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7 -

아동의 개인  가족 변인과 교실의 심리사회  환경이 유능감에 

미치는 향*

Individual and Family Variables and Classroom Environment that Affect 

Children’s Perceived Competency
1)

이경님**

동아 학교 가정 리학과 교수

Lee, Kyung-Nim

Dept. of Home Management, Dong-A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different individual, family factors and classroom environment that affect children’s perceived competency. 

For an analysis, achievement motivation, intrinsic locus of control and anxiety were included in individual variables. For family 

factors, parental support and marital conflict were examined. For classroom psycho-social environment, teacher support, peer 

relations, classroom involvement and teacher control were used. The sample consisted of 565 fifth and sixth grade children. 

Statistics and methods used for the data analysis were Cronbach's alpha, Factor analysis, frequency, percentage, t-test, Pearson’s 

correlation, and Hierarchical Regression. Several major results were found from the analysis. First, boy’s perceived academic 

competency was higher than girl’s. And no sex difference was in children’s social and athletic competency. Second, boy’s and 

girl’s perceived academic and social competency and boy’s perceived athletic competency ha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achievement motivation, intrinsic locus of control, parental support, teacher support, peer relations and classroom involvement.  

And girl's perceived athletic competency ha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achievement motivation, intrinsic locus of control, parental 

support and peer relations. But boy’s and girl’s perceived academic and social competency and boy’s perceived athletic 

competency ha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anxiety and parental marital conflict. Third, the most important variable predicting 

boy’s and girl’s perceived academic competency was achievement motivation. The most important variable predicting boy’s and 

girl’s perceived social competency was peer relations. And the most important variable predicting boy’s perceived athletic 

competency was peer relations. On the other hand, the most important variable predicting girl’s perceived athletic competency was 

father’s support. 

Key Words : perceived competency, achievement motivation, anxiety, parental support and marital conflict, classroom 

environment

Ⅰ. 문제의 제기

우리는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가치있

다고 지각할 때 일상생활에서 더 한층 극 이고 성취를 

해 노력하게 된다. 특히 학령기 아동의 경우 자신에 

한 유능감은 자신감을 갖고 학교에서나 래 계에서 성

공 으로 기능하고 응하는데 매우 요하다.  

아동의 일시 인 낮은 유능감은 정서 인 불쾌감으로 

이어지며 부분의 경우 쉽게 극복될 수 있다. 그러나 낮

은 유능감이 장기 으로 지속될 경우 학업성취의 부진, 비

행, 행동문제  우울, 나아가 자살 등 다양한 심각한 부

응 문제를 야기한다(Harter & Marold, 1992). 반면 아동의 

높은 유능감은 건강한 성격발달과 바람직한 학업성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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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과 련이 있음이 밝 지고 있다(Coopersmith, 1967; 

Harter, 1982). 이처럼 자신의 유능감에 한 아동의 평가

는 학업성취, 행동과 심리  안녕의 모든 측면에 향을 

 수 있는 자아의 가장 요한 요인이다(Shaffer, 1999).

유능감은 다양한 성취 역에서 자신이 지니고 있는 능

력(competency)에 한 지각과 그 평가로 정의된다(서미

정, 김경연, 2000). 유능감은 자아존 감의 요한 한 차원

으로 오랫동안 자아 련 연구의 이 되어 왔다. 이미 

100여년  자아개념의 창시자인 Williams James(1890～

1963)는 자기의 능력에 한 지각이 자아존 감의 요한 

기반이 된다고 지 하 다. Cooley(1902)와 Mead(1934)도 

자신의 능력이나 행동기술에 한 지각이 아동의 자아존

감의 가장 요한 내  요인이라고 보았다(Owens, 

2002). 유능감에 한 오랫동안의 지속 인 심과 더불어 

그 구성개념의 측정에 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Harter(1982, 1985)에 의하면 유능감은 다양한 요인으로 

구성되는데 아동은 자신이 경험하는 다양한 생활 역을 

통합하여 하나의 차원으로 자신의 능력을 지각하고 평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다른 역을 각각 구분하여 자

신의 유능감을 평가한다. 한 모든 아동은 8세가 되면 

기본 으로 어도 인지, 사회, 신체운동의 세 역에 

한 유능감을 구분하여 평가하고 지각하므로 유능감에 

한 다 역 인 근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유능감

에 한 다차원  근은 기의 자아평가에 한 단일차

원  근의 연구들(Coopersmith, 1967; Piers & Harris, 

1964)의 안으로 많은 연구들에 의해 그 타당성이 지지

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최근에는 몇몇 연구에 의해 유능

감의 하  역과 그 련변인들이 다르다는 것이 밝 지

고 있어(서미정, 김경연, 2000; 이주리, 1994; 한종혜, 1996; 

Cause, 1987) 유능감에 향을 미치는 련변인이 유능감

의 하 요인별로 차이가 있는지에 한 종합 인 검토가 

필요하다. 

지 까지의 아동의 유능감과 련 변인들에 한 연구

들을 살펴보면 크게 아동의 개인 특성, 가족 변인과 교실 

환경으로 구분될 수 있었다.  

먼  아동의 개인  특성으로 성취동기, 내외 통제소재

와 불안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었다(김주 , 2005; 박수남, 

1990; 박정아, 2003). 이들에 의하면 아동의 성취동기가 높

을수록 통제소재가 내재 일수록 불안이 낮을수록 유능감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능감에 향을 미치는 가족 변

인으로 부모지지  부모의 부부갈등이 요하게 다루어지

고 있었다(김연희, 박경자, 2001; 박정아, 2003). 이와 련된 

연구들에 의하면 아동이 부모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부부 

갈등을 게 지각할수록 유능감은 높게 나타났다. 아동의 

개인 변인, 가족 변인과 함께 최근 몇 연구에 의해 교실 환

경이 아동의 유능감에 의미있는 향이 있음이 밝 지고 

있다(Moos & Trickett, 1987; Nelson, 1984). 그러나 아직 국

내에서는 아동의 유능감에 한 교실환경의 계를 검토한 

연구는 없어 이에 한 보완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아동의 유능감과 련변인들에 한 선행연

구들을 종합하면 아동의 성취동기, 내재  통제소재, 불안

의 개인변인, 부모지지와 부모의 부부갈등의 가족변인  

교실의 심리사회  환경이 아동의 유능감에 요한 향

을 미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들 요인들은 각각 개별

으로 아동의 유능감에 미치는 향이 검증되고 있으나 개

인, 가족변인  교실환경을 모두 포함하여 아동의 유능

감에 한 련 변인들의 요성을 확인한 연구는 없었

다. 뿐만 아니라 아동의 유능감에 향을 미치는 련요

인이 유능감의 역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연구

에 한 필요성이 지속 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이에 한 

종합 인 검토는 아직 미흡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아동의 

학업, 사회  신체운동의 유능감에 한 아동개인과 가

족요인을 비롯한 교실의 환경요인이 미치는 향의 차이

에 한 통합된 시각을 갖기 해 이를 검토하는 연구는 

의의 있다고 본다. 

 다른 한편 아동의 유능감이 일부 하 요인에서 성

별 차이가 발견되었다는 연구(공인숙, 1989; 서미정, 김경

연, 2000; 한종혜, 1996; Cause, 1987)도 있어 아동의 유능

감에 한 련변인들의 계  그 요성이 남아와 여

아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함도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문제 과 연구의 필요성을 토

로 등학교 5학년과 6학년 아동을 상으로 유능감에 

한 아동개인과 가족변인  교실의 심리사회  환경의 

계를 악하고 이들 변인들의 상  요성을 성별에 따

라 살펴보는데 목 을 두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아동의 유능감에 어떠한 요인들이 요한 향을 미치는

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유능감 증진을 한 로그

램의 기 자료가 되리라 기 한다.

본 연구에서 설정된 구체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아동의 유능감(학업, 사회  운동)은 성별

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아동의 유능감과 개인(성취동기, 내재  통

제소재, 불안)  가족 변인(부모지지, 부모의 부부

갈등)과 교실의 심리사회  환경(교사지지, 교우

계, 수업참여, 교사통제)의 계는 성별에 따라 어

떠한가?

연구문제 3. 아동의 유능감에 한 개인  가족 변인

과 교실의 심리사회  환경의 상  요성은 성

별에 따라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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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선행연구의 고찰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여 아동의 유능감에 향을 미치

는 련변인들을 하 요인별로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았

기 때문에 자아존 감  자아개념을 포함하여 아동의 유

능감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한 선행연구들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 되었다. 

먼  유능감에 많은 향을 미치는 아동의 개인  요

인으로 성취동기를 들 수 있다. 성취동기는 과제를 수행

하는 과정에서 목표를 달성하고 높은 성취기 을 충족시

키려는 자발  의지로(Shaffer, 1999) 자기에 한 신뢰, 

책임감  목 을 달성하려는 자발성과 같은 개인  속성

을 의미한다(Fyans et al., 1983). 성취동기가 높은 개인들

은 낮은 개인들보다 성공에 하여 동기화 되어 있으므로 

과제 수행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Brophy, 1998). 

한 이들은 자신의 능력에 더 자신감을 가지며, 능력과 성

취수행 사이에 높은 상 이 있다고 믿는다(McClelland, 

1961). 따라서 성취동기에서의 개인차는 자신의 능력에 

한 지각의 차이를 가져오므로(장휘숙, 1994) 성취동기와 

유능감은 한 련이 있을 것으로 가정된다. 이에 

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아동과 청소년의 성취동기와 

학업, 사회  운동  유능감 혹은 자아존 감 간에 정

인 상 계가 보고되었고(김주 , 2005; 이경님, 2006; 홍

성흔, 2002) 청소년의 성취동기와 자아개념 간에 유의한 

정  상 이 나타났으며 특히 학업  자아개념과 가장 높

은 상 이 나타난 것으로 밝 졌다(김주년, 1994). 유사하

게 성취동기의 수 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자기효

능감이 더 높은 것으로 밝 졌다(박정근, 2002). 이와 같은 

연구결과들에 의해 성취동기는 아동의 유능감의 요한 

측변인이 되리라 볼 수 있다.  

유능감과 련이 있는 아동의 요한 개인  요인  

내외통제소재가 있다. 내외통제소재는 학업성취나 수행에 

요한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Owens, 2002) 아동이 행

동의 결과의 원인을 자신의 능력, 노력  의지 등의 내재

 요인으로 혹은 운, 과제의 난이도  환경 등의 외재  

요인으로 지각하는가에 따라 내재  통제소재와 외재  

통제소재로 구분된다. 내재  통제소재의 경향이 높은 아

동은 자신의 행동 결과의 원인을 자신이 통제 할 수 있는 

내재 인 것으로 지각하며 자신의 능력이나 의지에 한 

확신과 기 가 높기 때문에(Eccles, Wigfield & Schiefel, 

1997) 유능감이 높을 것이다. 반면 외재  통제소재의 경

향이 높은 아동은 자신의 행동결과의 원인을 자신이 통제

할 수 없는 외재 인 것으로 지각하며 자신의 능력이나 

의지에 한 확신과 기 가 낮기 때문에 유능감이 낮을 

것이다. 이와 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내재  통제소재

의 아동이 외재  통제소재의 아동보다 사회, 신체, 행동

의 유능감이 높았으며(박수남, 1990) 학업, 사회  신체운

동의 각 역에서 성공의 원인을 내재 으로 지각할수록 

아동의 유능감이 높았다(서미정, 김경연, 2000). 유사하게 

아동의 자아존 감은 성공 상황에서의 내 귀인과 정

계가 외 귀인과는 부 계가 보고되었다(김연희, 박경

자, 2001). 이와 같은 연구결과들의 일치에 의해 내재  

통제소재가 아동의 유능감에 정  향을 미치는 요

한 측변인임을 알 수 있다.  

성취동기와 내재  통제소재가 아동의 유능감에 정

 향을 미친다면 불안은 유능감에 부정 인 향을 미

치는 개인  요인이다. 오늘날 개인의 능력과 성과를 

요시하는 사회에서는 아동들은 학업  다양한 성취 역

에서 부모나 교사로부터 과도한 기 와 요구를 받고 있어 

학교, 가정  래 계 등 다양한 상황에서 아동은 높은 

불안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어느 정도 낮은 불안은 아동

의 성취동기를 향상시켜 주기도하나 높은 불안은 학업성

취를 떨어뜨리고 인 계의 축을 야기하여 아동의 부

응의 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불안이 높은 아동은 심

각한 경우 다양한 부 응 문제를 표출하고 있어 불안이 

아동의 능력을 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Rappe et al., 

2000). 불안과 아동의 유능감의 계를 살펴본 연구에 의

하면 아동의 불안이 높을수록 학습, 사회, 신체, 행동  

체 자아존 감이 낮은 것으로 밝 졌다(박정아, 2003). 

유사하게 불안과 자아개념은 부 계가 있다고 보고되었

다(성 자, 1993). 이와 같은 연구결과들에서 불안은 아동

의 유능감을 해하는 부정 인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아동의 자아에 한 지각은 자신과 하는 환경의 경험

을 통하여 형성되기 때문에(Marsch, Craven & Debus, 

1998) 아동의 성장과 응에 직  향을 미치는 가정환

경과 학교환경은 아동의 유능감에 요한 향을 미친다. 

먼  아동의 사회화 과정의 일차  장소인 가정의 심리  

환경은 유능감에 한 련이 있다. 특히 부모는 가정에

서 아동이 가장 많이 상호작용하며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직 인 역할을 하므로 유능감 발달에 결정 인 향을 

미친다(Shaffer, 1999). 무엇보다 부모의 자녀에 한 인정

과 심리  지지는 아동의 자신에 한 인식에 요한 

향을 미친다(Dubow & Ulman, 1989). 가정에서 부모로부

터 정서  지지를 경험하는 아동은 자신이 사랑받고 있으

며 가치있고 타인으로부터 높이 평가받는다고 지각하게 

되며 이는 자기 능력의 지각에 정 인 향을 미친다. 

반면 부모로부터 수용되지 못하고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아동은 자신에 하여 부정 인 표상을 형성하

여 심리 인 불안정과 자신의 가치에 하여 회의를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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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되며 이는 자기능력지각에 부정 인 향을 미친다. 

실제로 부모의 아동에 한 정서  지지와 아동의 유능감

의 계를 살펴본 연구에 의하면 부모의 지지를 많이 받

는다고 지각하는 아동이 게 받는다고 지각하는 아동보

다 자아존 감이 높았으며(김연희, 박경자, 2001) 부모의 

정  지지와 아동의 자아존 감은 정 계가 나타났다

(김문혜, 1999; Cause, 1987). 유사하게 어머니의 애정  양

육행동은 아동의 인지, 사회, 신체, 외모, 행동  반

인 자아존 감과 정  계가 보고되었으며(이숙, 최정미, 

2003) 부모의 민주 인 양육행동과 아동의 높은 자아존

감은 련이 있다고 밝 지고 있다(Scott, Scott & 

McCabe, 1991). 이와 같은 연구 결과들의 일치는 부모의 

지지는 아동의 유능감 형성에 정 인 향을 미치는 

요한 보호요인임을 의미한다. 그런데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녀에 한 자극이 아동의 발달과 응에 다르게 향을 

미칠 수 있어(김은경, 유가효, 2002) 아버지와 어머니를 구

분하여 아동의 유능감의 하 역에 따라 부모지지가 미

치는 향이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함도 필요하다. 

부모의 부부 응은 부부의 심리  만족뿐만 아니라 

자녀의 양육에도 정  태도를 가지게 하여 자녀의 건강

한 발달과 바람직한 행동에 도움을 다. 그러나 부부의 

부부갈등은 자녀의 심리  불안을 야기하며 이로 인하여 

아동의 다양한 행동문제와 부 응을 래하게 된다(Grych 

& Fincham, 1990).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부부갈등은 자

녀의 과다행동, 공격, 비행의 외 화 행동문제와 불안, 우

울, 축 등의 내면화 행동문제와 련이 있다고 보고되

고 있어(권 옥, 이정덕, 1999; 김선희, 2000; Harold & 

Conger, 1997) 부모의 부부갈등은 아동의 발달과 응에 

부정  향을 미치는 의미있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

러한 맥락에서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부부갈등과 아동의 

유능감의 계를 살펴본 연구에 의하면 부모의 부부갈등

과 아동의 학업, 사회, 신체, 행동  반 인 유능감의 

부 계가 밝 졌다(박정아, 2003). 이와 유사하게 부모

의 부부불화와 자아존 감은 부 계가 나타났음이 보고

되었다(김상빈, 1994). 이러한 연구결과들로 미루어 볼 때 

부모의 부부갈등은 아동의 유능감 형성에 부정 인 향

을 미치는 험요인으로 볼 수 있다. 

학교는 학령기 아동이 하루의 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생활의 장이며 아동의 지 , 사회․정서  발달에 요한 

향을 미치는 성장환경으로 사회화 과정의 행자(agent 

of socialization)이다(Shaffer, 1999). 학교생활의 부분은 

교실에서 이루어지므로 교실환경은 학령기 아동의 인지

, 정서  행동과 응에 많은 향을 주게 된다(Nelson, 

1984; Zelen, 1993). 교실환경이 아동의 행동과 응에 미

치는 향에 련된 연구들은 교실크기, 교과과정, 교실

리유형  교사요인 등 구조  물리  환경보다는 교실의 

분 기(classroom climate)와 련된 교실의 심리사회  

특성에 을 맞추고 있다. 즉 이들 연구들은 교실의 객

인 환경보다는 아동이 주 으로 지각하는 교실의 

사회  맥락에 의한 심리사회  특성이 아동의 학습, 성

취결과와 련된 인지  자신감, 안정감의 정서  행동

과 응에 더 의미있는 향을 미친다고 보고하 다

(Fraser, 1991; Trickett & Moos, 1973). 이들은 교실의 심

리사회  분 기와 련된 환경을 심리사회  환경

(psycho social environment)이라 제시하고 이를 교실환경

의 주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 교실의 심리사회  환경은 

그 교실에 소속된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의 상호작용

을 통하여 만들어진 심리사회  맥락을 의미하며 교사와 

아동의 계, 아동과 아동간의 계, 아동의 수업참여와 

경쟁, 과제  목표지향, 교실규칙의 명료와 교사통제가 

포함된다. 교실의 심리사회  환경과 아동의 학업성취  

학습효과에 련된 연구들은 지속 으로 이루어지고 있

다. 이들을 살펴보면 교실의 심리사회  환경이 아동의 

행동과 응에 미치는 향에 련된 12개의 연구들을 종

합하여 메타분석한 연구(Haertel, Walberg & Haertel, 

1981)에서 아동이 지각한 교실의 심리사회  환경은 아동

의 학업성취, 학습동기  학교 만족과 한 련이 있

음이 밝 지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들에서 교실의 

심리사회  환경은 아동의 학업수행과 학습효과  인지

 성취의 요한 측요인임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교실의 심리사회  환경이 아동들의 심리  

응과 정의  발달에도 요한 향을 미친다고 본다

(Fraser, 1991; Zelen, 1993). 이와 련하여 학령기 아동의 

요한 생활 장소인 교실의 심리사회  분 기는 아동의 

유능감과 자아개념 형성에 의미있는 향을 미치리라 보

고 이를 검토한 연구들이 축 되고 있다. 기 청소년이 

지각한 교실환경과 학업  자아개념은 계가 있으며

(Nelson, 1984) 학생들이 지각한 교실에서의 교사지지, 자

율성, 규칙의 명료성과 개방  의사소통은 학생들의 자아

존 감과 정 인 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Moos & 

Trickett, 1987). 유사하게 등학교 고학년을 상으로 한 

종단연구에서 학교분 기, 교사평가 등의 학교 경험이 아

동의 자아존 감의 주요 측요인임을 밝히고 있다(Hoge 

& Smit, 1990). 한 5학년 아동을 상으로 아동의 지각

된 교실환경과 자아개념의 계를 살펴본 연구(Galluzzi, 

Kirby & Zucker, 1980)에서도 자아개념이 높은 아동과 낮

은 아동은 교실환경을 다르게 지각한다고 보고되었다. 이

와 같은 연구결과들을 검토하면 교실의 심리사회  환경

은 아동의 유능감에 향을 미치는 요한 요인이라 측

된다. 그런데 이들 연구들의 부분은 최근 지지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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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빈도(%) 변수 구분 빈도(%)

아동의 학년
5학년

6학년

274 (48.5)

291 (51.5)
어머니 학력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졸 이상

44 (7.8)

263 (46.5)

228 (39.8)

아동의 성
남아

여아

300 (53.1)

265 (46.9)
어머니 직업 유무

유

무

309 (54.7)

248 (43.9)

아버지의 연령

35세 이하

36~40세 

41~50세

51~60세

7 (1.2)

105 (18.6)

420 (74.4)

27 (4.8) 아버지 직업

전문관리직

사무기술직

자영상공업

피고용기능직

기타

무

4 ( .07)

204 (36.1)

196 (34.7)

97(17.2)

33 (5.8)

21 (3.7)
어머니의 연령

35세 이하

36~40세 

41~50세

51~60세

30 (5.3)

256 (45.3)

260 (46.0)

9 (1.6)

가정의 경제수준

부유한 편

보통

가난한 편

134 (23.7)

380 (67.3)

50 (8.8)아버지 학력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졸 이상

33 (5.9)

213(37.7)

288 (50.9)

<표 1> 연구 상 아동과 부모의 일반  특성

는 유능감의 다차원  근을 고려하지 못한 제한 이 있

으며 더욱이 국내에서는 아동이 지각한 교실의 심리사회

 환경이 아동의 유능감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살

펴본 연구가 없었으므로 이를 보완한 연구가 필요하다. 

Ⅲ. 연구방법

1. 연구 상

본 연구의 상은 부산시의 공립 등학교 5학년과 6학

년에 재학 인 565명의 아동이다. 이들  5학년은 274

명(48.5%) 6학년은 291명(51.5%)이며, 남아는 300명(51.6%) 

여아는 265명(48.4%)이다. 이들 아동과 부모의 일반  특

성은 <표 1>과 같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는 아동의 유능감척도와 

개인  가족 변인과 교실의 심리  환경을 측정하기 

한 척도  아동의 일반  배경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

었다.

1) 유능감 

아동의 유능감을 측정하기 하여 서미정과 김경연

(2000)의 학업  유능감, 사회  유능감, 운동  유능감으

로 구성되어 있는 학령기 아동의 유능감척도를 사용하

다. 본 연구에서는 의미가 복되거나 모호하다고 단되

는 문항은 제외하고 학업  유능감 5문항, 사회  유능감 

7문항, 운동  유능감 4문항 모두 16문항을 선정하여 구

성하 다. 아동의 유능감척도의 요인타당도를 분석하기 

하여 이들 16문항에 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Screetest와 분산비율을 고려하여 3요인으로 지정하고 

주성분분석  varmax 회 법을 용하여 요인분석을 실

시한 결과 두 요인에 공통 으로 요인부하량이 .40이 넘

는 한 문항은 제외하고 모두 15문항이 최종분석에 사용되

었다. 첫 번째 요인은 모두 5문항으로 체 변량의 

22.32%를 설명하 으며 학업  유능감으로 명명하 다. 

두 번째 요인은 모두 4문항으로 체 변량의 21.24%를 설

명하 으며 운동  유능감으로 명명하 다. 세 번째 요인

은 6문항으로 체 변량의 19.30%를 설명하 으며 사회  

유능감으로 명명하 다. 그리하여 이들 3요인까지 설명되

는 변량은 모두 62.86%로 나타났다. 본 척도는 ‘  그

지 않다’에서 ‘매우 그 다’의 4  평정 척도로 구성되었

으며 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학업 , 사회 , 운동  유

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의 신

뢰도 Cronbach's α는 학업  유능감 .86 사회  유능감 

.79 운동  유능감 .90으로 나타났다.

2) 개인변인

 (1) 성취동기

아동의 성취동기를 측정하기 하여 Yu와 Yang(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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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취동기에서 16문항을 선정한 정갑순(2002)의 성취동

기척도를 사용하 다. 본 척도는 ‘  그 지 않다’ ‘매우 

그 다’의 4 으로 평정하게 되어 있다. 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성취동기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80으로 나타났다.

 (2) 내재  통제소재

아동의 내재  통제소재를 측정하기 하여 Nowicki와 

Strickland(1973)의 아동용 내외통제소재척도(Locus of 

Control Scale for Children)를 토 로 Connel(1985)의 다

차원  통제지각척도(Multidimensional Measure of 

Children's Perception of Self-Control)를 참고하여 내재  

통제소재와 외재  통제소재를 묻는 7문항씩 모두 14문항

으로 구성하 다. 그런데 이들 문항  척도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1문항은 제외하여 모두 13문항이 사용되었다. 

본 척도는 ‘  그 지 않다’에서 ’매우 그 다‘의 4  평

정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외재  통제소재의 문항은 역 채

하여 수가 높을수록 내재  통제소재의 성향을 지녔

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70으로 나타났다.

 (3) 불안

아동의 불안을 측정하기 하여 귀연(1994)의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한 권미연(1997)의 불안척도를 사용하 다. 

본 척도는 모두 6문항이며 ‘  그 지 않다’에서 ‘매우 

그 다’의 4  평정척도로 구성되었다. 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불안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

타난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81로 나타났다. 

3) 가족변인

 (1) 부모지지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지지를 측정하기 하여 박지원

(1985)의 사회  지지척도에서 문항을 선정하여 구성한 

김주 (2005)의 부모지지척도를 아버지와 어머니를 구분

하여 사용하 다. 본 척도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지지를 

측정하는 같은 내용의 각각 10문항 씩 5  평정척도로 구

성되어 있다. 수가 높을수록 아동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지지를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 나

타난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아버지 .92 어머니 

.92로 나타났다.

 (2) 부부갈등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부부갈등을 측정하기 하여 권

옥과 이정덕(1999)의 부부갈등척도에서 일부 문항을 선

정하여 구성한 박민정(2003)의 척도를 사용하 다. 본 척

도는 부부갈등 시 폭력 사용 여부와 갈등 시 화의 해결

에 계되는 7문항이며 4  평정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정  문항은 역 채 하여 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지각

하는 부모의 부부갈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76으로 나타났다.

4) 교실의 심리사회 환경

아동이 지각한 교실의 심리사회 환경을 측정하기 하

여 Moos(1979)의 교실환경척도(Classroom Environmental 

Scale)를 토 로 등학교 아동에 합하도록 교사지지, 교

우 계, 수업참여  교사통제의 4 하 유형으로 구성한 박

정희(2000)의 교실환경검사를 참조하여 구성하 다. 본 척

도는 각 하 역 5문항씩 모두 20문항으로 ‘정말 아니다’

에서 ‘아주 그 다’의 5  평정척도로 구성하 다. 각 역

에서 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교사로부터 심, 격려와 지

지를 많이 받으며 우 계가 친 하고 우정 계가 좋은 

것으로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 아동은 스스로 수업

에 극 으로 참여하고 학습에 한 흥미와 태도가 좋으

며 교사가 교실규칙에 하여 엄격히 통제하는 것으로 지

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교사지지 .87 교우 계 .87 수업참여 .77 교

사통제 .75로 나타났다. 

3. 연구 차  자료분석

본 연구는 부산시의 S구와 G구의 공립 등학교 2곳을 

임의로 선정하여 각 학교의 5학년과 6학년의 10학 씩 모

두 600여명의 아동을 상으로 실시되었다. 조사자들이 

2005년 12월 둘째 주에서 셋째 주에 걸쳐 각 학교를 방문

하고 먼  담임교사들에게 연구목 과 방법을 설명한 후 

교사들의 조를 얻어 질문지가 배부되고 응답하게 하여 

그 자리에서 회수되었다. 회수된 자료  부실 기재된 자

료는 제외하고 최종 565부가 분석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4.0 통계 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

법으로 통계처리 되었다. 먼  연구 상 아동과 부모의 

일반  특성을 악하기 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고 

연구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구하기 하여 요인분석과 

Cronbach's α계수를 산출하 다. 그리고 아동의 유능감에 

하여 성별 차이를 살펴보기 해 t-검증을, 개인  가

족 변인과 교실의 심리사회  환경의 계를 검토하기 

하여 Pearson의 률상 분석을 실시하 다. 한 아동의 

유능감에 한 개인  가족 변인과 교실의 심리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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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변인 가족변인 교실의 심리사회적 환경

유능감 성취동기
내재적 

통제소재
불안

아버지 

지지

어머니 

지지

부모의 

부부갈등
교사지지 교우관계 수업참여 교사통제

학업
남 .50*** .40*** -.21*** .24*** .24*** -.28*** .24*** .27*** .34*** .01

여 .50*** .32*** -.24*** .24*** .25*** -.22*** .31*** .35*** .28*** .11

사회
남 .43*** .42*** -.18** .38*** .37*** -.33*** .31*** .62*** .29*** -.05

여 .44*** .43*** -.31*** .38*** .46*** -.23*** .35*** .66*** .31*** .10

운동
남 .22*** .20*** -.19** .28*** .17** -.20*** .15* .33*** .16** -.08

여 .25*** .18** -.10 .29*** .26*** -.04 .12 .18** .08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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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성별에 따른 아동의 유능감에 한 개인  가족변인과 교실의 심리사회  환경의 계

성

유능감

남아

M(SD)

여아

M(SD)
t

학업적 유능감 13.15(3.08) 12.60(3.05) 2.127*

사회적 유능감 17.95(3.11) 18.38(3.50) -1.552

운동적 유능감 10.11(3.34)  9.66(3.18) 1.623

*p<.05

<표 2> 성별에 따른 아동의 유능감의 차이

환경의 상  향력을 악하기 하여 다 공선성을 

검토한 후 계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Ⅳ. 결과  해석

1. 성별에 따른 아동의 유능감

아동의 학업, 사회  운동  유능감이 성별에 따라 차

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해 t-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 의하면 아동의 학업  유능감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즉 남아의 학업  유능감이 여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아동의 사회  운동  유

능감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2. 성별에 따른 아동의 유능감과 개인  가족 변인과 

교실의 심리사회  환경의 계

아동의 학업, 사회  운동  유능감에 한 성취동기, 

내재  통제소재와 불안의 개인변인, 부모지지와 부부갈등

의 가족변인  교실의 심리사회  환경과의 계를 살펴

보기 해 남아와 여아를 구분하여 Pearson의 률상 분

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 의하면 남아

와 여아의 학업  유능감과 성취동기(남아; r=.50, p<.001, 

여아; r=.50, p<.001), 내재  통제소재(남아; r=.40, p<.001, 

여아; r=.32, p<.001), 아버지지지(남아; r=.24, p<.001, 여아; 

r=.24, p<.001), 어머니지지(남아; r=.24, p<.001, 여아; 

r=.25, p<.001), 교사지지(남아; r=.24, p<.001, 여아; r=.31, 

p<.001), 교우 계(남아; r=.27, p<.001, 여아; r=.35, 

p<.001), 수업참여(남아; r=.34, p<.001, 여아; r=.28, p<.001)

와는 정 상 계가 나타났다. 그런데 남아와 여아의 학

업  유능감은 불안(남아; r=-.21, p<.001, 여아; r=-.24, 

p<.001), 부모의 부부갈등(남아; r=-.28, p<.001, 여아; 

r=-.22, p<.001)과는 부 상 계가 나타났다. 한 <표 

3>에 의하면 남아와 여아의 사회  유능감과 성취동기(남

아; r=.43, p<.001, 여아; r=.44, p<.001), 내재  통제소재(남

아; r=.42, p<.001, 여아; r=.43, p<.001), 아버지지지(남아; 

r=.38, p<.001, 여아; r=.38, p<.001), 어머니지지(남아; 

r=.37, p<.001, 여아; r=.46, p<.001), 교사지지(남아; r=.31, 

p<.001, 여아; r=.35, p<.001), 교우 계(남아; r=.62, p<.001, 

여아; r=.66, p<.001), 수업참여(남아; r=.29 p<.001, 여아; 

r=.31, p<.001)와는 정 상 계가 나타났다. 그런데 남아

와 여아의 사회  유능감은 불안(남아; r=-.18, p<.01, 여아; 

r=-.31, p<.001), 부모의 부부갈등(남아; r=-.33, p<.001, 여

아; r=-.23, p<.001)과는 부 상 계가 나타났다. 그리고 

<표 3>에 의하면 남아와 여아의 운동  유능감은 성취동

기(남아; r=.22, p<.001, 여아; r=.25, p<.001), 내재  통제소

재(남아; r=.20, p<.001, 여아; r=.18, p<.01), 아버지지지(남

아; r=.28, p<.001, 여아; r=.29, p<.001), 어머니지지(남아; 

r=.17, p<.01, 여아; r=.26, p<.001), 교우 계(남아; r=.33, 

p<.001, 여아; r=.18, p<.01)와는 정 상 계가 나타났다. 

한 남아의 운동  유능감은 교사지지(r=.15, p<.05), 수업

참여(r=.16, p<.01)와 정 상 계가 나타났다. 그런데 남

아의 운동  유능감은 불안(r=-.19, p<.01), 부부갈등(r=-.20, 

p<.001)과는 부 상 계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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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        여아 1 2 3 4 5 6 7 8 9 10 M(SD)

1. 성취동기 1  .33*** -.10  .34***  .35*** -.22**  .37***  .28***  .34***  .18**
48.51

(6.18)

2. 내재적통제소재  .32*** 1 -.34***  .29***  .29*** -.19**  .34***  .37***  .29***  .14*
41.26

(4.70)

3. 불안 -.02 -.25*** 1 -.23*** -.17**  .19** -.21** -.41*** -.33*** 0
12.09

(3.91)

4. 아버지 지지  .35***  .27*** -.20** 1  .56*** -.32***  .35***  .32***  .32*** -.01
39.95

(8.96)

5. 어머니 지지  .34***  .26*** -.08  .55*** 1 -.28***  .36***  .36***  .21**  .08
40.71

(8.74)

6. 부부갈등 -.30*** -.31***  .25*** -.43*** -.22*** 1 -.17** -.16** -.21**  .05
12.22

(3.52)

7. 교사지지  .31***  .30*** -.13*  .32***  .24*** -.31*** 1  .37***  .49*** -.07
16.59

(4.15)

8. 교우관계  .30***  .30*** -.17**  .41***  .32*** -.35***  .41*** 1  .30***  .12*
18.50

(4.60)

9. 수업참여  .09***  .26*** -.27***  .15*  .14* -.28***  .41***  .20** 1 -.09
16.66

(4.07)

10. 교사통제 -.08  .04  .18** -.03  .05  .11 -.19**  .01 -.24*** 1
16.51

(4.14)

M(SD)
47.09

(6.38)

40.16

(5.12)

12.31

(4.08)

35.89

(9.12)

39.45

(8.02)

12.62

(3.83)

15.25

(4.47)

18.40

(4.51)

16.47

(4.38)

18.39

(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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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 독립변인간의 상 계와 평균과 표 편차

즉 남아와 여아의 학업  사회  유능감과 남아의 운

동  유능감은 성취동기가 높을수록, 통제소재가 내재

일수록, 아버지와 어머니의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교실

에서 교사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교우 계가 친 할수

록, 수업에 극 으로 참여할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아의 운동  유능감은 성취동기가 높을수록, 통

제소재가 내재 일수록, 아버지와 어머니의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교우 계가 친 할수록 높게 나타났다. 반면 

남아와 여아의 학업  사회  유능감과 남아의 운동  

유능감은 불안이 높을수록, 부모의 부부갈등을 높게 지각

할수록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성별에 따른 아동의 유능감에 한 개인  가족 변

인과 교실의 심리사회  환경의 상  향력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회귀식의 기본 가정을 충족시

킬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하기 해 먼  각 독립변인간 

상 계를 성별로 분석하 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

다. <표 4>에 의하면 각 독립변인간 상 계수는 남아 .55, 

여아 .56을 넘지 않았으므로 다 공선성의 문제는 은 

것으로 단되었다. 

1) 성별에 따른 아동의 학업  유능감에 한 개인  가족 

변인  교실의 심리사회  환경의 상  향력 

아동의 학업  유능감에 한 개인  가족 변인과 교

실의 심리 사회  환경의 상  향력을 살펴보기 해 

각 변인 군을 독립변인 군으로 묶어 남아와 여아를 구분

하여 계  회귀분석을 실시하 으며 그 결과는 <표 5>

와 같다. 먼  <표 5>에 의해 Durbin-Watson 계수를 살

펴본 결과 1. 90에서 2. 05의 범 로 나타나 오차항간의 

독립을 가정할 수 있었다. <표 5>에 의해 먼  남아의 학

업  유능감에 하여 1단계에서는 개인변인인 성취동기, 

내재  통제소재  불안의 향을 분석한 결과 성취동기

(β=.41, p<.001), 내재  통제소재(β=.24, p<.001), 불안(β

=-.16, p<.01)이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투입된 독립변인들은 학업  유능감을 34% 설명하 다. 2

단계에서는 남아의 학업  유능감에 한 가족변인의 

향을 살펴보기 하여 1단계 회귀분석모델에 아버지 지

지, 어머니 지지, 부부갈등의 가족변인을 추가하여 회귀분

석을 실시하 다. 2단계 회귀분석의 결과 가족변인은 유

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투입된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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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 여아

1단계 2단계 3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Bβ B(β) B(β) B(β) B(β) B(β)

개인변인

성취동기 .20(.41***) .21(.43***) .18(.37***) .22(.45***) .21(.43***) .18(.36***)

내재적통제소재 .14(.24***) .12(.19**) .08(.13*) .09(.14*) .09(.14*) .06(.09)

불안 -.12(-.16**) -.12(-.15**) -.07(-.10) -.10(-.12*) -.09(-.12) -.05(-.06)

가족변인

아버지 지지 -.01(-.04) .01(.02) -.01(-.02) -.02(-.05)

어머니 지지 .01(.03) -.02(-.05) .01(.03) -.01(-.02)

부부갈등 -.06(-.08) -.05(-.07) -.06(-.07) -.07(-.07)

교실환경

교사지지 .03(.04) .06(.09)

교우관계 .03(.05) .09(.14*)

수업참여 .13(.18**) .04(.05)

교사통제 .07(.08) .02(.03)

D-W계수 1.98 2.05 2.02 2.04 1.91 1.90

상수 -.48 1.08 -.63 -.48 -.64 .24

F 44.70*** 19.76*** 12.19*** 34.34*** 16.12*** 10.28***

R² 증가량 .00 .02 .00 .02

R² .34 .34 .36 .30 .30 .32

D-W : Durbin-Watson 계수   *p<.05,  **p<.01,  ***p<.001

<표 5> 성별에 따른 아동의 학업  유능감에 한 개인  가족 변인과 교실환경의 계  회귀분석

변인들은 남아의 학업  유능감을 34%를 설명하 다. 3단

계에서는 남아의 학업  유능감에 한 교실의 심리사회

 환경의 향을 분석한 결과 교실에서의 수업참여(β

=.18, p<.01)가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단계에서 투입된 독립변인들은 남아의 학업  유능감을 

36%를 설명하여 2단계보다 2%가 증가되었다. 결과 으로 

남아의 학업  유능감을 가장 잘 측하는 변인은 개인변

인인 성취동기(β=.37, p<.001)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 교실

에서의 수업참여(β=.18, p<.01), 개인변인인 내재  통제

소재(β=.13, p<.05)로 나타났다. 다음 <표 5>에 의해 여아

의 학업  유능감에 하여 1단계에서는 개인변인인 성취

동기, 내재  통제소재  불안의 향을 분석한 결과 성

취동기(β=.45, p<.001), 내재  통제소재(β=.14, p<.05), 불

안(β=-.12, p<.05)이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투입된 독립변인들은 학업  유능감을 30% 설명하

다. 2단계에서는 여아의 학업  유능감에 한 가족변

인의 향을 살펴보기 하여 1단계 회귀분석모델에 아버

지 지지, 어머니 지지, 부부갈등의 가족변인을 추가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2단계 회귀분석의 결과 가족변인

은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투입된 

독립변인들은 남아의 학업  유능감을 30%를 설명하 다. 

3단계에서는 여아의 학업  유능감에 한 교실의 심리사

회  환경의 향을 분석한 결과 교실에서의 교우 계(β

=.14, p<.05)가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단계에서 투입된 독립변인들은 여아의 학업  유능감을 

32%를 설명하여 2단계보다 2%가 증가되었다. 결과 으로 

여아의 학업  유능감을 가장 잘 측하는 변인은 개인변

인인 성취동기(β=.36, p<.001)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 교실

에서의 교우 계(β=.14, p<.05)로 나타났다. 이로써 남아

와 여아의 학업  유능감에 공통 으로 개인변인인 성취

동기가 가장 요한 측변인이며 그 다음 남아의 경우 

수업참여와 내재  통제소재가, 여아의 경우 교우 계가 

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2) 성별에 따른 아동의 사회  유능감에 한 개인  가족 

변인과 교실의 심리사 회  환경의 상  향력 

아동의 사회  유능감에 한 개인  가족 변인과 교

실의 심리사회  환경의 상  향력을 살펴보기 해 

각 변인 군을 독립변인 군으로 묶어 남아와 여아를 구분

하여 계  회귀분석을 실시하 으며 그 결과는 <표 6>

과 같다. <표 6>에 의해 Durbin-Watson 계수를 살펴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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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 여아

1단계 2단계 3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B(β) B(β) B(β) B(β) B(β) B(β)

개인변인

성취동기 .17 (.35***) .15 (.32***) .10 (.21**) .19 (.35***) .15 (.26***) .10 (.18***)

내재적통제소재 .17 (.28***) .09 (.15*) .07 (.12*) .19 (.26***) .15 (.20**) .09 (.13*)

불안 -.12(-.15**) -.08(-.10) -.02(-.03) -.15(-.16**) -.12(-.14*) .02 (.03)

가족변인

아버지 지지 .01 (.03) .00 (.01) .02 (.05) .02 (.04)

어머니 지지 .06 (.15*) .03 (.08) .10 (.26***) .06 (.14*)

부부갈등 -.10(-.13*) -.03(-.04) -.02(-.02) -.02(-.02)

교실환경

교사지지 -.03(-.04) -.03(-.03)

교우관계 .31 (.45***) .41 (.54***)

수업참여 .07 (.10) .00 (.00)

교사통제 -.02(-.02) -.03(-.03)

D-W계수 1.96 1.78 1.82 1.93 1.95 1.90

상수 4.40 6.94 3.81 3.15 2.38 .02

F 39.52*** 18.22*** 19.19*** 36.68*** 24.18*** 30.33***

R² 증가량 .01 .15 .08 .19

R² .31 .32 .47 .31 .39 .58

D-W : Durbin-Watson 계수    *p<.05,  **p<.01,  ***p<.001

<표 6> 성별에 따른 아동의 사회  유능감에 한 개인  가족 변인과 교실환경의 계  회귀분석

결과 1. 78 에서 1. 96의 범 로 나타나 오차항간의 독립

을 가정할 수 있었다. <표 6>에 의해 먼  남아의 사회  

유능감에 하여 1단계에서는 개인변인인 성취동기, 내재

 통제소재  불안의 향을 분석한 결과 성취동기(β

=.35, p<.001), 내재  통제소재(β=.28, p<.001), 불안(β

=-.15, p<.01)이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투입된 독립변인들은 사회  유능감을 31% 설명하 다. 2

단계에서는 남아의 사회  유능감에 한 가족변인의 

향을 살펴보기 하여 1단계 회귀분석모델에 아버지 지

지, 어머니 지지, 부부갈등의 가족변인을 추가하여 회귀분

석을 실시하 다. 2단계 회귀분석의 결과 어머니 지지(β

=.15, p<.05), 부부갈등(β=-.13, p<.05)이 유의한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 투입된 독립변인들은 

남아의 사회  유능감을 32%를 설명하여 1단계보다 1% 

증가하 다. 3단계에서는 남아의 사회  유능감에 한 

교실의 심리사회  환경의 향을 분석한 결과 교실에서

의 교우 계(β=.45, p<.001)가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 투입된 독립변인들은 남아의 사

회  유능감을 47%를 설명하여 2단계보다 15%가 증가되

었다. 결과 으로 남아의 사회  유능감을 가장 잘 측

하는 변인은 교실에서의 교우 계(β=.45, p<.001)로 나타

났으며 그 다음 개인변인인 성취동기(β=.21, p<.01), 내재

 통제소재(β=.12, p<.05)의 순으로 남아의 사회  유능

감을 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표 6>에 의해 여

아의 사회  유능감에 하여 1단계에서는 개인변인인 성

취동기, 내재  통제소재  불안의 향을 분석한 결과 

성취동기(β=.35, p<.001),내재  통제소재(β=.26, p<.001), 

불안(β=-.16, p<.01)이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투입된 독립변인들은 사회  유능감을 31% 설명

하 다. 2단계에서는 여아의 사회  유능감에 한 가족

변인의 향을 살펴보기 하여 1단계 회귀분석모델에 아

버지 지지, 어머니 지지, 부부갈등의 가족변인을 추가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2단계 회귀분석의 결과 어머니 

지지(β=.26, p<.001)가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2단계에서 투입된 독립변인들은 여아의 사회  유

능감을 39%를 설명하여 1단계보다 8% 증가하 다. 3단계

에서는 여아의 사회  유능감에 한 교실의 심리사회  

환경의 향을 분석한 결과 교실에서의 교우 계(β=.54, 

p<.001)가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

에서 투입된 독립변인들은 여아의 사회  유능감을 58%

를 설명하여 2단계보다 19%가 증가되었다. 결과 으로 여

아의 사회  유능감을 가장 잘 측하는 변인은 교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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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 여아

1단계 2단계 3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B(β) B(β) B(β) B(β) B(β) B(β)

개인변인

성취동기 .11 (.20**) .08 (.14*) .07 (.12) .11 (.21**) .08 (.15*) .10 (.19*)

내재적통제소재 .07 (.10) .01 (.02) .02 (.03) .06 (.09) .06 (.09) .08 (.12)

불안 -.13(-.15*) -.09(-.11) -.08(-.09) -.05(-.06) -.03(-.04) -.03(-.03)

가족변인

아버지 지지 .07 (.20*) .05 (.14) .08 (.23**) .09 (.24**)

어머니 지지 0 .01 (.02) .02 (.05) .02 (.05)

부부갈등 -.07(-.08) -.04(-.04) .10 (.11) .10 (.11)

교실환경

교사지지 -.08(-.10) -.06(-.07)

교우관계 .17 (.22**) .05(-.07)

수업참여 .02 (.03) -.06(-.08)

교사통제 -.07(-.08) -.07(-.09)

D-W계수 1.91 1.87 1.90 2.02 2.03 2.04

상수 3.84 5.33 4.44 2.62 -.78 -.57

F 9.93*** 6.07**** 4.70*** 6.40*** 5.98*** 3.95***

R² 증가량 .04 .04 .07 .01

R² .10 .14 .18 .07 .14 .15

D-W : Durbin-Watson 계수   *p<.05,  **p<.01,  ***p<.001

<표 7> 성별에 따른 아동의 운동  유능감에 한 개인  가족 변인과 교실환경의 계  회귀분석

의 교우 계(β=.54, p<.001)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 개인변

인인 성취동기(β=.18, p<.001), 가족변인인 어머니 지지(β

=.14, p<.05), 개인변인인 내재  통제소재(β=.13, p<.05)의 

순으로 여아의 사회  유능감을 측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로써 남아와 여아의 사회  유능감에 공통 으로 

교실의 심리사회  환경인 교우 계가 가장 요한 측

변인이며 그 다음 남아의 경우 성취동기, 내재  통제소

재가, 여아의 경우 성취동기, 어머니지지, 내재  통제소

재의 순으로 요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성별에 따른 아동의 운동  유능감에 한 개인  가족 

변인과 교실의 심리사회  환경의 상  향력 

아동의 운동  유능감에 한 개인  가족 변인과 교실

의 심리 사회  환경의 상  향력을 살펴보기 해 각 

변인 군을 독립변인 군으로 묶어 남아와 여아를 구분하여 

계  회귀분석을 실시하 으며 그 결과는 <표 7>과 같

다. <표 7>에 의해 Durbin-Watson 계수를 살펴본 결과 1. 

87 에서 2.04의 범 로 나타나 오차항간의 독립을 가정할 

수 있었다. <표 7>에 의해 먼  남아의 운동  유능감에 

하여 1단계에서는 개인변인인 성취동기, 내재  통제소재 

 불안의 향을 분석한 결과 성취동기(β=.20, p<.01)와 불

안(β=-.15, p<.05)이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투입된 독립변인들은 운동  유능감을 10% 설명하 다. 

2단계에서는 남아의 운동  유능감에 한 가족변인의 

향을 살펴보기 하여 1단계 회귀분석모델에 아버지 지지, 

어머니 지지, 부부갈등의 가족변인을 추가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2단계 회귀분석의 결과 아버지 지지(β=.20, 

p<.05)가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

서 투입된 독립변인들은 남아의 운동  유능감을 14%를 설

명하여 1단계보다 4% 증가하 다. 3단계에서는 남아의 운

동  유능감에 한 교실의 심리사회  환경의 향을 분

석한 결과 교실에서의 교우 계(β=.22, p<.01)가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 투입된 독립변인

들은 남아의 운동  유능감을 18%를 설명하여 2단계보다 

4%가 증가되었다. 결과 으로 남아의 운동  유능감을 가

장 잘 측하는 변인은 교실에서의 교우 계(β=.22, p<.01)

로 나타났다. 다음 <표 7>에 의해 여아의 운동  유능감에 

하여 1단계에서는 개인변인인 성취동기, 내재  통제소

재  불안의 향을 분석한 결과 성취동기(β=.21, p<.01)가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투입된 독립변인

들은 운동  유능감을 7% 설명하 다. 2단계에서는 여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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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유능감에 한 가족변인의 향을 살펴보기 하여 

1단계 회귀분석모델에 아버지 지지, 어머니 지지, 부부갈등

의 가족변인을 추가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2단계 회

귀분석의 결과 아버지 지지(β=.23, p<.01)가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 투입된 독립변인들은 

여아의 운동  유능감을 14%를 설명하여 1단계보다 7% 증

가하 다. 3단계에서는 여아의 운동  유능감에 교실의 심

리사회  환경은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3단계에서 투입된 독립변인들은 운동  유능감을 

15%를 설명하 다. 결과 으로 여아의 운동  유능감을 가

장 잘 측하는 변인은 아버지의 지지(β=.24, p<.01)로 나타

났으며 그 다음 성취동기(β=.19, p<.05)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남아와 여아의 운동  유능감에 향을 미치는 가

장 요한 변인은 남아와 여아의 경우가 다르게 나타났음

을 알 수 있다. 남아의 경우 교실의 심리사회  환경인 교

우 계가, 여아의 경우 가족변인인 아버지지지가 요한 

측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여아의 경우 개인변인

인 성취동기도 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Ⅴ. 논의  결론

본 연구는 등학교 5학년과 6학년 아동을 상으로 

유능감에 한 성취동기, 내재  통제소재와 불안의 개인

변인  부모지지, 부모의 부부갈등의 가족변인과 교실의 

심리사회  환경의 계를 살펴보고 이들 변인들의 상

 요성을 성별에 따라 살펴보는데 목 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 결과를 선행연구와 련지어 논의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업  유능감은 남아가 여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회  운동  유능감은 남아와 여아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아의 학

업능력이 여아보다 높다는 연구결과(서미정, 김경연, 2000; 

한종혜, 1996)와 사회  능력에서의 성별차이가 없다고 한 

연구(공인숙, 1989; 이주리, 1994; 서미정, 김경연, 2000; 한

종혜, 1996)와 운동  유능감에서 성별차이가 없다는 연구

(강민주, 1993; 정 희, 정순화, 2007)와 일치하 다. 그러

나 학업  유능감의 성차가 없다는 연구(정 희, 정순화, 

2007), 운동  유능감의 성차를 보고한 연구(공인숙, 1989; 

이주리, 1994; 서미정・김경연, 2000)와는 일치하지 못하

다. 이처럼 유능감의 성차를 살펴본 연구들은 일치된 결

과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한 이유는 단정짓기 

어려우나 각 연구의 상과 연구시기 등의 차이로 인한 

결과로 생각된다. 이러한 을 고려한 후속연구가 이루어

져 아동의 유능감에 한 성별차이의 결과가 일반화되어

야 한다고 본다. 

둘째, 남아와 여아 모두 성취동기가 높을수록 학업, 사

회  운동  유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

과는 아동의 성취동기와 학업, 사회  운동  유능감과 

정  상 계가 나타났다는 연구(이경님, 2006), 아동의 

성취동기와 자아존 감 간에 유의 상 이 나타났다는 연

구(김주 , 2005)와 일치하 다. 이로써 아동의 성취동기

가 높을수록 유능감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성취동기

가 높은 아동이 자신의 능력에 자신감을 가지고 성취수행

과 능력간의 계를 확신하며 자신에 한 정 인 평가

를 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McClelland, 1961). 한 아

동의 통제소재가 내재 일수록 학업, 사회  운동  유

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재  통재소재의 

아동이 사회, 신체  행동의 유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난 연구(박수남, 1990), 성공의 원인을 내재 으로 지각한 

아동이 학업, 사회  운동 역의 유능감이 높다는 연구

(서미정, 김경연, 2000)와 일치하 다. 이러한 연구결과들

의 일치로 내재  통제소재는 유능감과 한 련이 있

음을 알 수 있다. 이에 한 이유로는 행동결과의 원인을 

내재 인 것으로 지각하여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아동은 자신의 능력에 한 믿음을 가지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아동의 불안은 남아와 여아의 학업, 사회

 유능감  남아의 운동  유능감과 부 계가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불안과 유능감의 체 역과 

부 인 상 계가 나타난 연구(박정아, 2003)와 맥락을 

같이 하 다. 즉 아동의 높은 불안은 아동의 자신감을 

해하며 능력을 발휘하는데 부정 인 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의 불안이 높을수록 유능감이 낮아짐을 

알 수 있다. 남아와 여아 모두 부모의 지지를 높게 지각할

수록 학업, 사회  운동  유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부모의 지지와 아동의 자아존 감과 정 인 

계가 나타났다는 연구(김연희, 박경자, 2001)와 일치하

으며 어머니의 애정  양육행동이 아동의 자아존 감의 

모든 하 역과 정 인 계가 있다는 연구(이숙, 최정

미, 2003)와도 맥락을 같이 하 다. 이는 부모의 정서  

지지를 경험하는 아동이 자신에 하여 정 으로 지각

하며 자신의 능력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부모의 부부갈등은 남아와 여아의 학업, 사회  유

능감  남아의 운동  유능감과 부  계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부부갈등을 높게 지각한 아동이 학

업, 사회, 신체, 행동  반  유능감이 낮았다는 연구

(박정아, 2003)와 일치하 다. 이는 부모의 부부갈등이 아

동의 유능감 발달에 험한 요인임을 의미한다. 남아와 

여아 모두 교사의 지지가 높을수록 교우 계가 친 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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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수업에 극 으로 참여할수록 학업  사회  유능감

이 높게 나타났다. 한 남아의 경우 교사의 지지가 높을

수록 교우 계가 친 할수록 수업에 극 으로 참여할수

록 여아의 경우 교우 계가 친 할수록 운동  유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에서는 아동의 

유능감과 교실의 심리사회  환경의 계를 살펴본 연구

는 없어 비교하기 어려우나 학생들이 교실에서 지각한 교

사지지, 개방  의사소통 등의 심리사회  환경과 자아존

감의 정 인 계를 보고한 연구(Moos & Trickett, 

1987)와 아동의 자아존 감의 요한 측요인으로 학교

분 기, 교사평가 등의 학교경험을 지 한 연구(Hoge & 

Smit, 1990)와 맥을 같이 하 다. 한 아동이 지각하는 

교실의 심리사회  특성이 아동의 학습태도, 자신감  

안정감, 행동과 응에 향을 미친다는 연구(Trickett & 

Moos, 1973)와도 유사하 다. 이로써 아동이 지각하는 교

실의 심리사회  환경과 유능감은 한 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한 이유로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

다. 즉 유능감은 아동이 성장하고 생활하는 환경에 의해 

결정 인 향을 받는다. 교실은 아동이 하루의 부분의 

시간을 생활하는 곳으로 교사의 인정과 따뜻한 지지, 

래와의 친 한 계, 극 인 수업참여는 아동으로 하여

 학교생활에 자신감을 갖게 하고 스스로 가치있고 능력

있다고 지각하는데 정 인 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아동의 유능감에 향을 주는 련변인들의 요

성은 유능감의 하 요인에 따라 차이를 보 으며, 성별에 

따라 구분해보면 공통되는 변인이 나타나기도 하 으나 

차이가 나는 변인도 발견되었다. 먼  아동의 학업  유

능감에 남아와 여아의 경우 공통 으로 성취동기가 가장 

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취동기가 청소

년의 학업  자아개념과 가장 높은 상 이 나타났다는 연

구(김주년, 1994)와 일치하 다. 이처럼 성취동기와 학업

 자아개념과의 계에 한 일치된 결과에 한 이유로

는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즉 높은 성취동기의 개인

들은 자신의 능력과 성취수행과는 높은 상 이 있다고 믿

고 과제수행에 극 으로 노력한다(McClelland 1961). 특

히 아동에 있어 과제수행은 부분 학업과 련이 있으므

로 학업  자아개념에 성취동기는 특히 한 련이 있

는 것으로 유추된다. 다음 남아와 여아의 사회  유능감

에 가장 요한 요인으로 교실에서의 교우 계가 나타났

다. 이로써 교실에서 친구로부터 지지와 인정을 받고 친

구 계에 만족하는 아동이 자신의 사회  능력에 하여 

정 으로 지각하며 높게 평가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

로 아동이 교실에서 래로부터 인정과 지지를 받고 친

감을 지각할 수 있도록 함께 상호작용하는 시간을 많이 

배려하는 것도 아동의 사회  유능감을 높일 수 있는 방

안이 될 수 있으리라 유추된다. 특히 학령기 후기 아동의 

경우 래 계가 그들의 발달과 응에 매우 요함을 감

안할 때 교실에서의 바람직한 교우 계에 하여 부모나 

교사는 극 으로 심을 가지고 배려하는 한편 이에 

한 지도와 교육을 활성화하여 아동의 사회  능력과 자신

감의 발달을 도울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남아와 

여아의 운동  유능감에 가장 요한 변인은 다르게 나타

났다. 즉 남아의 경우 교우 계가, 여아의 경우 아버지 지

지가 운동  유능감에 가장 요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아의 경우 체로 운동을 잘하고 자신감을 

가지는 아동이 래로부터 인정받고 인기가 있으며 래

계에서도 리더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에 미루

어 볼 때 남아의 교실에서의 교우 계는 남아의 운동  

유능감과 가장 한 계가 나타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여아의 경우 아버지 지지가 운동  유능감에 가장 

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지지는 남아의 운동

 유능감에 한 향이 나타났지만 교우 계에 비하여 

요성이 낮았다. 아버지의 지지와 아동의 운동  유능감

의 한 계에 하여 다음과 같이 유추할 수 있다. 즉 

부모의 인정과 지지는 아동의 안정감과 자신감의 발달에 

도움이 되며 특히 아버지는 아동과 신체활동이나 운동을 

함께 하면서 상호작용하는 시간이 많으므로 아동의 운동

 유능감과 한 련이 있다고 본다. 특히 여아의 경

우 동성인 친구 보다는 아버지가 운동능력발달의 모델이 

될 수 있으므로 아버지의 지지가 여아의 운동  유능감에 

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리라 유추된다. 본 연구의 결과

와 선행연구를 련지어 얻은 주요한 결론은 다음과 같

다. 아동의 유능감에 성취동기, 내재  통제소재, 부모지

지, 교실에서의 교사지지, 친 한 교우 계, 극 인 수

업참여는 체로 정  향을 불안과 부모의 부부 갈등

은 부정  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아동의 유능

감에 가장 요한 향을 미치는 변인은 유능감의 하  

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즉 남아와 여아 모두 공통

으로 학업  유능감의 경우 성취동기가 사회  유능감

의 경우 교실에서의 교우 계가 가장 요한 측 변인임

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운동  유능감의 경우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 는데 남아의 경우 교실에서의 교우 계가 여

아의 경우 아버지 지지가 요한 측 변인임을 알 수 있

다.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 한 제한 과 후속 연

구를 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

의 유능감에 개인  가족 변인과 교실환경의 요성을 

분석하고자 시도되었으나 선행연구에서 제시되었던 다양

한 변인을 모두 포함하지는 못하 다. 후속 연구에서는 

좀 더 보완된 개인  환경 변인들이 포함되어 아동의 유

능감에 향을 미치는 련변인들에 한 종합 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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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유

능감에 한 개인  가족 변인과 교실의 심리사회  환

경의 계에 한 경로를 밝히지는 못하 다. 즉 아동의 

개인  특성, 가족 변인과 교실환경이 상호작용하여 유능

감에 향을 미칠 수도 있으나 이에 한 분석은 하지 못

하 다. 그러므로 아동의 유능감에 한 련변인들의 인

과 계에 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주제어 : 유능감, 성취동기, 불안, 부모의 지지와 부부

갈등, 교실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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