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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udy examined and compared relationships among self-esteem, self-efficacy, and 
academic achievement of children in poverty and the comparative group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97 elementary school students who had benefited from the free meal 
project and 97 students as the comparative group who did not receive the benefit. 
Descriptive statistics, Cronbach's   test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employed 
to analyze the data. The results showed that academic scores of the comparative group 
were statistically higher than those of children in the poverty group in Korean language, 
mathematics, science, and sociology. Also, self-esteem of children in the poverty group 
was lower than that of the comparative group's in terms of leadership and popularity. The 
poverty group also showed lower self-efficacy in self-regulated efficacy tasks. Finall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demonstrated that different sub-factors of self-esteem and 
self-efficacy predicted the academic achievement of children in poverty group and the 
comparative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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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인종적으로 소수자이거나, 어머니의 교육수준

이 낮거나, 빈곤과 같은 가족 내 위험 요인들을 

생애 초기에 경험하는 것은 학교생활 성공과 부

정적인 관계가 있다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Buchinal et al. 2006; Gutman et al. 2002; 

Luster & MacAdoo 1994; Sektnan et al. 2010). 이

러한 위험 요인들 중에서 빈곤이 학업 성취에 미

치는 영향은 투자이론과 가족과정모델로 설명할 

수 있다. 학업성취도를 높이는 데 있어서는 부모

의 자녀에 대한 시간적, 물질적인 투자가 크게 

작용하는데, 경제적으로 빈곤한 경우 의식주에 

밀려 이러한 투자를 하기 힘들고, 불안한 경제적 

기반에 대한 부모의 스트레스가 아동에 대한 양

육환경에 영향을 미치므로 학업성취도에 부정적

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구인회 2003; 구인회 등 

2009; 김광혁 2010; 이현송 2008; Becker & Tomes 

1986). 

빈곤아동이란 빈곤한 가정의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말하는데, 우리나라에서의 빈곤은 최저생

계비에 의해 계측되므로 빈곤아동은 국민기초생

활보장수급가정의 아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빈

곤가족아동의 대표적 유형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정의 아동, 빈곤 

한부모 가족 아동과 소년소녀가정이라고 할 수 

있다(이혜원 1999). 빈곤가정의 아동들의 학업성

취도가 낮게 나타나는 요인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보다는 심리적, 정서적문제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김광혁 2006). 저소득층의 아동

들은 항상 가정이 경제적인 긴장상태에 있으므로 

불안한 부모의 심리가 전이되며, 이것이 가족관

계와 부모의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로 

인해 소극적 태도, 긴장, 불안감 등으로 계속적인 

학업성취도 및 행동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구인회 등 2009; 이경혜 등 2006; Brooks- 

Gun & Duncan 1997; Eamon 2001; Guo & Haris 

2000). 가족조직, 가족구성원의 수, 가족 문화 등

은 아동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특히 가족조

직과 아동의 인성과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김일환 1987; 김제한 1984). 

아동은 학령기에 학교라는 구속력 있는 집단

에서 적응하게 되는 데, 이 때 적응력이 높은 아

동은 학업성취도, 사회성, 대인관계 등 여러 학교

생활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다(한경택 2002). 이

렇게 학교생활에서 자신의 능력이상으로 해내는 

아이가 있는 반면,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

지 못하고 쉽게 포기하며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

지 못하는 아동이 있는데 이는 자신이 실제로 할 

수 있는 능력보다는 자신이 해야 하는 과제를 어

느 정도 잘 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기대감에 

의해서 성취행동이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며, 아동의 학업성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

으며(조희숙 2007), 이때 내적요인 중 자아존중감

과 자기효능감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자아존중감은 자기의 가치를 인정하고 자신을 

존중하는 것이며, 개인의 삶을 지탱시켜 주는 힘

의 원천이다. 아동기의 자아존중감은 스트레스, 

우울, 정서 등의 심리적인 안정감과 대인관계 등

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홍승표 2008), 

특히 학습에 관한 성취와 성공이 자아존중감과 

연관이 있다는 연구는(Purky 1970; Freih Owayed 

2005) 아동기의 자아존중감의 형성이 학업성취도

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빈곤아동은 비빈곤아동과 비교하여 자

아존중감이 낮다는 연구보고가 있으며(박미령 

1992; Gouldner 1978) 이들 연구에서 빈곤아동의 

교육 및 오락 등 생활전반에의 제약과 저소득층

부모가 보이는 권위주의적 태도, 애정의 부재 등

이 자아존중감을 낮추는 원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아효능감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하여 적

절한 행동을 계획하여 수행할 수 있는 개인의 능

력에 대한 판단이다(Bandura, 1986). Bandura(1977)

는 행동을 수행하여 성취할 때 가질 수 있는 기

대로 효능기대(efficacy expectancy)와 결과기대

(outcome expectancy)가 있다고 구별하였다. 효능

기대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행동을 성공

적으로 수행 할 수 있다는 신념을 의미하며, 결

과기대는 행동의 결과에 대한 개인의 예측으로 

어떤 행동은 어떤 결과를 수반 할 것이라는 평가

를 의미한다.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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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종(2000)의 연구에서 아동의 자기효능감이 

강할수록 학습의욕이 높아지고, 실패를 두려워하

지 않고 지속적으로 학습에 도전하여 우수한 학

업성적으로 연결된다고 하였으며, 박영옥(1998)의 

연구에서도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취도간의 유의

한 상관관계를 밝혀 높은 학업성취도를 이루기 

위해 자기효능감의 영향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밝혔다. 빈곤청소년의 경우 다양한 기회와 

주변이 개입된 사회적지지가 진로결정시 자기효

능감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

다(이시연ㆍ박은미 2009). 

아동의 학업성적은 아동의 인지발달이나 학업

성취도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의 하나이

며, 가족빈곤과 행후 아동의 경제적 지위의 관계

를 설명하는데 대표적 지표이다(구인회 2003; Brooks- 

Gun & Duncan 1997; Corcoran 2000). 아동의 학

습이나 인지적 능력과 관련된 기회나 경험, 그리

고 가정의 물리적 환경 등은 가족의 수입과 밀접

하게 관련되어 있고, 이러한 학습기회나 경험, 환

경은 아동의 학업성취와 높은 상관성이 있음이 

보고되었다(Duncan et al. 1994; Guo & Harris 2000; 

Korenman et al. 1995; Yeung et al. 2002). 빈곤이 

아동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지

속적으로 연구되어왔는데, 김미숙ㆍ배화옥(2007)

의 연구에서 빈곤가정의 자녀는 낮은 학업성취도

를 보였으며, 빈곤의 정도가 심하거나 기간이 긴 

경우에 학업성취도는 상대적으로 비례하여 낮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제한된 환경과 부모의 양육태

도 등에 따른 낮은 자아존중감과 관련이 있는 것

으로 생각되고 있다. 

서구에서 먼저 진행된 빈곤아동에 관한 연구

를 통해 빈곤이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보고되었으며, 최근 국내에서 시도된 빈

곤아동에 대한 연구에서도 서구의 연구결과와 같

이 빈곤이 아동의 심리․정서적 발달과 학업 성

취, 비행 등과 연관되어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구인회 2003; 김광혁 2005; 

김재엽ㆍ양혜원 1998; 박현선 1999). 본 연구에서

는 빈곤선을 무상급식 수혜여부로 정하여, 무상

급식 대상 아동들의 자아존중감과 자아효능감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비대상아동들과의 

비교를 통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현재까지 빈곤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자아효능감이 학업성취도

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보고는 꾸준히 되고 

있으나 자아존중과 자아효능의 어떠한 하위요인

이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며, 비빈곤아동과 

어떤 차이가 있는 지 알아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빈곤아동과 비빈곤아동의 학업성취도, 자아

존중감, 그리고 자기효능감에 차이가 있는가? 

2. 빈곤아동과 비빈곤아동의 자아존중감의 하

위변인 중에서 학업성취도를 예측하는 요인은 무

엇인가?

3. 빈곤아동과 비빈곤아동의 자기효능감의 하

위변인 중에서 학업성취도를 예측하는 요인은 무

엇인가?

II. 연구방법 

1. 연구 상 

본 연구의 대상은 경기도 용인지역에 위치한 

6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4, 5, 6학년들로 무상

급식지원을 받는 아동들과 지원을 받지 않고 있

는 아동을 대상으로 2009년 1학기에 실시하였다. 

무상급식 대상 아동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되며, 기초생활수급자

가 40명, 한부모 가정이 19명, 차상위계층이 38명

이었다. 조사에 응답함으로써 초래될 수 있는 낙

인감 등을 고려하여 설문문항에 무상급식지원이

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무상급식을 받고 있

는 아동의 학급에 해당 아동 수와 동일하게 비대

상 아동을 임의 추출 후 해당 학교 영양(교)사에

게 학기 초에 제출한 통합지원 서류의 기록을 참

조하여 대상자의 일반사항을 기록하고, 성적을 

열람하여 기록하였다. 성적은 1학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합산하여 평균을 구하여 기록하였다. 

설문은 총 220부 배부하여 198부를 회수하였으

며,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194부를 분석에 사

용하였다. Table 1은 연구대상의 학년과 성별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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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ative 

group

N(%)

Poor 

children

N(%)

Total

Grade

4th 16 18

5th 39 42

6th 42 37

Total 97(50%) 97(50%) 194(100%)

Gender
boy 48 51

girl 49 46

Total 97(50%) 97(%) 194(100%)

Table 1. Characteristics of children in poverty and

the comparative group 

N=194

2. 측정도구 

1)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도구는 Coopersmith 

(1967)의 Self-Esteem Inventory(SEI)를 강종구

(1986)가 번역한 것을 수정ㆍ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으로는 자기비하, 타인과

의 관계, 지도력과 인기, 자기주장과 불안이 있다. 

자기비하 요인은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타인과의 관계 요인도 점수가 

높을수록 타인과의 관계가 원만함을 의미한다. 지

도력과 인기 요인은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을 매력 

있는 존재로 생각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자기주장

과 불안은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결정에 대한 

자신감이 있음을 의미한다. 25개 문항 중에서 2개

의 문항을 삭제하고, 1개를 추가하여 23개의 문항

을 측정도구로 사용하였다. 제거된 문항들은 자기

비하 요인에 속해 있는 ‘나는 집을 나가버리고 싶

은 생각이 든다’와 ‘나는 매사를 쉽게 포기하는 편

이다’이다. 이 문항들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묻

기 어렵거나 요인과의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다고 

연구자와 지도교수가 판단하여 삭제하고, 대신에 

‘나는 나 자신에게 아주 만족하고 있다’라는 문항

을 추가하였다. 또한 타인과의 관계 요인에 속한 

‘우리 가족은 대체로 내 기분을 이해해 주는 편이

다’는 같은 요인에 속한 다른 문항들의 내용이 매

우 비슷하여 초등학생들에게 혼동을 주고 신뢰도

를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제거하였다. 응답방식은 

‘매우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5점 척

도를 사용하였다.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도구의 신뢰

도를 나타내는 전체 Cronbach's α 계수는 .847이

며 요인별로 살펴보면 자기비하는 4문항으로 

.539, 타인과의 관계는 6문항으로 .499, 지도력과 

인기는 6문항으로 .648, 자기주장과 불안은 7문항

으로 .639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요인별로 신뢰도가 다소 낮게 

나타났다. 

2) 자기효능감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기효능감 질문지는 개인

의 일반적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김아영과 

차정은(1996)이 개발한 것을 김아영(1997)이 수정

한 일반적 자기효능감 설문 문항 총 24 문항 중에

서 ‘나는 부담스러운 상황에서는 우울감을 느낀

다’는 문항은 초등학생이 응답하기 어려운 것으

로 판단하여 제거하고 총 23문항을 사용하였다. 

응답방식은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기효능감

의 하위요인으로는 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 과제

난이도 선호가 있다. 자신감은 자신의 능력에 대

한 개인의 확실 또는 신념의 전도라고 축소된 의

미를 적용할 수 있으며(Sherer et al. 1982),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조절 효능감이란 개인이 어떤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자기조절 즉, 자기관찰, 자

기판단, 자기반응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가에 대한 

효능기대라고 할 수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이

러한 효능기대가 높음을 의미한다. 과제 난이도 

선호는 개인이 어떤 수행상황에 임해서 목표를 

선택하고 설정할 때 어떤 수준의 난이도를 선호

하는가를 측정하는 것이다(노순점 2005). 

본 측정도구는 자신감, 자기조절 효능감, 과제

난이도 선호의 3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

고 신뢰도 계수는 0.823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

별로 살펴보면, 자신감은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신뢰도는 .559, 자기조절 효능감은 12문항으

로 .897, 과제난이도 선호는 5문항으로 .468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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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or children
Comparative 

group
t

Self-confidence 2.74 2.67 0.71 

Self-regulated 

efficacy
3.09 3.39 -2.88

**
 

Difficulty level 

adjustment of 

the assignment

3.18 3.39 -2.12* 

Total 3.02 3.20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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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4. Comparison of self-efficacy level between 

children in poverty and the comparative 

group

3) 학업성취도

본 연구에서 성적은 1학기 중간고사와 기말고

사를 합산하여 평균을 구하여 사용하였다. 이에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높은 것을 의미

한다. 

3. 자료 처리 

본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 자료의 처리는 

SPSS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 하였으며, 

기술통계, t 검정, 그리고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자료를 분석하였다. 빈곤아동과 비빈곤아동의 학

업성적,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을 비교하기 위

하여 t 검정을 하였으며,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

감이 학업성적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빈곤아동과 비빈곤아동의 학업성취도 비교 

빈곤아동과 비빈곤아동 사이에 학업 성취 차

이는 분명하게 나타났다. 국어(t=-5.47, p<.01), 수

학(t=-6.46, p<.01), 사회(t=-4.99, p<.01), 과학(t=-5.52, 

p<.01) 등 개별 과목 평균이 두 그룹 사이에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

며, 4과목 평균 점수(t=-6.52, p<.01)도 같은 유의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Table 2는 t-

검증을 통해 빈곤아동과 비빈곤아동의 과목별 학

업 성취를 비교한 결과를 나타낸다. 

Poor 

children

Comparative

group
t

Korean language 72.84 84.73 -5.47
**

 

Math 63.65 82.79 -6.46** 

Sociology 68.42 82.34 -4.99
**

 

Science 70.06 84.82 -5.52
**

 

Mean 68.85 83.77 -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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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2. Comparison of scores between children

in poverty and the comparative group 

2. 빈곤아동과 비빈곤아동의 자아존 감 비교 

자아존중감의 경우는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빈곤아동과 비빈곤 아동 사이에 거의 차이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을 구성하

는 각 요인이나 자아존중감 전체에서 비빈곤아동

이 약간 높게 나타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를 보이지 않았다. 

Poor children
Comparative 

group
t

Self-contempt 3.45 3.47 -0.19 

Relationships 

with others
3.69 3.75 -0.62 

Leadership 

and popularity
3.19 3.35 -1.71 

Self-assertion 

and uneasiness
3.39 3.53 -1.55 

Total 3.42 3.53 -1.34 

Table 3. Comparison of self-esteem level between 

children in poverty and the comparative 

group

3. 빈곤아동과 비빈곤 아동의 자기효능감 비교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아존중감과는 

달리 자기효능감은 두 그룹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자신감 요인(t=.71)의 경우는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없지만 자기조절효능감(t=-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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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1), 과제난이도선호 요인(t=-2.12, p<.05)과 자

기효능감 전체(t=-2.58, p<.01)에서는 비빈곤아동

이 빈곤아동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4. 자아존 감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향 

Table 5는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들이 빈곤아

동과 비빈곤아동들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을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다. Table 5에 제시한 바와 같이, 아동들의 학

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아존중감을 

구성하는 변인들의 예측력을 분석한 결과에서 두 

그룹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르

게 나타났다. 빈곤아동의 경우 자기주장과 불안

(β=7.089)이 10%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서 다른 요인들에 비해 영향이 크지만 통계적으

로 매우 의미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반면 비빈곤

아동의 경우 타인과의 관계(β=5.672, p<.05)가 정

적(+)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Poor Children
Comparative 

group

β

 (t)

β

 (t)

Constant
42.691** 61.604**

(3.67) (7.54)

Self-contempt
5.558 -3.188

(1.46) (-1.49)

Relationships with 

others

-3.798 5.672*

(-1.15) (2.24)

Leadership and 

popularity

-0.943 4.359

(-0.26) (1.75)

Self-assertion and 

uneasiness

7.089 -0.746

(1.78) (-0.26)

R
2

0.138 0.121

F 3.672** 3.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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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5. Influence of self-esteem on scores of 

children in poverty and the comparative 

group

5. 자기효능감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향 

Table 6는 빈곤아동과 비빈곤 아동의 자기효능

감의 하위요인들이 학업성취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아동들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기효능감을 구성하는 변인들의 예측력

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두 그룹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빈곤

아동의 경우 자기조절효능감(β=7.972, p<.05)이 

정적(+)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

다. 비빈곤아동의 경우 자신감(β=-3.819, p<.05)이 

부적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Poor 

Children

Comparative 

group

β

(t)

β

(t)

Constant
47.595** 93.279**

(3.65) (11.29)

Self-confidence
-3.049 -3.819*

(-0.99) (-2.14)

Self-regulated efficacy
7.972* 3.110

(2.25) (1.38)

Difficulty level adjustment 

of the assignment

1.560 -2.904

(0.44) (-1.20)

R
2

0.129 0.098

F 4.606** 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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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6. Influence of self-efficacy on scores of 

children in poverty and the comparative 

group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빈곤 아동과 비빈곤아동의 학업성

취도와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에 차이가 있는

지 알아보고, 빈곤아동과 일반아동의 자아존중감

과 자기효능감의 하위 변인들 중에서 학업성취도

를 예측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

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무상 식 수혜 상인 빈곤아동의 자아존 감과 자기효능감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향  413

첫째, 빈곤 아동은 국어, 수학, 사회, 과학의 4

개 교과목에서 비빈곤 아동보다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평균 차이가 가장 

많은 과목은 수학 과목으로 나타났으며, 4개 교

과목의 평균 점수 차이는 14.93이었다. 빈곤 경험

이 아동 및 청소년의 학업성취도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은 다른 연구들에서도 밝혀져 왔

다(구인회 2003; 이경혜 등 2006; 차정희, 2002). 

이경혜 등(2006)의 종단연구에서 부모의 빈곤은 

학령초기인 1학년 아동의 학업수행능력을 예측

하는 변인으로 밝혀졌으며, 차정희(2002)의 연구

에서는 가정의 수입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통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의 학업성취도지향성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

과는 아동의 학업성취도가 가정의 빈곤과 관계가 

있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빈곤가정 아동들을 위한 학습지원이 시급함을 시

사하고 있다. 구인회(2003)에 의하면 가족소득과 

빈곤은 청소년의 학력연수와 대학입학확률, 진학

고교유형과 의미 있는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초등학교에서 나타나는 학력저하는 

중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더욱 심화되어질 수 있

고, 학력의 차이를 좁히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학령 초기부터의 적극적인 학습지원이 매

우 필요한 실정이다. 

둘째, 본 연구에 참여한 빈곤 아동들은 비교 

집단에 비해 대체로 낮은 자아존중감을 나타냈지

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은 아니었다. 이현송

(2008)의 연구에서도 빈곤 가정 아동의 자아존중

감이 비빈곤아동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이러한 연구결과는 아직까지 빈곤이 아

동의 자아존중감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님

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 전반적인 자아존중감 

수준에서 빈곤 아동과 비빈곤아동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본 연구의 결과

와 이현송(2008)의 연구결과는 일부분 일치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의 하위 요인 중 

지도력과 인기에서 빈곤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비

빈곤 아동에 비해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속적인 경제

적 어려움을 경험한 아동들이 그렇지 않은 아동

들보다 또래관계에서 어려움을 가지며 학교에서 

문제행동을 보이고 자존감이 낮은 경향을 보인다

는 선행연구결과(김진미 2005; 백정재 1996)와 일

부분 일치한다. Garmezy(1985)는 긍정적인 자아

존중감이 아동을 불우한 외부 환경으로부터 아동

을 보호하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빈곤 아동의 자아존중감 하위 요인 중에

서 비교 집단과 가장 차이를 보이는 또래와의 관

계에서 위축되지 않고 리더십이 있는 아동으로 

발달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지와 리더십을 키우

기 위한 프로그램의 실행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빈곤 아동의 자기효능감은 비빈곤아동에 

비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

으며, 하위 요인 중에서는 자기조절 효능감 및 

과제난이도선호에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 아동의 자기효능감은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된다(김성연 2005).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아동의 자기효능감

이 떨어지게 되는데 차정희(2002)의 연구에 의하

면 빈곤 가정 어머니들의 사회경제적 환경에서 

오는 스트레스 지각이 부모양육행동을 매개로 아

동의 우월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빈곤 가정

의 부모는 사회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스트레

스로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하지 못하며, 부정적

인 양육행동을 매개로 빈곤이 아동의 자기효능감

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아동의 자기효능감은 가

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낮아진다고 연

구들은 보고한다(김성연 2005; 노호은ㆍ박경자 

2001; 이동영 1997). 본 연구결과에서도 빈곤 가

정 아동의 자기효능감은 비교집단에 비하여 유의

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빈곤 아동의 

자기효능감 증진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이 필요함

을 시사한다. 특히 과제난이도선호 요인이 낮게 

나타난 것은 학령기 아동에 대한 교육적 투자가 

적고 이로 인해서 과제 수행에 대한 지원이 부족

하여 효능감이 떨어지는 것으로 추측된다. 아동

의 사교육 실태에 관한 연구들은 부모의 직업이 

전문직이고, 월수입이 많을수록 사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다고 보고한다(권정윤ㆍ장영희 2007; 

도현심 등 2009). 이와 같이 유아기부터 사교육

에 대한 노출 정도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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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사교육 뿐 아니라 교육적 

투자와 지원은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과 관계가 

있으므로 빈곤 아동은 적절한 교육적 지원이 부

족하고 난이도가 높은 과제에 대한 효능감이 떨

어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넷째, 자아존중감의 하위변인들이 학업성취도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빈곤 아

동과 비빈곤 아동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자아존중감의 요인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중다

회귀분석 결과에 의하면, 빈곤아동의 학업성적을 

예측할 수 있는 유의한 요인은 나타나지 않았으

며, 비빈곤아동의 경우에는 타인과의 관계가 유의

한 요인인 것으로 타나났다. 본 연구는 연구대상

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이는데, 선행 연구들도 이

에 관한 일관된 결과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선행 

연구들(이선희 2009; 차정희 2002)은 빈곤가정 아

동 및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학업성취도와 관계

가 있다고 주장한다. 아동 및 청소년의 자아존중

감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박계은

(2010)과 이경희(2010)는 전체적인 자아존중감이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반면에 빈

곤아동에 대한 본 연구의 결과처럼 자아존중감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연구결

과들도 있다.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경은ㆍ이주리 2009)에서 자아존중감과 

학업성취도의 인과관계는 뚜렷이 나타나지 않았

으며, 외국 연구들도 관계가 없다는 주장이 지속

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Baummeister et al. 2003). 

이와 같이 자아존중감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

향은 아직까지 학자들 사이에서도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연구대상을 세분화 하여 연구가 이루

어질 필요가 있다. 

다섯째, 아동들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들의 예측력을 분

석한 결과에서도 두 그룹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 아동

은 자기조절효능감이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

는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난 반면에 비빈곤아동은 

자신감이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경기도 지역의 초

등학교에서 자료 수집이 이루어져 연구의 결과를 

전국적으로 일반화시키기 어렵다. 지역에 따라 

빈곤 아동과 비빈곤 아동의 학력차이 및 자아존

중감과 자기효능감의 차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반화를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자료수집이 필요

하다. 따라서 후속연구는 전국에 있는 초등학생

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연

구의 결과에 따라 빈곤 가정 아동을 위한 적극적

인 중재 프로그램과 사회적 지지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초등학교 4, 5, 6학년을 대상

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자아존중감과 자기효

능감 척도에 대한 신뢰도가 청소년 및 성인에 비

하여 낮게 나타났다. 측정도구 전체 문항에 대한 

신뢰도는 높지만 요인별 신뢰도가 일부 요인에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서 본 결과를 토대로 후속 

연구에서는 낮은 신뢰도를 보인 요인은 문항을 

수정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 요인별 신뢰도를 

살펴보면 하위요인의 문항수가 많을수록 신뢰도

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문항의 보완이 필

요하고, 초등학생 대상으로 척도의 개발이 필요

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의의

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결과는 초등학생의 

학력 뿐 아니라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이 일반 

가정의 비교집단에 비하여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빈곤 아동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

는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들이 무

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힘으로써, 이들의 학력을 

높이기 위한 중재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빈곤 아동의 학력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학습 

지원 및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의 실행이 이루어져서 빈곤 가정 아동의 

학력신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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