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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영향요인 비교분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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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빈곤이 초등학생의 학업성취도 및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
으며 이를 위해 경남지역의 빈곤아동과 일반아동 218명을 대상으로 비교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가족유형, 부모학력, 경제수준, 수학성적, 가족․친구․지역사회 지지 인식 정도에
있어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빈곤아동의 학교생활적응도가 일
반아동에 비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가족형태,
부모학력, 경제수준, 가족․친구․지역사회 지지 및 학교생활만족도로 분석되었으며, 학교생활
적응의 영향요인으로는 가족유형, 아버지 직업, 수학성적, 학교만족도, 가족․교사․친구 지지
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빈곤 아동들의 학업성취도 및 학교생활적응을 향상시
킬 수 있는 실천 지침들을 제시하였으며, 후속연구에 대해서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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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한국사회에 빈곤층이 확대되고 있는데 우리사회의 절대빈곤층은 전 인구의 10%를 상회
하는 수준으로 증대되었으며, 2003년 이후 아동빈곤율은 9%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06). 더욱이 이러한 빈곤
문제로 인해 소득, 의료, 주거, 교육 등 각 영역에서 계층 간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고 계층 간
교육받을 기회, 교육받는 내용, 교육을 통해 얻는 결과 등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지역 간
교육 여건 차이도 심화되고 있는 추세이다(김정원, 2007). 가정의 교육지원, 청소년의 학교경험과
학업성취에서 나타나는 계층 간 교육격차는 상당히 큰 수준이며, 더욱이 그 격차는 상급학교로
진학할수록 크게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류방란․김성식, 2006), 이러한 신빈곤층의 확대
로 인해 교육이 계층 대물림의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빈곤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은 발육부진, 발달지체 등과 같은 신체발달의 문제에서 저지능,
학업부진, 학교중퇴 등과 같은 인지발달의 문제 뿐 아니라 반사회적 행동, 주의력 결핍 등과 같
은 심리사회발달 문제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구인회 외, 2009). 더
욱이 아동기의 행동상의 문제와 발달상의 문제는 청소년기 개인적․사회적 부적응 문제를 야기
하게 되는데 청소년기의 성공적인 적응은 성인기의 대인관계, 정서, 직업생활 등과 같은 긍정적
인 적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부적응은 학습장애, 정서장애로 이어져 학교중퇴, 비행 및
일탈문제로 발전하는 등 발달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윤혜미 외, 2005). 따라서 빈
곤 가정 아동의 경우 아동기의 적절한 개입을 통해 학교생활적응을 지원하는 것이 성인기의 성
공적인 적응을 지원하여 저임금, 실업문제 등 성인기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Bradley & Corwyn, 2002; Brooks- Gunn, & Duncan, 1997).
우리나라 아동들의 경우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으며 학교에 대한 의존도가 높
은 상태로 아동을 둘러싼 다른 어떠한 환경보다 학교의 중요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학교는 아
동들에게 사회적응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시켜 미래의 성공적인 사회적응을 예측하는 중요한 척
도가 되지만 우리의 경우 학업적 능력만을 강조하는 환경으로 인하여 학교생활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이 많은 실정이다. 특히 빈곤이 학업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구인
회, 2003, 김기헌․방하남, 2002; 김기헌, 2004), 빈곤아동의 학업성취를 향상시킬 수 있는 지원책
은 아직 미비하며 학업성취를 저해하는 빈곤아동의 특성에 관한 연구 및 빈곤과 학교생활적응
과의 상관관계에 관한 국내 연구는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주로 부모관심, 친구관계, 교사와의
관계 및 지역사회적 요인(강유진․문제우, 2005; 김현주, 2010; 서성진, 2008; 임수경․이형실,
2007; Fursteinberg & Hughes, 1995; Lee & Miltenberger. 1996) 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빈곤아동들이 이러한 요인들에 대해 일반아동에 비해 실제 취약한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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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빈곤아동에 대한 최근의 연구들은 아동의 학교생활 적
응과 학업성취 및 사회정서적 문제 등에 미치는 빈곤의 영향을 분석(구인회․박현선․정익중,
2006; 김광혁, 2008; 김현주, 2010)하고 있으나 일반아동과의 비교연구를 통한 빈곤아동들의 학교
생활적응관련요인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빈곤아동과 일반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여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빈곤아동의 특성을 추출하여 빈곤아
동의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회복지프로그램 개발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
고자 한다. 또한 빈곤아동과 일반아동의 가족․친구․교사의 사회적 지지 지각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러한 사회적 지지 지각정도가 실제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에 따라 빈곤아동들이 인식하는 부족한 사회적 지지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이를 보완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빈곤아동의 학교생
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이들의 학교생활적응을 강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사회
복지적 개입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빈곤아동과 일반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빈곤아동과 일반아동의 사회적 지지 지각 정도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빈곤
아동이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사회적 지지의 유형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3. 초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Ⅱ. 이론적 논의
1. 학교생활 적응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정의는 학자에 따라 매우 다양한데 일반적으로 아동이 교과과정을 포함
한 학교 내에서의 다양한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학교 구성원인 교사나 친구들과 긍정적
인 관계를 형성하며 그 속에서 만족감 및 편안함을 느끼는 상태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박은
주, 2004; 이정윤․이경아, 2004; Ladd, Kochenderfer, & Coleman, 1996). 이러한 학교생활적응은 교
사 및 친구와의 관계, 학교환경 등의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 수업적응 및 참여도와 학업성취
및 학교에서의 유능감 등이 학교생활 적응을 결정짓는 중요 요인으로 강조되고 있다(김용래․허
남진, 2003; 김지혜, 1998; 이상필, 1990; Missall, 2002; Wentzel, 2003). 최근에는 학교생활 적응을
학업 수행능력이나 학업성적과 같은 학업적 영역과 친구 및 교사 관계 등과 같은 사회환경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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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및 정신건강과 관련된 심리적 측면까지 포함한 다양한 측면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학교생활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교사․친구와의 관계 뿐 아니라 가족
간의 상호작용도 강조되고 있으며, 가족, 또래집단, 학교로부터의 지지는 학생의 학업성취에 긍
정적 영향을 미치며(Bogenschneider, 1996; Richman & Bowen, 1997), 이러한 사회적 지지는 학생들
을 동기부여시키고, 학교적응, 응집력, 시간관리, 학업․행동에서의 적응, 일상적 다툼의 통제,
출석과 참여율의 향상 등을 통해 학업성취를 증진시킨다. 또한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의 부정
적인 측면을 감소시켜주기 때문에 성적에 대한 중압감 및 타인과의 경쟁 등으로 높은 학업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아동들 중 부모 또는 교사와 정서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
는 학생들은 학업에 대한 대처능력이나 자기조절 능력이 높으며(Ryan et al. 1994), 사회적 지지는
학업성취도와 긍정적인 관계가 있고 학습자로 하여금 어려운 과제에 도전하도록 하는 중요한
요인이다(Sarason et al, 1983). 사회적 지지는 학생들의 정서, 행동상의 문제 및 우울을 감소시켜
학생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보다 더 역동적으로 학업성취와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 이처럼 가족․친구지지 및 교사지지를 포함한 사회적 지지가 모든 학생들에게 중요하지만
특히 빈곤, 소수 인종과 같은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학교 부적응의 위험이 높은 아동들에게 사
회적 지지가 그들의 학교적응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고,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빈곤아동의 부정적 요인들을 개선시켜줄 수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Gillock & Reyes, 1999).
또한 아동들이 느끼는 학교생활 만족도는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적응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학교생활만족도란 학생들이 학교 생활전반에 대하여 견지하고 있는 긍정적인 느낌이나
감정 또는 태도 정도(김미경, 2000), 혹은 학생들이 교과활동, 특별활동, 기타행사활동 등에서 자
기 욕구를 합리적으로 해결하여 만족감을 느끼고 교사 및 학생들과의 관계가 잘 조화되어 만족
스러운 상태(서울대학교연구소, 1998)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아동들이 느끼는 학교생활 만족도는
학교가 아동들에게 요구하는 사항들을 잘 준수할 수 있게 하여 학교생활적응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러한 학교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교사, 교우관계, 학교규
칙의 준수여부, 학교환경, 학교행사 참여도(이경자, 2002; 최상미, 2003; 한정혜, 2004) 등이 있다.
학업성취도도 학교생활적응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는데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생
들은 낮은 학생들보다 학교 적응을 더 잘하는 경향이 있으며 학교에 대한 감정이나 태도, 동기
가 긍정적이기 때문에 대인관계가 원만하며 학업성적도 향상되고 행동특성이 바람직하게 형성
된다. 반면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은 실패 경험이 누적되어 학업에 대한 불안감이나 적대감
또는 좌절감으로 학교에 대한 흥미를 상실하게 된다. 이럴 때 청소년들은 대안적인 활동인 흡
연, 음주, 패싸움, 약물사용, 비행행동 등을 저지르게 되면서 본의 아니게 자퇴나 퇴학을 하거나
혹은 가출을 하여 비행청소년으로 나아가게 된다. 학업성취도와 학교생활적응간의 관련성을 보
여준 연구결과에서 보듯이(권성은, 2003), 학습자의 학업성취와 학교생활적응은 밀접한 관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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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다.
2. 빈곤과 학교생활적응
빈곤은 의․식․주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기에 불충분한 소득을 가진 상황을 의미하며, 아
동의 경우 성장하는 동안 기본적인 욕구충족을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이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가족의 경제 상태에 따라 빈곤여부가 결정된다. 그러나 아동기의
빈곤이 단순한 현재의 빈곤문제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기회조차 구조적으로 제공받지 못하는
심각한 현상일 수 있기에(한국아동복지학회 엮음, 2008), 아동기 빈곤문제에 대한 개입은 사회복
지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가족의 빈곤은 부모-자녀관계, 교사와의 관계,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 된다는 것은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증명되었으며(구인회, 2003;
Dunkan, Yeung, et al, 1998; Haveman & Wolfe, 1994; Schlee. Mullis & Shriner, 2009), 이러한 과정들
을 통해 아동들의 학교생활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는 빈곤가정 아동들의 성인기
삶의 질에도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생태체계적 모델에서는 빈곤이 아동과 부모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빈곤으로 인한 경제적
인 어려움이 부모의 심리적인 디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이는 다시 부부관계의 문제와 비일관적
이거나 강압적인 양육전략, 학업에 대한 낮은 기대, 지도감독의 소홀 등으로 이어지면서 아동에
게 낮은 자존감, 우울, 학업성취의 저하, 높은 공격성이나 비행과 같은 문제를 야기한다고 설명
한다(Bradley and Whiteside- Mansell, 1997). 또한 부모의 스트레스는 부적절한 양육행동과 부정적
부모-자녀 상호작용을 하게 함으로 청소년의 사회․정서적 발달 및 학업적 발달에 부정적 영향
을 미치게 된다. 빈곤가정 부모의 경우 생계유지에 급급하여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관심
과 사랑을 공유하는 등의 부모-자녀간 상호작용이 양과 질을 저하시켜 부정적 관계를 형성시키
게 된다. 또한 빈곤가정의 경우 부모의 사망, 가출, 이혼으로 인해 한부모가정이나 조손가정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가족의 구조적 결손은 아동의 인지적․정서적 적응에 부정적 영향
을 미치게 되어 이 또한 학교생활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Bursuck & Asher(1986)에 의하면 교사들은 낮은 사회적 지위에 있는 학생들을 동료들보다
학문적인 성취도가 낮은 학생으로 평가하고 있었는데, 이는 빈곤아동들이 교사로부터 바람직한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을 증가시키게 된다. 교사의 지지는 학업적 성취뿐만 아니라 학교
나 교사에 대한 태도를 포함하는 학교부적응 요인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Demaray &
Malecki, 2002; Malecki & Demaray, 2002) 빈곤 아동들의 경우 빈곤으로 인해 교사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어렵게 되어 학교생활적응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일반적으로 빈곤은 아동들의 학업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평가되는데 빈곤아동들은
고등학교를 중퇴할 확률이 3배정도 더 높으며, 빈곤집단의 청소년은 기준 집단인 빈곤선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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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사이의 소득집단에 비해 약 0.38년 정도 낮은 학력연수를 보인다(구인회․김순규,
2003; 임세희, 2007). 이처럼 빈곤은 아동의 교육발달에 쓰일 재원의 부족을 뜻할 뿐만 아니라
열악한 주거 환경, 부모의 실업 등으로 인한 부모․아동간의 갈등과 바람직한 역할모델 부족으
로 아동의 학업 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일반적으로 빈곤의 영향은 아동의 사회정
서적 발달이나 비행보다는 학업성취에 대해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Dunkan
and Brooks-Gunn, 1998; McLoyd, 1998), 김광혁(2006)에 의하면 빈곤은 가족기능, 이웃환경, 사교육,
지기 신뢰 등의 여러 과정 변수를 통해 아동의 학업성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지속적인 가족 경제의 어려움을 경험한 아동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은 아동들보다
동료관계에서 어려움을 가지며 학교에서 문제행동과 낮은 자존감을 보고하고 있으며, 사회경제
적으로 낮은 지위의 어머니들은 자녀들의 학업수행에 대해 덜 알고 있으며, 교사들과 덜 접촉하
며, 자녀들의 학업수행에 대해 덜 적극적인 방식으로 관리감독하는 경향이 있어(김진이, 2009;
재인용), 빈곤은 아동들의 학교생활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200%

Ⅲ. 연구방법
1. 자료수집 및 표본추출
본 연구는 일반아동과의 비교를 통해 빈곤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서베이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연구대상은 경상남도 창원, 마산, 진주 지역의 9개 지역아
동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초등학교 4-6학년 107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지역적 특성과 지역아동
센터의 설립주체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창원, 마산, 진주 지역의 각각
3개소를 할당한 뒤 표집된 지역아동센터에서 무작위 추출하여 설문조사를 승낙한 기관을 각 1
개소씩 선정하였다. 일반아동의 경우 마산과 진주 지역의 경우 협조 가능한 초등학교를 섭외하
지 못해 창원소재 1개 초등학교를 편의 표집하여 4, 5, 6학년 각 1개반을 임의 선정하여 설문조
사를 실시하였다. 일반아동의 경우 각 반별로 전수 조사를 실시한 후 담임교사의 협조를 얻어
저소득가정 아동의 설문지는 제외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2009년 9월 7일에서 1주일간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학생들이 이해하기 힘든 문항을
수정하여 최종설문지를 작성하였으며 빈곤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는 2009년 10월부터 1
개월간 창원대 아동가족학과 3학년 학생 6명이 설문문항에 대한 사전교육을 받고 각 지역아동
센터를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일반아동의 경우는 본 연구자가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각 반의 담임교사의 협조를 얻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9개 지역아동센터에서 회수한 설문지 107부와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 111부를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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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에 사용하여 총 218명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2. 분석방법
자료분석은 PASW 18을 통해 척도에 대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고 빈도분석 등 기술통계를
실시하여 본 연구 대상의 기초적인 통계자료를 얻었다. 또한 빈곤아동과 일반아동들의 인구사회
학적 특성, 학업성적, 사회적 지지에 대한 인식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였다. 그리
고 중다회귀분석을 위한 독립변인들간의 다중공선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
시한 후 빈곤아동과 일반아동의 학교생활적응 관련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각각 회귀분석을 실
시한 뒤 초등학생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측정도구
종속변수
(1) 학교적응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학교적응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Hernandez가 개발하고 민병수(1991)가
번안한 것을 박현선(1998)이 수정․보완하여 만든 학교적응유연성 척도를 본 연구의 대상에 맞
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학교생활적응유연성 척도는 학교에 대한 흥미(학교나 교사, 수업에 대
한 흥미) 7문항, 학업 및 성적에 대한 태도(성적, 학업태도, 공부한 대한 취미) 6문항, 학교규범에
대한 준수(학교규범 준수, 또래 간 싸움, 커닝 경험 등) 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학교생활적응 유연성에 대한 신뢰도는 .88이었으며 하위요소별 신뢰도는 학교 흥
미 .81, 학업 및 성적에 대한 태도 .75, 학교규칙은 .60으로 나타났다.
1)

학업성취도
일반적으로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국어와 수학 성적
및 전체적인 학업성적에 대한 설문문항을 통해 학업성적을 측정하였다. 초등학생 대상이므로 교
사들의 자문을 구해 90점 이상을 매우 좋은 편, 71-90점은 좋은 편, 51-70점은 좋지 않은 편, 50
점 이하는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측정하였다.
(2)

독립변수
(1) 부모․교사․또래 지지
조사대상 아동의 사회적 지지 지각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Dubow와 Ulman(1989)이 3-7학년을 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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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조사해 개발한 SSAS(the Social Support Appraisal)와 SAB(Scale of Available Behavior)를 한미현
과 유안진(1996)이 수정․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부모지지․교사지지․또래지지의
세 개의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 8문항씩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측정하였다. 또
래지지의 신뢰도는 .73, 부모지지의 신뢰도는 .84, 교사지지의 신뢰도는 .88이었고 전체 신뢰도는
.87로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지지
본 연구에서는 부모, 교사, 또래 이외의 의미 있는 타인에 의한 사회적 지지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박지원(1995)에 의해 개발되어진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의 하위영역은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평가적 지지, 물질적 지지로 나뉘고 척도는 Likert식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사회적
지지척도의 하위변수의 신뢰도는 정서적 지지 .92, 정보적 지지는 .84, 평가적 지지는 .79, 물질
적 지지는 .86으로 높게 나타났다.
(2)

인구사회학적 특성
학업성적 및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가족유형과 경제수준 및
아버지의 직업을 측정하였다. 가족유형은 부모 및 조부모와의 동거여부를 측정하였으며, 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 중 친인척과 함께 생활, 조부모와 함께 생활, 한 부모와 생활, 양부모와 함께 생
활하는 경우의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가족유형을 측정하였다. 경제수준은 아동들이 자각하는
경제수준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자신의 가정 경제수준을 주관적으로 측정하도록 하였으며 점수
가 높을수록 경제적 수준이 높은 것으로 측정하였다. 아버지의 직업은 무직․단순노무직․기능
직․서비스직․전문직․경영직 등 총 9단계로 나누어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버지의
직업이 고소득 전문직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문항을 구성하였다.
(3)

Ⅳ.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일반아동 111명과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빈곤아동 107명으
로 총 218명이다. 성별은 여학생이 122명(55%)으로 남학생 96명(45%)보다 약간 많았으며, 가족유
형에서는 일반아동의 경우 99명(89.2%)가 부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었으나 빈곤아동의 경우 5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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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이 부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었으며, 절반이상이 한부모 혹은 조손가정인 것으로 나타나
양부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비중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부모의 학력에서는 아버지 학력의 경우 일반아동의 경우 고졸이하가 13명으로 전체의
11.7%에 불과한데 반해 빈곤아동의 경우 55명으로 전체의 51.3%에 이르고 있었다. 어머니 학력
의 경우도 일반아동의 경우 고졸이하가 15명(13.5%)인데 반해 빈곤아동의 경우 58명으로 전체의
54.3%에 이르러 부모간 학력차이도 심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동들이 인지하는 경제수준에 있어서도 자신의 경제수준이 아주 낮거나 낮은 편으로 응답한
일반아동은 10명으로 전체의 9%에 불과한데 반해 빈곤아동의 경우 43명으로 40.2%에 달하고 있
었다. 또한 실제 소득에 있어서도 자신의 가정의 소득이 100만원 이하라고 응답한 비율이 일반
아동은 7명(6.3%)인데 반해 빈곤아동은 45명(42.1)에 이르렀으며 300만원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
은 일반아동이 37명(33.3%), 빈곤아동이 6명(5.6%)으로 실제 소득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
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1>과 같다.
(47.7%)

변수

구분

남학생
여학생
양부모
가족 부자가정
유형 모자가정
조손가정
성
별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빈도
빈도
계
(%)
변수
구분
일반아동 빈곤아동
일반아동 빈곤아동 계
중졸이하 1(.9) 14(13.0) 15
57(44.0) 39(36.4)
96(45)
부
고졸 12(10.8) 41(38.3) 53
학 대졸이상
54(36.4) 68(63.6) 122(55)
88(79.3) 25(23.3)
113
력
99(89.2) 51(47.7) 150(68.8)
무응답 10(9.0) 27(25.2) 37
아주낮음 0(.0) 2(1.9)
2
2(1.8)
23(21.5) 25(11.5)
경제 낮은편 10(9.0) 41(38.3) 51
9(8.1)
22(20.6) 31(14.2)
수준 높은편 92(81.1) 58(54.2) 150
1(0.9)
11(10.2)
12(5.5)
아주높음 9(8.1) 6(5.6) 15

2. 기술통계분석결과
일반아동과 빈곤아동의 두 집단 간 학업성취도 및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간의
차이를 검증해 보고자 t-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경제수준, 수학성적, 가족․친구․이웃지지에
대한 지각 정도에서 두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두 집단간 사회적 지
지에 대한 인식은 일반아동의 평균이 3.84로 빈곤아동의 평균 3.58보다 높은 것(p<.005)으로 나
타났으며, 사회적 지지의 하위 영역 중 가족지지에 대한 인식은 평균 4.30으로 빈곤아동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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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3.96보다 높은 것(p<.001)으로 나타났고 친구로부터의 지지에 대한 인식 역시 일반아동(평균
3.77)이 빈곤아동(평균 3.51)보다 높은 것(p<.05)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이웃으로부터의 지지 역시
일반아동의 평균이 3.91로 빈곤아동의 평균 3.54보다 높은 것(p<.001)으로 나타나 사회적 지지의
하부 전 영역에서 교사로부터의 지지를 제외한 가족․친구․이웃 지지에 있어 일반아동이 빈곤
아동보다 사회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업성적에 있어서는 조사 대상자가 초등학교 4-6학년으로 국어와 수학과목만을 대상으로 두
집단의 차이를 비교하였으며 그 결과 수학과목에서만 일반아동의 성적이 빈곤아동의 성적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p<.05)으로 조사되었다. 학교생활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정도는
일반아동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으며 학
교생활적응도에 있어서는 일반아동의 평균이 3.22로 빈곤아동의 평균 2.95보다 높은 것(p<.001)
으로 분석되었다. 가족유형과 부․모학력, 부직업의 경우 Mann-Whitney 검정을 실시한 결과 가
족유형은 일반아동(130.33)이 빈곤아동(87.89)보다 양친부모가정이 많았으며, 부학력의 경우도 일
반아동(142.61)이 빈곤아동(68.52)보다 높았으며, 모학력 역시 일반아동(146.84)이 빈곤아동966.31)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가족유형, 부․모학력이 두 집단간 유의미한(p<.001)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인 기술통계의 내용은 <표 2>와 같다.
변수
경제수준
평균소득
학업성적
국어성적
수학성적
가족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
이웃지지
학교만족
학교생활적응
*** p〈.001 ** p〈 .01

<표 2> 일반아동과 빈곤아동의 비교
전체
일반아동
빈곤아동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값

t

2.81(.56)

2.99(.42)

2.64(.62)

4.825***

2.32(1.13)

3.00(.94)

1.70(.92)

10.037***

3.06(.76)

3.15(.74)

2.96(.78)

1.77

3.20(.76)

3.22(.71)

3.16(.82)

.539

3.04(.88)

3.18(.92)

2.91(.82)

2.324*

4.12(.78)

4.30(.79)

3.96(.74)

3.263***

3.65(.80)

3.77(.75)

3.51(.84)

2.400*

3.40(.83)

3.40(.78)

3.39(.88)

.087

3.73(.81)

3.91(.70)

3.54(.88)

3.467***

3.11(.78)

3.14(.79)

3.08(.77)

.473

3.09(.48)

3.22(.39)

2.95(.52)

4.393***

〈

*p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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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수간 상관관계
아동들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변수들간의 상관관계 분석과
VIF 계수를 확인하여 변수들간의 상관성을 파악하여 다중공선성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모학력,
학업성적, 지역사회지지 항목은 다중공선상에 문제가 있었으며 나머지 문항은 허용값(Tolerance)
이 0.5이상이었고, 분산팽창인자(VIF)가 2.0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선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성별에 따라서는 친구
와 교사로부터 지지받고 있다고 느끼는 정도에 차이가 있었는데 여학생이 남학생들보다 더 지
지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족형태는 부모의 학력, 소득, 아버지의 직업
1)

<표 3> 초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관련 요인간 상관관계
부 모 평균 부 학업 국어 수학 가족 친구 교사 지역 학교 학교
구분 성별 가족
형태 학력 학력 소득 직업 성적 성적 성적 지지 지지 지지 지지 만족 적응
성별 1.00
가족형태 -.034 1.00
부학력 -.023 .517** 1.00
모학력 .011 .443** .752** 1.00
평균소득 -.119 .330** .485** .501** 1.00
부직업 -.009 .346** .571** .083 .052 1.00
학업성적 .004 .360** .185** .148* .232** .052 1.00
국어성적 .055 .302** .109 .083 .144* .149* 722** 1.00
수학성적 .010 .300** .183** .252** .220** .027 .783** .537** 1.00
가족지지 .065 .125 .177* .171* .155* .063 .213** .167* .259** 1.00
친구지지 .201** .271** .087 .157* .119 .072 .232** .233** .264** .418** 1.00
교사지지 .191** .-.008 .012 .-.078 -.045 .063 .063 .033* .0.36 .425** .490** 1.00
지역지지 .182 .250** .202** .199* .239** .021 .264** .247** .239** .517** .703** .490** 1.00
학교만족 .143 .068 .012 -.022 .001 -.016 .152* .203** .207** .255** .355** .333** .212** 1.00
학교적응 .126 .233** .129 .164* .164* .-.080 .307** .219** .327** .433** .512** .511** .508** .504** 1.00
** p〈 .01 *p〈.05
1)

일반적으로 허용값이 0.4 이하일 때 또는 분산팽창인자가 2.5이상일 때 다중공선성을 의심하게 된다(김
태근, 2006: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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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학교성적과 가족 및 지역사회 지지 전 영역에 걸쳐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었다.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학업성적에 대한 인식과 실제 수학성적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
한 가족과 지역사회로부터 보다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인식하였으며 어머니의 학력은 평균
소득, 학업성적에 대한 인식, 수학성적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었으며,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가족, 친구, 지역사회로부터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족의 평균소득은 자녀의 전반적인 학업성적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가족지지
와 지역사회지지 및 학교생활적응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아버지의 직업은 가
족형태와 가정의 평균소득 및 자녀의 국어성적과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학업성적의 경우에도 자
신의 학업성적이 우수하다고 생각할수록 가족, 친구, 지역사회로부터 지지받고 있다고 인식하였
으며, 학교만족도나 학교생활적응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관련 요
인 간 상관관계의 구체적 내용은 <표 3>과 같다.
4. 초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빈곤아동 및 일반아동의 학교생활적응 영향요인 분석
빈곤아동과 일반아동의 학교생활적응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성별, 가족유형, 부학력, 평
균소득, 부직업, 국어성적, 수학성적, 학교만족도, 친구․가족․교사 지지의 11개 항목을 독립변
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빈곤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수학성적, 학교만족도, 친구지
지․교사지지의 4개 항목이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위의 11가지 변수의 설명력은 46.2%로 분
석되었다. 즉 빈곤가정 아동의 경우 수학성적이 높고(β =.347, P<0.001), 학교만족도가 높으며(β
=.274, P<0.001), 친구로부터 지지받고 있고(β =.221, P<0.001), 교사로부터 지지받고 있다고 인
식(β =.347, P<0.001)할수록 학교생활적응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반아동의 경우는 아버
지의 직업이 비전문직이고(β =-.279, P<0.001), 학교만족도가 높으며(β =.197, P<0.05), 가족(β
=.259, P<0.01)과 교사로부터 지지받고 있다고 인식(β =.365, P<0.001)할수록 학교에 보다 잘 적
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빈곤아동과 일반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있어 학교만족도와 교사로부터
의 지지 정도와 같은 학교관련 요인은 동일한 변수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빈곤아
동의 경우에는 수학성적과 친구로부터의 지지 여부가 영향요인으로 분석된데 반해 일반아동의
경우에는 아버지의 직업과 가족으로부터의 지지 여부가 영향요인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빈곤아
동의 경우 한부모가정이나 조손가정의 자녀들이 많기 때문에 가족의 구조적 결손으로 인하여
가족으로부터 받는 지지의 정도가 약하므로 가족관련 요인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으로 도출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가족의 지지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친구로부터의 지지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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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학업성적이 보다 중요한 요인으로 도출되어지는데 조사대상
자가 초등학교 고학년들이므로 국어과목보다는 수학과목의 편차가 심해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여겨진다.
일반아동의 경우 아버지의 직업과 부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다른 연구결과들과
다른 것으로 이는 전문직 아버지의 경우 권위적인 성향이 강해 자녀들과의 상호작용에서 어려
움을 겪게 되어 아동들의 학교생활적응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
지만 다른 요인들이 매개적인 작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후속연구가 진행되어
야 할 것이다. 또한 가족으로부터의 지지가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어 학교사회복지사 등
이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할 경우 가족관계 개선 등의 가족지원프로그램에
보다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구체적인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빈곤아동 및 일반아동의 학교생활적응 영향요인
빈곤아동
일반아동

구분
성별
가족유형
부학력
평균소득
부직업
국어성적
수학성적
학교만족도
친구지지
가족지지
교사지지
상수

β

B

β

-.026

-.024

.043

.053

-.004

-.009

-.125

-.104

-.030

-.112

-.019

-.031

.043

.075

-.056

-.125

-.008

-.062

-040

-.279***

-.058

-.091

.081

.106

.220

.347***

.012

.024

.186

.274***

.103

.197*

.138

.221***

.027

.045

.006

.009

.138

.259**

.207

.347***

.207

.365***

.820

1.671

R2

.462

.590

F

9.279***

11.408***

〈 0.001

*** p

B

〈 0.01

** p

〈

*p 0.05

초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 영향요인 분석
초등학생의 사회경제적 요인, 학업성취도 관련 요인, 사회적 지지 관련요인이 초등학생의 학
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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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1단계에서는 학교생활적응
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요인인 응답자의 성별, 가족유형, 아버지의 학력, 가
족의 평균소득, 아버지의 직업을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응
답자의 성별과 가족유형 및 아버지의 직업이 유의미한 변수로 밝혀졌으며, 위의 5가지 변수의
설명력은 8.9%로 나타났다. 즉 여학생이고(β =.141, P<0.05), 가족유형이 일반가정이며(β =.162,
P<0.001), 아버지의 직업이 비전문직일수록(β =-.030, P<0.05) 아동의 학교생활적응도가 높은 것
으로 분석되었다. 일반적으로는 아버지의 직업이 사무직이거나 전문직일수록 자녀의 학교생활적
응력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반대의 결과가 나타났으며, 이는 전문직의 아
버지일수록 자녀에게 권위적인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자녀의 학교생활적응도를 감소시키는 결과
를 가져올 수 있음을 추측할 수 있으나 이는 이후 보다 구체적인 연구를 통해 원인을 밝혀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표 5> 초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모델 1
모델 2

구분
사회경제적 요인
성별
가족유형
부학력
평균소득
부직업
학업성취도관련요인
국어성적
수학성적
사회적 지지관련 요인
학교만족도
친구지지
가족지지
교사지지
상수

B

β

B

β

B

β

.137

.141*

.134

.138*

.016

.017

.162

.304***

.123

.231**

.085

.159*

-.014

-.054

-.017

-.063

-.018

-.069

.041

.097

.024

.05540

.036

.084

-.030

-.177*

-.030

-.173*

-.028

-.166**

.065

.094

.019

.028

.143

.250***

.087

.152*

.170

.267***

.097

.151*

.092

.148*

.175

.288***

2.344

1.884

.640



.089

.165

.500

F

4.767***

6.408***

17.835***

〈 0.001

*** p

모델3

〈 0.01

** p

〈

*p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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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에서는 학업성적관련 요인으로 조사대상이 초등학생이므로 국어성적과 수학성적을 1단
계에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7가지 변수의 설명력은 16.5%로 나타났으며, 결과에 의하면 여학생
이고(β =.131, P<0.05) 가족유형이 일반가정이며(β =.2311, P<0.01) 아버지의 직업이 비전문직일
수록(β =-.173, P<0.05) 또한 아동의 수학성적이 높을수록(β =.250, P<0.001) 학교생활적응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는 사회적 지지 관련 요인으로 학교만족도와 가족․친구․교사지지 항목의 4항목을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총 11가지 변수의 설명력은 50.0%였으며, 그 결과 가족유형, 아버지의 직
업, 학교만족도, 친구지지, 가족지지, 교사지지 변수가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즉 가족유형이 일반가정이고(β =.159, P<0.05), 아버지의 직업이 비전문직이며(β
=-.166, P<0.01), 수학성적이 높을수록(β =.152, P<0.05)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정도가 높았으며,
또한 학교만족도가 높을수록(β =.267, P<0.001), 친구(β =.151, P<0.05), 가족(β =.148, P<0.05),
교사(β =.288, P<0.001)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할수록 초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정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초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위계적 중다회
귀분석의 결과는 <표 5>와 같다.
2

Ⅴ. 결론 및 함의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소득수준에 따른 학업성취도 및 학교생활적응정도에 어떠한 차이가 있
는지, 또한 소득수준에 따라 이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 정도가 어떠한가를 살펴보고 사회적
지지 지각 정도와 학업성취도 및 학교생활적응도간에 어떠한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는지를 파악
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있어서 빈곤아동
의 경우 일반아동보다 부모의 학력이 낮았으며, 대상자들이 인지하는 경제수준 및 실제 소득수
준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부모 및 조손가정 아동의 비율이 일반아동과 비교하여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일반아동과 빈곤아동 두 집단 간의 기술통계분석의 결과 사회적 지지에 대한 인식은 전
반적으로 일반아동이 더 지지받고 있다고(p<.005) 인식하고 있었으며, 사회적 지지의 하위 영역
중 교사지지를 제외한 가족지지(p<.001), 친구지지(p<.05), 이웃지지(p<.001)의 전 영역에 걸쳐 일
반아동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학교생활과 관련된 학업성적 중 수학성적이 일반아동이
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p<.05) 학교생활적응도는 일반아동이 빈곤아동보다 잘 적응하고 있
는 것(p<.001)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교사 지지에 대한 인식은 일반아동과 빈곤아동이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어 이는 이전의 연구(Bursuck & Asher, 1986)와는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셋째, 아동들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변수들간의 상관관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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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을 한 결과 학업성취도를 나타내는 학업성적은 가족형태, 부모학력, 가구 평균소득, 가족․친
구․지역사회 지지 및 학교만족도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양친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부모의 학력이 높으며 가구 평균소득이 높을수록 아동의 학업성적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친구․지역사회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고 느끼고 학교에 대한 만족도
가 높을수록 학업성적이 우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학교생활적응 정도와는 가족형태,
모학력, 평균소득, 학업성적, 가족․친구․교사․지역사회지지가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었다.
양친부모와 함께 생활하고 어머니의 학력이 높고 평균소득이 많으며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며, 가족․친구․교사 및 지역사회로부터 지지받고 있다고 생각할수록 학교생
활적응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넷째, 빈곤아동과 일반아동과 학교생활적응 영향요인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각각 회귀분석
을 실시하였으며 다중공선성상에 문제가 있는 모학력, 학업성적, 지역사회지지 변인을 제외한
11개 변인을 독립변수로 하여 분석한 결과 학교생활만족도(빈곤아동은 p<.0001, 일반아동은 p
<.005)와 교사지지(p<.001) 항목은 빈곤아동과 일반아동 모두 학교생활적응의 영향요인으로 조
사되었으나 빈곤아동의 경우 그 외에는 수학성적(p<.0001)과 친구지지(p<.0001)가 영향요인인데
반해 일반아동은 가족지지(p<.001)와 부직업(p<.0001)이 영향요인으로 나타나 두 집단 간에 차이
를 보이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아동들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분석에 있어 모학력, 학업성적,
지역사회지지 변인은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하여 제외하고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가족유형,
(p<.05), 아버지의 직업(p<.01), 수학성적(p<.05), 학교만족도,(p<.001), 가족지지(p<.05), 친구지지
(p<.05), 교사지지(p<.001)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한 사회복지적 함의와 제언
은 다음과 같다.
우선 아동들의 학교생활적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가족지원의 측면에서는 가족구조가 학교생
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족구조가 학업성취도와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친
다는 이전 연구들(구인회․김순규, 2003; 김현주․이병헌, 2005; 김현주, 2010)과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한부모 가정이나 조손가정 등 비양친부모 자녀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전에 빈곤가정 아동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김현주, 2010)에서는 가족지지가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나지 않았으나 일반아동과의 비교연구에서는 가족지지 정도가 학교생활적
응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비지지적 태도는 자녀의
학업성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이전 연구결과(임세희, 2007; Conger, Conger, & Elder, 1997)
와 동일하며, 따라서 빈곤가정 아동의 가족관계를 강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실시함과
동시에 부족한 가족 내 자원을 대체할 수 있는 지역사회 내 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사회적 지지의 하위영역에 있어 가족지지 뿐 아니라 친구지지와 이웃지지에서도 빈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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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이 일반아동보다 덜 지지받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므로 교우관계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을
적극 실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웃지지의 경우에도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의 개발을 통해 지지
원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내 사회복지기관, 행정기관, 종교단체,
대학, 각종 교육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 지지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
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청소년 상담실․학교사회복지 프로그램 등과의 연계를 통해 또래상담
프로그램과 교우관계 개선 프로그램을 개발 실시하여 빈곤아동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킴으로써
친구지지를 강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셋째, 아버지의 직업과 아동의 학교생활적응력과는 부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는데 이는 아버지의 학력과 수입이 높을수록 자녀의 학업성취도와 학교생활적응력과는 정
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과는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전문직 아버지의 경우 권위적
인 경향이 강해 아동들과의 상호작용의 부족으로 인해 자녀의 학교생활적응력을 저하시키는 것
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일반가정 아동의 경우 아버지 학교 등 아버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실
시하는 것이 필요하며 기업체와 연계하여 자녀들과의 의사소통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의사소통
향상 프로그램 등을 기업체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학교체계
에서도 학교교육과정이나 학교 내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관련한 의사결정과정에 아버지들을 참
여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함과 동시에 아버지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등을 개설하여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이해도를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그러
나 아버지의 직업과 아동의 학교생활적응력과의 관계에 대한 본 연구의 결과는 이전 연구들과
는 다른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
로 여겨진다.
넷째, 학업성취도가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이전의 다양한
연구들과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학업성적은 부모학력, 가구의 소득, 가족유형 등
인구사회학적 요인들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어 빈곤아동을 위한 학업적 지원 프로그
램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 수학과목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
해 빈곤아동 및 맞벌이가정 아동을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인 지역아동센터나 초등학교 야간보호
교실 프로그램 등에서 수학교육전문가를 활용한 수학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학교생활적응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
었으므로 아동들의 학교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물
론 학업성적과 학교만족도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학업성적이 부진한 아동을 위해
서도 학교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
역사회교육전문가 등 학교사회복지사들이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집단프로그램을 개발․실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여섯째, 가족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 모두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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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이는 이전의 연구결과들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빈곤아동과 일반아동과의 비
교에 있어 가족지지(p<.001)와 친구지지p<.05)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반해 교사지지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학교생활적응에 있어서는 교사지지에 대한
인식정도가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었으나 실제 빈곤아동들의 경우 특히 가족들에게 지지받지
못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빈곤아동들을 위해서는 부족한 가족지지를 보
완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빈곤아동이나 비양친가정
아동의 경우 가족 내 사회자본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Bursuck & Asher, 1986), 이들의 부
족한 가족지지를 보완해 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즉 부모의 역할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지
역사회 자원인 지역아동센터 교사, 대학생 멘토 등을 적극 활용하여 정서적 지지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경남지역의 아동들만을 대상으로 그들이 보고한 설문지만을 근거로 이
루어졌으며 빈곤아동의 경우 창원, 마산, 진주 지역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일반아동의 경
우 창원지역의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또한 조사 대상 학교를 연구자가 편의표집하였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앞으로는 보다 광범위한 지역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를 실시하
는 것이 필요하며, 또한 질적 연구를 통해 보다 심층적인 영향요인들을 분석해 내기 위한 연구
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들을 대상으로 현재 상태의 학업성취도
및 학교생활적응정도만을 변수로 하여 분석하였으므로 앞으로는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의 교우
관계와 교사관계 및 학교생활 유형이 어떠한 경로를 거쳐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의 학업성취도
와 학교생활적응도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관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하여 초등학교 저학년시기부터 사회복지적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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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dentifying Factors Associated with School Adjustment:
A Comparative Study of Poor and Non-poor Children

Kim, Hyeun ju*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poverty on elementary school children’s
academic achievement and school adjustment. For this purpose, this study compared 218 poor and
non-poor children residing in the Gyeongsangnam-do province.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two group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in family type, parents’ academic qualification, economic level, father’s
occupation, the record of mathematics achievement and perceived family, peer and community supports.
Poor children’s school adjustment was lower than that of non-poor children. Factors found to affect
academic achievement were family type, parents’ academic qualification, economic level, perceived family,
peer and community supports, and satisfaction with school life. In addition, factors found to affect school
adjustment were family type, father’s occupation, the record of mathematics achievement, satisfaction with
school life, and family, peer and community support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is study
proposed practical guidelines for enhancing poor children’s academic achievement and school adjustment,
and made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Key words : poor children, academic achievement, school adjustment, family support, teacher support, peer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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