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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7

학부모 양육태도가 초등영재교육대상자와 일반학생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이초록, 권치순

(서울교육대학교)

I. 서론

세계 각국은 정보화 시대로의 변화를 대비하여 국가의 장래를 이끌어 갈 우수
한 인재를 길러내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2000년 1월
에 영재교육진흥법을 제정․공포하였고, 2002년에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을 공포하
였다.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나 개인의 교육받을 권리를 위해서도 이제 영재교육
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영재교육을 이야기하기는 쉽지만 실제로 영재를 길러내는 것은 쉽지 않
은 일이다. 영재에 대한 정의 자체도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며, 영재로 추정되어지
는 이들을 막상 교육하고자 할 때에도 교육의 범위와 방법이 기존의 교육과 어떻
게 달라야 할지 학계가 구체적으로 합의한 내용은 극히 적은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영재교육 기관들은 객관성 확보 등의 이유로 아직 학업성취도 등 
지적 능력을 근거로 하여 교육대상자를 선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영
재의 성취는 지적 능력 뿐 아니라 여러 정의적 특성에도 영향을 받는다. 지적 능
력만으로는 영재의 성취를 예측하기란 어려우며 지능보다는 오히려 자아개념 및 
자아존중감, 또는 동기나 성취 욕구와 같은 성격적이 면이 앞으로의 성공과 성취
에 큰 영향을 끼친다(김홍원 외, 2003).

영재가 타고나는 것인지 만들어지는 것인지는 아직 확실히 단언하기 어렵지만 
양쪽 모두 학생에 영향을 끼치는 변인 중 부모가 차지하는 비중은 커 보인다. 비
록 학생의 영재성이 후천적이라 하더라도 태어나고 자란 가정환경에 의해 절대적
인 영향을 받으며, 이러한 가정환경은 그 부모에 의해 형성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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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영재성을 보인다고 판단되어 교육받고 있는 영재교육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현재 혹은 앞으로의 높은 성취에 결정적인 정서적 요소를 
자아존중감으로 보고, 이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가정환경 중 부모의 양육태
도에 주목하였다. 가정환경 중 영재교육대상자들이 인지하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일반학생의 부모와 비교하고 자아존중감과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서 학생들의 자아
존중감 형성 및 부모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Ⅱ. 연구 방법 및 절차

1. 연구대상
영재교육대상자의 자아존중감과 그 부모의 양육방법을 측정하기 위하여 S교육

대학교 영재교육원, 서울시내 3개 교육청 영재원에 다니는 4～6학년 학생 340명
과 서울시내 3개 초등학교 다니는 4～6학년 학생 316명 총 65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의 대표성을 위하여 서로 다른 교육청과 지역에서 학교를 선정
하였다. 

 
2.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자아존중감과 자녀가 느끼는 부모의 양육태도 설문지로 영재교육대

상자와 일반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부모의 양육태도를 비교하였다. 이 중 영재교
육대상자와 일반학생 각 6명의 학생을 추출하여 면담 조사를 병행하였다.

가. 연구 도구 
  1) 자아존중감 
본 연구에서는 학생의 자아존중감을 알아보기 위한 도구로 Coopersmith와 

Pope(1967), Mchaleale과 Chaighead(1988) 등의 연구를 참조하여 최보가와 전
귀연(1993)이 연구 개발한 자아존중감 척도를 반복되는 문항을 간추려 사용하였
다. 

자아존중감 척도는 총 24문항으로 구성되며 하위척도로 자기 자신에 대한 일반
적이고 전반적인 평가에 근거하는 ‘총체적 자아존중감’, 다른 사람의 친구로서 자
기 자신에 대해 느끼는 감정을 포함하는 ‘사회적 자아존중감’, 가족 구성원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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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 대하여 느끼는 감정을 반영하는 ‘가정에서의 자아존중감’, 학업적 평가는 
물론 학교생활에서 자신이 느끼는 유능함 등을 측정하는 ‘학교에서의 자아존중감’
의 4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양육태도
부모의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오성심과 이종승(1982)이 제작한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검사를 애정-적대, 자율-통제, 성취-비성취, 합리-비
합리 4개 영역에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구분하여 총 16문항으로 수정하
여 사용하였다. 각 차원의 특징에 대해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나. 연구 절차
본 연구는 2010년 1월 설문지의 신뢰도와 사전 연구를 위하여 S교육대학교 영

재교육원생 4～6학년 85명 대상으로 1차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신뢰도 조사를 
위하여 Cronbach α 검사를 이용하였다. 1차 예비조사에서 전체 신뢰도는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으나 요인별 신뢰도에서 낮게 나온 항목이 있어 항목별 문항 일부
를 수정 보완하여 2차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같은 항목에 대해서도 집
단에 따라 신뢰도가 큰 차이가 날 수 있음이 드러나, 신뢰도가 낮게 나온 요인의 
일부 문항을 삭제하여 수정한 설문지를 본 조사에 적용하였다. 

사전조사를 통해 수정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S교육대학교 영재교육원 4～6학년 
학생 119명과 서울시내 초등학교 영재원에 다니는 4～6학년 학생들 255명으로 
구성된 총 374명의 영재교육대상자와 서울시내 3개 초등학교에 다니는 4～6학년 
일반학생 387명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 검사와 자녀가 인지하는 부모의 양육태
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 설문지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88, 부모의 양육태도는 .81이었다. 

설문지조사를 통해 영재교육대상자와 일반학생의 의미 있는 차이점을 선별한 
후 각 집단의 대표성이 있는 학생을 추출하여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면담 내용
은 통계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하여 자아존중감과 부모 양육태도 중 자세히 연구할 
필요가 있는 항목을 분석․적용하였다. 

다.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i-STATistics를 사용하여 Cronbach α 검사를 이용하여 신뢰

도 분석을 실시하였고, 영재교육대상자와 일반학생의 자아존중감과 학부모 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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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 비교를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의미 있는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이
원분산분석(Two Way Analysis Of Variation)을 이용하였다. 양육태도와 자아존
중감간의 상관, 자아존중감 내 하위척도간의 상관을 밝히기 위해 Pearson 적률 
상관계수를 산출하여 살펴보았다. 자아존중감에 대한 여러 변인의 영향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하였다. 통계적
으로 유의한 판단 수준은 95% (p < 0.05)와 99%(p < 0.01), 99.9%(p < 
0.001)의 세 가지 수준을 사용하였다. 

Ⅲ. 연구 결과 및 논의

1. 영재교육대상자와 일반학생의 자아존중감

가. 성별에 따른 영재교육대상자와 일반학생의 자아존중감
성별에 따른 차이를 제외한 결과를 살펴봄과 동시에 성별과 영재교육대상자 여

부의 상호작용에 따라 자아존중감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이원분산분석
결과, 영재교육대상자와 일반학생간에 자아존중감 전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p < 
0.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사회적 자아존중감과 학교에서의 자아존중감이 p < 0.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특이할만한 사항은 사회적 자아존중감과 가정
에서의 자아존중감이 성별과 영재교육대상자 여부의 상호작용에 의해 유의한 상
관관계가 있었다는 점이다(p < 0.05). 영재교육대상자이면서 동시에 여학생인 경
우 사회적 자아존중감과 가정에서의 자아존중감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 학년에 따른 영재교육대상자와 일반학생의 자아존중감
학년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차이를 배재한 영재교육대상자와 일반학생의 차이를 

확인하고 학년별 자아존중감을 비교해보았다. 분석결과 전 학년에 걸쳐 영재교육
대상자와 일반학생간에 자아존중감이 모든 하위척도에서 통계적으로 p < 0.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모두 학년에 따라 가정에서의 자아존중감(p < 0.01)과 학교에서의 자
아존중감(p < 0.05)이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학년이 높아질수록 가정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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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존중감은 낮았으며 학교에서의 자아존중감이 높았다. 

다. 영재교육대상자와 일반학생의 자아존중감 면담 조사
영재교육대상자들은 일반학생에 비해 자신의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모습을 모두 

성취와 관련하여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에 대해 실망했을 때도 그 원인
을 스스로에게서 찾았으며 ‘실수’였다고 자주 표현하였다. 

영재B: 음..수학, 이번, 오늘요. 수학 시험을 쳤는데, 어이없게도 실수를 했어요. 여섯 개인
데 다섯 개로 써가지구. 그때 엄청 후회됐어요.  

영재C: 되게 쉬운 문제인데 검산을 한 번 안 해가지구 틀렸을 때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영재D: 시험을 봤는데 틀린 게 다 실수였을 때요. 

일반G: 애들이랑 싸운 적이 있는데, 싸우다가 혼났어요. -중략- 태권도 다니는데 8시 반 
부나 그런게 있어요. 하루 동안 7시 부만 나오래요. 그런데 8시 반에 연습하러 나
가서 되게 혼났어요. 

일반I: 제 엄마, 아빠가 동생말만 들어주시고 -중략- 그리고 제가 잘못한 거 아닌데 저만 
혼내시고 그럴 때요. 

일반K: 엄마 몰래 무슨 일 저질렀을 때? -중략- 말썽피우거나 뭐 그럴 때. 

영재교육대상자는 일반학생에 비해 성취지향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영재교육대상자와 부모의 성취기준이 높은 점과 맥락을 같이 한다. 
따라서 영재교육에 있어서는 학생들과 부모의 성취지향적인 경향을 충족시키되 
적절한 수준을 찾는 교육설계가 중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영재교육대상자들은 또한 자신의 부정적인 모습도 실수이며 다시 그런 일이 일
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표현하였다. 반면 일반학생들은 자
신이 바꿀 수 없는 상황을 더 많이 설명하였다. 이는 영재교육대상자들이 일반학
생에 비해 내적 통제성이 더 발달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영재교육에서는 이들의 성취지향성과 내적 통제성을 적용할 필요가 있
으나, 동시에 과업에 있어 실패를 반복한다면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인 자아상을 
더 쉽게 갖게 될 수도 있으므로 적절한 수준으로 조절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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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재교육대상자와 일반학생 부모의 양육태도

가. 성별에 따른 영재교육대상자와 일반학생 부모의 양육태도
성별에 따른 차이를 제외한 결과를 살펴봄과 동시에 성별과 영재교육대상자 여

부의 상호작용에 따라 양육태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성별과 영재교
육대상자 여부를 독립변수로 두고 이원분산분석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성별에 
상관없이 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는 영재교육대상자와 일반학생간에 모
든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자율-
통제 영역(p < 0.01)을 제외한 모든 영역의 유의수준은 p < 0.001 이었다. 영재
교육대상자는 일반학생에 비해 부모가 더 수용적이고,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며, 
높은 기대롤 가지고 달성하기를 격려하고, 매사 이유를 중시한다고 느끼는 경향
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영재교육대상자와 일반학생 모두 성별에 따라 부모의 양육태도를 다르게 
느끼는 경향이 있었는데,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해 아버지가 애정적이며, 자율
적인 태도를(p < 0.01) 보이며 합리적(p < 0.001)으로 대한다고 생각하고 있었
다. 어머니 역시 딸에게 더 자율적이며 합리적(p < 0.01)으로 대한다고 생각되고 
있었다. 

나. 학년에 따른 영재교육대상자와 일반학생 부모의 양육태도
학년과 영재교육대상자 여부에 따른 부모 양육태도를 이원분산분석한 결과 성

별과 마찬가지로 4, 5, 6학년 모두 영재교육대상자는 일반학생에 비해 모든 영역
에서 부모의 양육태도를 더 긍정적으로 느끼고 있었다(p < 0.001). 단, 다른 영
역에 비해 어머니의 자율-통제 영역은 통계적으로 의미 있으나 유의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05). 이는 우리나라의 자녀양육방식으로 볼 때 대부분 어
머니가 자녀의 양육을 도맡아 하는 경우가 많으며, 연구 대상자가 초등학생이라
는 점에서 영재교육대상자와 일반학생 모두 어머니의 자율-통제적 태도는 다른 
영역에 비해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예상되어 후의 질적연구의 주제로 
설정하여 연구하였다. 

3. 양육태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가.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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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교육대상자가 일반학생에 비해 통계적으로 자아존중감이 더 높으며 부모의 
양육태도도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양 집단의 부모 양육태도가 실제
로 자아존중감과 관련이 있는지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자아존중감과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608, 자아존중감과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605로 높은 정적상관관계
를 보였다. 자아존중감과 부모 양육태도 영역별 상관분석에서도 .431～.608의 상
관관계를 보였다. 

그러나 부모의 양육태도 어느 영역도 학교에서의 자아존중감과는 의미 있는 상
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학교에서의 자아존중감은 자아존중감 내 영역별 상관분
석에서 역시 어느 영역과도 의미있는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음으로서, 부모의 양
육태도가 아닌 다른 차원의 변수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부모의 양육태도 영향 
자아존중감이 부모의 양육태도 각 척도별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성별, 학년, 영재교육대상자 여부 등의 개인 내 변수에 의해 자아존중감이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특히 본 연구의 대상 집단 중 일반학생 집단은 성비가 거의 
동일하였으나 (남학생 148명, 여학생 168명) 영재교육대상자 집단은 남학생이 
여학생의 두 배에 이르렀다(남학생 221명, 여학생 119명). 또한 일부 무학년제로 
운영되는 영재교육원의 특성상 6학년의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4학년 101명, 5학
년 245명, 6학년 310명). 따라서 성별, 학년, 영재교육 여부 등의 개인 내 변수
에 의해 받는 영향력을 통제하고 부모의 양육태도 각 척도가 갖는 자아존중감에 
대한 설명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자아존중감에 
대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설명을 할 수 있는 변수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영재교
육대상자 여부였다(p < 0.001). 

부모 양육태도의 각 영역이 자아존중감에 주는 영향을 좀 더 자세히 분석하기 
위하여 실시한 중다회귀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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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39.161 2.618 14.961*** 0.000
부애정-적대  3.17 0.180  0.179  1.756 0.079
부자율-통제  0.784 0.195  0.181  4.028*** 0.000
부성취-미성취  0.710 0.168  0.177  4.231*** 0.000
부합리-비합리 -0.034 0.189 -0.008 -0.178 0.858
모애정-적대  0.745 0.194  0.170  3.835*** 0.000
모자율-통제  0.108 0.193  0.025  0.557 0.577
모성취-미성취  0.402 0.182  0.093  2.209* 0.027
모합리-비합리  0.594 0.189  0.148  3.140** 0.001
영재교육여부 -5.494 0.639 -0.249 -8.598*** 0.000

<표 Ⅲ-1> 자아존중감에 대한 양육태도 변수 영역별 설명력

* p < 0.05, ** p < 0.01, *** p < 0.001
R = .715   R2= .511 

다.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부모의 양육태도 영향 면담조사
  1) 부모와의 의사소통
영재교육대상자와 일반학생의 면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부모 양육태도의 차

이점은 부모와의 의사소통이었다. 일반학생이 부모와의 대화가 주로 용건만 이야
기하는 대화가 많은 반면 영재교육대상자들은 자신의 느낌이나 의견을 나누는 기
회가 많았다. 의사소통을 중시하고 자신의 입장을 설명․설득하는 훈련을 지속적으
로 한 가정의 자녀는 그렇지 못한 가정의 자녀에 비해 의사소통능력이 높을 것이
라 볼 수 있다. 따라서 학생의 의사소통 능력이 자아존중감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선행연구를 볼 때 이러한 가정환경이 학생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다(서지은․이용남, 2008; 오윤선, 2008; 이헌석 외, 2009; 장해순․강태완, 
2005).

위 결과에 따르면 집에서 이러한 교육을 받아온 영재교육 대상자들에게 영재교
육은 끊임없이 의사소통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신의 생각을 
주저 없이 이야기하고 이를 이해받는 것에 익숙한 학생들에게 고압적이거나 권위
적인 교사의 태도는 일반학생의 수업에서보다 더 위험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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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아버지의 교육개입
영재교육대상자들의 특징 중 하나는 아버지의 교육에 대한 개입이 두드러진다

는 점이었다. 대부분의 가정이 아버지가 늦게 퇴근하시고 어머니보다 오랜 시간 
같이 있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영재교육대상자의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는 경우가 많고, 학업에도 도움을 받고 있었다. 자녀의 자
아존중감 발달에 두 집단의 자아존중감 척도별로 부모 양육태도의 영향을 살펴보
았을 때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가장 많이 언급되었던 것으로 설명되는 결과이다. 

 
영재B: 이야기 많이 하는 편이예요. (“엄마, 아빠 중 가 더 이야기 많이 해 주셔?”) 대부분 

다 가족끼리 말하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한테만 말을 하지 않아요. -중략- 아빠
는 밤에 들어오시고, 밤에 자주 들어오시고, 엄마는 낮에 자주 오시는데, 아빠 같
은 경우는요, 주말에는 하루 종일 계세요. 토요일이나 그럴 때는 수다 떨면서 그래
요. -중략- (엄마, 아빠의 다른 점) 아빠는..아빠가 사실 좀 더 잘 가르쳐 주세요.  
 

영재C: (“○○가 느끼기에 어머니와 아버지가 다른 점이 있어?”) 네, 어머니는 재밌으시고
요, 굉장히. 음..아버지는 공부를 잘 가르쳐 주세요. (“아빠가 자주 가르쳐 주셔, 공
부를?”) 네. 인문이던지 뭐 그런, 제가 궁금한 걸 여쭤보면 다 가르쳐 주세요. 

영재D: (“부모님께 제일 자주 듣는 말?”)음..뭐 하면..잘했다고..(“엄마가 그러셔, 아빠가 그
러셔?”) 아빠가요. (“엄마는?”) 엄마도 그러시는데 아빠가 더 그러세요. 해보라고 
그러시고. 

일반H: (“아빠랑 주로 무슨 이야기 해?”) 삼형제..드라마 삼형제 뭐 그런 이야기..
일반J: (부모 중 어느쪽이 더 편하냐는 질문에) 엄마요. 아빠는 매일, 저가 집에서 놀고 싶

은데 매일 산에 같이 가자고 하고, 제가 학교에서 생활하는 거는 하나도 안 물어
봐요. 

일반L: (“아빠랑 주로 무슨 이야기 해?”) 이야기 안 해요. (“왜 이야길 안해?”) 아빠가 밤
에 들어와서요.

위와 같은 결과는 자녀의 성취와 자아존중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역할
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영재교육대상자에게 상대적으로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더 적극적이고 의미 있게 나온 것은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부분의 어머니는 자녀의 교육문제에 있어서 이미 상당히 적극
적으로 개입하고 있어 집단 간 차이가 적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영재교육대상자가 학업 성취와 자아존중감에서 일반 학생들보다 우수하다고 볼 
때, 이는 어머니 뿐 아니라 아버지의 사회자본까지 누릴 수 있는 가정의 양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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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이 학생 간 성취와 자아존중감에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녀의 성장에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큰 변수가 될 수 있으며 아버지의 적극적인 
교육 개입과 실제적인 지도 방법을 부모교육에 반영한다면 효과적인 교육적 조치
가 가능할 것이다.

  3) 자녀의 성취를 돕는 방법
영재교육대상자와 일반학생 모두 부모가 학업과 성적을 중시한다고 느끼고 있

었으나, 부모가 자녀의 성취를 위해 학업을 도와주는 방법은 다르게 나타났다. 영
재교육대상자의 부모는 심리적으로나 행동으로 적극 과업을 마칠 수 있도록 도왔
으며, 특히 어머니의 경우 그 과정에 깊이 개입하고 있었다. 이는 어머니의 자율
-통제 영역이 집단별 의미 있는 차이를 갖지 못한 이유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
다. 

영재B: (“숙제 안한 경우 엄마가 뭐라 그러셔?”) “미리 하지 그랬어” 하구요. 학교 숙제 같
은 경우는 아침에 급박하게 해야 되니까 차를 태워주신다고 하면서 차 안에서 하
라 그래요.  -중략- (학원이야기 후 “공부하느라 힘들겠다”) 네 가끔씩. 숙제 몰
래 안 하고 그럴 때도 있는데 (“엄마는 아셔? 그런거?”) 가끔씩 모르실 때도 있는
데요, 들킬 때가 더 많아요.(웃음) (“들킬 때는 뭐라고 해?”) 들킬 때는, 엄마가 근
데 진짜 이해를 할 때는요, 그냥..뭐지..그냥 넘어가 주셔요. 제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으면, 그때는 그냥, 지금이라도 빨리 하라고 하고 그러는 거 같애
요.  

영재E: (숙제 안 할 때) 음...놀고 있으면 빨리 들어가라고. (“그러면 바로 들어가? 아니면 
더 놀 때도 있어?”) 들어가야 되요. 놀다 들어가면 문 잠궈 버려요.  

일반G: (숙제 안했을 때) 하라고 소리 지르구, (“검사는 안하시고?”) 엄마아빠 다 직장 다
니셔서.. 전화로요, 물어봐요. -중략- (안 듣고 싶은 말) 늦게 숙제하면 자래요. 
11시 반에 새벽쯤에 숙제하면 자래요. 

일반H: (아빠는) 빨리 숙제하고 자라고...(엄마는) 그냥 빨리 자라고..
일반J: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고 그래요. -중략- 숙제하고 공부하라고.(“숙제 했는지 안했

는지 어떻게 아셔?”) 엄마가 어쩔 때 알림장을 보세요. (“밤늦게 숙제한 적 있
어?”) 네. (“그때 엄마가 뭐라고 하셨어?”) 우리 엄마가 회사 다녀서 늦게 와가지
구 숙제 했는지 모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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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영재교육대상자와 일반학생의 자아존중감과 학부모 양육태도를 비교 
연구하여 학부모의 양육태도가 자아존중감과 어떤 구조적 관계를 갖는지 밝히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연구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영재교육대상자의 자아존중감은 일반학생의 자아존중감과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영재교육대상자는 일반학생 집단에 비해 총제적 자아존중
감, 사회적 자아존중감, 가정에서의 자아존중감, 학교에서의 자아존중감이 모두 
높았다. 또한 영재교육대상자는 일반학생에 비해 성취지향적이며 내적 통제성을 
지닌 태도를 가지고 있었고, 자신의 성격에 대하여 만족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이
러한 점이 자아상에도 영향을 주고 있었다. 두 집단 모두 학년이 높을수록 학교
에서의 자아존중감은 높아지나 가정에서의 자아존중감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
다. 따라서 학년에 따른 교육심리학적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영재교육대상자가 느끼는 부모의 양육태도는 애정-적대, 자율-통제, 성
취-비성취, 합리-비합리 모든 차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영
재교육대상자의 부모는 일반학생의 부모보다 더 애정적이고, 자율적이며, 성취를 
강조하고 합리적이다. 영재교육대상자의 부모는 일반학생에 비해 의사소통이 자
유롭고, 특히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교육에 개입하며, 성취의 과정을 중시하여 구
체적이고 실제적인 방법으로 자녀의 성취를 돕고 있었다. 자유로운 의사소통은 
자아존중감이 높은 학생 집단의 특징이라고도 볼 수 있으나(서지은, 이용남, 
2008; 오윤선, 2008; 이헌석 외, 2009; 장해순, 강태완, 2005) 아버지의 적극적
인 교육 개입과 성취를 중시하는 태도는 학업에 높은 성취를 보이는 영재교육대
상자만의 특징으로 보인다. 따라서 영재교육은 영재교육대상자와 의사소통을 중
시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자아존중감과 부모의 양육태도의 관련성은 하위 영역별로 차이가 있다. 
가정에서의 자아존중감이 부모의 양육태도와 가장 관련 있으며, 학교에서의 자아
존중감은 부모의 양육태도 이외의 다른 요인에 더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자율을 중시하고 성취를 강조하는 태도가 영재교육대상자와 
일반학생의 자아존중감 차이에 가장 넓은 영향을 끼치는 요소였으며, 어머니의 
수용적이고 성취를 강조하며 합리적인 태도 역시 넓은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그
러나 아버지의 합리적인 태도나 어머니가 자녀의 자율을 강조하는 태도는 영재



- 49 -

교육대상자와 일반학생의 차이에 의미가 없었다. 양육태도의 영역별로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태도 개선이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끼치는 영향이 다르며, 특히 아
버지의 역할이 크므로 부모교육에 이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서울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 결과를 보다 일반
화할 수 있는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영재교육대상자 중에서 
성장하면서 재능을 기르고 실제로 성취를 이루는 이들과 나머지 집단 간의 부모
의 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에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영재교육대상
자와 일반 학생들 중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초등학교 이후 시기의 재능과 성
취에 대한 연구가 뒤따른다면 영재교육대상자의 특성 이해와 영재교육에 도움이 
될 것이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 각 요소가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영역별
로 다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가 어떤 구조적인 과정을 거쳐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후속 연구도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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