태도, 자기애 성향, SNS 및 셀피 행동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측정모

형은 앞서 부모양육태도와 자기애 성향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설정한 측정모형과 

동일하게 구성되었다. SNS 동기와 셀피 동기를 잠재변수로, 각각의 하위 요인을 

측정변수로 설정하지 않은 이유는 SNS 동기의 척도 개발 선행연구에서 하위 요

인의 구분이 일관적이지 않아 SNS 동기를 타당하게 구인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

웠기 때문이다. 또한 셀피 동기의 경우 다중응답식 문항을 통해 응답의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얻었으나 이분변수이므로 구조방정식을 통한 분석이 이

루어질 수 없어 측정모형에 포함하지 않았다. 또한 SNS 및 셀피 빈도는 연속변

수의 속성을 가져 측정변수라고 할 수 있으나 잠재변수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므

로 측정모형으로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나. 연구모형 검증 

연구모형 1의 검증 결과와 상관분석 결과를 토대로 부모양육태도, 자기애 성향, 

SNS 동기, SNS 빈도, 셀피 빈도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구조방정식 모형

을 구성하였다. 

   1) 부모양육태도-자기애 성향-SNS 동기 모형

연구모형 1의 검증 결과, 긍정적 양육태도에서 자기애적 웅대성으로 가는 직접 

경로가 유의하지 않았고 상관분석결과 긍정적·부정적 양육태도와 정보-재미 동

기, 긍정적 양육태도와 사교-동조 동기간의 유의미한 상관이 드러나지 않아 해

당 경로를 모형에서 제외하였다. 그리고 적합도 확보를 위해 각각의 SNS 동기를 

구분하여 총 4개의 연구 모형을 최종 구성하여고 연구모형 2로 명명하였다. 연

구모형 2의 적합도는 [표 Ⅳ-8]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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χ² df p TLI CFI RMSEA

정보-재미동기 202.525 77 .000 .912 .936 .071

오락동기 198.282 75 .000 .911 .937 .072

사교-동조동기 199.776 76 .000 .915 .938 .071

기분 전환동기 197.623 75 .000 .913 .938 .071

[표 Ⅳ-8] 연구모형 2의 적합도 지수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절대적합지수인 χ², RMSEA와 증분적합지수인 

TLI, CFI를 사용하였다. 앞서 제시한 모형적합도 수용기준에 따라 구조모형 적

합도를 살펴본 결과, 모형의 적합도가 괜찮은 것으로 나타났다(TLI>.90, 

CFI>.90, RMSEA<.08). 

   2) 부모양육태도-자기애 성향-SNS 빈도 모형

연구모형 1의 검증 결과, 긍정적 양육태도에서 자기애적 웅대성으로 가는 직접 

경로가 유의하지 않았고 상관분석 결과 부모양육태도와 SNS 빈도 간의 상관이 

유의하지 않아 경로를 설정하지 않았다. 이를 토대로 부모양육태도, 자기애 성향, 

SNS 빈도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구조방정식 모형을 구성하고 연구모형 

3으로 명명하였다. 연구모형 3의 적합도는 [표 Ⅳ-9]과 같다.

χ² df p TLI CFI RMSEA

SNS 빈도 193.489 77 .000 .917 .939 .069

[표 Ⅳ-9] 연구모형 3의 적합도 지수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절대적합지수인 χ², RMSEA와 증분적합지수인 

TLI, CFI를 사용하였다. 앞서 제시한 모형적합도 수용기준에 따라 구조모형 적

합도를 살펴본 결과, 모형의 적합도가 괜찮은 것으로 나타났다(TLI>.90, 

CFI>.90, RMSEA<.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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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부모양육태도-자기애 성향-셀피 빈도 모형

연구모형 1의 검증 결과, 긍정적 양육태도에서 자기애적 웅대성으로 가는 직접 

경로가 유의하지 않았고 상관분석 결과 부모양육태도와 셀피 빈도 간의 상관이 

유의하지 않아 직접 경로를 설정하지 않았다. 이를 토대로 부모양육태도, 자기애 

성향, SNS 빈도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구조방정식 모형을 구성하고 연구

모형 4로 명명하였다. 연구모형 4의 적합도는 [표 Ⅳ-10]과 같다.

χ² df p TLI CFI RMSEA

셀피 빈도 209.901 77 .000 .906 .931 .073

[표 Ⅳ-10] 연구모형 4의 적합도 지수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절대적합지수인 χ², RMSEA와 증분적합지수인 

TLI, CFI를 사용하였다. 앞서 제시한 모형적합도 수용기준에 따라 구조모형 적

합도를 살펴본 결과, 모형의 적합도가 괜찮은 것으로 나타났다(TLI>.90, 

CFI>.90, RMSEA<.08). 

다. 연구모형 분석 

   1) 부모양육태도-자기애 성향-SNS 동기 모형

부모양육태도와 자기애 성향, SNS 동기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모형 2의 

경로계수 추정치를 산출하여 [표 Ⅳ-11]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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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S.E. p

긍정적양육태도 → 자기애적취약성 -.264 -.141 .179 .139

부정적양육태도 → 자기애적웅대성 .263 .177* .110 .017

부정적양육태도 → 자기애적취약성 1.019 .427*** .266 .000

자기애적웅대성 → 정보-재미동기 .702 .384*** .174 .000

자기애적취약성 → 정보-재미동기 -.074 -.065 .093 .427

긍정적양육태도 → 자기애적취약성 -.259 -.137 .187 .166

부정적양육태도 → 자기애적웅대성 .243 .167* .108 .024

부정적양육태도 → 자기애적취약성 1.004 .426*** .272 .000

자기애적웅대성 → 오락동기 .367 .153 .229 .109

자기애적취약성 → 오락동기 .086 .058 .160 .593

긍정적양육태도 → 오락동기 -.526 -.189 .336 .117

부정적양육태도 → 오락동기 .076 .022 .476 .873

긍정적양육태도 → 자기애적취약성 .270 -.146 .177 .127

부정적양육태도 → 자기애적웅대성 .245 .169* .108 .024

부정적양육태도 → 자기애적취약성 .974 .415*** .261 .000

자기애적웅대성 → 사교-동조동기 .660 .358*** .178 .000

자기애적취약성 → 사교-동조동기 .174 .153 .116 .134

부정적양육태도 → 사교-동조동기 .240 .090 .206 .244

긍정적양육태도 → 자기애적취약성 -.261 -.139 .188 .164

부정적양육태도 → 자기애적웅대성 .239 .166* 108 .026

부정적양육태도 → 자기애적취약성 .998 .425*** .271 .000

자기애적웅대성 → 기분 전환동기 .721 .305** .231 .002

자기애적취약성 → 기분전환동기 .060 .042 .155 .696

긍정적양육태도 → 기분전환동기 -.338 -.124 .314 .282

부정적양육태도 → 기분전환동기 .448 .131 .448 .318

[표 Ⅳ-11] 연구모형 2의 경로계수 추정치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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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1]에 따르면 부정적 양육태도에서 자기애적 웅대성과 자기애적 취약

성까지의 경로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부모의 양육태도가 부정적일수록 

아동의 자기애 성향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자기애 성향과 SNS 동기의 경로를 

살펴보면 자기애적 웅대성에서 정보-재미 동기에 이르는 경로(β=.384, 

p<.001), 자기애적 웅대성에서 사교-동조 동기에 이르는 경로(β=.357, 

p<.001), 자기애적 웅대성에서 기분 전환 동기에 이르는 경로(β=.305, p<.01)

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자기애적 웅대성이 높을수록 정보-재미 

동기, 사교-동조 동기, 기분 전환 동기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반면 자기애적 

취약성에서 SNS 동기에 이르는 경로는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

구모형 2를 도식화하면 [그림 Ⅳ-4]와 같다.

[그림 Ⅳ-4] 연구모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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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부모양육태도-자기애 성향-SNS 빈도 모형

부모양육태도와 자기애 성향, SNS 빈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연구모형 3의 

경로계수 추정치를 산출하여 [표 Ⅳ-12]에 제시하였다. 

경로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S.E. p

긍정적양육태도 → 자기애적취약성 -.264 -.141 .179 .139

부정적양육태도 → 자기애적웅대성 .263 .177* .110 .017

부정적양육태도 → 자기애적취약성 1.019 .427*** .266 .000

자기애적웅대성 → SNS 빈도 .032 .010 .270 .907

자기애적취약성 → SNS 빈도 -.077 -.042 .155 .617

[표 Ⅳ-12] 연구모형 3의 경로계수 추정치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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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부정적 양육태도에서 자기애적 웅대성까지의 경로(β=.177, 

p<.05)와 부정적 양육태도에서 자기애적 취약성까지의 경로(β=.427, p<.001)

가 유의하였으나 자기애 성향에서 SNS 빈도로 이어지는 경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모형 3을 도식화하면 [그림 Ⅳ-5]와 같다.

[그림 Ⅳ-5] 연구모형 3

   3) 부모양육태도-자기애 성향-셀피 빈도 모형

부모양육태도와 자기애 성향, 셀피 빈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연구모형 4의 

경로계수 추정치를 산출하여 [표 Ⅳ-13]에 제시하였다.

경로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S.E. p

긍정적양육태도 → 자기애적취약성 -.264 -.141 .179 .139

부정적양육태도 → 자기애적웅대성 .263 .177* .110 .017

부정적양육태도 → 자기애적취약성 1.019 .427*** .266 .000

자기애적웅대성 → 셀피 빈도 .273 .080 .303 .369

자기애적취약성 → 셀피 빈도 .230 .109 .174 .186

[표 Ⅳ-13] 연구모형 4의 경로계수 추정치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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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부정적 양육태도에서 자기애적 웅대성까지의 경로(β=.177, 

p<.05)와 부정적 양육태도에서 자기애적 취약성까지의 경로(β=.427, p<.001)

가 유의하였으나 자기애 성향에서 셀피 빈도로 이어지는 경로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모형 4를 도식화하면 [그림 Ⅳ-6]와 같다.

[그림 Ⅳ-6] 연구모형 4

라. 자기애 성향의 매개효과 검증

부모양육태도와 SNS 동기의 관계에서 자기애 성향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

하여 Bootstapping 방법으로 검증하였다. 간접 경로는 [표 Ⅳ-10]에 제시한 연

구모형 2의 경로계수 추정 결과를 토대로 하였다. 경로계수 추정 결과, 부정적 

양육태도에서 자기애적 웅대성과 취약성, 자기애적 웅대성에서 정보-재미 동기, 

사교-동조 동기, 기분전환 동기에 이르는 경로가 유의하다고 나타났으므로 간접 

경로를 [표 Ⅳ-14]와 같이 구성하였고 유의성을 함께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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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 경로 β S.E
90% 신뢰구간

하한 상한

부정적양육태도→자기애적웅대성→정보-재미동기 .185 .138 .020 .474

부정적양육태도→자기애적웅대성→사교-동조동기 .162 .116 -.005 .397

부정적양육태도→자기애적웅대성→기분전환동기 .173 .130 .005 .474

[표 Ⅳ-14] 간접효과의 추정치 및 유의성

위와 같은 매개분석 결과 부정적 양육태도→자기애적 웅대성→정보-재미 동기

의 경로에서 자기애적 웅대성은 β=.185의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90% 신뢰구간에서 최저값 .020, 최고값 .474로 0을 포함하지 않아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정적양육태도→자기애적 웅대성→

사교-동조 동기 경로에서는 자기애적 웅대성의 매개효과가 β=.162를 나타났으

나 최저값이 -.005, 최고값이 .397로 0을 포함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양육태도→자기애적 웅대성→기분 전환동기의 경로에서 

자기애적 웅대성의 매개효과가 β=.173으로 나타났고 90% 신뢰구간에서 최저값 

.005, 최고값 .474.로 0을 포함하지 않아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 부모양육태도, 자기애 성향, 셀피 동기의 관계

부모양육태도, 자기애 성향, 셀피 동기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F검증을 실시하

였다. 셀피 동기의 경우 이를 측정하는 문항의 특성으로 인해 이분변수의 성질을 

가지므로 구조방정식을 통한 분석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 한편 F검증은 세 집단 

이상의 평균차이 검증에 주로 활용되는 것으로 검증과정에서 분산을 비교 분석

하므로 셀피 동기의 하위요인에 따른 부모양육태도 및 자기애 성향의 차이를 확

인할 수 있다. 

   1) 부모양육태도와 셀피 동기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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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피 동기에 따른 부모양육태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F검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표 Ⅳ-15]와 [표 Ⅳ-16]에 제시하였다. 

구분　 셀피동기 　N M SD　 　F P　 Post-hoc

긍정적 

양육태도

재미 3.30 0.44 3.19 

2.25 .030 N.A

오락 3.33 0.40 3.23 

사교 3.20 0.41 2.91 

동조 3.17 0.46 2.93 

기분전환 3.22 0.51 2.69 

기록 3.46 0.38 3.39 

자기확인 3.32 0.48 3.11 

자기제시 3.25 0.34 3.04 

[표 Ⅳ-15] 셀피 동기와 긍정적 양육태도의 관계 분석

구분　 셀피동기 　N M SD　 　F P　 Post-hoc

부정적 

양육태도

재미 65 1.71 0.37 

1.00 .432 N.A

오락 63 1.70 0.38 

사교 10 1.82 0.30 

동조 16 1.88 0.41 

기분전환 6 1.87 0.42 

기록 125 1.68 0.36 

자기확인 23 1.78 0.31 

자기제시 13 1.73 0.32 

[표 Ⅳ-16] 셀피 동기와 부정적 양육태도의 관계 분석

[표 Ⅳ-15]에 따르면 셀피 동기에 따른 긍정적 양육태도의 평균의 범위는 

3.17~3.46으로 동기에 따라 평균의 차이를 보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F=2.24, p=.030). 보다 구체적인 집단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유의수준 .05에서 사후 분석을 실시했으나 유의확률 기준(p<.05)을 만족하는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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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셀피 동기에 따른 긍정적 양육태도의 차이가 유의하

지 않은 것으로 최종 확인되었다. [표 Ⅳ-16]에 따르면 셀피 동기에 따른 부정

적 양육태도의 평균의 범위는 1.70~1.88으로 동기에 따라 평균의 차이를 보였으

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F=1.00, p=.432). 

  2) 자기애 성향과 셀피 동기의 관계

셀피 동기에 따른 자기애 성향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F검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표 Ⅳ-17]와 [표 Ⅳ-18]에 제시하였다. 

구분　 셀피동기 　N M SD　 　F P　 Post-hoc

자기애적

웅대성

재미 65 1.99 0.95 

2.00 .055 N.A

오락 63 1.88 0.96 

사교 10 2.59 1.00 

동조 16 2.06 0.86 

기분전환 6 1.63 0.83 

기록 125 1.83 0.85 

자기확인 23 2.23 0.72 

자기제시 13 2.37 0.77 

[표 Ⅳ-17] 셀피 동기와 자기애적 웅대성의 관계 분석

구분　 셀피동기 　N M SD　 　F P　 Post-hoc

자기애적

취약성

재미 65 1.39 0.87 

2.96 .005 사교>기록**

오락 63 1.20 0.81 

사교 10 2.19 1.04 

동조 16 1.48 1.02 

기분전환 6 1.17 0.75 

기록 125 1.12 0.80 

자기확인 23 1.55 0.94 

자기제시 13 1.26 0.84 

[표 Ⅳ-18] 셀피 동기와 자기애적 취약성의 관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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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7]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셀피 동기에 따라 자기애적 웅대성

의 평균이 차이를 보였으나 사후 분석 결과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F=2.001, p=.055). [표 Ⅳ-18]에 따르면 자기애적 취약성

의 경우 셀피 동기에 따라 유의미한 평균의 차이를 보였고(F=2.935, p=.005) 

유의수준 .05에서 사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교를 목적으로 셀피를 촬영하는 

집단의 자기애적 취약성 평균은 2.19로 기록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의 평균인 

1.12와 비교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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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및 제언

1. 결과에 대한 논의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SNS 및 셀피 행동에 대한 것으로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

모양육태도와 SNS·셀피 동기 및 빈도의 관계에서 자기애 성향의 매개효과를 알

아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울산광역시 소재 초등학교 5, 6학년 321

명을 대상으로 자신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 자기애 성향, SNS·셀피 동기 및 빈

도를 측정하였으며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 F검정을 실

시하였다. 또한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

석하였고 Bootstrapping을 사용하여 자기애 성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에 

따른 본 연구의 결과를 선행연구와 관련지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가.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자기애 성향의 관계

연구문제 1에서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자기애 성향 간의 관계를 알아

본 결과 긍정적 양육태도는 자기애적 취약성에 부적 영향을 미치고 부정적 양육

태도는 자기애적 웅대성과 자기애적 취약성 모두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부정적일수록 아동의 자기애적 성향이 높아짐

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자기애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중

요한 변인임을 드러낸 다수의 연구결과(강선모, 2012; 강지연, 2017; 정은지, 

2013; 조현정, 2016; 홍영미, 2007)와 맥을 같이 한다. 특히 부정적 양육태도를 

구성하는 하위요인 중 과잉기대가 자기애적 웅대성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과잉기대가 외현적 자기애의 예언변인이라는 홍영미

(2007)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의 능력 이상의 기

대를 보이고 우월성을 강조할 경우 아동은 부모의 태도를 내면화하여 타인에 대

한 착취적인 성향, 웅대한 자기상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자기애적 취약성에는 부모의 비일관성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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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원칙을 따르기보다 상황에 따라 일관적이지 않은 메시지를 전달하여 자

녀가 일관된 가치 쳬계를 내면화하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타인의 반응에 과민한 

성향을 높인다고 한 조현정(2016)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

는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와 자기애적 웅대성 간의 상관이 드러나지 않아 부모

의 애정적 태도가 웅대적 자기애의 일부 특성과 관련이 있다는 홍영미(2007)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자면 아동의 

웅대하거나 취약한 자기애적 성향은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태도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는 것이며, 부모의 양육태도는 아동의 초기 환경을 구성하는 핵심으로 아

동의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나.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자기애 성향, SNS·셀피 동기 및 빈도의 관계

연구문제 2에서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자기애 성향, SNS·셀피 동기 및 

빈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과 F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양육태도와 자기애 성향, SNS 동기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긍정

적·부정적 양육태도와 SNS 동기, 자기애적 웅대성·취약성과 SNS 동기의 상관이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나, 구조방정식 모형의 검증 결과 긍정적·부정

적 양육태도에서 SNS 동기로 이어지는 직접 경로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고 부정적 양육태도가 자기애적 웅대성을 매개로 하여 정보-재미 동기, 기분

전환 동기로 이어지는 경로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양육태도 그 

자체가 SNS 동기로 이어진다고 보기에는 어려우나 부모양육태도의 결과로 갖게 

된 성격적 특성에 따라 SNS 동기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자기애적 웅대성의 경우 오락 동기에 이르는 경로는 유의하지 않으나 정

보-재미 동기, 사교-동조 동기, 기분 전환 동기에 이르는 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애적 웅대성이 높을수록 정보와 재미를 얻기 위해, 타인과의 

관계 형성 및 유지를 위해, 자신이 속한 사회에 대한 소속감을 얻기 위해, 기분

을 전환하기 위해 SNS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자기애적 웅대성이 높을

수록 단순히 시간을 보내기 위한 목적으로 SNS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

인 의도를 가지고 SNS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애적 웅대성이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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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자신의 우월성에 대해 크게 지각하고 있으며 자기과시를 통해 타인에

게 인정과 칭찬을 받고자 하여 적극적이고 외향적인 성향이 강하다. 따라서 타인

과의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SNS의 효용 가치를 높이 인식하고 이를 다각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SNS를 통해 얻는 만족감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자기애가 높은 사람일수록 SNS를 통해 자신의 매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등 

오프라인에서 활발하게 활동한다고 한 Miller와 Campbell(2008)의 연구와 일치

하고 외현적 자기애가 높을수록 사교 동기, 동조 동기가 높아진다고 한 권지애

(2017)의 연구와도 맥을 같이 한다.

반면, 자기애적 취약성에서 SNS 동기에 이르는 경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SNS가 사람을 직접 만나지 않고도 대인관계를 형성해 갈 수 있기 

때문에 내현적 자기애를 지닌 사람들에게 더욱 매력적으로 느껴질 것이라고 한 

이경민(2014)의 연구를 비롯하여 내현적 자기애와 SNS 동기 사이의 효과를 밝

힌 조진행(2018), 권지애(2017)의 연구와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둘째, 부모양육태도와 자기애 성향, SNS 빈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양육태도

와 SNS 빈도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기애적 웅대성과 

자기애적 취약성이 SNS 빈도에 미치는 영향 또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높은 자기애 성향을 지닌 사람은 온라인상에서 자신의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해 SNS에서 더 많이 활동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 Brailovskaia와 

Bierhoff의 연구(2016), Buffardi와 Campbell( 2008)의 연구, 내현적 자기애와 

SNS 중독경향성의 하위요인인 과도한 시간투자가 정적 상관이 있다고 밝힌 조

성현과 서경현의 연구(2013), 웅대성·취약성 자기애가 과도한 시간소비와 정적 

상관이 있다고 밝힌 조다현(2017)의 연구와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본 연구 

결과에서 두 변인 간의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은 것은  본 연구 대상의 특

성과 관련하여 추측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중학생 이상을 대상으로 삼

은 반면 본 연구는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대상의 연령 차이는 스마트폰 사용에 미치는 외부의 통제 강도 및 사용자의 자

율성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즉, 본 연구의 대상인 만 10~11세 아동은 일상

생활 전반에서 학교와 부모의 감독 및 통제를 크게 받을 수 있어 스마트폰을 사

용에 대한 결정을 자율적으로 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연구대상의 SNS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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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자신의 성격적 특성인 자기애 이외에도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내현적 자기애와 외현적 자기애가 모두 SNS 사용

시간과 유의한 상관이 없다고 밝힌 이영은, 박현주, 허창구(2016)의 연구가 있

으므로 자기애와 SNS 빈도에 대해 후속 연구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요구된다. 또

한 자기애 성향 그 자체가 SNS 빈도에 영향을 미친다기보다 자기애 성향의 결

과로 겪을 수 있는 또래 관계에서의 문제, 학교생활 적응에서의 문제를 매개로 

SNS 빈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능성 또한 있으므로 자기애 성향과 SNS 빈도 사

이의 관계 사이에서 매개 역할을 하는 변수에 대한 검증이 추가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부모양육태도와 자기애 성향, 셀피 동기의 관계를 F검증을 통해 살펴본 

결과 셀피 동기에 따라 긍정적 양육태도와 부정적 양육태도의 평균에 차이가 있

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나 부모양육태도와 셀피 동기의 

관련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기애 성향과 셀피 동기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자기애적 웅대성은 셀피 동기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

았으나 자기애적 취약성의 경우 셀피 동기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에 

대한 사후검정 결과, 자신에게 가장 크게 작용하는 셀피 동기로 사교를 선택한 

집단과 기록을 선택한 집단의 자기애적 취약성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애적 취약성이 높은 아동은 주로 사교를 목적으로 셀피

를 촬영하고 자기애적 취약성이 낮은 아동은 주로 기록을 위해 셀피를 촬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현적 자기애가 셀카 중독경향성의 하위요소 중 정서고

양 및 만족추구와 유의한 상관이 있다고 밝힌 김재희(2017)의 연구, 자기애의 

하위요인 중 웅대성 과시를 셀피 게시 빈도의 예측 변인으로 제시한  

Weiser(2015)의 연구와 일치하지 않으나 취약성 자기애자의 특징과 관련지어 

해석할 수 있다. 취약성 자기애자는 타인의 반응에 민감하여 자신을 이상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을 회피하여 자존감을 보호하

고 대인관계에서 방어적인 특성을 지닌다(한수정, 2016; Cain et al, 2008; 

Wink, 1991). 이러한 취약성 자기애자의 특징은 대면적인 상호작용에서 위축된 

행동으로 나타나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고자 하는 사교 동기가 

충족되기 어렵다. 한편 셀피는 관리된 자기 표현이라는 점에서(안서연,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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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반응에 민감한 취약성 자기애자들에게 자신의 실제 모습을 가공하여 이

상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또한 게시 및 삭제가 자유롭다는 점에서 

방어적인 취약성 자기애자가 안전하고 선택적으로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수단

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취약성 자기애자는 충족하지 못한 사교 동기를 발

현할 수 있는 보조 수단으로 셀피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는 프로필 사진의 매력도가 높을수록 SNS 상 친구 요청·수락 의도가 높아진다는 

김인희와 심민선(2014)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넷째, 부모양육태도와 자기애 성향, 셀피 빈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양육태도

와 셀피 빈도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애적 웅대성

과 취약성에서 셀피 빈도에 이르는 경로계수 추정 결과 자기애 성향과 셀피 빈

도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자기애 성향이 클수록 셀

피 빈도가 높은 것으로 밝힌 안서연(2015), Daniel, Sebastian, James(2016)의 

연구, 내현적 자기애와 셀카 의존 및 남용에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밝힌 김재

희(2017)의 연구와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의 차이는 앞서 

언급한 연구 대상의 연령에서 찾을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을 20대 

이상의 성인으로 설정하여 자기애 성향과 셀피 빈도를 측정한 반면 본 연구에서

는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대상의 

셀피 빈도에는 성격적 특성인 자기애 외에 가정 및 학교에서 주어지는 스마트폰 

사용 통제 및 그에 따른 사용자의 자율성 저하가 크게 영향을 미쳐 자기애 성향

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지게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연구 대상의 표집 범

위를 넓혀 초등학생의 자기애 성향에 따른 셀피 빈도의 차이를 추가적으로 검증

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자기애 성향 그 자체가 SNS 빈도에 영향을 미친다기보

다 자기애 성향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밝혀진 외모만족도(김태현, 2015), 자기

제시동기(김재희, 2017)를 매개로 셀피 빈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능성 또한 있으

므로 자기애 성향과 셀피 빈도 사이의 관계 사이에서 매개 역할을 하는 변수에 

대한 검증이 추가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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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의의

이상의 본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에서 시사하는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SNS 및 

셀피 행동에 대해 살펴본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SNS와 셀피를 중독의 관점이 아닌 동기와 빈도의 측면에서 다루고 있어 

연구 대상의 SNS와 셀피 행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셋째, 부모양육태도의 하위 요소가 자기애적 웅대성과 자기애적 취약성에 미치

는 영향력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넷째, 부모양육태도가 자기애적 웅대성이라는 성격적 특성을 통해 SNS 동기에 

영향을 미치고 자기애적 취약성이 셀피 동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혀냈다

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섯째, 셀피에 대한 선행연구를 기초로 셀피 동기를 구성하는 요소를 밝히고 

이를 토대로 셀피 동기를 측정할 수 있는 단일 문항을 개발하였다는 점에서 의

의가 있다.

3.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이상의 내용과 본 연구의 한계점을 토대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울산광역시 소재 초등학교를 임의 표집하여 이에 재학 중

인 5, 6학년 학생 707명을 대상으로 최초 선정하였으나 그 중 SNS와 셀피를 모

두 사용하는 학생 321명을 최종 대상으로 선정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충분한 수를 확보하지 못해 모집단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

하였으므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다소 무리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

는 학교홈페이지, SNS 링크 등을 활용하여 SNS와 셀피를 사용하는 학생이 설문

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특정 지역에 한정되지 않도록 연구대상 표집의 범위를 

확대하여 후속 연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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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들은 자기보고 방식을 따르고 있어 응답자가 의

도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응답하거나 방어적인 태도로 임하여 응답결과가 실

제보다 과장되거나 축소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자기보고 

및 타인 보고에 의한 측정을 병행하여 자기보고식 검사의 한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의 대상인 초등학교 5, 6학년은 성격이 형성되고 있는 시기이므로 

현재의 자기애 성향을 고정된 성격으로 규정하는 데 무리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부모양육태도의 영향으로 형성된 자기애 성향이 성장 과정에서 유지

되거나 변화하여 SNS 및 셀피 행동에 주는 영향에 대해 종단적 연구를 통해 살

펴볼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를 통해 자기애적 웅대성이 부정적 양육태도와 SNS 동기의 관계

를 매개하고 자기애적 취약성에 따라 셀피 동기가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하였으

나 SNS 빈도와 셀피 빈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자기애 성향 이외에 SNS·셀피 동기 및 빈도에 직접 효

과와 매개 효과를 가지는 변수의 존재와 효과 크기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셀피에 대한 선행연구가 부족하고 셀피 동기를 측정하는 도구가 개발되

지 않아셀피 동기를 하위 요인으로 구분하거나 이를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셀피 동기에 대한 간학문적 접근을 통해 이를 측정하는 

변인을 타당하게 탐색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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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s of Parenting attitude on the elementary school

students’ SNS/Selfie behavior: mediating effect of Narcissism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parenting 

attitudes to the SNS and Selfie behavior(motive, frequency)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the mediating effect of narcissism between them. 

  For this study, questionnaires measuring the parenting attitude perceived 

by children, narcissism, their motive and frequency of SNS and Selfie were 

completed by 707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Ulsan, Korea and finally 

321 copies were taken to research. For analysis, SPSS ver 21 and AMOS 

ver 21 were applied to find out correlation among these variables and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narcissism.

  The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positive parenting attitudes(supervision, reasonable explanation, 

affection) and vulnerable narcissism are negatively correlated. And negative 

parenting attitudes(inconsistency, excessive expectation, over-involvement, 

mistreatment, negligence) are correlated positively to both grandiose and 

vulnerable narcissism. Especially, among the negative attitudes, excessive 

expectation and inconsistency are the most significant to grandiosity and 

vulnerability respectively. Positive attitudes are correlated neither 

grandiosity and nor vulnerability. 

  Second, parenting attitudes were not directly significant to SNS motive, 

but grandiose narcissism was positively correlated to information-enj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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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ive, social-conformity motive and mood regulation motive. Through 

bootstrapping analysis, negative parenting attitudes and 

information-enjoyment motive, negative parenting attitudes and mood 

regulation motive were mediated by the children’s grandiose narcissism.

  Third, selfie motive is not correlated with parenting attitudes but 

influenced by narcissism. The vulnerable narcissism gap between two 

groups, who picked ‘social gathering’ as a selfie motive and ‘recording 

experience’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That is, children with high vulnerable 

narcissism take selfie to get close to peer and less vulnerable children take 

selfie to record their experience. It means that SNS and selfie motive are 

influenced by the personality traits steadily developed from parenting 

attitudes such as narcissism rather than directly influenced by parenting 

attitudes.

  Fourth, the relation between parenting attitudes and SNS/selfie frequency, 

narcissism and SNS/selfie frequency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conclusion deduced from the results of this study is as follow:

  As the parenting attitudes perceived by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fluence the SNS and selfie motive indirectly rather than directly, by 

mediating their narcissism, narcissism was revealed to have a critical impact 

on the SNS and selfie. And the parenting attitude is important variable to 

children’s grandiose or vulnerable narcissism. Children who are aware of 

them as superior than others and try to get acknowledgement and 

compliment from others eagerly recognize function of SNS and use it with 

various and definite intends. On the other hand, children who are so 

sensitive to other’s reaction that be easily defendant and daunted in social 

relations tend to use selfie as a tool to make and maintain social relations. 

Because selfies  enable them to create their images easily and show them 

selectively. Through this research, it was confirmed that parenting attitu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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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e great influence to their children’s personality development, the parent 

education should be thought of as important. And signigicant findings of the 

relation between narcissism and SNS/selfie can provide information to 

understand SNS and selfie behavior and addiction. 



- 79 -

부  록

  안녕하세요?
  소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상담교육을 전공하는 학생으로 석사논문을 준비하
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
기애, SNS 및 셀피 행동 간의 관계’를 알아봄으로써 초등학생의 SNS 및 셀피 행동
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와 관련된 심리상담 장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 자
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SNS 및 셀피 행동에 대한 국내 연구가 많지 않아 여러분이 응답해주시는 자료가 
소중합니다. 응답해주시는 모든 내용은 통계법에 따라 누구에게도 공개되지 않으며, 
연구 목적 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솔직하고 성의 있는 응답
으로 유의미한 연구가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진심으
로 감사드립니다. 

■ 비밀유지(통계법)
본 설문의 응답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목적 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만일, 타 목적 이용 시 연구자는 통계법 제39조에 따라 처
벌됩니다. 
본 설문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집항목: 성별, 학년, 거주 지역, SNS 및 셀피 사용 경험 유무 및 빈도, 셀피 업로드 
경험 유무 및 빈도
2. 수집목적: 설문 참여자 식별 및 데이터 관리 
3. 개인정보 보유기간: 연구 종료 후 1년 
4. 개인정보 수집동의 거부권리 및 제한: 만약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을 원치 않는다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설문 작성 시 주의사항 
1. 설문 응답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40분 내외입니다. 
2. 각 문항을 읽고 평소 느낌이나 생각을 솔직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모든 문항은 맞

고 틀리는 것이 없으며, 좋고 나쁜 것도 없습니다. 설문 문항을 정확히 읽고 난 
후, 여러분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을 하나만 골라 해당하는 칸에 표시해 주면 
됩니다.

3. 본 설문의 모든 항목을 빠짐없이 응답해 주십시오. 한 문항이라도 빠진 설문지는 
사용할 수가 없사오니, 응답해 주신 내용이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
변을 부탁드립니다. 

2018년 10월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교육전공

석사과정 김재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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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일반 사항

다음은 여러분의 일반적인 특성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및 셀피(Selfie)** 

행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신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곳에 ‘O’ 표시해 주시

기 바랍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카카오톡 프로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스

토리, 트위터, 블로그 등

**셀피(Selfie): 스스로 자신의 얼굴을 촬영한 사진, ‘셀카’의 동의어

1. 성별 : ① 남     ② 여                             

2. 학년 :       학년

3. 거주 지역 :  ① 남구     ② 동구     ③ 북구     ④ 울주군     ⑤ 

중구     

4. SNS를 이용한 적이 있습니까?(타인의 SNS를 열람하는 것 포함) 

  ① 있음      ② 없음      

5. 평소 SNS를 얼마나 자주 이용하십니까?

  ① 매일      ② 2-3일에 한 번      ③ 1주일에 한 번      ④ 한 달에 

한 번      

  ⑤ 거의 이용하지 않음      ⑥ 전혀 이용하지 않음      

6. 셀피(Selfie)를 촬영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7. 평소 셀피를 얼마나 자주 촬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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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매일      ② 2-3일에 한 번      ③ 1주일에 한 번      ④ 한 달에 

한 번      

  ⑤ 거의 촬영하지 않음      ⑥ 전혀 촬영하지 않음      

8. 자신의 셀피를 SNS에 업로드 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9. 평소 셀피를 SNS에 얼마나 자주 업로드 하십니까?

  ① 매일      ② 2-3일에 한 번      ③ 1주일에 한 번      ④ 한 달에 

한 번      

  ⑤ 거의 업로드 하지 않음      ⑥ 전혀 업로드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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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문   항
아버지 어머니

전혀 
아니다 아니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혀 
아니다 아니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방과 후에 어디에 가는지 
알고 계셨다.

1 2 3 4 1 2 3 4

2
같은 일에 대해서 화를 낼 때도 
있고 안낼 때도 있었다.

1 2 3 4 1 2 3 4

3
부모님의 결정을 무조건 따르게 
하기보다는, 왜 그래야 하는지 
설명해주셨다.

1 2 3 4 1 2 3 4

4
나의 사생활에 대해서까지 
잔소리하셨다.

1 2 3 4 1 2 3 4

5
모든 면에서 남보다 잘해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1 2 3 4 1 2 3 4

6 나를 좋아한다는 표현을 하셨다. 1 2 3 4 1 2 3 4

7
내가 무언가 잘못하면 정도 
이상으로 벌을 주셨다.

1 2 3 4 1 2 3 4

8
나보다는 바깥일이 더 중요한 것 
같았다.

1 2 3 4 1 2 3 4

9
내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알고 
계셨다.

1 2 3 4 1 2 3 4

10
같은 일이라도 어떤 때는 야단을 
치고 어떤 때는 야단을 안 치셨다.

1 2 3 4 1 2 3 4

11
부모님이 화내는 이유를 잘 설명해 
주셨다.

1 2 3 4 1 2 3 4

12
작은 일에 대해서도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셨다.

1 2 3 4 1 2 3 4

13
나에게 내 능력 이상의 높은 
기대를 가지고 계셨다.

1 2 3 4 1 2 3 4

Ⅱ. 부모의 양육태도

다음은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현재 여러분의 느낌을 가장 잘 나타내는 곳

에 ‘O’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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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문   항
아버지 어머니

전혀 
아니다

아니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혀 

아니다
아니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4
나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즐거워하셨다.

1 2 3 4 1 2 3 4

15 내가 잘못하면 매부터 드셨다. 1 2 3 4 1 2 3 4

16
나에 대해 관심이 없어서 
칭찬하거나 혼내는 일이 없었다.

1 2 3 4 1 2 3 4

17
내가 밤에 어디에서 시간을 
보내는지 알고 계셨다.

1 2 3 4 1 2 3 4

18 기분 내키는 대로 나를 대하셨다. 1 2 3 4 1 2 3 4

19
칭찬이나 벌을 주실 때에는 내가 
이해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

1 2 3 4 1 2 3 4

20
내가 알아서 할 개인적인 일에 
대해서까지 잔소리 하셨다.

1 2 3 4 1 2 3 4

21
나에게 최고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1 2 3 4 1 2 3 4

22
내가 힘들 때 나에게 용기를 
주셨다.

1 2 3 4 1 2 3 4

23
작은 잘못에도 치료를 받아야할 
정도로 심하게 때리셨다.

1 2 3 4 1 2 3 4

24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없으셨다.

1 2 3 4 1 2 3 4

25
내가 외출할 경우 언제 들어올지 
알고 계셨다.

1 2 3 4 1 2 3 4

26
손님이 오거나 외출했을 때, 나에 
대한 태도가 평소와 달라지셨다.

1 2 3 4 1 2 3 4

27
나쁜 행동을 했을 때, 혼내기 전에 
먼저 왜 그것이 옳지 못한가를 
설명해 주셨다.

1 2 3 4 1 2 3 4

28
내가 원하는 일을 못하게 하실 
때가 많았다.

1 2 3 4 1 2 3 4

29
부모님의 기대가 항상 내 능력 
이상이어서 부담스러웠다.

1 2 3 4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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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문   항
아버지 어머니

전혀 
아니다

아니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혀 

아니다
아니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30 나에게 칭찬을 잘 해주셨다. 1 2 3 4 1 2 3 4

31
화낼 때는, 주위에 아무거나 손에 
닿는 대로 들고 심하게 때리셨다.

1 2 3 4 1 2 3 4

32 내가 필요할 때 곁에 없으셨다. 1 2 3 4 1 2 3 4

33
나에 관한 한 다른 어떤 일보다 
공부에 더 열성적이셨다.

1 2 3 4 1 2 3 4

34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셨다. 1 2 3 4 1 2 3 4

35
심하게 때려서 내 몸엔 항상 
멍이나 상처가 있었다.

1 2 3 4 1 2 3 4

36
내가 아플 때에도 귀찮아하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으셨다.

1 2 3 4 1 2 3 4

37
너무 걱정하셔서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없었다.

1 2 3 4 1 2 3 4

38
무엇을 하든지 항상 이겨야 한다는 
걸 강조하셨다.

1 2 3 4 1 2 3 4

39
상처가 남을 정도로 심하게 
때리셨다.

1 2 3 4 1 2 3 4

40
보통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일도 
불안하다고 못하게 하셨다.

1 2 3 4 1 2 3 4

41
내가 무리한 요구를 하면 왜 안 
되는가 그 이유를 말해 주셨다.

1 2 3 4 1 2 3 4

42 나의 의견을 존중해 주셨다. 1 2 3 4 1 2 3 4

43
나에 대해 덜 걱정하셨으면 하고 

바란 적이 있다.
1 2 3 4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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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문   항
전혀 

나같지 
않다

별로 
나같지 
않다

약간 
나같지 
않다

약간 
나같다

꽤 
나같다

매우 
나같다

1
나는 사람들이 나를 감탄하고 
존경하는 것에 대한 공상을  자주 
한다.

0 1 2 3 4 5

2
나는 어떤 상황에서든 말을 
잘해서 모면할 수 있다.

0 1 2 3 4 5

3
혼자 있을 때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느끼기가 
어렵다.

0 1 2 3 4 5

4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보여주지 
않으면, 나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된다.

0 1 2 3 4 5

5
나는 누구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믿게 할 수 있다.

0 1 2 3 4 5

6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해준 
것을 그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화가 치밀어 오른다.

0 1 2 3 4 5

7
내가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에 
다른 사람들이 흥미를 보이지 
않으면 화가 난다.

0 1 2 3 4 5

8
나는 내 주변의 세상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공상을 자주 한다.

0 1 2 3 4 5

9
나에게는 다른 사람을 조종하는 
일이 쉽다.

0 1 2 3 4 5

10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지 
않으면, 나는 내가 무가치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한다.

0 1 2 3 4 5

11
사람들이 나를 실망시킬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나는 종종 
사람들을 피하곤 한다.

0 1 2 3 4 5

Ⅲ. 자기애 성향

다음은 여러분이 자기 자신에 대해 갖고 있는 여러분의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

다. 각 문항을 읽고 자신을 설명하는 정도에 ‘O’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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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문   항
전혀 

나같지 
않다

별로 
나같지 
않다

약간 
나같지 
않다

약간 
나같다

꽤 
나같다

매우 
나같다

12

나는 가끔씩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가족, 친구 등)로부터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확인을 
받고 싶다.

0 1 2 3 4 5

13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무언가를 했을 때, 나는 그들이 
나를 위해서 무언가 해주기를 
기대한다.

0 1 2 3 4 5

14

다른 사람들이 나의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않으면, 나는 내가 
원했던 것에 대해 종종 수치심을 
느낀다.

0 1 2 3 4 5

15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실망시키면, 
나는 종종 나 자신에게 화가 나곤 
한다.

0 1 2 3 4 5

16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희생을 할 
때, 내가 그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된 것으로 느껴진다.

0 1 2 3 4 5

17
나는 내 능력 이상의 것을 
성취하는 공상을 자주 한다.

0 1 2 3 4 5

18

나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반응과 
행동이 내가 기대한 것과 다를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가끔 
사람들을 피하곤 한다.

0 1 2 3 4 5

19 나는 비판을 받을 때 화가 난다. 0 1 2 3 4 5

20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단하게 
여긴다고 생각되지 않으면, 나 
자신에 대해 좋은 감정을 
느끼기가 어렵다.

0 1 2 3 4 5

21
나는 나의 노력에 대해 보상을 
받는 공상을 자주 한다.

0 1 2 3 4 5

22

나에게 의지하는 친구들을 두는 
것을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중요한 
존재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0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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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문   항
전혀 

나같지 
않다

별로 
나같지 
않다

약간 
나같지 
않다

약간 
나같다

꽤 
나같다

매우 
나같다

23

내가 사람들을 위해 한 것을 
그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걱정 때문에, 나는 종종 
사람들을 피하곤 한다.

0 1 2 3 4 5

24
모든 사람들은 내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한다.

0 1 2 3 4 5

25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되지 않으면, 나 자신에 대해 
좋은 감정을 느끼기가 어렵다.

0 1 2 3 4 5

26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나는 
짜증이 난다.

0 1 2 3 4 5

27
나는 희생함으로써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보여주려고 노력 
한다.

0 1 2 3 4 5

28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지 않을 때 
나는 실망하게 된다.

0 1 2 3 4 5

29
나는 영웅적인 행동을 하는 
공상을 자주 한다.

0 1 2 3 4 5

30
나는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다.

0 1 2 3 4 5

31
나는 나의 성취에 대해서 인정을 
받는 공상을 자주 한다.

0 1 2 3 4 5

32

내가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들이 
반응해주지 않으면, 나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는 느낌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0 1 2 3 4 5

33
나에게는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0 1 2 3 4 5

34
나는 세계의 이목을 끄는 인물이 
되기를 원한다.

0 1 2 3 4 5

35
다른 사람들이 나의 의견에 
반대하면 나는 매우 화가 난다.

0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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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새로운 정보를 얻기 위해 SNS를 사

용한다.
1 2 3 4 5

2 SNS에 접속하면 재미있다. 1 2 3 4 5

3
SNS를 사용하는 것은 친한 사람의 생활

을 알기 위함이다.
1 2 3 4 5

4
나는 기분이 좋지 않을 때 기분을 좋게 

만들기 위해 SNS에 접속한다.
1 2 3 4 5

5
나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SNS를 사용

한다.
1 2 3 4 5

6
내가 SNS를 사용하는 것은 친구들 사이

에서 따돌림을 받지 않기 위함이다.
1 2 3 4 5

7
내가 SNS에 접속하는 것은 무언가를 배

우기 위함이다.
1 2 3 4 5

8 SNS를 사용하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1 2 3 4 5

9
나는 친구와 어울리기 위해 SNS를 사용

한다.
1 2 3 4 5

10
나는 화가 날 때 진정하기 위해 SNS를 

사용한다.
1 2 3 4 5

11
나는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SNS에 접

속한다.
1 2 3 4 5

12
나는 친구들과 멀어지지 않기 위해 SNS

에 접속한다.
1 2 3 4 5

13
나는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기 위해 SNS

에 접속한다.
1 2 3 4 5

14 SNS에 접속하는 것은 신나는 일이다. 1 2 3 4 5

Ⅳ. SNS 동기

다음은 SNS 사용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자

신과 가장 가까운 곳에 ‘O’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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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SNS에 접속하는 것은 내 생활을 다른 사

람과 공유하기 위함이다.
1 2 3 4 5

16
나는 걱정거리를 잊기 위해 SNS에 접속

한다.
1 2 3 4 5

17
나는 지루함을 없애기 위해서 SNS를 사

용한다.
1 2 3 4 5

18
내가 SNS에 접속하는 것은 외톨이가 되

지 않기 위함이다.
1 2 3 4 5

19
내가 SNS를 사용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

는 것을 알기 위함이다.
1 2 3 4 5

20 SNS를 사용할 때 나는 즐겁다. 1 2 3 4 5

21
나는 친밀한 관계를 위해 SNS에 접속한

다.
1 2 3 4 5

22
나는 문젯거리를 잊어버리기 위해 SNS를 

사용한다.
1 2 3 4 5

23 나는 심심풀이를 위해 SNS에 접속한다. 1 2 3 4 5

24
나는 친구들 사이에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

기 위해 SNS를 사용한다.
1 2 3 4 5

25
궁금했던 것의 해답을 찾기 위해 SNS를 

사용한다.
1 2 3 4 5

26 SNS에 접속할 때 나는 기쁘다. 1 2 3 4 5

27
나는 친구를 사귀기 위해 SNS를 사용한

다.
1 2 3 4 5

28
나는 불쾌한 기분이 들 때 SNS에 접속한

다.
1 2 3 4 5

29 나는 지겨울 때 SNS를 사용한다. 1 2 3 4 5

30
내가 SNS에 접속하는 것은 친구들 사이

에서 외로움을 느끼지 않기 위함이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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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택   지 순   위

셀피 찍는 것이 재미있어서 (　　　　）

심심함을 달래기 위해서 (　　　　）

셀피를 SNS에 올리면 친구를 사귀거나 친해지는 데 도움이 

되어서 
(　　　　）

다른 친구들이 다들 찍어서 (　　　　）

우울하거나 속상한 기분이 나아져서 (　　　　）

내가 경험한 것들을 기록으로 남겨둘 수 있어서 (　　　　）

잘 나온 셀피를 보면 자신감이 생겨서 (　　　　）

다른 친구들에게 나의 예쁘거나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　　　　）

Ⅴ. 셀피 동기

다음은 셀피 촬영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자

신과 가장 가까운 것

세 가지를 골라 가까운 순서대로 ‘1’, ‘2’, ‘3’ 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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