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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계층 영재의 지능과 자아존중감, 수학적 태도 및

과학적 태도의 관계

송 경 애

림 학교

4)

본 연구는 소외계층 재의 인지적 특성인 지능과 정의적 특성인 자아존중감, 수학적 태도 그

리고 과학적 태도 등이 어떠한가, 그리고 이들 변인간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

으로써 대학 재교육원에 다니는 소외계층의 초등 저학년 147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연
구 결과 소외계층 재의 지능은 백분위 85점 수준, 자아존중감 75.6%, 수학적 태도 73.3%, 
과학적 태도 71.3% 등의 수준으로 자아존중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지능의 수준별 자

아존중감, 수학적 태도 및 과학적 태도의 차이는 없었으며, 지능과 자아존중감과 수학적 ․ 과학

적 태도간의 관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아존중감과 수학적 태도(r=.448, p=.000), 과학

적 태도(r=.522, p=.000) 그리고 수학적 태도와 과학적 태도(r=.458, p=.000) 간에는 상당히 높

은 상관관계를 보 다. 이 같은 결과는 소외계층의 재아들이 일반 재아들보다는 낮으나 

잠재적인 재성은 상당히 높고, 정의적인 요인들 간 관계가 높아 이를 계발할 수 있는 교육적 

환경의 제공이 일반아들 보다 더욱 필요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소외계층 재, 레이븐 지능검사, 자아존중감, 수학적 태도, 과학적 태도

I. 서  론

재는 타고나는가? 길러지는가? 이 문제는 아직까지도 오랜 시간과 많은 학자들 사이에 

통일된 답을 얻지는 못하고 있다.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재교육

이란 의미는 길러질 수 있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재교육은 각자

가 타고난 잠재능력을 최대한 계발시켜 발휘토록 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재를 법적으로 정의하기로는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타고난 잠재력

을 계발하기 위하여 특별한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 재교육진흥법. 2011)로 하고 있다. 이
렇듯 재성은 저절로 발휘되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보이더라도 끊임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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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과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교육 없이는 재성이 꽃을 피울 수 없다. 다양한 역과 가정

환경에서 탁월한 잠재능력을 지니고 있는 재들을 일찍부터 발굴하여 그들의 잠재능력을 

계발하고 자이실현을 돕는 일이야 말고 개인의 행복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일이 될 것

이다. 
김미숙(2004), 김홍원(2003)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

생들은 대다수가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은 가정의 출신인 반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가

정의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소수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2008년 재교육진흥법 시행

령이 개정되면서 취약계층의 자녀에 대한 재교육대상자 선정 기준과 절차 마련에 대한 내

용을 제시하고, 저소득층 자녀와 사회적 취약 지역 거주 등 사회 ․ 경제적 이유로 잠재력이 

충분히 발현되지 못한 자를 재교육대상자로 선발하기 위한 내용을 발표하 다. 현재, 소외

계층 재 교육이 전국의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으나 소외계층의 유아 또는 초

등저학년 재를 대상으로 하는 재교육기관은 많지 않다(하종덕 외, 2011). 
재성은 유전적 요인만이 아니라 개인이 처해있는 환경에 의해서도 향을 받으며, 환경

은 개인의 신체적 ․ 사회적 ․ 정서적 특성뿐만 아니라 지적 능력에도 향을 미친다(Kagan & 
Havreven, 1978). 따라서 다양한 교육적 경험을 통해 재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풍부한 환

경의 조성이 필요하다. 발달의 모든 역에서 빠르게 변하는 시기의 유아들과 초등 저학년 

아동들을 대상으로 조기에 재성을 판별하여 좀 더 질 높은 재교육서비스를 제공해야 한

다. 특별히 교육적 환경이 취약한 소외 재들에게는 잠재성 계발을 위해 더더욱 체계적인 

재교육을 필요로 한다. Gardner(Gardner, 1983)의 ‘다중지능’ 이론과 Renzulli(Renzulli, 
1978)의 재적 행동에 대한 ‘세 고리’ 정의는 지능이나 재성에 대해 다면적으로 잘 개념

화한 대표적인 연구들이다. Gardner(Gardner, 1983)는 지능을 문제해결 능력 또는 한 가지 이

상의 문화 안에서 가치가 있는 어떤 결과물로서 정의 하면서 7가지의 특정한 지능을 제시하

는데 언어적 지능, 논리 ․ 수학적 지능, 음악적 지능, 공간적 지능, 신체 감각 지능, 대인 관

계 지능, 개인통찰 지능 등의 7가지 유형으로 구분하 다. 또한 Renzulli(1978)는 ‘평균이상

의 능력’, ‘높은 창의성’, ‘높은 과제 집착력’ 세 요소가 상호 작용하는 것으로 재를 정의하

다(하종덕 외, 2011).
재를 정의하는데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김동일(1999)은 재성은 일반적으로 학문적 

적성과 관련된 심리적 요인으로서 ‘높은 수준의 지적 능력’, ‘창의성’, ‘탁월한 특수 적성’ 등
을 포함하며, 행동 통제와 관련된 심리적 요인으로서 ‘과제집착력’, ‘성취동기’, ‘긍정적 자아

개념’, ‘자아 효능감’ 등을 포함한 정의적 특성을 들고 있다.
소외계층 재는 “사회, 경제적 지위가 낮은 가정의 학생, 다문화 가정의 학생, 지리적으

로 재교육 접근성이 제한된 도서, 벽지의 학생, 장애가 있는 학생, 북한 이탈주민, 특정 

역에서 수혜가 부진한 학생들로 재교육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계층”을 의미

한다(제2차 재교육진흥 종합계획). 
박숙희(2009)는 소외계층 재들은 미성취 재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성과 유사하게 잠재

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여 자신의 잠재적 능력과 실제 수행 간에 불일치가 나타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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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가 많다고 했다. 그러므로 그들의 잠재력을 발휘할 적절한 교육의 기회를 얻지 못했기 때

문이라고 볼 때 가능하면 일찍부터 소외계층의 재를 발굴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실행해야 

한다는 것이다(하종덕 외, 2011). 
이와 같이 소외계층 재들을 대상으로 한 재교육 프로그램은 주로 미국, 국, 호주, 

이스라엘 등에서 운 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알려져 있다. 김혜숙(2009)의 연구에서 소개된 

세계 여러 나라의 소외계층 재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그 내용이나 대상에 있어서 다양하다. 
그 중 미국에서는 교육적으로 소외된 불우한 가정의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 4학년에서 중학

교 1학년까지의 아동을 교육하는 HOTS(Higher Order Thinkings Skills)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다른 어느 나라보다 많은 종류의 프로그램이 운 되고 있다. 국의 London Gifted & Talented 
프로그램 역시 빈곤층의 재학생을 교육하고 있으며, 호주의 TFCDF(Telstra Foundation 
Community Development Fund) 프로그램은 사회적, 지리적으로 고립된 지역의 아동과 청소

년을 교육하기 위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경우 빈곤층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운 하는 

ISFF(Israel Sephardic Education Foundation) 프로그램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에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소외계층 재교육 활성화를 위해 ‘프로젝

트 S&S(Stand & Shine)'가 시행되었다. 김혜숙(2009)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첫째, 사회경

제적인 환경의 요인으로 인하여 결손이 누적된 학업관련 기초능력의 향상을 위한 기초지식

과 기술의 습득, 둘째, 타고난 잠재능력을 계발하기 위한 창의적 사고력, 문제해결력, 연구능

력의 증진, 셋째, 학교에서의 성공적 성취를 위한 자기통제력 및 자신감 향상을 위한 긍정적 

태도와 리더십(발표능력, 자신감, 동기부여)의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김미숙, 2008 재인

용). 
박숙희(2009)는 소외계층의 재교육의 실행과 성공을 위해서는 소외계층 재교육의 대

상자뿐만 아니라 재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참여할 수 있는 그들의 부모와 가족 구성원, 
멘토 및 자원인사 등으로 구성된 사회적 지원체계의 구성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재성 발휘를 위해서는 높은 자아존중감이 필요하다. Wells & Marwell (1976)은 자

아존중감과 유사한 개념으로 많이 쓰이는 용어로는 자기사랑, 자기신념, 자기존경, 자기수용, 
자기만족, 자기평가, 자기평정, 자기가치, 자기감 및 자아개념이 있다는 것이다(최보가 외. 
1993). 이 같은 의미에서 자아존중감과 유사한 개념이라 할 수 있는 자아효능감에 대한 전인

옥(1996)의 연구에 따르면, 높은 자아효능감을 가진 유아는 유치원 및 사회생활에 잘 적응하

고 어떤 과제를 수행할 때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하여 잘 대처하는 반면 낮은 자아효능감을 

가진 유아는 자신감이 없고 위축되어 수동적이며, 어떤 과제를 수행할 때 걱정과 불안이 앞

서 주어진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자아효능감은 현재 처해 있는 상황과 실행하고

자 하는 행동에 향을 미치고 미래의 행동에도 향을 미친다(Bandura, 1986). 또한 자아효

능감은 어떤 일을 선택하거나 도전해야 할 때, 역경에 직면했을 때, 그 활동을 지속하게 하

는 행동변화에 가장 강력한 향을 주며 사고방식과 정서에도 향을 미친다(Bandura. 
1986)(하종덕 외. 2011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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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dura(1981)는 자아효능감이 자신의 행동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얼마만큼 노력을 할 것

이며, 또 어떤 과제를 수행할 때 얼마만큼 저항할 것인가를 결정하도록 하기 때문에 행동변

화에 가장 강력한 향을 미친다고 하 다. 따라서 자아효능감은 어떤 상황에서 과제를 수

행할 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판단으로써 자신 스스로가 자신의 능력에 대해 가지는 

기대라고 할 수 있다(하종덕 외, 2011).
이호선(2004)은 일반 학생들과 재학생들의 자아효능감을 비교 연구한 결과에서 재집

단이 일반 학생집단에 비하여 자아효능감이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헸다. 동일한 

연구에서는 재교육원 심화 프로그램을 재학생들에게 적용 후 자아효능감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비교하 는데 그 결과 재들이 재 심화 활동을 하면서 자신감, 자기조절효

능감, 과제 난이도 선호 등의 점수가 다소 높아졌다. 높은 자아효능감은 재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데 기여할 것이나, 낮은 자아효능감은 오히려 부적응, 미성취, 불안 및 우울, 
대인관계에서의 갈등, 행동장애등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재 교육은 재들의 정서, 행동

적 특성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며, 정서적 특성 중 취약한 부분을 이해하고 그들의 장점으로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재교육원에서 실시하

고 있는 재심화프로그램이 재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하종덕 

외, 2011).
본 연구에서는 사회, 경제적 지위가 낮거나 편부모 가정의 소외계층 재아를 연구대상으

로 했음을 밝힌다. 그리고 이들에게의 교육은 분명 환경의 향을 받게 될 것이다. 특히 유

아동기 성장에 있어서의 주변환경의 향은 더욱 클 것이다. 그런데 소외계층에 있는 아이

들은 그렇지 않은 계층의 아이들에 비해서 부모의 관심소홀, 경제적인 제약, 낮은 자기조절

능력, 자신감 결여 등은 그들의 잠재적인 능력을 기르고 발휘하는데 큰 장애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일반아이들과는 달리 주변환경 특히 가정환경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고 교육의 기

회도 쉽지 않은 소외계층 아이들의 재성을 조기에 발견하고 길러주는 일이야 말로 또 다

시 소외계층으로의 재생산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하나의 교육복지인 셈이다. 
그리고 교육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우선 교육대상을 이해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교육대상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대상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는 수많은 변인들이 있을 것이다. 이를 크게 대별해 보면 

인지적 변인, 정의적 변인, 신체운동적 변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리고 인지적 변인에는 

지적능력인 지능이 대표적일 것이다. 또한 정의적인 변인에는 자아존중감, 태도, 성격 등일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외계층 재교육 대상자들의 인지적, 정의적 특성을 이해함으로서 향

후 소외계층 재교육의 효과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교수학습방법을 고안하는데 하나의 기초

자료를 얻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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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 방법

1. 연구 상

본 연구의 대상은 인천소재 대학부설 재교육원 학생으로서 초등학교 2, 3학년 147명을 

대상으로 하 다. 이들은 모두 소외 계층 재아로 선별된 학생들이다. 소외계층 재의 선

발은 3단계로 이루어졌으며, 1단계는 교사추천과 서류전형, 2단계는 재성 검사, 3단계는 

예비수업 평가와 심층면접 등을 통하여 이루어 졌다. 서류전형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

상위 계층, 그리고 소득 100% 이하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교사추천을 받고, 재성 검사

는 재행동 체크리스트와 레이븐(Raven) 지능검사를 사용하 으며, 이를 통해 1차 선발대

상자를 선정하 고, 1차 선발자를 대상으로 5회의 수업평가와 심층면접 등을 통해 재성이 

보이거나 잠재적인 재성을 가지고 있는 아동을 최종 선발하 다. 
이들의 학년과 성별 분포는 다음 <표 1>과 같다. 2학년 남학생 44명(58.7%), 여학생 31명

(41.3%) 총 75명, 3학년 남학생 47명(65.3%), 여학생 25명(34.7%) 총 72명이며, 총 남학생 91
명(61.9%), 여학생 56명(38.1%)이었다.   

<표 1> 연구대상의 학년별·성별 분포

구분
2 학년 3 학년 전체

N(%)N(%) N(%)
남자 44(58.7) 47(65.3) 91(61.9)
여자 31(41.3) 25(34.7) 56(38.1)
합계  75(100.0)  72(100.0) 147(100.0)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검사 도구는 다음과 같다.

가. 지능검사

본 연구에서의 지능검사는 소외계층에 적합한 레이븐(Raven) 지능검사를 사용하 다. 
레이븐 지능검사에는 RCPM(Raven's Coloured Progressive Matrices), RSPM(Raven's 

Standard Progressive Matrices), RAPM(Raven's Advanced Progressive Matrices)이 있으며 

RCPM, RSPM, RAP 순으로 난이도가 높아진다. 본 연구에서는 RCPM(Raven's Coloured 
Progressive Matrices)을 사용하 다.

색채화 된 시리즈를 CPM(Coloured Progressive Matrices) 이라고 하는데, Classic CPM 혹
은 CPM-Ⅰ로 명명하 다. CPM(Coloured Progressive Matrices, 색채누진행렬 지능검사)은 3
가지 세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세트 당 12문항씩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레이븐 

지능검사점수는 피검사자의 동일 연령층과 비교하여 백분율로 나타내는 방식으로 판별하

다(임호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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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검사는 유아, 아동과 노인층의 지적능력을 측정할 수 있게 개발되었고, 언어이해력과

는 무관한 범문화적인 검사이다. 이 검사를 수행하는 데는 시각기능과 인지능력만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신체장애인, 언어발달 지체 아동, 정신지체 아동, 뇌성마비 아동, 청각장애인에

게도 적용할 수 있다(하종덕 외,  2011).

나. 자아존 감 검사

본 연구에서의 자아존중감 검사는 최보가 등(1993)이 개발한 검사도구를 사용하 으며, 
이들은 자아존중감의 정의를 ‘자신이 지각한 자신의 여러 속성들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적 

태도’라고 정의내리고, 자아존중감을 하나의 총체적 평가로 보는 전통적 접근과 여러 요인의 

다차원적 접근을 통합하여, 총체적인 자아존중감은 물론 특수 역에 대한 자아존중감을 측

정하고 있다. 이 같은 배경으로 검사도구의 구성은 ‘총체적 자아존중감’ 6문항, ‘사회적 자아

존중감’ 9문항, ‘가정에서의 자아존중감’ 9문항, ‘학교에서의 자아존중감’ 8문항 등 총 32문
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별 리커트 5점 척도로 총 160점으로 되어 있다.   

다. 수학  태도검사

수학적 태도는 수학능력이나 수학적 문제해결능력과 같은 인지적인 역이 아닌 정의적

인 역으로서 평소 수학에 대해 갖고 있는 흥미나 가치관, 관심, 수학을 하는 자세, 수학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정서 등 수학과 관련된 학습자의 정서적인 측면에 대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수학적 태도검사는 최윤석(2004)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 으며, ‘수학에 

대한 자신감’, ‘수학에 대한 융통성’, ‘수학에 대한 의지력’, ‘수학에 대한 호기심’, ‘수학에 

대한 반성’, ‘수학에 대한 가치’ 등 6개 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역별로 4문항씩 총 24
문항으로 되어 있다. 채점은 매우반대 1점, 반대 2점, 모르겠음 3점, 찬성 4점, 매우찬성 5점
으로 총 120점이다.  

 
라. 과학  태도검사

이경훈 등(1996)은 과학적 태도를 과학에 대한 취미, 과학 관련 학습 및 과학 실험과 같은 

과학에 관련된 구체적 대상에 대해 학생들로 하여금 감정적 ․ 인지적 ․ 행동적 평가 반응을 나

타나게 하는 학습된 정신적 경향성으로 정의했으며, 우요한(2014)은 과학 또는 과학 과목에 

대한 태도 및 인식, 과학에 대한 흥미, 자신감, 자아개념 등과 같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긍정

적인가 부정적인가의 성향에 초점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의 과학적 태도검사는 김효남 등(1998)이 개발한 과학에 관련된 정의적 특성

의 평가도구를 사용하 다. 평가 내용은 과학에 대한 인식, 흥미, 과학적 태도 등 세 범주로 

나누어져 총 48문항으로, 각 문항별 리커트 5점 척도로 총 240점으로 되어 있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12.0을 사용하여 분석하 다. 소외계층 재의 지능수준, 자아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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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감, 수학적 태도, 과학적 태도 등의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각 변인들의 백분율을 산출하

다. 그리고 지능 수준별과 성별에 따라 소외계층 재들의 자아존중감, 수학적 태도, 과학적 

태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t-검증을 실시하 다. 
또한 소외계층 재의 지능, 자아존중감, 수학적 태도, 과학적 태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들 변인 간의 상호상관관계를 분석하 다.

III. 연구 결과

1. 지능  자아존 감, 수학  태도, 과학  태도 수

<표 2> 지능, 자아존중감, 수학적 태도, 과학적 태도의 백분위

구분 기준(만점) M 백분위(%)
지능 100  83.8 83.8

자아존중감 160 121.4 75.9
수학적 태도 120  88.0 73.3
과학적 태도 240 171.9 71.6

소외계층 재아들의 지능 및 자아존중감, 수학적 태도, 과학적 태도의 수준이 어느 정도

인가를 알바보기 위하여 각각의 백분위 점수를 나타낸 것이 <표 2>와 같다. <표 2>에서 보

면 지능은 백분위 83.8점이었고, 자아존중감은 백분위 73.3점, 수학적 태도는 백분위 71.6점, 
과학적 태도는 백분위 75.9점 등으로 나타났다. 

레이븐 테스트를 통해 나타난 지능의 수준은 상위 약 16%로서 아주 높지는 않았으나 환

경적 요인으로 그들의 능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않았음을 고려할 때 잠재적인 인지능력은 높

다고 할 수 있다.
정의적인 역에서 자아존중감은 75.9%로서 다른 요인보다 가장 높은 수준을 보 으며, 

과학적 태도가 71.6%로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이는 자아존중감이 다른 수 ․ 과학적 태

도보다는 높아 학습기회만 주어진다면 이들 학습태도도 충분히 높아질 것이다. 
또한 이들 정의적인 요소들이 상위 2~30% 정도의 수준이라면 소외계층 재아들은 소외

계층의 일반 아이들보다는 보다 더 뛰어난 잠재적인 요인이 크다고 할 수 있다.          

2. 지능 수 별 자아존 감, 수학  태도, 과학  태도

<표 3> 지능 수준별 자아존중감, 수학적 태도, 과학적 태도의 차이

구분 지능수준 N M SD t p

자아존중감
상 75 120.2 19.5

.71 .480
하 72 122.5 19.2

수학적 태도
상 75  87.8 18.2

.17 .869
하 72  88.2 16.5

과학적 태도
상 75 170.9 22.4

.47 .640
하 72 172.9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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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계층 재아의 지능과 자아존중감, 수학태도, 과학태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지능 

수준별로 그 차이를 알아본 결과 <표 3>과 같다. 지능수준을 상하집단으로 나누기 위해 레

이븐 지능검사 결과 백분율점수 90점을 기준으로 하여, 90점 이상을 상 집단, 90점 미만을 

하 집단으로 구분하 다. 
<표 3>에서 보면 자아존중감은 지능이 높은 집단이 120.2점, 낮은 집단이 122.5점으로 지

능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보다 2.3점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 같은 차이는 통계적으

로 유의미하지는 않아 지능의 수준에 따라 자아존중감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t=.71, p=.480).
그리고 수학적 태도는 지능이 높은 집단이 87.8점, 낮은 집단이 88.2점으로 지능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보다 0.4점 더 수학적 태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 같은 차이는 근소

할 뿐만 아니라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아 지능의 수준에 따라 수학적 태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t=.17, p=.869).
또한 과학적 태도는 지능이 높은 집단이 170.9점, 낮은 집단이 172.9점으로 지능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보다 2.0점 더 과학적 태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 같은 차이도 통계

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아 지능의 수준에 따라 과학적 태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

다(t=.47, p=.640).
이상의 결과로 볼 때 지능이 높은 재아나 낮은 재아의 자아존중감, 수학적 태도, 과학

적 태도에 있어 그 차이가 없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지만 

오히려 지능이 낮은 소외계층 재아들이 높은 아이들 보다 이들 세 변인 모두에서 높게 나

타났음은 한 번 더 그 의미를 찾아봐야 할 것이다. 

3. 성별 지능, 자아존 감, 수학  태도, 과학  태도

<표 4> 성별 지능, 자아존중감, 수학적 태도, 과학적 태도의 차이

구분 성별 N M SD t p

지능
남 91  84.4 16.8

 .51 .610
여 56  82.9 16.8

자아존중감
남 91 119.4 18.5

1.53 .128
여 56 124.5 20.3

수학적 태도
남 91  88.1 18.0

 .13 .900
여 56  87.8 16.3

과학적 태도
남 91 172.3 25.9

 .29 .775
여 56 171.1 24.8

소외계층 재아의 남녀 성별과 지능, 자아존중감, 수학태도, 과학태도의 관계를 알아 보

기위해 성별로 그 차이를 알아본 결과 <표 4>와 같다. <표 4>에서 보면 지능은 남학생이 

84.4점, 여학생이 82.9점으로 남학생이 1.5점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 같은 차이는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아 성별에 따라 지능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t=.51, 
p=.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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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자자아존중감은 남학생이 119.4점, 여학생이 124.5점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5.1
점 더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 같은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아 

성별에 따라 자아존중감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t=1.53, p=.128).
또한 수학적 태도는 남학생이 88.1점, 여학생이 87.8점으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0.3점 높

았으나 이 같은 차이는 근소할 뿐만 아니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성별에 따라 수학

적 태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13, p=.900).
또한 과학적 태도는 남학생이 172.3점, 여학생이 171.1점으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1.2점

더 높게 나타났으나 이 같은 차이도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아 성별에 따라 과학적 태

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29, p=.775).
이상의 결과로 볼 때 소외계층 재아의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지능과 수학적 태도, 과학

적 태도가 좀 더 높았고, 여학생은 남학생 보다 자아존중감이 더 높게 나타났으나, 그 차이

는 미미하 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지 않아 소외계층 재아들의 남녀 성별에 있어서 지

능, 자아존중감, 수학적 태도, 과학적 태도는 차이가 없었음을 알 수 있었다. 

4. 지능, 자아존 감, 수학  태도, 과학  태도의 계

<표 5> 지능, 자아존중감, 수학적 태도, 과학적 태도의 상관계수               (N=147)

지능 자아존중감 수학적 태도 과학적 태도

지능 - r=.033
(p=.786)

r=.013
(p=.915)

r=.006
(p=.961)

자아존중감 - r=.448
(p=.000)

r=.522
(p=.000)

수학적 태도 - r=.458
(p=.000)

과학적 태도 -

소외계층 재아의 지능, 자아존중감, 수학적 태도 및 과학적 태도의 과계를 알아보기 위

해 이들 변인간의 상호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이 <표 5>이다. <표 5>에서 보면, 지능과 자아

존중감(r=.033), 수학적 태도(r=.013), 과학적 태도(r=.006)와의 상관관계가 매우 낮았으며 통

계적으로도 상관관계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p>.05). 
그러나 자아존중감은 과학적 태도와 r=.522(p=.000)로 상당히 높은 상관관계를 보 으며, 

수학적 태도와도 r=.448(p=.000)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 다. 이 같은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아존중감과 과학적 태도, 수학적 태도는 각각 

27.2%, 20.1% 정도의 상호 공통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과학적 태도와 수학적 태도의 상관관계도 r=.458(p=.000) 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

고 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과학적 태도와 수학적 태도도 21.0% 
정도의 상호 공통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인지적 요소인 지능과 정의적 요소인 자아존중감, 수학적 태도, 과학적 태도 간에

는 별로 관계가 없게 나타났으나, 정의적 요소인 자아존중감, 수학적 태도, 과학적 태도 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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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호 높은 관계성을 나타내고 있다. 

VI. 논의  결론

본 연구는 소외계층 재아의 인지적 요소인 지적능력이 어느 정도인가, 정의적 요소인 

자아존중감, 수학적 태도 및 과학적 태도는 어떠한지, 그리고 이들 변인간의 관계는 어떠한

지를 알아보고자 한 것이다. 연구의 대상은 재교육진흥법 시행령(2008)에서 소외계층 

재에 대한 개념을 “사회 ․ 경제적 지위가 낮은 가정의 학생, 다문화 가정의 학생, 지리적으로 

재교육 접근성이 제한된 도서 ․ 벽지의 학생, 장애가 있는 학생, 북한 이탈주민, 특정 역

에서 수혜가 부진한 학생들로 재교육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계층”(제12조 2
항 및 3항)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 소외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그리고 소득 100% 이하의 아동으로 한정하 다.

연구결과, 첫째, 레이븐 테스트를 통해 나타난 소외계층 재아의 지능 수준은 상위 약 

16%로서 아주 높지는 않았으나, 환경적으로 그들의 잠재능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않았음을 

고려할 때 잠재적인 인지능력은 높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정의적인 역에서 자아존중감은 

75.9%로서 다른 요인보다 가장 높은 수준을 보 으며, 과학적 태도가 71.6%로 가장 낮은 수

준을 나타냈다. 이는 자아존중감이 다른 수 ․ 과학적 태도보다는 높아 수학과 과학적인 학습

기회만 풍부하게 주어진다면 이들 학습태도도 충분히 높아질 것이다. 
또한 이들 정의적인 요소들이 상위 2~30% 정도의 수준이라면 소외계층 재아들은 소외

계층의 일반 아이들보다는 보다 더 뛰어난 잠재적인 요인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소외계층 재아는 지능이 높은 재아나 낮은 재아의 자아존중감, 수학적인 태

도, 과학적인 태도에 있어 그 차이가 없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는 않지만 오히려 지능이 낮은 소외계층 재아들이 높은 아이들 보다 이들 세 변인 모두에

서 높게 나타났음은 추후 연구에서 그 의미를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소외계층 재아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지능과 수학적 태도, 과학적 태도가 좀 더 

높았고, 여학생은 남학생 보다 자아존중감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그 차이는 미미하

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지 않아 소외계층 재아들의 남녀 성별에 따른 지능, 자아존중감, 
수학적 태도, 과학적 태도는 차이가 없었음 나타냈다. 한편, 자아효능감이 연령별로는 차이

가 없었으나 성별에선 남자가 여자보다 자아효능감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종덕 

외, 2011). 재들의 정의적 특성에서 자아효능감은 중요한 요인이다. 대부분 재들의 자아

효능감은 높지만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자신보다 뛰어난 학생들과 직접 경쟁하면서 오히려 

자아효능감이 낮아져 부정적인 자아효능감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는데, 남자와 여자의 차이

도 있으나 대상이 제한적인 만큼 소외 재들의 개개인의 정의적 특성이 자아효능감 결과에 

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하종덕 외, 2011).
따라서 자아존중감과 유사한 개념의 자아효능감에 대한 연구에서 소외계층 재 남학생

이 여학생 보다 높았다는 연구결과와는 다른 하종덕 외(2011)의 연구결과로 볼 때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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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연구가 더 필요할 것이다. 
넷째, 인지적 요소인 지능과 정의적 요소인 자아존중감, 수학적 태도, 과학적 태도 간에는 

별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의적 요소인 자아존중감, 수학적 태도, 과학적 

태도 간에는 상호 높은 상관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지능과 정의적인 요소는 별개의 요소

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선천적인 요인이 큰 지능과는 달리 후천적인 요인인 

자아존중감과 학습에 태도 등의 정의적인 요인은 서로 관련이 깊고 가정경제적인 수준과 같

은 외부환경의 향을 많이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의 본 연구 결과가 보다 더 일반화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결론과 시사점

을 얻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점을 고려한 향후 추수연구가 이루어 져야 할 것

이다.
첫째, 연구대상의 한계를 벗어나야 한다. 본 연구에서와 같이 한 기관의 소외계층 재만

이 아니라 몇 개 기관의 소외계층 재아를 대상으로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연령이 초등 2, 
3학년만이 아니라 유아부터 초, 중, 고 전체 학년을 고루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

보다 본 연구에서 하지 못한 소외계층 재아뿐 아니라 일반 재아와 일반아와의 비교분석

이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측정도구 및 분석의 한계를 벗어나야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 도구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인했어야 하며, 이를 담보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각 변인의 전체적인 총점만이 아니라 좀 더 세분화된 하위변인별간의 관계

와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끝으로 소외계층 재아들이 자신의 잠재적 재성을 최대한 발휘 할 수 있는 재교육을 

하기 위해선 추후 이들 재아의 개인적인 특성 뿐 아니라 환경적 특성, 재교육 프로그램 

및 소외계층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재교육 서비스 등에 대한 연구가 좀 더 활발히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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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The Relation of Intelligence, Self-esteem, Mathematical 
Attitudes, and Scientific Attitudes of Gifted Students from 

Low-income Families

Kyung Ae Song

Daelim University College

This study aims to measure intelligence (cognitive characteristics), self-esteem, 

mathematical attitudes, and scientific attitudes (affective characteristics) of gifted students 

from low-income families, and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among these variables. 147 

students in the lower grades of elementary schools who were enrolled to university-based 

gifted education centers were participants of the study. The results showed that the 

percentile scores of each variable were 85% for intelligence, 75.6% for self-esteem, 73.3% 

for mathematical attitudes, and 71.3% for mathematical attitudes.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intelligence and the affective characteristics 

(i.e., self-esteem, mathematical attitudes, and scientific attitudes), while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s were shown between self-esteem and mathematical attitudes 

(r=.448, p=.000), between self-esteem and scientific attitudes (r=.522, p=.000), and 

between mathematical attitudes and scientific attitudes (r=.448, p=.000). The results 

suggest that although the gifted students from low-income families show lower levels 

compared to other gifted student groups, their potential level of giftedness is considerably 

high, which calls for appropriate educational support systems designed for this 

pop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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