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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요약
본 연구에서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적용하여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이 지각하는 사회적지지(가족, 학교교사,
친구, 지역아동센터 교사)가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지역아동센터 교사의 지지가 가족지
지나 학교교사지지의 효과를 조절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광주지역 15개의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194명의 초등학교 3-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의 개인적 특성과 그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의 정도와 자
아탄력성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아동의 개인적 특성 변인 중 주관적 경제수준만이 자아탄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사회적지지 변인들은 모두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끼쳤다. 센터교사지지가
분석에 포함되었을 때, 학교교사지지의 영향력은 사라졌고, 친구지지가 가장 높은 영향력을, 다음에는 센터교사
지지, 가족지지 순으로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정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센터교사의
지지와 가족지지, 학교교사지지와의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한 결과, 센터교사지지와 학교교사지지와의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반면에, 센터교사지지와 가족지지와의 상호작용은 유의미하게 나타났지
만 그 설명력은 미미하였다. 흥미롭게도 가족지지와 센터교사지지가 둘 다 높은 경우에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각 변인의 영향력이 상승하였다. 이는 가정과 지역아동센터에서의 지지가 두루 긍정적일 때, 아동의 자아탄력성
에 미치는 영향력도 상승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는 지역아동센터의 부모연계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앞으로의 연구방향에 대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주요어 : 지역아동센터, 사회적지지, 자아탄력성, 지역아동센터교사의 지지,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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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 아동을 보호하고 그들의 학습을 지원하여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학
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실제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2013)의 실태조사
에 따르면, 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 아동을 보호하고 돌보는 부모의 역할, 학교공부를 도와주고
생활지도를 하는 교사의 역할, 부모나 성인들의 관심의 결여로 생기는 정서적, 행동적 문제를
상담하는 상담자의 역할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87% 정도가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이다1)(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
2013). 저소득층 아동들은 의미 있는 타자로부터 긍정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부모와의 애착

의 결여로 인해 심리사회적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박혜신, 2003). 지
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이러한 배경적 특성을 감안한다면 지역아동센터가 제공하는 이상의 역
할은 아동들이 경험할 수 있는 사회, 문화, 교육적 소외로부터 아동들을 보호하고 그들이 사회생
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오봉욱, 2005). 특히, 아동들이 방과 후 지
역아동센터에서 돌봄을 받으면서 센터 구성원들로부터 느끼게 되는 지지는 가족이나 학교생활
에서 결핍되었을 수 있는 지지와 애착을 보완함으로써 아동들이 놓인 다양한 위험요인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지역아동센터로부터 제공받는 사회적 지지의 질은 아동들의 자존감이나 학교생활적응능력에
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이 지각하는 센터친구나 센
터교사의 지지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력이 높았다(김선미, 2006). 하정민(2006)은 빈곤아동들
중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과 그렇지 않은 아동을 비교하였을 때,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이 학교 교사와 또래관계가 더 원만하였고, 센터의 교사와 센터 친구의 지지를 더 높게 지각할수
록 학습동기가 더 높아진다고 보고했다. 김현주(2010)의 연구에서도 지역아동센터 아동이 지각
하는 센터교사의 관심과 지원은 학교생활(학교흥미, 학교성적, 학교규칙)의 적응도를 높였고, 학
업성적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이 느끼는 사회적 지지, 특히 센터교사의 지지는 아동들이 지역아동센
터 경험의 호불호를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아동들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제
공하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면서 견문을 넓히며 성장하는 경험을 하였다. 그러나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경험을 연구한 최은희, 손영빈, 김현주(2008)는 지역아동센터 생활 속에서 아동들이 겪는

1) 우리나라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위한 ‘수급권자’뿐만 아니라 영세민 통합하여 불안정 취업으로 생활

하는 계층을 총괄하여 지칭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저소득 가정을 절대빈곤층 가구인 기초생활보장수급
가구,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의 차상위계층,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가구, 경제적으로 어려운 조부모 가
정,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등을 저소득 가정으로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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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인 경험의 상당수는 센터교사와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다. 센터교사의 꾸중이
나 체벌, 차별적인 행동 등은 아동들이 센터이용을 중단하는 우선적인 이유였다. 반면에 센터
교사의 관심어린 태도나 진심어린 칭찬 등은 이용 아동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도록 이끌
었다(김연정, 2010).
이처럼 센터교사로부터 아동이 지각하는 센터 교사의 지지는 지역아동센터 내의 상호작용의
방식과 경험의 질에 영향을 미쳤다. 센터 교사는 아동을 돌보는 ‘어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아동들은 방과 후부터 저녁식사 이후 시간까지 적어도 3시간에서 6시간 이상 지역아동센터에서
생활한다. 센터는 아동에게 휴식과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학교학습을 지도하며 다양한 체험활동
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가족의 돌봄과 학교의 교육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
한다면 지역아동센터 교사는 하루의 상당 시간을 아동과 함께 하면서 부모와 학교교사의 역할
을 보완하거나 대신하는 기능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는 지역아동센터 교사의 이러한 역할과 기능에 주목하였다. 아동이 센터 교사로부터
느끼는 지지가 다른 사회적 지지원(가족, 또래, 학교교사)과 비교해 볼 때 그 정도가 어떠한지,
특히 가족이나 학교교사의 지지를 낮게 지각하고 있는 아동들에게 센터교사의 지지가 가족과
학교교사지지의 결핍을 보완하는 효과가 있는지를 본 연구의 주요한 질문으로 설정하였다. 지역
공동체의 유대나 도움이 저소득층 가정의 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황혜원(2014)의 연구
나 위기 아동들에게 유의미한 타자의 지지가 더 강력한 효과를 지닌다는 Muller(2001)의 연구는
지역아동센터에서의 교사의 역할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경험적 근거를 제공해주었다. 특히 다
른 사회적 지지가 결핍된 경우 센터교사지지가 그 부분을 보완하고 조절하는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작업은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지역사회공동체의 역할을 정립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지는 아동들의 자아탄력성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
로 작동한다는 점에서도 지역아동센터 교사지지의 역할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아탄력
성(ego-resilience)이란 위기, 삶의 변화, 스트레스 상황 등을 극복하여 정상적 성장과 발달이 지
속되도록 하고 불안에 대해 민감성을 낮추고 삶에 긍정적인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개인의 내적
특성이다(Block ＆ Kremen, 1996; Cicchetti ＆Toth, 2000). 자아탄력성이 높을 경우 불안이나 우
울에 덜 취약할 뿐 아니라 현실세계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긍정적인 정서를 보이며(고은
정, 1996), 외향적이고 성실하고 안정되어 자신의 경험에 대해 개방적인 특성을 가진다(구형모,
2000). 고근종(2006)은 빈곤가정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자아탄력 수준이 높은 아동이 낮은 수준의 아동보다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소득 가정 아동과 같이 특수한 위기 상황에 있는 아동들에게 개인의 내적자원으로서 자
아탄력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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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는 저소득층 아동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제공되는 사회적 지
지가, 자신의 전반적인 인생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아동의 ‘자아탄
력성’을 향상시키는지를 중심으로 지역아동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자아탄력
성이 저소득층 아동의 삶에서 중요한 자원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자아탄력성을 형성하는 데 가
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회적 지지(가족, 학교교사, 친구, 센터교사의지지)가 지역아동센터 이
용아동의 자아탄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이 센터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비교적 길다는 점을 감안하여 센터교사의 지지를 다른 사회적 지
지와 비교하여 그 상대적 영향력의 크기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검증하기 위하
여 지역아동센터교사의 지지가 가족지지와 학교교사 지지를 보완(조절)하는 효과가 있는지를
상호작용효과를 통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 즉, 가족지지, 학교교사지지, 친
구지지, 지역아동센터교사 지지가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2. 지역아동센터 교사의 지지는 가족지지나 학교교사지지가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
향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선행연구
1) 저소득층 아동과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 아동의 종합복지 서비스 기관으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놀
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아동복지법 제 52조 8항). 시민의 자발적인 봉사로 운영되었던 공
부방이 2004년 정부의 공식적인 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로 거듭나게 되면서, 지역아동센터는
2012년 12월 기준으로 전국에 4,036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108,357명의 아동이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 2013).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가정의 상당수는 국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이 대부분 초등학생이며 이 시기가 신체, 정서, 인지발달에서 중요한 시기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저소득층 가정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은 아동 발달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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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높다(Brooks-Gunn, Kleanov, ＆ Duncan, 1997; Huston, 1991).
선행연구에 의하면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한 아동은 빈곤을 전혀 경험하지 않은 아동에 비해
인지적인 발달수준이 낮고 내면화된 행동문제를 더 많이 보이며, 빈곤을 경험한 기간이 길수록
부정적인 영향의 정도는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구인회, 2005; 김광혁, 2007). 또한 저소득층 아
동들은 빈곤으로 인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심리적 박탈감을 포함한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이로 인해, 자아존중감이 낮고 적절한 생활습관을 확립하지 못했거나, 폭력, 공격적 행동,
주의력 결핍과 과잉행동, 도벽 등의 문제행동들을 보이는 빈도가 높다(민경화, 2000).
그러나 경제적 어려움이 아동의 심리나 행동에 미치는 경로는 직접적이거나 단순하지 않다.
어주경(1999)의 연구에 참여한 저소득층 아동들의 상당수는 자신의 가족이 경제적으로 거의 어
렵지 않은 것으로 느끼고 있었다. 아동들은 부모들을 통해 가정의 경제수준을 파악하기 때문에
부모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자녀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나타날 때 아동들은
가정의 경제적 수준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신현중, 김희연(2008)은 아동이 가족의 소득보다는
가족의 소비를 통해 가정의 경제적 수준을 판단한다고 하였다. 자녀들의 입장에서 부모가 자녀
에게 관심을 가지고 필요를 충족시켜준다고 여길 때, 아동들은 자신의 가정을 빈곤하다고 생각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김광혁(2005)은 절대적 소득수준보다는 아동이 지각한 가정의 주관적
소득수준이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같은 심리적 변인에 유의미하게 관련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
다. 이는 아동의 지각하는 가족의 경제수준은 절대적 경제수준과는 다른 방식으로 아동에게 영
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가족의 상호작용방식이나 부모의 양육태도에 미치는 지역사회의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다.
황혜원(2014)은 초등학생 자녀를 둔 저소득층 가정의 이웃환경(이웃유대, 이웃문제)은 아동의 가
족기능(의사소통 방식)과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이를 매개로 아동들의 심리,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속에서 저소득층 부모들을 지역사회
와 연계시키고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방과 후 자녀를
돌보지 못하는 저소득층 가정의 어려움을 경감시켜준다. 이런 점에서 지역아동센터는 간접적으
로 저소득층 가정의 기능과 역할을 보완해주는 기능을 한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들은 저소득층 아동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보고하
였다. 지역아동센터에서의 경험은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소속감, 심리적 안정감을 주며(김용희,
2009), 학교생활 적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혜연, 2005). 유수복, 김현

주(2011)는 지역아동센터 이용 만족도가 높을수록 학교적응유연성이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 특
히 친구관계, 인지활동의 프로그램 만족도가 높은 아동일수록 학업 및 성적에 대한 태도도 긍정
적이었다. 전체적으로 학업이 부진하고 열등감을 보였던 아동들도 지역아동센터에서 생활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학습동기, 자신감, 자기효능감, 사회적 능력도 향상되는 경향이 있었다(박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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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2005; 오봉욱, 2005; 이상희, 2007).
그러나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연구들의 대부분은 이용 아동이 어떤 경험을 통해 학교나 일상
생활에 대한 태도나 적응성이 향상되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다수의
연구가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실태(정익중, 허남순, 2006; 박혜영, 2008; 박태정, 박형원, 이희연,
2010), 센터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 효과(서유나, 2006; 성동학, 2009; 정은청, 2009), 종사자 및

이용 아동의 만족도 및 자존감(문형미, 2008; 김양이, 박미란, 2007; 이훈, 신혜종, 2008), 센터이
용 여부가 학교적응, 학습동기, 자기 효능감 및 사회적응 능력에 미치는 효과(김선미, 2006;박순
정, 2005; 오봉욱, 2005; 유영희, 2002; 이상희, 2007)를 살펴보는 데 머무르고 있다.

2) 지역아동센터 내 경험에 대한 연구
예외적으로 몇몇 연구(김연정, 2010; 김용희, 2008; 박복희, 2012; 최은희, 손영빈, 김현주, 2008)
는 센터교사와 아동 간 상호작용의 구체적인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센터이용 아동들이 가지는
경험의 내용을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센터교사와 이용 아동 간 상호작용을 구체적
으로 살펴본 김연경(2010)은 센터교사의 지지적 행동이 아동의 긍정적인 변화와 연결된다는 것
을 관찰하였다. 센터교사가 아동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 주고, 그들의 잘못된 행동을 눈감아 주기
보다는 있는 그대로 직면하게 해주고, 긍정적인 행동에 대해 칭찬해 줄 때, 그리고 작은 것 하나
라도 아동과 약속한대로 이행하며 센터에서 부족한 것들은 외부 자원으로 연결시켜 줄 때, 아동
들에게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아동들은 센터에 소속감과 신뢰감을 느꼈고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서 지역아동센터에서 가정의 편안함과 가족애를 느낄 수 있었다. 박
복희(2012) 역시 센터교사-아동 간 긍정적인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부각하였다. 아동들이 궁금한
점이 있을 때 센터교사에게 언제든지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고, 센터교사가 아동 자신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고 느낄 때, 이러한 유대감은 센터 이용 아동들의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아동센터 내 교사-아동의 관계 형성 과정을 연구한 김용희(2008)는 센터 아동과 교사들
간에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형성되는 과정을 드러내기도 하였지만,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기대의
차이에서 비롯된 갈등의 가능성도 제기하였다. 예를 들어 아동들은 지역아동센터를 친구와 선생
님을 만나 재미있게 놀 수 있는 곳이기를 바랐지만 부모나 센터 교사는 지역아동센터가 아동들
이 학교공부를 보충하고 ‘예의 있는 행동’을 갖추어야 할 장소라고 기대하였다. 기대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센터 교사와 아동들 간의 갈등은 상호작용의 방식에 반영되어 센터 교사와 이용 아동
간 관계의 질에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 현상학적 방법으로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경험을 연
구한 최은희, 손영빈, 김현주(2008)의 연구에서는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아동들은 센터교사나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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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아동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자신감을 얻기도 하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성장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반면에 센터교사의 체벌이나 꾸중, 차별을 경험하면서 지역아동센터의 생활을 부정적으
로 인식하기도 하였다.
지역아동센터에서의 경험에 대한 연구는 센터교사와 아동 간의 상호작용이 지원적 관계로 발
전할 때 아동의 성장이나 적응에 긍정적인 자산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지역
아동센터의 생활에서 센터교사 지지의 역할에 주목하여 아동들에게 유의미한 타자인 부모, 친
구, 학교교사와의 관계와 비교하여 센터교사와의 지원적 관계의 영향력을 살펴봄으로써 지역아
동센터가 수행하는 역할을 더 세밀하게 이해하고자 한다.

2. 사회적 지지의 역할과 기능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타인과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느껴지는 지지
와 긍정적 수용을 통해서 아동은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서 필요한 역량을 획득하게 된
다(한종혜, 박성옥, 이영환, 1997; Harter, 1985).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느껴지는 지지, 즉 ‘사회적
지지’는 타인들로부터 받는 사랑이나 인정, 정보나 물질적 원조 등, 사회적 관계를 통해 타인들
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형태의 긍정적 자원을 가리킨다. 사회적 지지를 통해 개인은 자신이
타인으로부터 존중 받는, 가치 있는 존재라는 긍정적 자기이해 정보를 얻게 된다(Cobb, 1976;
Kahn ＆ Antonucci, 1980). 이처럼 아동들이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통해 사회적 지지를 읽어낼

수 있다면 자신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자양분을 공급받게 되는 것이다.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사회적 지지원에는 부모와 형제로 구성된 가족, 친구, 교사와 같은
의미있는 타자가 있다(박지원, 1985; 한미현, 유안진, 1996; Furman＆ Buhrmester, 1985). 사회적
지지원과 아동의 발달에 대한 연구를 보면, 각각의 지지원은 아동의 정서 및 행동 발달에 나름의
고유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지지는 아동에게 신뢰감과 애정을 제공함
으로써 아동의 자존감을 높이면서 아동의 정서적, 인지적, 행동형성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부모와의 유대가 강한 아동은 학교학습에도 흥미를 가지며 경쟁보다는 스스로의 성장에 더 가
치를 두는 경향이 있었다. 특히 아동기에는 또래와의 수평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기술과
책임감, 적응 능력 등을 배우고 소속감을 느끼게 된다. 친구의 지지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좋은
관계를 맺으려는 사회적 목표를 추구하는 성향을 북돋우는 역할을 하였다(한미현, 유안진, 1996;
Furman＆ Buhrmester, 1985; Wentzel, 1998).

학령기에 접어들게 되면서 아동들에게는 부모 다음으로 밀접하게 상호작용을 하는 성인은 교
사다. 아동은 교사로부터 학교구성원이 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 학업에 대한 가치와 태도를
배우게 된다. 다른 사회적 지지원과 비교해볼 때, 교사의 지지는 학교학습참여, 교과목이나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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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흥미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였다(김민성, 신택수, 허유성, 2012; Furman＆ Buhrmester,
1985; Garcia-Reid, Reid, Peterson, 2005; Wentzel, 1998; 홍복희, 2001). 이처럼 아동의 성장에

의미있는 역할을 하는 사회적 지지원인 부모, 친구, 교사가 안정적이며 편안한 분위기와 애정을
제공할 때, 이들의 지지는 문제행동을 예방하는 보호요인으로 작동하게 된다(양돈규, 1998). 뿐
만 아니라 아동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능력, 학업성취와 같
은 역량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진아, 1996).
그러나 저소득층 아동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부모-자녀 간의 상호작용이나 애착이 부족한 경
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정서적, 인지적, 행동발달을 저해하는 위험요인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
다. 부모의 지지가 충분치 못할 경우, 또래나 학교교사와의 관계를 원만하게 수행하기 위한 사회
적 역량을 형성하는 데 지장이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미치는 사회적
지지의 역할은 그들의 성장과 발달에 더 큰 의미를 지닌다. 고선주(2010)는 저소득 아동의 정서·
행동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가족지지와 정서·행동 간에는 가장 높은 상
관이 나타나 가족지지가 높을수록 충동적이거나 강박적인 특성이 낮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비록 저소득층 아동들이 가정에서의 지지를 충분치 받지 못하는 경우일지라도 친구지지와 교
사지지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지지가 존재한다면 아동들의 발달은 긍정적으로 이루어질 가
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 아동들이 방과 후에 상당
시간을 보내면서 물질적, 정서적, 학업적 지원을 제공받는 대표적인 사회기관이며, 이용 아동들
이 느끼는 센터교사의 지지는 아동들에게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사회적 지지원으로서의 가
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연구에서는 지역아동센터 교사의 지지를 이용 아동의 중
요한 사회적 지지원으로 고려하였거나 다른 사회적 지지원과 비교하여 그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보려는 노력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아동센터가 수행하는 다양한 역할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센터교사지지를
아동의 중요한 사회적 지지원에 포함시켜 이용 아동의 생활적응력인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다른 사회적 지지원(가족, 학교교사, 또래)과 비교해볼 때 센터교사
지지의 상대적 영향력의 정도가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돌봄과 학업지원의 역할을 수행하는 센터
교사의 지지가 부모나 학교교사지지의 영향력을 보완하거나 조절하는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살
펴보고자 하였다.

3. 저소득층 아동의 자아탄력성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연구들은 저소득층 아동들의 성장과 발달에 미치는 가정 및 사회 환경,
아동의 내적 특성이 가져오는 부정적인 결과를 부각시켜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빈곤을 지속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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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경험하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아동 및 청소년들을 확인
하고 이들의 특성이 무엇이며 이들의 적응에 도움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가 활발
하게 이루어졌다(성선진, 2010; 오승환, 2006, 오혜진, 2011). 이전 연구와 달리 저소득층 아동들이
지닐 수 있는 강점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들 연구는 저소득층 아동들이 환경적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인 자아탄력성(ego-resilience)을 지니고 있다면 경제적 빈곤에서
빚어지는 다양한 유형의 역경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밝혔다.
자아탄력성(ego-resilience)은 좁게는 개인의 감정을 조절하고 상황과 환경에 대한 인식을 변
화시키는 개인의 적응적인 측면이라면, 넓게는 불확실성, 갈등, 변화와 같은 외적ㆍ내적 스트레
스에 대해 융통성을 발휘하여 스트레스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이다(Block ＆ Kremen,
1996; Taylor et al., 2013). 최근 학업과 관련해서 중요한 변인으로 언급되는 자기조절, 자기통제

와 같은 변인들은 계획적이고 의식적으로 행동과 정서를 관리하는 능력이라면(Rothbart &
Bates, 2006), 자아탄력성은 주변의 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역동적으로 환경에 대처하며 스트레스

와 같은 상황으로부터 회복하는 역량을 가리킨다.
자아탄력성이 개인에게 나타나는 양상은 다양하다는 점에서 단일차원으로 설명할 수 없는 복
합적인 구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아탄력성을 가진 개인에게는 일관된 공통점이 존재한다
(Herrenkohl, 2013). 자아탄력적인 아동일수록 환경변화에 능숙하게 대처하고 주변의 사회적 자

원을 적극 활용하며 유연하게 문제해결전략을 활용한다. 그러나 비탄력적인 아동의 경우에는 새
로운 환경에서 위축되고 걱정이 많으며 부정적인 경험에서 회복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
로 나타났다(Taylor et al., 2013). 학교생활 측면에서 자아탄력성이 높은 아동은 성적을 비롯한
학교에서의 수행이 우수하며, 병리적 문제의 수준이 낮은 경향이 있었다. 대인관계의 측면에서
도 자아탄력적인 아동은 불안해하지 않고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항상 마음을 열어놓고
대인관계에서나 사회적인 측면에서 잘 적응하는 경향을 보였다(구형모, 2000). 결과적으로, 자아
탄력적인 개인은 주변 사람들과 지원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관계들로부터 도움과 조언을 제공받아 어려운 상황에 대처할 자원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Herrenkohl, 2011).
유의미한 타자와의 지원적인 관계는 자아탄력성을 지닌 개인이 환경에 적응한 결과로 나타나
기도 하지만 자아탄력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원천의 역할을 한다. Boxer와 Sloan-Power(2013)는
자아탄력성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요인으로, 개인적인 특성(기질, 인지적 기술, 대인관계 기술),
가족자원(지원적인 양육), 외부자원(또래와 학교에서의 사회적 지지 등)을 들고 있다. 이 중 인지
적 기술이나 대인관계 기술과 같은 개인적인 특성들은 가족이나 다른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
서 학습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가족과 사회에서의 지원적 관계는 자아탄력성 함양의 토대
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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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중·고등학교 학생의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정지영과 임정하(2011)
는 청소년의 기질적 특성의 영향력이 가장 컸고, 가족관계의 건강성, 담임교사와 친한 친구의
지지 순으로 자아탄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 중
부모양육태도와 자아탄력성, 자기조절학습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박순주, 심
혜원(2012)의 연구는 부모양육태도(애정, 합리적 설명, 감독)가 자아탄력성과 자기조절학습에 정
적인 영향을 미치며, 자아탄력성은 자기조절학습을 매개로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쳤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아동의 탄력적인 적응능력이 학업성취를 위해 자신의 행동과 시간을
관리하고 배움과 성취에 가치를 두는 자기조절학습 역량을 향상시킴으로써 학교생활을 원만하
게 수행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의 성별에 따른 자아탄력성 정도의 차이를 살펴본 연구들을 대체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자아탄력성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김미화, 2003; 박유미, 2007; 하현주, 2007). 지
역아동센터 아동의 자아탄력성은 살펴본 박유미(2010)는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소 중 대인관계의
요소에서만 여자 아동이 남자 아동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저자는
여아들이 남아에 비해 대인관계 지향적이며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에 가치를 두도록 강화되기
때문에, 대인관계와 관련된 자아탄력성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나타냈다고 해석하였다.
본 연구는 저소득층 아동들의 삶에서 자아탄력성이 어떠한 다른 내적인 특성보다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인식하고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자아탄력성을 형성하는 사회적 지지원의 영
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가정이나 학교로부터 충분한 지지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저
소득층 아동들에게 지역아동센터 교사의 지지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
보았다. 기존의 연구에서 이미 중요성이 밝혀진 부모, 학교교사, 또래의 지지와 비교하여 지역아
동센터 교사의 지지가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과 부모와 학교교사 지지의
결핍을 보완하는 역할에 주목하여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광주 지역에 소재한 지역아동센터 중 15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194명
의 초등학교 3-6학년 아동이다. 이 중 남자아동은 88명(45.4%)이며 여자아동은 106명(54.6%)으로
나타났고, 3학년 아동이 52명(26.8%), 4학년이 65명(33.5%), 5학년이 38명(19.6%), 6학년이 39명
(20.1%)이었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인 아동들의 47.9%인 93명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한 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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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이며, 1년 이상 2년 미만이 54명(27.8%)으로, 약 76%의 아동들이 일 년 이상 지역아동센

터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해 15개 지역아동센터에서 검사를 실
시하였다. 검사실시과정에서 연구자는 각각의 검사지가 무엇을 묻고 있는지를 안내하여 사회적
지지원에 대한 반응이 혼돈되지 않도록 주의를 주었다.

<표 1>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일반적 특성

성별

학년

기간

주관적
경제수준

내용
남자

빈도
88

%
45.4

여자

106

54.6

합계

194

100.0

3학년

52

26.8

4학년

65

33.5

5학년

38

19.6

6학년

39

20.1

합계

194

100.0

1년 미만

47

24.2

1년 이상 ~ 2년 미만

54

27.8

2년 이상

93

47.9

합계

194

100.0

아주 못사는 편

3

1.5

조금 못사는 편

9

4.6

보통

114

58.8

조금 잘 사는 편

36

18.6

아주 잘 사는 편

32

16.5

합계

194

100.0

2. 연구변인
1) 아동의 개인 배경변인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아동의 개인변인으로 성별, 학년, 지역아동센터
이용기간, 아동이 지각하는 가정의 주관적 경제수준을 사용하였다. 이들 변인들을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배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중다회귀분석에서 사회적 지지가 자아탄력성
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한 통제변인으로 활용되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기간은 1년 단
위로 측정하여, 1년 미만, 1년 이상-2년 미만, 2년 이상의 선택지를 제시하여 아동으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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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하게 하였다. 경제수준은 아동이 지각한 경제수준, 즉, 주관적 경제수준이 아동의 심리나 행동
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강희경, 2005; 김광혁, 2005; 김지영, 2008; 홍경해, 2011)을 고려하여
“나는 우리집이 경제적으로 _______이라고 생각한다”는 문항을 제시하여 아동이 주관적으로 자

신의 가정의 경제수준을 5점 척도로 이루어진 선택지(1=아주 못사는 편, 5=아주 잘사는 편)에
표시하게 하였다.

2) 사회적 지지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한미현(1996)이 개발한
사회적 지지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가족지지, 학교교사지지, 친구지지, 지역아동센터 교사지지
의 정도를 측정하였다. 이 중 지역아동센터 교사의 지지는 학교교사지지의 문항을 그대로 활용
하여 지역아동센터 교사의 지지를 묻는 문항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었
으며, 각 문항에 대한 반응은 5점 척도로 이루어졌다. 사회적 지지의 하위 척도의 신뢰도(내적합
치도, Cronbach α)는 가족지지 .84, 학교교사지지 .89, 친구지지 .89, 센터교사지지 .93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사회적지지 측정도구의 구성
척도

사
회
적
지
지

문항수

문항의 예시

신뢰도

가족지지

7

우리 가족은 나를 사랑하는 것 같다.
우리 가족은 나에게 관심을 많이 주는 것 같다.

학교교사
지지

7

우리 학교선생님은 나를 좋아하시는 것 같다.
우리 학교선생님은 나를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
시는 것 같다.

.89

친구지지

7

내 친구들은 내 생각이나 말을 잘 들어주는 것 같다.
나와 내 친구들은 서로를 잘 도와주는 것 같다.

.89

7

지역아동센터 선생님은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
람이다.
지역아동센터 선생님은 나의 강점을 칭찬해 주시는
것 같다.

.93

센터교사
지지

.84

3) 자아탄력성 척도
연구자는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자아 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김수정(2008)이 개
발한 자아탄력성 척도(20문항)를 활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자아탄력성 척
도는 5개의 하위척도(대인관계, 활력성, 감정통제, 호기심, 낙관성)로 구성되었으나 본 연구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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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탄력성의 하위구성요인보다는 아동의 전반적인 자아탄력성의 정도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전
체 척도의 점수를 변인으로 사용하였다. 자아탄력성의 신뢰도는 .89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표 3> 자아탄력성 측정도구의 구성
척도
자
아
탄
력
성

문항수

문항의 예시

대인관계

4

나는 친구의 말을 존중해 준다.

활력성

4

나는 친구들을 보면 먼저 상냥하게 말을 건넨다.

감정통제

4

나는 기분이 나쁜 경우에도 바로 마음의 안정을 찾는다.

호기심

4

나는 새로운 것을 보면 그것에 대해 알려고 노력한다.

낙관성

4

나는 시험을 못 보았어도 다음에는 더 잘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신뢰도

.89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먼저 연구대상의 특성과 연구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아동 개인
의 특성변인(성별, 학년, 이용기간, 주관적 경제수준)과 사회적지지(가족지지, 학교교사지지, 친
구지지, 센터교사지지)변인에 대한 기술통계와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이
용 아동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가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중다회
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중다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인 분포의 정규성 가정을 점검하기 위하여
연속변인에 해당하는 연구변인의 첨도와 왜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모든 측정변인이 만족할
만한 정상분포의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01≤편포도의 절대치≤.90; .07≤첨도의 절
대치≤.83).
가족지지, 학교교사지지, 친구지지, 센터교사지지의 영향력을 이해하기 위하여 먼저 아동의
개인특성변인을 먼저 회귀분석에 포함하고, 다음으로 사회적 지지변인을 투입하였다. 개인특성
변인을 먼저 회귀방정식에 투입한 것은 성별, 주관적 경제수준, 학년, 지역아동센터 이용기간과
같은 변인들은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 외부에서 개
입하여 변화시키기 힘든, 개인에게 이미 주어진 변인들이기 때문이다. 위계적 회귀방정식을 활
용한 연구들은 유전적이거나 개인의 성격적 요소, 변화시키기 힘든 요소를 가장 먼저 방정식에
투입하여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보고자하는 변인의 영향력을 순수하게 살펴보기 위한 통제변인
으로 활용한다(예. 허유성, 김민성, 박주성, 2014).
사회적 지지변인의 투입순서는 이미 그 영향력의 유의미성이 알려진 가족지지, 학교교사지지,
친구지지를 먼저 투입하고, 본 연구의 주요 관심인 센터교사지지는 다음 순서로 분석에 포함하
였다. 마지막으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이 지각하는 센터교사지지가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미

68 아시아교육연구 16권 2호

치는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센터교사지지와 가족지지, 센터교사와 학교교사지지의 상호작
용 효과를 살펴보았다. 상호작용 변인 투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중공선성 문제를 위해 상호작용
변인 생성 시 해당 변인들의 표준점수를 사용하였다.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의 단계적 연구모형은
아래와 같이 설정하였다.

<표 4> 분석모형
모형

투입변인

연구모형1

학생배경 변인[성별, 학년, 기간, 경제]

연구모형2

연구모형1 + 사회적 지지 변인[가족지지, 학교교사지지, 친구지지]

연구모형3

연구모형2 + 센터교사지지

연구모형4

연구모형3 + 상호작용변인[가족지지*센터교사지지, 학교교사지지*센터교사지지]

Ⅳ.

연구결과

1. 기술통계
1) 연구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본 연구의 연구변인의 기술통계치와 변인 간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다(아동의 개인특성변인의
기술통계치는 ‘연구대상’을 참조). 아동들이 지각하는 가족지지는 5점 척도에서 평균 4.03으로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5점 척도로 측정된 학교교사지지, 친구지지, 센터교사지지,
자아탄력성은 평균적으로는 ‘보통’ 이상의 평정(3.24~3.59)을 나타내었다.
연구변인 간 상관계수를 살펴보면 성별과 센터교사지지 간에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즉, 여학생일수록 센터교사지지를 높게 지각하는 경향이 있었다(r=.20, p<.01). 주관적 경제수준
은 학년과 유의미한 부적상관(r=-.17, p<.05)을, 가족, 학교교사, 친구, 센터교사지지와는 유의미
한 정적상관(가족지지 r=.26, p<.001; 학교교사지지 r=.19, p<.05; 친구지지 r=.22, p<.01; 센터교
사지지 r=.15, p<.05)을 보였다. 가족지지, 학교교사지지, 친구지지, 센터교사지지 간의 상호상관
은 모두 정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r=.43~.56, p<.001). 자아탄력성은 아동의 개인특성 변인
과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나, 사회적 지지 변인들과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
타내었다(r=.52~.60,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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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연구변인 간 상관계수(N=194)
성별
성별
(남=0,
여=1)

학년

기간

주관적
경제수준

가족
지지

학교
교사지지

친구
지지

센터교사
지지

자아
탄력성

1

학년

.02

1

기간

.01

.09

주관적
경제수준

-.14

가족지지

.02

학교교사
지지

-.17*

1
.02

1

.02

.00

.26***

1

.11

.05

.01

.19**

.56***

1

친구지지

.11

.12

.10

.22**

.43***

.55***

1

센터교사
지지

.20**

.07

.10

.15*

.45***

.55***

.45***

1

자아
탄력성

.12

.11

. 06

.12

.52***

.55***

.60***

.59***

4.03
(.80)

3.59
(.82)

3.54
(.81)

3.45
(.92)

평균
(SD)

3.44
(.88)

1
3.24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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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아동의 개인적 배경변인과 사회적 지지가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연구변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아
동의 개인적 특성변인만 투입된 연구모형 1에서는 주관적 경제수준만이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정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쳤다(b=.13,β=.04, p<.05). 그러나 연구모형 1 전체는 자아탄력성
변량의 5%를 설명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사회적 지지가 추가된 연구모형 2는 전체적으로 자아탄력성 변량의 48%를 설명하고 있으며,
학교교사지지(b=.18;β=.20, p<.01), 가족지지(b=.24;β=.26, p<.001), 친구지지(b=.35;β=.38,
p<.001) 모두 자아탄력성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학교교사, 가족, 친구의 지

지가 자아탄력성을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변량은 43%이다. 표준화계수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친
구지지가 가족지지나 학교교사지지보다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이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교 시기 또래 친구를 통해 아동들이 상황에 대처하는 유연한 태도를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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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연구변인의 효과(N=194)
비표준화 계수

연
구
모
형
1

연
구
모
형
2

.11

.13

.98

(절편)

2.25

.35

성별

.19

학년

.09

.05

.13

.97

기간

.04

.04

.01

.99

주관적 경제수준
(절편)

.13*

.06

.04

.95

.46

.31

성별

.05

.08

.04

.95

학년

.02

.04

.03

.94

기간

.01

.05

.01

.98

-.05

.05

-.06

.86

주관적 경제수준
가족지지

.24***

.06

.26

.65

학교교사지지

.18**

.06

.20

.57

친구지지
(절편)

.35***

.06

.38

.64

.44

.29
-.01

.93

-.01

.08

학년

.02

.04

.03

.94

기간

-.01

.05

-.01

.97

주관적 경제수준

-.06

.05

-.07

.86

가족지지

.19**

.06

.21

.63

학교교사지지

.09

.06

.10

.51

친구지지

.30***

.06

.33

.63

센터교사지지
(절편)

.24***

.05

.31

.62

.43

.28
-.01

.92

성별

연
구
모
형
4

공차

S.E.

성별
연
구
모
형
3

표준화계수
(β)

b

-.02

.08

학년

.02

.04

.04

.93

기간

-.01

.05

-.01

.97

주관적 경제수준

-.06

.05

-.08

.86

가족지지
학교교사지지

.21***

.06

.23

.59

.07

.06

.08

50

친구지지

.29***

.06

.32

.62

센터교사지지

.24***

.05

.30

.60

가족*센터교사지지
교사*센터교사지지

.10*

.05

.13

.60

-.01

.04

-.02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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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2.44*

23.83***

26.21***

2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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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연구모형 별 설명량 및 유의도(N=194)
모형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1
2
3
4

.22
.69
.73
.74

.05
.48
.53
.55

.03
.46
.51
.52

.72
.54
.51
.50

통계량 변화량
R 제곱
변화량
.049
.425
.058
.013

F 변화량

df1

df2

2.439
50.197
23.036
2.620

4
3
1
2

189
186
185
183

유의확률
F 변화량
.048
.000
.000
.076

연구모형 3에서는 센터교사지지의 영향력을 추가하여 센터교사지지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
펴보았다. 본 모형은 자아탄력성 변량의 53%을 설명하고 있다. 즉 센터교사지지가 5.8%의 변량
을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유의미한 타자(가족,
친구, 학교교사, 센터교사)의 지지는 통틀어 자아탄력성 전체변량의 48.3%, 즉, 자아탄력성 변량
의 절반 정도를 설명하고 있다. 센터교사지지가 연구모형에 추가되었을 때, 센터교사지지(b=.24;
β=.31, p<.001)는 친구지지(b=.30;β=.33, p<.001) 다음으로 자아탄력성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
향을 미쳤으며, 가족지지(b=.19;β=.21, p<.01)의 영향력은 크게 줄었으며, 학교교사지지(b=.09;
β=.10, n.s.)의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방향으로 변하였다. 센터교사가 수행하는
돌봄과 학업지원의 역할이 가족지지와 학교교사지지의 역할을 어느 정도는 대체하고 있다는 것
을 나타낸다.
연구모형 4에서는 가족의 돌봄 기능과 학교교사의 학습지도 기능을 둘 다 감당하는 지역아동
센터교사의 지지가 가족지지와 학교교사지지의 영향력을 보완하거나 조절하는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가족지지와 센터교사지지, 학교교사지지와 센터교사지지의 상호작용변인을 투입
하여 센터교사지지의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센터교사와 가족지지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미하였으나(b=.10;β=.13, p<.05), 센터교사와 학교교사지지와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미하
지 않았다(b=-.01;β=-.02, n.s). 연구모형 4에서 추가된 설명변량은 1.3%로 유의수준 .05에서는
유의미하지 않고, 유의수준 .10에서 유의미한 설명력을 가지는 정도에 그쳤다(p=.076)
비록 가족지지에 대한 센터교사의 조절효과의 설명력이 미미하지만, 자아탄력성과 같은 정의
적 특성이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되는 것이라면 그 영향력이 미미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Gage, 1978). 센터교사지지의 조절효과의 양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센터교사지지와 가족지지, 학교교사지지를 상, 하 집단으로 구분하여 그래프로 나타내 보았다
([그림1] 참조).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아동의 가족지지가 낮은 경우 센터교사지지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에서 자아탄력성의 차이보다 아동의 가족지지가 높은 집단에서는 센터교사지지에 따른 자
아탄력성의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다. 즉, 가족지지가 낮은 경우 센터교사의 지지가 이를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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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역할보다는 가족지지와 센터교사지지가 둘 다 높을 때, 그 영향력이 서로 배가되는 상승작
용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결국 사회적 지지의 측면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동일한 방식으로 센터교사지지와 학교교사지지의 상호작용 효
과를 살펴본 결과, 회귀분석 결과에서 예상할 수 있듯이, 학교교사지지의 수준에 따라 센터교사
지지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에서의 자아탄력성의 정도는 평행하게 나타나 상호작용 효과는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센터교사지지의 조절효과

Ⅴ.

요약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가족, 또래, 학교교사, 지역아
동센터교사)가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가족의 돌봄과 학교교사의 학습지
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지역아동센터 교사의 지지가 가족지지나 학교교사지지의 효과를
조절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광주지역 15개의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194명의 초등
학교 3-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의 개인적 특성(성별, 학년, 지역아동센터 이용기간, 주관적
경제수준)과 그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의 정도와 자아탄력성을 측정하였다.
먼저, 아동의 개인배경 변인과 사회적 지지가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
과, 개인배경 변인 중 아동이 지각한 주관적 경제 수준만이 자아탄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선행연구(강희경, 2005; 김지영, 2008; 홍경해, 2011)의 결과와 부합하지만, 아동의 주관적
경제수준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는 좀 더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일반 아동도 지역아동센
터를 이용하지만 이용 아동의 상당수가 저소득층이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본 연구에 참여한 아
동들의 대부분은 가족의 경제수준은 ‘보통’ 이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여러 저소득층 아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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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연구들(김광혁, 2005; 신현중, 김희연, 2008; 어주경, 1999)에서도 아동들의 60~80% 정도는
가족의 경제수준을 보통 이상으로 생각하였다.
아동의 주관적 경제수준이 의미하는 것에 대해 신현중, 김희연(2008)은 초등학생은 가족의 경
제수준을 소득수준으로 파악하기 보다는 자신의 필요에 대한 부모의 지출이나 부모의 관심에
따라 파악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어주경(1999)은 아동은 부모와의 상호작용의 질을 통
해 가정의 경제적 형편을 파악하기 때문에 가정의 절대적 경제수준보다 자신의 가정의 형편을
더 긍정적으로 지각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렇다면 아동이 지각하는 경제적 수준은 곧 아동
이 느끼는 가정 내에서의 삶의 질이나 가족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의 방식과 관련되어 아동이
자신의 삶에 대처하는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김광혁, 2005). 본 연구에서도 미미한
수준이기는 하지만 아동의 주관적 경제수준이 자아탄력성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주
관적 경제수준이 담고 있는 다양한 의미를 세밀히 살펴볼 필요성을 제기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저소득층 아동이 생각하는 주관적 경제수준이 상당히 높다는 것은 ‘빈곤’이나 ‘저소득’에 대한
아동의 인식을 절대적 경제수준과 비교하여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제기한다.
다음으로, 전통적으로 아동에게 유의미한 사회적 지지원으로 간주되어 왔던, 가족지지, 학교
교사지지, 친구지지가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이들 사회적 지지원은
모두 유의미하게 자아탄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가족, 학교교사, 친구의 지지가 모두 유의하다는 것은 아동을 둘러싼 다각적 지원들이 아동의
자아탄력성 형성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말해준다. 사회적 지지의 긍정적 영향은 자아탄력성뿐
아니라 아동의 정서와 안녕감에 대한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다. 아동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와
희망, 우울증, 학업성취,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계를 살펴본 조한익(2011)은 사회적 지지가 희망
과 심리적 안녕감에 강력한 영향을 끼치며 우울증을 유의미하게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
성취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지만 희망을 높이고 우울증 낮추는 역할을 통해 간접
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특히, 저소득층 아동들의 적응능력에 미치는 사회적 지지의 영향력에 대한 연구들은 여러 사
회적 지지원 중 친구의 영향력이 크다는 점에 주목하였다(김현주, 2010; 박유미, 2010). 지역아동
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도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친구지지의 영향력(β=.38,
p<.001)이 가족지지(β=.26, p<.001)나 학교교사지지(β=.20, p<.001)보다 그 효과가 높게 나타났

다. 저소득층이 아닌 일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친구지지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안도희, 박귀화, 정재우(2008)는 중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부모, 친구, 학교교사의 자율
성 지지)가 기본심리욕구(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
과, 친구지지와 부모지지는 세 가지 기본 욕구를 모두 충족시키면서 심리적 안녕감에도 영향을
미쳤다. 특히 친구지지는 기본욕구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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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비해 학교교사는 기본 욕구 중 자율성 지지에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 심리적 안녕감
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이 맺는 사회적 관계망의 역할을 6가지 측면에서 바라본 Furman과 Buhrmester(1985)는
부모-자녀관계에서는 훈육과 애착형성이 주된 역할이라면 친구관계에서는 자신을 드러내고 서
로의 경험을 공유하는 등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생활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고 한다.
이에 비해 교사와의 관계는 아동의 삶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과 같은 도구에 대한 도움을 제공
하는 역할을 한다. 저소득층뿐 아니라 일반 아동의 적응이나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연구 결과들
은 이처럼 학교교사에 비해 친구나 부모지지의 역할을 더 중요하게 부각하였다. 이는 부모나 친
구지지가 아동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심리적 안녕감과 자아탄력성과 같은 적응력
을 키워주기 때문이다. 특히 친구지지의 영향력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가족이나 교사와의 관
계는 공간적으로나 내용적인 측면에서 제한적인 것에 비해 친구와의 관계는 그 범위나 유형이
보다 다양한 것에서 기인할 수 있다. 이 속에서의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경험을 겪으며 아동들은
타인과 자신에 대한 이해를 높이게 되면서 좀 더 유연하고 탄력적인 태도를 기르게 될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한 연구문제 중 하나인 지역아동센터 교사지지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
과, 센터교사지지가 연구모형에 투입되었을 때, 학교교사지지의 유의미한 영향력은 사라지고 친
구지지(β=.33, p<.001), 센터교사지지(β=.31, p<.001), 가족지지(β=.21, p<.01)의 순서대로 아동
의 자아탄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나타났다. 센터교사가 가족과 학교교사가 수행하
는 돌봄과 학업지원의 역할을 동시에 담당한다는 점에서 센터교사지지는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가족지지와 학교교사지지의 역할을 어느 정도 흡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학교교사지지의 유의미한 영향력이 사라졌다는 점은 자아탄력성에 대한 센터교사가 역할이 학
교교사의 역할과 중첩되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학교교사지지의 상대적 영향력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하여 본 연구의 질문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분석을 수행하였다. 친구지지를 모형에서 제외하고 상호작용 변인을 구성하는 가족지지, 학
교교사지지, 센터교사지지만을 회귀분석모형에 포함시켰을 때, 학교교사지지의 영향력은 유의
미하게 나타났다(가족지지 β=.25, p<.001; 학교교사지지 β=.22, p<.001; 센터교사지지 β=.36,
p<.001).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본다면, 자아탄력성에 대한 학교교사지지의 영향력은 친구지지와

센터교사지지의 기능과 중첩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에게 학교교사,
친구, 센터교사의 지지가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하는지를 보다 심층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필요
성을 제기한다.
마지막으로, 센터교사의 지지가 가족지지나 학교교사지지를 조절해주는 효과가 있는지를 살
펴보기 위해 가족지지와 학교교사지지와의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보았다. 학교교사지지와의 상호
작용효과(β=-.02, n.s.)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가족지지와의 상호작용(β=.13,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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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회귀계수는 유의미하게 나타났지만 자아탄력성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력은 .10수준에서나 유
의한 수준으로, 그 영향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자료를 분석하기 전, 연구자는
학교부적응 아동들에게 교사의 배려가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Muller(2001)의 연구에 근거하여,
가족의 지지나 학교교사의 지지를 적절하게 받지 못하는 아동들에게 센터교사의 지지가 더 효
과적으로 나타날 것을 기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가족지지가 부족한 경우 센터
교사지지가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커지기보다는 가족지지와 센터교사지지가 둘 다
높은 경우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은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과 타인에 대한 내면적인 모형을 형성하게 된다. 인생의
초기에는 부모를 통해, 이후에는 주변의 중요한 타인들을 통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나를 둘러
싼 타인들은 나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인식을 구축하게 된다(Davis, 2003). 본 연구에서
확인된 센터교사지지와 가족지지의 상호작용 효과의 가능성은 지역아동센터와 가족의 지지가
골고루 긍정적일 때 아동의 내적인 자산인 자아탄력성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한다는 것을 말해준
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아동센터에서 부모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부모연계프로그램
의 개발 및 운영의 필요성을 말해준다. 황혜원(2014)의 연구에서 지적하였듯이, 저소득층 가정이
지역사회의 구성원과 교류하고 유대를 강화하는 것이 간접적으로 가정 내의 가족의 상호작용의
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족이 미처 제공하지 못한 돌봄이나 교육의 혜택을 지역아동센터
와 같은 지역사회 공동체가 제공해주는 것은 가족 내의 어려움이나 갈등을 조금이라도 경감시
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지역아동센터 교사지지가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다른 사회적 지지의
영향력과 비교하여 분석하고 다른 사회적 지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그 영향력의 양상을 이해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저소득층아동이 대다수인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에게 친구
지지와 센터교사지지의 영향력이 높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친구나 지
역아동센터 교사로부터 자아탄력성을 구성하는 요인(대인관계능력, 활력성, 감정통제, 호기심,
낙관성)과 관련된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지역아동센터가 아동발달의 중요
한 내적자원을 형성시키는 사회적 자원의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해 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지역아동센터가 제공하는 사회적 지지에 대한 초기 연구 중 하나로 센터교
사지지의 역할을 양적인 방법으로 이해하는 데 머물렀을 뿐, 그것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
는지는 못했다. 앞으로의 연구는 지역아동센터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교사-아동, 다른 아동들
과의 상호작용 양상을 구체적으로 이해하여 이들이 제공하는 사회적 지지가 어떠한 형태로 이
루어지는지, 그리고 그러한 지지가 아동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을 다각적으로, 그리고 보다 심층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지역아동센터 역시 하나의 기관으로서 운영주체나 운영방식에 따라 아동들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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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하는 교육이나 돌봄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 수준에서 지역아동센터의 교
사지지의 영향력을 살펴보았다면 앞으로의 연구는 센터의 운영방식이나 특성에 따라 아동들의
경험이 어떻게 달라지고 아동의 발달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서로 다른 수준의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다층자료 분석 방법인 위계적 선형모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
를 이용하지 않는 아동들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자아탄력성의 효과를 비교분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경제적 수준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저소득층 아동 중 지역
아동센터 경험 유무에 따라 사회적 지지원의 차별적인 영향력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이다. 이러한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 사회에서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이나 기능을 이해하여 지역아
동센터의 개선과 발전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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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fluence of Social Support on Children's Ego-resilience in Child
Community Centers: Focusing on the Relative and Moderating Effect
of Child Community Center Teacher's Support*
2)

Kim, Minseong**
Park, Shin-Hee***
This study examined the influences of social support (family, school teacher, peer, and teacher
of community child center) on children’s ego-resilience in community child centers, especially
focusing on the relative and moderating effect of community child center teacher's support
by using hierarchial regression analyses. From 15 different community child centers, 194
children in 3rd-6th grade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results showed that only economic
status perceived by children among background variables had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
on ego-resilience at the first step of regression analyses. At the second step with three social
support variables(family, school teacher, and peer) included in the regression model, all the
support variable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on ego-resilience of children. When community
child center teacher‘s support was analyzed in the third and forth regression models, its
significant effect on ego-resilience as well as moderating effect with family support was found.
This finding signifies the important role of center teacher’s support in forming children’s resilient
attitude. Interestingly, its impact strengthened when family support was high, confirming the
significance of the consistent support from in and out of family. A few suggestions were made
about the future research on community child care centers.
Key words: Social Support, Child Community Center, Ego-resilience, Moderating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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