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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저소득층 아동들의 삶의 만족도와 자아존중감과의 관계에서 우울이 가지는 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2013년 3월부터 4월까지 2개 광역시에 소재한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기초수급1, 2급 및 차상위계층 가정의 초등학교 5, 6학년 과 중학생 자녀 385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

시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 분석, 그리고 상관관계분

석을 실시하였고, AMOS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 연구모형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저

소득층 자녀들의 자아존중감이 삶의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아존중

감이 우울을 감소시키고, 감소된 우울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우울의 부분매개효과를 나타내

었다. 이상의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저소득층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이론적, 실천적,

정책적합의가필요함을밝히는바이다.

주요용어: 삶의만족, 우울, 자아존중감.

1. 서 론

국가가최저생계비이하의저소득계층에게기초생활을보장하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2012년 12월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약 139만 명이고, 수급자 비율

은 중년기 40～64세가 36.4%, 이들의 자녀인 12～19세 아동의 비율은 16.3%로 집계되고 있다 (Min-

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3).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건강, 교육, 복지증진을 통해

빈곤의악순환을제거하고건강한신체, 정신, 사회적인성장을도모하는것이었다.

하지만최근우리사회는다양한측면에서삶의질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다. 자신의삶에대한주

관적인 인식은 성장기 이후의 심리적 장애, 신체적 건강, 수명, 대인관계문제, 직업의 실패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아동들에게 삶의 질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Huebner 등, 2004).

특히 인간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을 행복이나 안녕감, 만족감에 초점을 두고, 더 향상된 삶의 질에 중점

을 두어야 한다는 긍정심리학이 등장하면서 (Arthaud-Day 등, 2005) 아동들의 삶에 대한 만족, 행복,

학교생활적응과만족에대한연구도활발히진행되고있는실정이다.

삶의 만족은 한 개인이 자신의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자신의 경험, 성취, 관계의 질, 자신의 기능 등

에만족하는정도로주관적안녕감, 행복등의용어로연구되어왔다 (Han, 2006). 그결과아동의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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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 빈곤, 우울 (Kim, 2011; Kim과 Park, 2004;

Yoo와 Kim, 2012; Chi와 Cho, 2012; Bokhorst 등, 2010; Pavot과 Diener, 1993) 등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아동기에 경험하는 경제적 빈곤은 전반적인 발달상의 문제를 초래하여 삶의 만족 혹은 삶의 질에

영향을주는중요한요소이나저소득층아동들의삶의만족과관련된연구는매우부족한상황이다.

삶의 만족에 관한 연구에서 가장 많은 주목을 받는 경제적 수준은 아동들의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Nam (2006)는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아동 자신들의 삶에 대한 평가에 중

요한 변수로 작용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빈곤아동들은 일반아동에 비해 심리적 안녕감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빈곤은 아동의 삶의 질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파악되

며 빈곤한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하여 개인적 발달, 가정환경, 학교생활적응, 지역사회에서의 비

행등에있어서모두불리한위치를점하고있다. 또한인지발달이더디고정서적으로우울이나불안등

의 증상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되며, 가정환경면에서는 주거의 열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

으로파악되고있고학교생활면에서는성적이일반아동에비해낮아상급학교진학이나향후직업선택

에서불리한위치에있다 (Kim, 2003).

그러나 저소득층이라는 경제적인 부분의 부정적인 메카니즘만으로 아동들의 삶에 대한 평가를 모두

설명하기는 곤란할 수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을 잘 해나가고 삶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아동들이 존재한다 (Huh, 2005). 삶에 대한 평가는 인간의 주관적인 경험에서 비

롯된다는 점을 반드시 이해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에 의하여 다르게 경험되어 진다는 것 또한 고려되어

져야한다.

또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 중 자아존중감은 아동이 속한 가정환경 안에서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한 많은 경험의 결과로 형성되며 (Kim 등, 2011), 자신에 대한 긍정 혹은 부정적 평가와

관련되고 (Garber와 Hilsman, 1992),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지는 아동은 우울과 불안 등의 정서문제와

낮은 학업수행을 보이며 대인관계도 원만하지 못하여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데 서투르고, 관계형성을

회피함으로써 고립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DeMan, 1999). 또한 아동기의 발달에서 중심적 과제가 되는

자아존중심의 형성은 개인이 자신에 대해 갖는 가치판단으로서 인간의 행동과 사회적 적응 및 바람직한

성격형성에중요한요소가된다 (Nam과 Cho, 2010).

특히 저소득층의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은 우울의 예측요인으로 나타났다

(Kim과 Cicchetti, 2009). 사춘기는 우울증상이 의미 있게 증가하는 초기시기로 13세 이하 아동의 우

울발생률은 2.8%인반면 13～18세사춘기청소년은 5.6%까지증가하고있어아동의우울을조기에중

재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JaneCostello 등, 2006). Abela 등 (2006)은 높은 자아존중감은 우울 증

상이 발현되지 못하도록 하는 인격특성의 소인을 보호할 수 있다고 하였다. 우울한 아동들은 선생님들

이 평가하는 것보다 자신들의 능력을 낮게 평가하는 경우가 많으며 더 낮은 성공기대를 가져 결국 학업

성취의 정도가 낮아진다 (Zeidner과 Schleyer, 1998). 이러한 결과로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지

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아동들의 학교생활만족도의 저하는 삶의 만족정도의 저하와 직결된다고 판단된

다. 이러한 결과를 추론해본다면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우울이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예상할수있다.

지금까지의선행연구들을토대로자아존중감이우울정도에밀접한영향을미친다는사실과우울에대

한중재변인혹은보호인자임을추론할수있다. 하지만자아존중감과우울중어느변인이선행하여아

동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으므로 두 변인이 어떻게 매개하는지에 대해 조

사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지금까지의 선행연구가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삶의 만족

도연구가대부분이었는데, 아동의이탈행동이저연령화되고있다는사실을참고할때삶의만족도연구

대상에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들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울을 매개변수로 하여 저소

득층아동들의자아존중감이삶의만족도에영향을미치는지알아보고자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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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2.1. 연구 모형

본 연구는 저소득층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

며, 이를 위한 연구모형은 Figure 2.1과 같다. 선행연구에서 아동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밝혀진성별과성적수준은통제변수로설정하였다.

 Depression

 Self-esteem
Life 

satisfaction

Control variables: Gender, School credit 

Figure 2.1 Hypothesized model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2013년 3월부터 4월까지 2개 광역시에 소재한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기초수급1, 2급 가정 및

차상위계층 가정을 6명의 조사원들이 직접 방문하여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설문의 취지와 익명성

및 비밀보장에 관해 설명한 뒤 연구 참여 동의서에 동의한 대상자에 한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

집된자료는 385부이고설문지본문작성소요시간은약 15분정도였다.

2.3. 연구도구

• 자아존중감
Rosenberg (1965)가개발한자아존중감척도를 Jon (1974)가번안하여수정보완한도구를사용하였

다. 자아존중감 척도는 총 10문항으로 구성된 자가 평가 도구로서 4점 척도로 되어있으며 각 문항에 대

하여 ‘거의그렇지않다’ 1점, ‘대체로그렇지않다’ 2점, ‘대체로그렇다’ 3점, ‘거의그렇다’ 4점으로평

점하였다. 5개의 역 문항은 역산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

구에서의신뢰도인크론바알파 (Cronbach’s α)는 .79이었다.

• 삶의 만족도
삶의만족도는 Pavot과 Diener (1993)가개발하고 Hong 등 (2000)이번안한삶의만족도척도 (Sat-

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를사용하여측정하였다. 총 5문항으로구성된자가평가도구로 7점

척도 (1점: 전혀 그렇지 않다～7점: 매우 그렇다)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

는 것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신뢰도인 크론바 α는 .79∼.89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인 크론바 α는

.85이었다.

• 우울
청소년 우울은 Kovacs와 Beck (1977)의 아동용 우울 척도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CDI)를 Cho 와 Lee (1990)이 번안하고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아동용 우울척도는 7세에

서 17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총 27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척도는 각 문항이

3점 척도로 되어 있고, 각 문항에 대한 개인의 평정치를 합산한 총점이 우울정도를 나타내며 점수가 높

을수록우울정도가높다는것을의미한다. 본연구에서의신뢰도인크론바 α는 .88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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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 20.0을 활용하여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주요변수의 특성은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고,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왜도와 첨도를 통한 정규성

을 검토하였다. 저소득층 자녀들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를 확인하

기위하여 Amos 20.0 프로그램을사용하여구조방정식모형을적용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에서는 여러개의 측정변수를 이용하여 추출된 공통변량을 잠재변수(latent vari-

able)로 이용하므로 변수의 측정오차(measurement error)를 통제할 수 있으며, 모형에서 매개변수의

사용이 용이하며, 연구자가 개발한 이론 모형이 실제자료에 얼마나 잘 부합하는지를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점을 가진 분석방법이라 할 수 있다. 구조방정식 분석은 잠재변수들간 상관관계를 설정하는

탐색적 요인분석 절차인 측정모형분석과, 잠재변수들간 이론적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절차인 구조모형분

석을순차적으로수행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해 χ2, 상대적 적합도 지수인 CFI (Comparative Fit Index), TLI

(Turker-Lewis Index), 절대적 적합도 지수인 RMSEA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

tion)를 이용하여 검증한 후 독립변수인 자아존중감과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파악하고 우

울의 독립변수와 삶의 만족도의 종속변수간의 매개효과를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은 Boostrapping을실시하였다.

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연구대상자의일반적특성은 Table 3.1과같다. 남학생이 196명 (50.9%),여학생 189명 (49.1%)이

었다. 초등학교 5학년 98명 (25.5%)이가장많았고, 초등학교 6학년 84명 (21.8%), 중학교 2학년 82명

(21.3%) 순으로 나타났다. 종교는 무교가 50.1%로 가장 많았고, 한 달 용돈은 2만원 이상 47.8%, 1만

원미만 32.5%의순으로나타났다.

학교성적은 ‘보통’ 61.5%, ‘나쁨’ 27.3%, ‘좋음’ 11.2%의 순으로 나타고, 학교생활에 만족하는 경우

가 50.9%로 가장 많았다. 부모와의 동거형태는 편부 혹은 편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55.9%로 가장

많았고, 양친과함께거주하는경우는 43.6%였다.

Table 3.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385)

characteristics n (%)

Gender
Male 196 (50.9)

Female 189 (49.1)

School year

5th grade of elementary 98 (25.5)
6th grade of elementary 84 (21.8)
1st year of middle school 57 (14.8)
2nd year of middle school 82 (21.3)
3rd year of middle school 64 (16.6)

Religion

None 193 (50.1)
Protestant 123 (31.9)
Catholicism 15 (3.9)
Buddhism 38 (9.9)
Others 16 (4.2)

Monthly allowance (won)
<10,000 125 (32.5)

10,000 ≤∼<20,000 76 (19.7)
20,000 ≤ 184 (47.8)

School credit
Good 43 (11.2)
Fair 237 (61.5)
Poor 105 (27.3)

Satisfaction of school life
Satisfaction 196 (50.9)
Average 156 (40.5)

Dissatisfaction 33 (8.6)

Coresidence with the parents
Both parents 168 (43.6)
Single parent 215 (55.9)

Relatives 2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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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 우울 정도

본 연구에 사용된 종속변수, 독립변수, 통제변수에 대한 정의 및 기술통계치를 살펴보면 Table 3.2와

같다.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는 총 5문항으로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각 문항은 1∼7점 범

위에서 평균 4점대에 머물러 중간 정도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자아존중감은 각 문항당 1～4점 범위

의 점수를 가지며 요인분석결과 공통성이 0.4 이하인 8번 문항을 삭제하고 1, 2, 4, 6, 7번 문항을 자아

존중감1로 3, 5, 9, 10번 문항을 자아존중감2로 분류하였으며, 자아존중감1의 평균은 3.43점, 자아존중

감2의 평균은 1.61점으로 중간보다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우울은 각 문항당 0∼2점 범위이며 요

인분석결과 공통성 0.4이하인 문항들을 제외하고 12, 21, 22, 25번 문항을 우울1로 2, 17번 문항을 우

울2로분류하여우울1의평균은 1.20점, 우울2의평균은 0.95점으로나타났다.

구조방정식모형에서는각변수들의정상분포조건이충족되지않을경우왜곡된결과가도출될수있

으므로, 왜도 (skewness)와 첨도 (kurtosis)를 검증한 결과 전체적으로 절댓값 2이하의 값을 보여 구조

방정식모형을적용하는데필요한기본조건인정규분포요건을충족하고있다.

Table 3.2 Mean scores for self-esteem, life satisfaction and depression

Variables Measured variables No. of Items M±SD Skewness Kurtosis

Self-esteem
self-esteem1 5 3.43±0.87 .23 -.649

self-esteem2 4 1.61±0.52 .71 -.190

Depression
depression1 4 1.20±1.48 1.35 1.910

depression2 2 0.95±0.98 .930 .306

Life Satisfaction

Life Satisfaction1 1 4.22±1.53 -.03 -.251

Life Satisfaction2 1 4.58±1.48 -.05 -.596

Life Satisfaction3 1 4.97±1.57 -.40 -.534

Life Satisfaction4 1 4.73±1.56 -.18 -.712

Life Satisfaction5 1 4.50±1.78 -.27 -.788

3.3.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 우울 및 일반적 특성과의 상관관계

자아존중감, 우울, 삶의 만족도, 성별, 학교 성적간 상관관계는 Table 3.3과 같다. 주요 변수들 간의

단순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자아존중감은 우울, 삶의 만족도, 성별, 성적과 상관이 있었으며, 우울은

삶의 만족도, 학교 성적과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삶의 만족도는 학교 성적과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분석결과다중공선성이의심되는변수는없는것으로나타났다.

Table 3.3 Correlation among self-esteem, life satisfaction and depression (N=385)

Self-esteem Depression Life Satisfaction Gender School credit

Self-esteem 1

Depression -.375** 1

Life Satisfaction .368** -.392** 1

Gender -.143** .066 -.064 1

School credit -.137** .125* -.123* .03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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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측정모형 분석

측정변수가잠재변수를적절하게반영하고있는지검토하기위하여측정변수들에대한확인적요인분

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3.4와 같다. 각각의 측정변수들은 유의수준.001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나타나측정변수들이잠재변수들을적절히반영하여타당하게구성되어있음을알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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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4 Parameter estimate of structural model

Path
Estimate

S.E C.R.
B β

Self-esteem→
self-esteem1 1.000 .657

self-esteem2 .548 .603 .068 8.013***

Depression→
depression1 1.000 .789

depression2 .581 .740 .041 14.168***

Life Satisfaction→

life satisfaction1 1.000 .749

life satisfaction2 1.180 .907 .065 18.216***

life satisfaction3 1.176 .855 .068 17.176***

life satisfaction4 1.032 .757 .069 15.017***

life satisfaction5 .922 .595 .080 11.557***

***p <.001

3.5. 구조모형 분석

3.5.1. 연구모형의 적합도 검증

구조모형분석을통해자아존중감과우울이삶의만족도에미치는직접적인영향과자아존중감이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우울이 매개작용을 하는지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모형의 적합도 분석

결과, χ2=159.422 (p <.001), CFI=.926, TLI=.903, RMSEA=.085, GFI=.901 AGFI=.896로나타나

모형의적합도는만족할수있는수준인것으로나타났다.

Table 3.5 Comparison of fitness of statistics for the model

χ2 df p TLI CFI RMSEA GFI AGFI

Fit Index 159.422 42 <.001 .903 .926 .085 .901 .896

3.5.2. 구조모형 분석

Table 3.6은 모수추정의 결과로 매개효과 모형의 경로계수는 표준화 및 비표준화 값의 형태로 표시하

고있으며, 모든잠재변수간경로는유의미한것으로나타났다 (Figure 3.1).

자아존중감이우울에부적영향(β=-.629)을미치고, 우울은삶의만족도에부적영향(β=-.400)을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아존중감이 삶의 만족도에 정적영향(β=.475)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자

아존중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정적 영향을 우울이 부분 매개함을 알 수 있다.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자아존중감이높을수록우울이낮아지고삶의만족도는높아짐을알수있다.

Table 3.6 Test of structural equation model (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

Path
Estimate

S.E C.R
B β

Life Satisfaction ←self esteem .239 .475 .053 4.521***

←depression -.359 -.400 .077 -4.657***

Depression ←self esteem -.352 -.629 .051 -6.896***

***p <.001

Gender School 
credit

.013

Depression

Self-esteem Life satisfaction

-.629***

.475***

-.400***

.070

Figure 3.1 Model with parameter estimates



Life satisfaction and self-esteem of children from low-income class 185

3.5.3. 매개효과 검증

구조모형분석 결과 자아존중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우울이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확인하기 위해 부트스트랩 검증법 (Boot-

strapping)을 이용하여 간접효과에 대한 신뢰구간을 설정하여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자아존중

감→우울→삶의 만족도의 경로는 매개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 경로의 매개효과가 95% 신뢰구간

에서영가설이설정한 0을포함하지않았으며 (.546∼.741), 유의수준.01에서유의한것으로나타났다.

Table 3.7 Mediating effects of the model

path Total effect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95% CI

Self-esteem→Depression→Life satisfaction .727** .475** .252** .546-.741

**p <.01

4. 결 론

본 연구는 저소득층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우울이 매개하여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를 확인하고자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2개 광역시에 소재한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

는 기초수급1, 2급 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의 자녀 385명을 설문조사하였으며 분석을 위해 SPSS

20.0과 Amos 20.0을사용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결과는 첫째, 저소득층 자녀들의 자아존중감은 그들의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우울은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 있어 우울의 매개효과가 나타나 자아존중감이 우울을 통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침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차상위계층 이하 빈곤 가정의 자녀들에서 자아존중감이 낮을 경우 자신들이

가치없다고느낄수있고자신의감정이나욕구를효율적으로표현하지못하고그로인해삶에서발생하

는여러갈등을적절하게해결하지못하여삶의만족정도가낮아지게될가능성이높다는사실을나타낸

다. 또한 Hong 등 (2000)의 연구에서 인간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발달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자아존중감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한 결과로 자아존중감의

삶의 만족에 대한 영향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아동의 개인 변인인 자아존중감은 삶의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삶을 의미 있고 만족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수행되었으나 본 연구를 통하여 저소득층 아동이

인식하는삶의만족도정도와저소득층아동의삶의만족도에자아존중감이중요한역할을하게됨을알

수 있었다. 성별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남학

생이 여학생보다 삶의 질이 높다고 보고한 Lee와 Park (2011)의 연구, 여학생이 남아에 비해 높은 행복

감을 보인다는 연구 (Kim, 2007)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학업성적은 본 연구에서 삶의 만족에 직접

영향을 주지 못하였으며 일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학업성적이 삶의 만족에 영향을 준다는

Kim 등 (2006)의연구와는차이가있었다.

저소득층아동의정책적인지원을계획하기위해서그들의삶의질과관련된요소를파악하는것이우

선되어야 한다. 우리의 아동들은 학업에 대한 부담, 경쟁적 구도를 경험하면서 자신들의 삶을 부정적으

로 인식하는 경향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Yoo 등, 2010). 저소득층 아동의 경우 부모의 사회경제적 위

치로인한스트레스가추가될가능성이높으며따라서소외계층아동의삶의만족정도를확인하는것은

앞으로의정책결정에중요한의미가있다고볼수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우울이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 간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 보호 요인인 자아존중감이 저소득층 자녀들의 삶의 만족정도에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 것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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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보이지만 여러 요인들에 의해 변화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자아존중감과 같은 개인 보

호요인이 저소득층 자녀의 위험요인인 우울에 부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자아존중감

과 우울간의 관계에 대한 기존 논의들이 주로 우울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는 예측요인 (Terwogt 등,

2006)으로주장되거나혹은우울과삶의만족관계에서자아존중감이조절요인(Civitci, 2010)으로다루

어진반면에본연구에서는자아존중감이낮을수록우울발생의경향성이높고우울에대한높은설명력

을 가지는 변수가 자아존중감이라는 연구결과 (Sim, 1998; Harter, 2001)를 전제로 분석하여 자아존중

감이낮은자녀일수록우울을경험할가능성이높다는것을확인할수있었다.

일반적으로 빈곤은 경제적 어려움의 증가가 지속될 수 있으며 가족 간의 갈등과 자녀의 학업성취저하

및심리·사회적부적응을유발하여아동의성장과발달을저해하는대표적인부정적성장환경요인을의
미하고 있다. 아동의 사회심리적 문제와 적응 및 만족에 관한 연구들이 다수 존재하지만 소득을 포함한

경제적수준을고려하지않고아동의심리사회적문제에대해연구를수행한경우는경제적취약계층아

동의 심리사회 문제와 그 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자료로 불충분하며 본 연구는 저소득 계층의 아동을 대

상으로 낮은 자아존중감이 우울을 유발하는 직접 효과를 가지고 우울이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의 관계

에서매개효과를가지는것으로확인하여저소득층자녀의삶의만족도향상과건전한성장과발달을도

모하기위해필요한중재의지침을제공하였다는점에서의의가있다고볼수있다.

또한 저소득층 자녀의 자아존중감을 증가시키고 우울을 감소시키기 위한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면 다

음과같다.

첫째 저소득층 자녀의 자아존중감을 직접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가정과 학

교를 중심으로 한 지지 및 적응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태도와

감정에효과적인조절능력을제공해줄수있기때문에삶의불만족과같은부적응문제에서가장효율적

인접근과제가될수있고주관적안녕감에중요한요인이된다. 경제적어려움에도불구하고자신의가

치에 대한 강한 믿음이 우울을 낮추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자아존중감을 높

이는전략이필요하다는것을나타내고있다.

둘째, 아동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우울이 아동의 삶의 만족에 직 간접적 영향

을 주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는 우울의 부정적 영향이 심리적 측면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삶의 전반

적 가치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저소득층 자녀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예방

프로그램과 정서조절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근본적으로 저소득층 자녀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저

소득층에 대한 고용안정과 지원 방안이 근본적으로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아동을 양육하는 저소

득층가정에대한소득보전프로그램도입에대한검토가시도되어부모의양육행동에대한근본적인지

지체계가갖추어질필요가있다고본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진다. 기초생활수급자 1, 2급 대상자 가정 및 차상위계층 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여 저소득층 자녀들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우울의 매

개효과를 분석하였으나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가구들 중 여러 형태의 극심한 생계곤란을 경험하는 가

구가많이존재하는것이현실이나복지의사각지대에있는가정의자녀들에대한자료는반영되지못하

였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부양의무자 규정이나 숨겨진 개인 부채 등으로 인

하여복지의사각지대에있는저소득층자녀들에대한구체적인자료를포함해야한다고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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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 of depress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life satisfaction of children from low-income class.

The subjects were 385 children from low-income class in two municipalities. As re-

search methods, frequency, descriptive, correlation statistical analysis using SPSS 20.0

program was conducted. The hypothesized model was tested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 to identify that model fits best to the collected data. The analysis indicates that

depression had direct and negative effects on the life satisfaction. Depression mediates

partially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life satisfaction. This study provides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for increasing self-esteem had positive effects on

decreasing depression and pressing for improvement of life satisfaction level of children

from low-income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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