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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어려움이 아동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부모-자녀 관계 및 또래관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The effect of economic difficulty on children's quality of life
- focused on mediation effect of parent-child and peer relationship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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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ediation effects of relationships of parent-child and between-peers based on the 

effects of economic difficulty on quality of life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Data was obtained from students (N= 493) at seven 

elementary schools in Choongbuk Province and analyzed with SPSS 12.0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AMOS 5.0.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economic difficulty gives a direct effect on elementary students' quality of life and is mediated with 

parent-child and between-peers relationships. Also, economic difficulty influences  children's quality of life when a parent-child 

relationship is combined with a between-peers relationship. On the basis of these results, this study suggests that welfare centers 

and elementary schools have to teach students  to have desirable sense of value. Also,  schools need to provide  education programs 

for parents to improve parent-child relationship and various activities for students to develop between-peers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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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삶의 질을 평가하기 위한 초기의 노력은 주로 개인당 

평균소득과 같은 경제적인 또는 물질적인 측면만을 고려

해 오다가 점차 삶을 보다 잘 평가하기 위하여 교육수준, 

정치참여도 및 인구의 증가나 이동과 같은 인구 사회적 

지표들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들을 시작하였다(박동호, 

2006). 그러나 삶의 질이란 것이 개인이 그들의 생활 속에

서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삶의 질에 영향을 줄 것이라 가정되는 객관적 지표들만을 

가지고 개인이 경험하는 삶의 질을 평가한다는 것은 제한

적일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이에 개인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만족하는

지를 측정함으로써 그 필요성들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윤창영, 2001; Diener, Eunkook, Richard & Heidi, 1999; 

Myers & Diener, 1995). 즉, 삶의 질이란 당사자가 실제 

생활에서 경험하는 생활상태에 대한 주관적 느낌을 의미

하고,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가

를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Diener & 

Diener, 1995).

이런 정의를 바탕으로 그동안 삶의 질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성인을 중심(김기원, 2003; 김혜원, 김명소, 2000; 

성정애, 2006; Ulrich, Ludger & Klaus, 2007)으로 이루어

졌고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안현진, 2007; 

Jeffrey, William & Robert, 2007; Rainer, 2005)는 극히 소

수로 아동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는 아동복지의 영역에서 

간과되었던 분야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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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의 많은 아동은 하나의 권리의 주체로서 

보다는 부모의 욕구에 종속된 존재로 사교육의 홍수 속에

서(이승훈, 2004; 정재미, 2006) 충분한 심리적․정서적 만

족감과 복지감을 제공받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가족 및 사회․환경적 요인은 아동의 내재

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문제화 되어 

아동복지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동의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아

동기의 삶이 성인기까지 직결되는 점을 고려한다면 생애 

주기상 초기단계인 아동기의 삶의 질을 연구하는 것은 중

요한 의미가 있다.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한 선행연구들은 

삶의 질을 구성하는 요소를 다양하게 바라보고 있다. 먼

저 경제적인 측면을 다룬 연구들을 보면 경제적 수준과 

삶의 질 간에는 긍정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한다(이명순, 

변미희, 2007; Diner et al, 1999).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삶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문선화, 류기형, 김경호, 이경남, 홍봉선, 

2000). 즉, 빈곤은 아동의 삶의 기회를 박탈하며, 아동의 

가능성과 소망을 무시하고 이는 다음 세대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것이다(Piachaud, & Sutherland, 2001).

다음은 관계적인 측면으로 먼저 부모-자녀관계는 아동

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

모는 아동이 사회화의 기초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모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모와 형성된 관계는 아동의 삶의 

태도 및 삶의 질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임미

향, 박영신과 김의철(2006)의 연구에 의하면 미래의 성공

과 건강을 위해,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가족의 

도움과 화목, 경제적 안정 및 성공적인 자녀양육 등 가정

환경 및 지원이 삶의 질에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제시하

고 있다. 또한 행복한 삶의 척도와 심리적 안녕감을 구성

하는 척도로 대인관계 및 부모, 친지간의 원만한 관계를 

꼽고 있으며(김명소, 김혜원, 한영석, 임지원, 2003) 한유

선(1996)은 가정환경과 학교환경에 따른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에서 부모의 자녀양육유형이 민주적이

거나 허용적인 경우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제시

하고 있다. 부모-자녀 관계와 함께 아동의 삶의 질에 영향

을 미치는 또 다른 관계요인은 또래관계이다. 또래관계는 

평등성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성인과의 관계와 다른 독특

한 상호작용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평생에 

걸쳐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주는 많은 기술 태도, 경험 등

을 얻게 된다(신주혜, 1998). 

또래관계가 원만한 아동은 심리적으로 건강하고 적응

을 잘 하는 반면 또래로부터 거부당하는 아동은 사회적 

부적응을 나타낼 위험성이 높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또래

관계를 형성하는 아동들은 스트레스 사건에 대처하는데 

어렵고 인간관계에 많은 실패를 겪는다(Paker & Asher, 

1987, Coie, 1990: 김윤경, 이옥경 재인용, 2001). 따라서 

어떤 또래관계를 갖느냐는 아동의 사회적응 및 전반적인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경제적 수준, 부모-자녀관계, 또래관계가 아동의 

삶의 질에 미치는 개별적 영향과 함께 세 요인의 관계를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낮은 경제적 수준은 부모의 

우울과 같은 심리적 스트레스와 부모간의 갈등을 초래하

고 이로 인해 부모-자녀관계는 아동의 사회․정서적인 문

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Compas, Howell, Phares, 

Williams & Ledoux, 1989; Patterson, 1988). 즉, 가족성원

들 간의 이런 긴장 관계는 가족기능을 약화시켜 자녀의 

성장 발달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게 되고(강희경, 2003; 

박신영, 2005) 이것이 아동의 삶의 질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이렇게 형성된 부모-자녀관계는 또래관계에도 

작용하는데(나유미, 2001; 임연진, 1999) 아동은 부모와의 

대면적 상호작용을 통해 또래와 성공적으로 상호작용 할 

수 있는 사회적 기술을 배우고 연습하며 정교화 할 수 있

는 기회를 갖는다(Elicken, England & Sroufe, 1992; 

Penelope, 2001; Ryan, Susan, Stiller & Lynch, 1994; 

Susan, Robin & Ross, 1999). 그러므로 부모가 자녀를 어

떻게 대하는가는 자녀의 사회적응능력과 바람직한 또래관

계 형성을 위한 주요변수가 된다. 학령전기부터 학령기까

지 지속된 7년간의 종단연구에서 Pettit, Bates와 

Dodge(1997)는 부모의 지지적인 양육태도가 학령초기는 

물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아동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학업수행에 영향을 주고 또래관계에서도 친

사회적 행동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긍정적이고 원활할수록 또래

와 원만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심희옥, 2000; 원유미, 2000). 이처럼, 부모-자녀 관계는 

또래관계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며 이는 다시 아동의 삶의 

질로 직결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삶의 질에 관한 연구에서 간과된 아

동을 대상으로 경제적 어려움, 부모-자녀관계, 또래관계와 

삶의 질의 관계 및 그 영향 경로를 탐색하고자 하며 이를 

통하여 아동의 삶의 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삶의 질 향

상을 위한 개입방법을 개발하는데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경제적 어려움은 아동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가? 

2) 경제적 어려움은 부모-자녀관계를 매개로 아동의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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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가?

3) 경제적 어려움은 또래관계를 매개로 아동의 삶의 질

에 영향을 미치는가?

4) 경제적 어려움은 부모-자녀관계를 거쳐 또래관계를 

매개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충북지역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5, 6학년을 

표집대상으로 하였다. 표집방법은 2개의 시지역과 1개의 

군지역으로 나누어 임의표집 하였으며, 2개의 시지역에는 

도심지에 위치한 학교와 농촌지역 학교를 포함하였다. 

자료수집은 2007년 7월 2일부터 7월 11일까지 연구자

가 7개 학교를 방문하여 담임선생님께 본 연구의 목적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협조를 구한 후 설문지를 배포하고 

조사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528부이며 그중 무성의하게 

응답한 설문지 31부와 본 연구가 부모-자녀관계를 매개로 

하는 변수를 고찰하기에 조손가정의 아동(4명)을 제외하

고 493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조사도구

1) 삶의 질

삶의 질에 관한 척도는 Campbell(1981)의 척도를 이명

신(1998)이 번안하고, 이혜진(2005)이 사용한 것으로 측정

하였다.

이 척도는 개인적 삶의 질을 측정하는 것으로, 최근의 

경험에 대한 감정(삶에 대한 느낌)을 재는 양극형용사 8문

항과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재는 단일문항으로 5점 척

도로 측정을 하였다. 문항은 ‘삶이 즐겁다, 삶이 희망적이

다, 외롭다’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부정적인 질문은 역채

점을 실시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삶에 대한 느낌이 긍

정적이며 질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신뢰도는 Cronbach α 

.91이었다. 

2) 경제적 어려움

아동이 자기 가족이 겪고 있는 빈곤에 대해 어떻게 지

각하고 있는가를 알아 보기위해 어주경(1998)이 제작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래는 12문항이었으나 시대적인 흐름

을 반영하여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2문항(우리 집 냉장고

에 김치밖에 없을 때가 있다, 우리 집은 외식을 하지 못한

다)을 제외하고 ‘부모님이 학원비가 비싸다고 학원을 그만

두라고 하신 적이 있다’를 포함하여 10문항만을 측정하였

다. 점수가 높을수록 경제적 어려움 심한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 α .83이었다. 

3) 부모-자녀관계

부모-자녀관계는 ‘부모와 아동간의 정서적 친밀감과 유

대감을 바탕으로 한 상호작용적 관계’를 의미한다. 이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는 Moraland & Schewabal(1983)이 제

작한 Parent-Child Relation Scale을 주소희(2003)가 재구

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만약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나는 부모님에게 마음 편하게 이야기 할 수 있다’ 등 5문

항으로 구성되었다. 5점 척도로 측정하여 점수의 합이 높

을수록 좋은 부모-자녀관계를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의 신

뢰도는 Cronbach α .80이다. 

4) 또래관계

또래관계 척도는 이주리(1994)가 제작한 또래환경평가 

척도 중에서 고학년 아동을 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는 정서적 지지영역, 공동 활동영역, 교환적 협동영역 17

문항(내가 아플 때 친구들이 전화를 걸어주거나 병문안 

와준다, 나는 친구와 같이 운동한다, 내가 물건을 잃어버

렸을 때 친구들이 같이 찾아 준다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을 합산한 점수가 높을수

록 아동의 또래관계가 좋은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α .94이다.

3. 연구모형 및 자료분석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2.0과 AMOS 5.0을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아동의 삶의 질에 직․간접적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절차는 개념측정의 적합도를 검토하기 위한 측정모형

을 먼저 추정하고, 이러한 단계에서 얻은 측정모형을 활용

하여 구조모형분석을 진행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에서는 

모형을 구성하는 모수의 추정뿐 아니라 전반적인 적합도

와 변수들 간의 직․간접적 효과를 분석하고자 할 경우에 

유용한 분석이다. 모형의 적합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카

이제곱 통계량, NFI, TLI, AGFI, RMSEA 등을 보았다. 모

든 모수치들은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절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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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집단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 253 51.3

여 240 48.7

소계 493 100.0

학년
5학년 235 47.7

6학년 258 52.3

소계 493 100.0

거주

지역

농촌 103 20.9

중소도시 390 79.1

소계 493 100.0

가족

형태

양부모 430 87.3

한부모 63 12.8

소계 493 100.0

소득

수준

상 118 23.9

중 351 71.2

하 24 4.9

소계 493 100.0

방과후

이용시설

학원 318 64.5

아무데도 안감 109 22.1

복지관/공부방 등 66 13.4

소계 493 100.0

<표 1> 조사대상자 일반적 특성

부모-자녀

관계

경제적

어려움
삶의 질

또래관계

[그림 1] 아동의 삶의 질에 대한 경제적 어려움과 

부모-자녀관계 및 또래관계의 영향: 제안된 연구모형

변수 평균(SD) 왜도(SD) 첨도(SD)

경제적 어려움 1.36 (.49) 2.0(.11) 4.03(.22)

부모-자녀관계 4.16 (.81) -.98(.11) .25(.22)

또래

관계

정서적지지 3.17 (.97) -.29(.11) -.42(.22)

공동활동 3.62(1.00) -.57(.11) -.41(.22)

교환적활동 3.91(1.06) -.85(.11) -.02(.22)

삶의 질 3.71 (.93) -.46(.11) -.52(.22)

<표 2> 주요변수의 기술통계치

의해 산출되었으며, 잠재변인으로 사용되는 모든 측정변수

에 대해 여러 항목을 합산하거나 평균한 점수를 산출하여 

하나의 지표로 활용하는 항목 묶기 방법을 사용하였다. 부

모-자녀관계, 삶의 질과 같이 단일차원 척도는 하위개념이 

없기 때문에 무작위적으로 2등분으로 나눠 합산한 점수를 

산출하여 지표로 사용하였고, 또래관계는 하위개념을 구성

하는 항목을 합산한 점수를 산출하여 지표로 사용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조사대상

자는 남자 253명 (51.3%), 여자 240명(48.7%)이며, 이들은 

5학년 235명(47.7%), 6학년 258명(52.3%)으로 주로 중․소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390명, 79.1%). 

가족형태는 대부분 양부모와 거주하고 있으며(430명, 

87.3%), 한부모 가정은 63명으로 12.8%를 차지하였다. 부

모의 소득수준이 상(301만원 이상)인 경우 118명(23.9%), 

중(151만원부터 300만원) 351명(71.2%)이었으며, 하(150만

원 이하)인 경우는 24명(4.9%)으로 중상의 분포를 보였다. 

대상 아동 중 방과 후 학원을 다니는 학생은 318명 64.5% 

이었으며, 아무데도 다니지 않는 아동은 109명 22.1%로 

나타났다. 

2.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표 2>는 주요 잠재변인 경제적 어려움, 부모-자녀관

계, 또래관계 및 삶의 질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정규성을 

검토하였다. 자료의 다변량 정규성 검토를 위해, 각 변수

의 왜도와 첨도를 참조하였다. 각 변수의 왜도와 첨도는 

모두 각각 절대값 3미만, 10미만으로 정규성을 크게 벗어

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변수간의 다중공선성은 구조방정식 모형의 추정에 문

제를 야기 시킬 수 있으므로 다중공선성을 검토하였다. 

먼저 변수간의 상관행렬을 검토한 결과 상관계수는 .28~ 

.51까지 분포하였고 절대값이 .80이상인 것은 발견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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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어려움

부모-자녀

관계

또래

관계
삶의 질 

경제적

어려움

부모관계 -.38**

또래관계 -.28** .39**

삶의 질 -.37
**

.51
**

.50
**

** p<.01

<표 3> 각 변수들간의 상관관계

경제적

어려움

부모-자녀 

관계
또래관계 삶의 질

경제적

어려움

1

경제적

어려움

2

부모

자녀

관계

1

부모

자녀

관계

2

또래

관계

1

또래

관계

2

또래

관계

3

삶의질

1

삶의질

2

.08 .04 .34 .19 .17 .40 .29 .17 .16

-.41***

-.33*** .60***

-.45*** .47*** .56***

.81***
.94***

.81*** .84*** .90***
.78

***

.86***

.92***
.91***

[그림 2] 잠재변수의 측정모형

χ² =51.085(df=21), p=.000, NFI=.980, TLI=.980, AGFI=.952, RMSEA=.054. 

주. 경제적 어려움은 점수가 높을수록 빈곤함을 의미.  *** p<.001 

았다. 또한 회귀분석을 실시한 후 다중공선성의 지표인 

분산팽창지수(VIF)를 살펴본 결과 VIF는 모두 10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설명 변수 간에는 다중공선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2. 모형검증 결과분석

1) 측정모형분석

측정모형분석은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설계된 측정모

형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한다. 본 연구에서 경

제적 어려움, 부모-자녀관계, 또래관계, 삶의 질은 잠재변

수로서 다중지표를 사용하여 구성하는데 잠재변수는 직접

적으로 측정될 수 없기 때문에 잠재변수의 추정치를 계산

하기 위해서는 잠재변수를 척도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잠재변수를 척도화 하는 방법에는 잠재변수의 분산을 1로 

고정시키는 방법과 잠재변수 당 하나의 지표를 1로 고정

시켜 잠재변수와 그 지표가 동일한 척도를 갖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데(배병렬, 2005), 본 연구에서는 잠재변수 당 

하나의 지표를 1로 고정하는 방법을 택하여 확인적 요인

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측정

모형 분석결과는 [그림 2]와 같이 요인적재량은 유의수준 

.001에서 모두 유의미하였다.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χ² =51.085(df=21), p=.000으로 카

이제곱통계량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다른 적합

도 지수 NFI=.980, TLI=.980, AGFI=.952, RMSEA=.054로 

볼 때, 본 연구의 측정모형이 자료에 비교적 잘 부합한다

고 할 수 있다. 

2) 구조방정식모형분석

구조방정식모형 분석결과는 [그림 3]과 같다. 연구모형

의 적합도지수는 χ²=51.085(df=21), p=.000, NFI=.980, 

TLI=.980, AGFI=.952, RMSEA=.054로 나타나 본 연구모형

이 자료에 부합됨을 알 수 있다. 

연구모형에서 제안한 경로는 경제적 어려움 → 삶의 

질 직접경로, 경제적 어려움 → 부모-자녀관계 → 삶의 질

과 경제적 어려움 → 또래관계 → 삶의 질, 경제적 어려움 

→ 부모-자녀관계 → 또래관계 → 삶의 질의 간접경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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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총

효과

직접

효과

간접

효과

경제적 어려움→삶의 질 -.410 -.124 .286

경제적 어려움→부모-자녀관계 -.454 -.454 -

경제적 어려움→또래관계 -.334 -.150 -.184

부모-자녀관계→또래관계 .406 .406 -

부모-자녀관계→삶의 질 .518 .381 .137

또래관계     →삶의 질 .337 .337 -

<표 4> 이론 변인간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표준화계수부모-자녀

관계

경제적

어려움
삶의 질

또래관계

.38
***

.34
***

-.45
***

-.15**

-.12
**

.41***

[그림 3] 모형의 경로계수와 적합도

χ²=51.085(df=21), p=.000, NFI=.980, TLI=.980, AGFI=.952, 

RMSEA=.054.   ** p<.01, *** p<.001

주. 경제적 어려움은 점수가 높을수록 빈곤함을 의미

두 유의미하였다. 즉, 경제적 어려움이 높을수록 삶의 질

은 낮아지며, 경제적 어려움이 높을수록 부모-자녀관계는 

낮아지고, 부모-자녀관계는 삶의 질에 정적인 영향을 준

다. 또래관계와 경제적 어려움은 부모-자녀관계와 마찬가

지로 경제적으로 더 어려울수록 또래관계가 낮아지며 삶

의 질도 낮아진다. 마지막 경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부모-자녀 간의 관계수준은 낮아지고 부모-자녀 간의 관

계는 또래관계와 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 

3) 효과분해

각 변수들 간 인과효과를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로 분해

하여 살펴보면, 경제적 어려움, 부모-자녀관계, 또래관계와 

삶의 질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표 4>는 

연구모형에서 나타난 경로계수의 효과를 분해한 것이다.

<표 4>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경로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경로 1) 경제적 어려움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경제적 어려움이 높을수록 삶의 질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직접효과는 -.124이다. 

(경로 2) 경제적 어려움이 부모-자녀관계를 매개로 삶의 질

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경제적 어려움이 높을수록 부모-자녀관계는 낮아지고

(-.454), 부모-자녀관계가 낮을수록 삶의 질은 낮게 나타난다

(.381). 이 경로를 통해 설명되는 효과는 -.173(-.454×.381)이다.

(경로 3) 경제적 어려움이 또래관계를 매개로 삶의 질에 영

향을 미치는 경로.

경제적 어려움이 높을수록 아동의 또래관계는 악화되

고(-.150), 아동의 또래관계가 낮아지면 삶의 질 역시 낮아

지는 것을 의미한다(.337). 이 경로를 통해 설명되는 효과

는 -.050(-.150×.337)이다. 

(경로 4) 경제적 어려움이 부모-자녀관계를 거쳐 또래관계  

 를 매개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경제적 어려움이 높을수록 부모-자녀관계는 낮아지고

(-.454), 부모-자녀관계 수준이 낮을수록 또래관계는 낮아지며

(.406), 또래와의 관계가 낮을수록 삶의 질이 낮아진다(.337). 

이 경로를 통해 설명되는 효과는 -.062(-.454×.406×.337)이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경제적 어려움, 부모-자녀관계, 또

래관계가 삶의 질에 미치는 총 효과는 -.410이며 (경로 2)

의 효과가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경로 1), (경로 4), (경

로 3) 순임을 일 수 있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아동이 지각하는 경제적 어려움과 부모-자녀

관계 및 또래관계가 삶의 질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경제

적 어려움은 부모-자녀관계를 거쳐 또래와의 관계를 매개

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이를 

토대로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이론적 함의 및 실천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결과 경제적 어려움은 아동의 삶의 질에 직

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부모-자녀관계, 또래관계를 통하

여 간접적으로, 그리고 부모-자녀관계를 통해 또래관계를 

거쳐 아동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이 느끼는 삶의 질이 가정의 경제상태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도 한다는 선행연구결과(문선화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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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박영신, 김의철, 정갑순, 이상미, 권혁호, 양계민, 

2000; Quittnert et al, 2006)를 재확인 하는 결과이기는 하

나 본 연구의 대상 아동의 부모소득수준이 전반적으로 중

간(71.2%)정도이었고, 아동이 느끼는 경제적 어려움도 전

반적으로 수준이 낮았던 점을 감안하면 절대적인 상태의 

경제적 빈곤보다는 상대적인 경제적 빈곤감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경제적 어려움이 부모-자녀관계를 매개로하여 삶의 질

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경로 2) 효과는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경로(경로 1) 효과보다, 또한 또래관계를 

매개로한 간접경로(경로 3)의 효과보다도 더 큰 것으로 나

타나, 부모와의 관계의 중요성을 입증했다고 할 수 있다. 

즉, 경제적인 어려움은 부모의 적절치 못한 양육형태 및 

의사소통에도 영향을 미친다(백현정, 1999; 정진경, 2002; 

한혜영 2004). 경제적으로 빈곤한 부모는 낮은 학력과 낮

은 수입, 시간부족으로 아동의 발달에 필요한 적절한 관

리감독 등 역할수행에 어려움을 가지며, 이런 부적절한 

양육태도는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을 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가정경제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부모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고 이는 자녀를 정서적으로 지지

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부부싸움, 폭언, 학대 등으로 아동

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따라서 경제적 어려움은 

부모-자녀관계를 통하여 아동은 정서적, 심리적으로 부정

적인 영향을 받으며 궁극적으로 일상의 삶에서 행복감과 

만족감은 저하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부모-자녀관계가 또래관계를 매개로 아동의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부모와 원활한 상호작용을 

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거부당하는 아동이 또래들과의 관

계에서도 만성적으로 거부당하고(Finnegan, Hodges & 

Perry, 1998), 반대로 부모의 애정, 온정, 관심을 받은 아동

은 자기개념을 긍정적으로 촉진하고 또래관계에서 수용적

이라는 선행연구(채혜연, 1999)를 지지하였다. 이처럼 부모

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아동은 또래관계에서도 수용

적이어서 아동의 삶의 질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또래관계는 부모-자녀관계보다 상대적으로 삶의 질에 

덜 영향을 미쳤으나 유의미한 관계를 갖는다. 이는 경제

적 어려움이 아동의 기질과 행동에 해로운 영향을 미쳐 

흥분하기 쉽고 다루기 힘든 기질이나 행동을 유발하고

(Elde, Liker & Cross, 1984), 내재화 행동과 외현화 행동

문제 수준을 높이며, 친구들의 수용도가 낮은 것으로 나

타났으며, 특히 가정의 경제적 곤란이 지속될수록 아동의 

친구관계는 더 어려워졌다(Charlotte, Nancy, Pamela & 

Janis, 1991)는 선행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사춘기의 초기단계인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의 대인관

계의 영향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또래관계로 옮겨가기 시

작하는 시점임을 고려할 때 어려워진 친구관계는 아동기

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임의표집을 사용하였기에 연구결과를 일반

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이상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이

론적 함의를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그동안 삶의 질에 대

한 연구들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직선

적인 탐색을 주로 하여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함께 존

재할 때 어떤 경로를 거쳐 유의미한지 총체적인 입장에서 

접근하지는 못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는 아동의 

삶의 질을 파악하는데 있어 경제적 어려움, 부모-자녀관

계, 또래관계와 삶의 질의 관계를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하

여 어떤 인과관계를 갖고 있는지 살펴봄으로 실질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부모-자녀관계, 또래관계를 매개로 그리

고 부모-자녀관계를 거쳐 또래관계를 통하여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임을 밝혔다. 특히 매개효과에 있

어 아동기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주요요인이 또래관계가 

아닌 부모-자녀관계라는 것이며 이는 아동기 삶의 질에 

가장 중요한 환경으로 고려해야할 요인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경제적 어려움, 부모-자녀관계, 또래관계가 

아동의 삶의 질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함으로

써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다양한 실천적 방향

을 제시하고자 한다. 실천적 함의를 살펴보면, 먼저 아동

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동이 느끼는 경제적 어려움 즉, 

상대적 빈곤감을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는 올바른 가치관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물질만능을 지향하는 현대의 

삶에 길들여진 아동들이 물질 이외의 또 다른 가치에서 

행복감을 체험하고 추구할 수 있도록 가치관에 대한 교육

이 학교와 각 복지관, 아동센타 등 다양한 현장의 자아성

장 프로그램 및 가치관 형성 프로그램을 통하여 수행되어

야 할 것이다.  

둘째, 부모-자녀관계는 아동의 삶의 질에 직․간접적으

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부모-자녀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부모교육프로그램, 부

모-자녀간의 동반 캠프 등을 통하여 관계 개선의 단초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실상 일부의 부모들은 자녀교

육에 대한 관심은 많으나 그 방법을 모르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고(이순형, 신양재, 김영주, 1991), 또한 경제적 활

동에 바빠 자녀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증진시키는 것은 등

한시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런 프로그램의 참여를 

위한 시간을 따로 할애하는 것이 어려운 형편이므로 학교 

현장과 연결하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은 부모의 참여율을 높이고 효과성을 제고하는 한 방법

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또래관계의 발달을 위해 바람직한 또래관계를 형

성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질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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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고 있는 유형끼리 어울리는 것은 아동기 또래관계의 특

성이다. 또래와의 관계가 긍정적일 때 아동은 자신감을 

얻고, 충족감을 주어 행복감을 느끼며 심리적인 안정을 

얻을 수 있다. 이를 위해 또래간 함께 할 수 있는 봉사활

동, 모임 등 다양한 활동프로그램을 통해 자기중심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봉사정신, 협동심을 배우는 것은 삶의 

중요한 가치들을 배우는 것이며 만족감을 높여가는 길이 

될 것이다.

주제어 : 삶의 질, 경제적 어려움, 부모-자녀관계, 또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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