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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국 국 국 문 문 문 문 요 요 요 요 약약약약

   초등학생들의 과외학습과 삶의 질의 관련성을 분석하기위해 서울시 일 

지역의 2개 초등학교 6학년 45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에 의한 조사방법을 

시도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05년 3월 29일부터 4월 2일까지였으며, 자

료분석은 SA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

하였고, t-test,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과외학습 특성에 있어 과외학습 형태는 학원수강이 84.6%로 가장 

많았고, 교과목 유형은 주지교과(국어, 수학, 사회, 과학 등)가 86.5%였다. 

과외학습 과목수는 평균 4과목이며, 5과목 이상도 38.7%나 되었다.

   2. 자아존중감은 5점을 기준으로 평균 3.36점이었으며, 하위영역별로는 

가정영역이 3.6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학교 영역이 3.05점으로 가장 낮았

다. 과외학습 부담감은 5점을 기준으로 2.27점이었다.

   3. 삶의 질 정도를 영역별로 분석하였을 때, 5점을 기준으로 신체적 영

역이 4.4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학업 영역 4.39점, 사회적 영역 4.36점, 

정서적 영역이 4.15점 순 이었으며, 평균은 4.36점이었다. 

   4. 과외학습 특성에 따른 과외학습 부담감은 과외학습 교과목 유형이 

지식위주 과외학습인 경우, 예․체능 기능 과외학습보다 과외학습 부담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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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t= 2.16, p=.04), 과외학습 과목 수

(r=.23, p<.0001)나 시간수(r=.18, p<.0004)가 많아질수록 과외학습 부담

감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자아존중감과 과외학습 부담감 간에 부적인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

으며(r=-.32, p<.05), 과외학습 부담감과 삶의 질간에도 부적인 상관관계

를 보였다(r=-.32, p<.05).

   

   6.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과외학습 부담감, 자아존중감, 

또래관계였으며 이들 요인들은  삶의 질을 32.6% 설명해주고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초등학생들이 지식위주의 과외학습일수록, 

과외학습 과목 수나 과외시간이 많을수록 과외학습 부담감이 높았고, 자아

존중감이 낮을수록 과외학습 부담감이 더 높았으며, 과외학습 부담감이 삶

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과외학습 유형이 직접적인 설명요인이 되지 않고, 과외학

습특성이 부담감에 영향을 미치고, 과외학습 부담감이 다시 삶의 질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삶의 질을 예측하는 주요 변인은 과외

학습 부담감, 자아존중감, 또래관계로 나타났다. 

   초등학생들의 전인적인 발달을 위해 과도한 과외학습에 대한 대책이 요

구된다.

 핵심되는 핵심되는 핵심되는 핵심되는 말말말말 : 과외학습, 삶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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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 서서서 론론론

111...연연연구구구의의의 필필필요요요성성성

   오늘날 우리 사회구조가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교육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고, 또 경쟁력이 심화되면서 한국 교육계에 심각하게 두드러진 현상

이 과열 과외문제이다. 중․고등학생은 물론이고, 거의 대부분의 초등학생의 

경우도 과외 받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특기

와 소질 계발이 목표인데 비해 고학년으로 갈수록 중학교 성적을 대비하려

는 목적으로 과외학습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김의숙, 1996). 

   그동안 정부 차원에서 과열 과외의 해소와 그에 따른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은 오히려 공교육을 

불신하고(김경식, 2003), 상급학교 입시진학을 위해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

으며, 이러한 기현상이 점차 초등학교에까지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초등학교 교육의 목표는 국민 보통교육이고 어느 한 면만 강조하거나 

심화시키는 편중교육이 아닌 성장의 제 측면에 있어 바람직한 태도를 육성

하기 위한 전인교육이다. 또한 Erikson(1950, 재인용)에 따르면, 초등학교 

시기의 아동은 학교에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과제에 꾸준히 주의를 기울이

고 이를 성실히 해결하는 적절한 성취를 통해 근면성을 획득하는 것을 중

요한 과업으로 보았다. 때문에 이 시기에 아동이 적절한 성취를 경험하지 

못하고 자신의 능력을 벗어나 과도하게 부과되는 학습과제는 적절한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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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에 장해가 된다(임자성, 2003). 과도한 과외학습은 신체적, 정신적, 사

회적인 발달을 위해 뛰어 놀아야 할 아동들에게 자칫 균형 잡힌 발달을 저

해할 우려가 있다(이은순, 2003). 

   초등학생의 경우, 과외학습의 시작은 학생 자신의 선택보다는 학부모들

의 선택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조정희, 1994), 학생들의 능

력은 고려되지 않은 채 이뤄지고 있어 이로 인해 학생들은 많은 정신적 스

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초등학교 고학년의 경우 점차적으로 사회적 대인관

계를 확대해 나가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초등학생들이 과도한 

과외 스케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친구들과 어울려 놀기 보다는 컴

퓨터 게임이나 전자오락기구를 상대로 잠시 여가시간을 보내고 있어 사회

성 발달에도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이성순, 2003).

   과외학습으로 인한 부담감은 여러 가지 스트레스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작은 사건에도 심장이 크게 뛰고, 괜히 떨거나 손톱을 물어뜯는 

등 신체적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으며(이경숙, 2001), 심한 

경우 초등학생이 과외학습과 성적에 대한 압박감으로 자살에 이르게 되기

도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3년 초등학생이 자살한 사례는 신고된 총 

사망자 75,090명 중 2,760명(3%)으로 점차 그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되며 이런 부담감이 해결되지 않고 축적되면, 개인의 삶을 불건강하게 하

는 주요 변인이 된다(정추자, 1995). 

   일반적으로 삶의 질이란 ‘안녕 혹은 복지’, ‘기능상태’, ‘건강상태’, ‘생활

만족’, '행복‘ 등의 여러 가지 개념으로 정의(Cheng, 1988; Diener, 1984; 

George, 1992)되고 있으며, Brief 등(1993)에 의하면 일상생활에서 발생

하는 객관적인 상황에 대한 개인의 해석이 삶에 대한 만족에 영향을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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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들에게 독특한 삶의 상황인 과외학습을 Brief 등

(1993)이 제시한 통합모델의 선행변인으로 보고, 과외학습 부담감을 매개

변인으로 하여 주관적인 행복감인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해 

봄으로써 과외학습과 삶의 질의 관련성을 통합적으로 분석해 보는 것이 의

의가 있을 것이다. 

222...연연연구구구의의의 목목목적적적

   본 연구는 초등학생들의 과외학습 특성과 과외학습 부담감 및 삶의 질

의 관련성을 통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초등학생들의 전인적 발달을 유도하

기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함이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

음과 같다.

   1) 초등학생들의 과외학습 특성 및 자아존중감, 과외학습 부담감, 

삶의 질 정도를 분석한다.

   2) 삶의 질 통합모델에 의한 제 변수들간의 상관성을 분석한다.

   3) 초등학생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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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용용용어어어의의의 정정정의의의
  

  가. 과외학습 

   

   학업 성취가 부진한 일부 과목이나 특기 계발 및 진로 선택과 취미생활

을 위해 일부 학생이 학교교육 이외에 별도로 하는 교육(교육학 용어사전, 

1994)으로 본 연구에서는 정규학교 수업이외에 별도로 비용을 지불하고 

학습하는 형태로서 학원수강, 그룹지도나 개인지도, 방문․전화 학습지, 특

기적성교육을 의미한다. 

   1) 과외학습 특성 

      : 현재 받고 있는 과외학습 형태, 교과목 유형, 과외학습 과목수 및 

시간수를 의미한다.

   2) 과외학습 부담감

      : 문헌을 기반으로 연구자가 개발한 과외학습 부담감 측정도구로 측

정한 점수로서 12문항을 5점 척도로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담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 삶의 질

   

   개인이 처한 삶의 상황에 대해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만족감(Brief 등, 

1993)으로 본 연구에서는 살아가면서 인지하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

녕상태와 학문적 기능에 대한 주관적 만족(Varni, 1998)을 포함하며, 삶의 

질의 하부영역으로 PedsQLTM 4.0으로 측정하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학업 영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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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문문헌헌헌고고고찰찰찰

111...과과과외외외학학학습습습 부부부담담담감감감
   

   부담감은 스트레스의 하위개념(정추자, 1995)으로서 개인의 삶을 불건

강하게 하는 주요 변인이며 부담감이 해결되지 않으면 다양한 정서적인 문

제를 일으켜 불안, 좌절, 답답함, 죄의식, 정서적인 황폐 등이 복합적으로 

내재되어 나타나게 된다.

   본래 과외는 학습 부진아 라든가 개별지도를 요하는 아동들을 위하여 

주로 방과 후에 남아서 수업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데, 최근에는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입시준비 교육으로 과열화되면서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

   초등학생의 경우, 과외학습 동기의 주된 이유가 아동의 소질과 특기 계

발이였지만 점차 학교 성적을 올리려는 수단으로 이용될 뿐만 아니라 대학 

입시준비를 위한 조기교육의 차원에서 초등학생부터 과외학습이 이루어지

고 있는 실정이다.

   이은순(2003)의 연구에서 보여지듯이 대부분의 학생들이 과외학습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96.5%), 과외학습의 양에 있어서도 뚜렷한 증가를 볼 

수 있는데, 주당 과외학습을 받는 시간이 13시간 이상이 전체의 42.8%를 

차지하고 있고, 5가지 이상의 과외 학습을 받는 아동도 전체의 12.9%나 

되어 초등학교 아동들이 받는 과외 학습의 수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배지연, 2004). 이렇게 늘어나는 과외학습으로 인하여 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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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과중한 경제적 부담을 갖게 되었으며, 학생들의 경우 심리적인 압박감

을 갖게 되는데, 이는 초등학생의 39.5%, 중등학생의 52.1%가 ‘과외를 받

지 않으면 친구에 비해 성적이 떨어질 것’이라고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심리적인 불안 때문에 과외를 받고 있음을 뒷받침해준다(윤정일, 허태진 

등 1997). 

   이러한 공부의 부담감, 성적에 대한 불안감, 공부를 중시하는 풍조들은 

아동의 심리 성격에 따라 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상관을 미친다(고형순, 

2002).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행동을 결정하고 설명, 예측하는 데 도움을 

주는 주요 성격 특성 중 하나로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는 부적 상관관계라

고 밝힌 여러 연구들이 있다(박인혜 등, 2000; 조윤주, 2003)

   또한 과외학습이 일상화될수록 초등학교 학생들의 또래집단 형성에 있

어 근접성의 효과가 줄어들고 성원들과의 접촉빈도가 떨어져 동시에 인간

관계의 강도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고, 실제 이영자 등(1997)은 연구에서 

과다한 과외학습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이 또래집단과의 친밀한 인간관계 

형성에 장애가 되고 있음을 보고한 바, 과외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과외

교사나 학원 강사가 옆에 있지 않으면 공부를 못하는 타율적 학습 습관을 

초래하거나 자율 학습 능력이 길러지지 못하는 소위 과외중독증이라는 병

리현상을 소유하게 될 수도 있다(윤여명, 2003). 

   과외학습의 부담은 적절한 과제 수행의 만족을 통해 획득되는 아동기 

발달 과업에 혼선을 주며, 심리적, 행동적, 신체적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

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초등학생의 경우 부정적 정서인 부담

감이 해결되지 않고 축적되면 신체적인 불건강은 물론 생에 대한 의욕상

실, 생활에 대한 만족감의 상실과 같은 안녕감의 저하를 가져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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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삶삶삶의의의 질질질

  가. 개념 및 이론 경향

   삶의 질은 일상생활에서 신체․정신․사회적 요인에 대한 개인의 반응으로

서 추상적이고 복합적인 용어이므로 그 속성을 규명하거나 측정하기는 쉽

지 않다(송미령, 2002). 그래서 각 연구자마다 접근하는 관점, 목적, 방법

에 따라 다르게 보고 있어 지금까지 그 정의나 개념상의 일치를 보지 못하

고 있는 실정이다(노유자, 1988). 

   삶의 질에 대한 개념적 정의가 학자마다 약간씩의 차이를 보여 Dalkey 

및 Rourke(1973)는 삶의 질에 대한 포괄적인 정의를 각 개인의 안녕감, 

삶에 대한 만족이나 불만족, 혹은 건강, 혹은 사회적, 가족적 지지에 대한 

행복이나 불행감이라고 하였으며, Young 및 Longman(1983)은 현재의 삶

에 대한 지각된 만족 정도를 삶의 질이라 정의하였고, Dubos(1976)는 삶

의 질을 일상생활의 활동에서 얻는 심오한 만족감과 관계되는 주관적인 가

치 판단이라고 하였다. 또한 Padilla 및 Grant(1985)는 삶의 질이란 정신

적 안녕, 신체적 안녕, 신체상태에 대한 관심, 사회적 관심, 진단 및 치료

에 대한 반응들을 평가하는 것으로 신체, 정신, 사회적 측면에서 정의하였

다. 삶의 이론가들이 주장하는 삶의 질의 공통적 주요 개념은 각 개인이 

살고 있는 여러 가지 생활 측면에서 느끼는 개인적인 만족감과 행복감으로 

분석된다.

   삶의 질에 대한 연구경향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Diener,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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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번째 유형은 객관적인 지표에 초점을 두는 연구로서 삶의 질이 외적 

기준이나 조건에 의해 정의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소득, 구매

능력, 교육수준, 여가시간, 건강상태 등의 사회경제적 지표에 의해 개인의 

삶의 질을 평가하고 비교하려는 입장인데, 현대의 연구자들은 이러한 준거

들이 삶의 질에 대한 대리적 또는 간접적 지표일 뿐이며 삶의 질은 삶의 

체험 속에서 내재한 주관적인 요인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두번째 유형은 주관적인 연구방법으로 한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 내

리는 인지적 평가를 중요시 하는 입장이다. 즉, 행복은 한 개인이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상태라는 것이다. 주관적 관점에서 삶

의 질을 판단하는 이러한 입장은 근대에 들어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왔다.

   세번째 유형은 한 개인의 정서적 측면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주관적 안

녕 복지감은 긍정-부정의 연속선상에서 한 개인이 자신의 삶 속에서 이루

어지는 경험에 대한 정서적 반응을 지칭하는 개념이라고 보았다(Okun, 

1987).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의 질의 개념적 논의를 한 임희섭(1996)은 삶의 

질의 주요 영역을 Evans의 연구를 참고로 해서 재개념화하였는데, 삶의 

중요 영역을 자아실현영역, 가계생활영역, 가족생활영역, 직업생활영역, 여

가생활영역, 지역사회영역으로 나누었다. 삶의 주요영역이 삶의 질에 영향

을 미치는데 결정적 요인으로 인지적 평가를 들 수 있는데, 인지적 평가는 

환경요인과 개인적 특성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개인들은 자신의 건강상태

(육체적․정신적 건강), 성별과 연령, 결혼지위 등의 인구학적 요인들에 따라 

같은 삶의 조건에 대해 다른 인지적 평가를 내릴 수 있다. 또한 개인들은 

직업, 소득, 교육정도, 계층 등의 사회경제적 지위요인들과 개인의 성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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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심리학적 요인들에 의해서도 자신의 삶의 조건을 서로 다르게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환경적 요인에는 생태학적 환경을 비롯해서 공

안, 교통, 의료, 정치, 경제, 복지, 교육, 문화 등과 같은 요인이 포함되며, 

중요한 삶의 영역을 규정하는 객관적인 삶의 조건들로서 삶의 질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삶의 영역의 객관적 조건을 규정지으므로써 삶의 

질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개인적 특성 요인들은 개인의 

인구학적․심리학적․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개인의 삶의 조건을 결정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개인의 주관적인 인지적 평가에도 함께 영향을 미친다고 하

였다.

   Diener(1984)에 따르면 주관적 연구 방법으로서 삶의 질을 설명하려는 

두 가지의 이론적 방향이 있는데, 그 하나는 행복이 즐겁고 괴로운 순간과 

경험을 모두 합함으로써 도출되는 주관적 상태라는 입장으로서 상향이론

(Bottom-up theory)이라고 불린다. 단순하게 말하면, 이 이론은 한 사람

이 행복한 순간과 경험을 많이 갖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것이다. 삶에 대한 

만족감은 결혼 및 가족생활, 재정상태, 주거상태 등과 같은 삶의 여러 영

역에 대한 만족감의 합이라는 입장이다(Campbell, Converse and 

Rodrers, 1976). 또 다른 입장은 하향이론(Top-down theory)이라고 불

리우는 것으로서 사람들은 사건이나 상황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반응

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전반적인 성격요인이 행복감을 좌우

한다는 입장이다. 이 입장에 따르면, 행복한 사람은 인생의 즐거움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지 반드시 그들이 객관적인 의미에서 행복할 

수 있는 요소를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하향 

이론가들(Costa, McCrae and Norris, 1981)은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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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사건을 긍정적으로 경험하는 전반적인 경향성이 있다고 보고 그러한 

성격적 경향성을 찾아내는데 관심을 둔다.

   최근에 Brief 등(1993)은 상향이론과 하향이론을 통합한 모델을 제시하

고 있다. 통합모델에 따르면 수입이나 건강과 같은 외적인 요인과 부정적 

정서성과 같은 성격요인에 의해 직접적으로 주관적 행복감이 영향 받을 수 

있으나, 보다 중요한 것은 삶의 상황에 대한 인지적 해석이 매개역할을 함

으로써 객관적 삶의 상황과 주관적 행복감간의 연결 관계를 명확히 한다고 

하였다. 조명한 등(1994)은 우울증을 설명하는 통합적 인지모형의 틀을 빌

어 Brief 등(1993)의 통합모델을 정교화함으로써 삶의 질에 대한 인지적 

설명모형을 검토하였는데 수입, 건강, 사회적 지위 등 사회경제적 측면을 

포함한 삶의 객관적 상황은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삶

의 상황에 대한 인지적 해석이라는 매개과정을 거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

치고 이러한 매개과정을 도외시 할 경우 삶의 객관적 상황은 삶의 질의 극

히 일부분 밖에는 설명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삶의 객관적 상황에 대한 

인지적 해석이 사람마다 다르게 되는 이유는 각기 다른 인지적 성격요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신념이나 태도가 부정적이면 삶의 객관적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해석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삶에 대한 만족도가 저하된

다고 하였다. 

  나. 아동의 삶의 질

   그동안 삶의 질을 주제로 한 연구들은 건강문제를 가진 개인이나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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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 어머니, 노인 등 사회 취약집단에 대한 연구로 그들의 삶의 질을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최소한의 수준(social minimum)으로 끌어 올리려는 

수준에서 연구가 시도되어 왔으나(권영은, 1990; 김춘길, 1995; 김매자 

등, 2001), 사회의 또 다른 취약집단인 아동에 대한 삶의 질 연구는 미비

한 편이다. 선행연구를 통해 아동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해

보면 대상자의 연령과 처한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초등학교 5,6

학년 및 중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과거를 추적하고, 현재를 조사하여 한

국아동의 삶의 질을 조명하고자 한 문선화 등(2000)은 성적, 사회계층, 학

년, 성별, 안정된 가정생활 등을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보고하

였고, 같은 연령대를 대상으로 여가생활만족도를 삶의 질로 적용한 장수한

(2002)의 연구에서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공부에 대한 압력으로 여가생활

만족도가 낮았으며, 경제수준, 가족관계, 학교, 친구관계 등에서 육체적, 정

신적으로 위협받지 않으며,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여가생활이 만족하다는 

결과를 나타냈다. 이는 외국문헌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삶의 질은 행복

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보고 되고 있으며(Belcher, 1991),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성격요인으로 특히 자아존중감(self-esteem)이 관

련성이 많은 것으로 보고 되고 있는데(Campbell 등, 1976), 염증성 장질

환을 가진 청소년의 경우 건강한 청소년보다 질환을 가진 청소년중 남자청

소년의 삶의 질이 유의하게 낮았고,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가 

자아존중감이라고 연구한 Boer 등(2005)의 연구나 소아암 환자중 생존자

를 대상으로 연구한 Langeveld(2004)의 연구에서 낮은 자아존중감이 삶

의 질을 저하시킨다는 결과들이 이를 뒷받침해준다. 한편 신체적 건강은 

행복과 상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는데, 특히 스스로 건강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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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하는 주관적 건강은 행복감과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었다(조명한 등, 

1994). 

   이상의 문헌을 종합해 볼 때 건강한 아동 대상자의 경우, 삶의 질의 관

련변인으로 학년, 성별, 성적, 경제상태 등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자아존중

감, 행복감, 건강인지 등 주관적 변인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

한 연구들은 대상자들이 삶의 질을 인지하는 종합적 과정 틀 속에서 분석

하기 보다는 단변량 분석 연구 틀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한계점을 안고 있

다고 하겠다. 따라서 아동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삶의 질 관련 연구결과를 

감안할 때, Brief 등의 통합모델에서 제시하는 통합모델의 제 변인인 객관

적 상황과 객관적 상황에 대한 주관적 인지를 체계적으로 고려한 연구 틀

에 의해 삶의 질을 분석하는 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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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 이이이론론론적적적 기기기틀틀틀

   삶의 질을 설명하는 통합모델(Brief 등, 1993)에 따르면 객관적인 삶의 

상황과 성격요인에 의해 직접적으로 삶의 만족감이 영향 받을 수 있으나, 

보다 중요한 것은 삶의 상황에 대한 인지적 해석이 매개역할을 함으로써 

객관적 삶의 상황과 주관적 행복감(삶에 대한 만족감)간의 연결 관계가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에 만연해 있는 과외학습은 초등학생들에게 객관적인 삶의 상황

으로서 학생들이 과외학습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또 선행연구(고형순, 2002)에서 밝혔듯이 성격성향에 

따라 과외로 인한 부담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Brief 등

(1993)이 제시한 삶의 질 관련 통합모델을 근거로 객관적 삶의 상황을 과

외학습 특성으로 적용하고, 성격성향을 자아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인 태

도라고 할 수 있는 자아존중감으로, 삶의 상황에 대한 해석을 과외학습 부

담감으로 적용해서 이들 변인들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객관적 삶의 상황

과외학습 특성

-과외학습 형태 

-과외학습 교과목  

 유형

-과외학습 과목수

-과외학습 시간수

 성격성향

 자아존중감

  삶의 상황에

  대한 해석

과외학습 부담감

 주관적 

 삶에 만족

 삶의 질

                   〔그림 1〕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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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 연연연구구구 방방방법법법

111...연연연구구구 설설설계계계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과외학습과 삶의 질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

술적 조사연구이다.

222...연연연구구구 대대대상상상
   

   연구대상은 서울시 일 지역의 2개 초등학교 6학년 총 15학급 중 임의

로 11학급을 선정하여 11학급의 전수 45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개 초

등학교는 공립이면서 같은 구에 소속되어 있으며, 학교 규모나 지리적 특

성에 있어서 유사한 교육 기관이였다.

333...연연연구구구 도도도구구구
  

   과외학습과 삶의 질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도구로 문헌고찰에 의

해 과외학습 특성, 자아존중감, 과외학습 부담감, 삶의 질에 대한 자가보고

형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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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에는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변수

들로서, 성별, 종교, 학교성적, 경제상태, 또래와의 관계 등의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과외학습 특성

   과외학습의 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기존 문헌을 통해 설문지를 개발하

였다. 현재 받고 있는 과외학습의 특성들과 관련된 질문들로, 현재 받고 

있는 과외학습의 형태와 교과목 종류 문항과, 과외학습의 양을 조사하기 

위해 일주일 동안 과외 학습을 받는 가지수 및 일주일동안의 과외학습 시

간수의 문항, 과외 학습에 대한 인식을 평가하기 위해 과외학습이 학교 공

부에 도움이 되는 흥미 정도, 향후과외 지속의향 등 총 6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다.

 

다. 자아존중감 

   최보가와 전귀연(1993)이 개발하고, 김미란(2004)이 사용한 자아존중

감 척도를 활용했다. 자아존중감 척도는 전체 32문항의 5점 척도로 1점은 

‘전혀 그렇지 않다’, 5점은 ‘매우 그렇다’로 나타내었다. 학생의 총체적, 사

회적, 가정, 학교 등 4개의 하위 요인에 대한 자아존중감을 측정하도록 개

발된 것으로 문항(4,8,12,16,20,24,27,30번)은 역산하도록 구성되었다.

   총체적인 자아존중감은 자기 자신에 대한 전반적인 긍정적 평가 수준이

다. 사회적 자아존중감은 다른 사람에 대한 친구로서 자기 자신에 대해 느

끼는 긍정적 평가의 수준이고, 가정에서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가치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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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는 수준과 가족구성원으로서 자신이 느끼는 긍정적 감정의 정도이

다. 학교에서 자아존중감은 학업성적을 포함하여 학교생활에서 느끼는 유

능감, 즉 학생으로서 그 자신에게 내리는 긍정적인 평가의 수준을 의미한

다. 자아존중감 관련 설문지의 구성 및 질문지의 전체 신뢰도(Cronbach,s 

α)는 .87로 나타났으며 하위영역별 신뢰도(Cronbach,s α)는 다음 < 표 1 

>과 같다.

< 표 1 > 자아존중감 문항의 구성 및 신뢰도

구분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α

  총체적 영역

  사회적 영역

  가정 영역

  학교 영역

  1,5,9,13,17,21

  2,6,10,14,18,22,25,28,31

  3,7,11,15,19,23,26,29,32

  4,8,12,16,20,24,27,30

 6

 9

 9

 8

.72

.86

.87

.65

    전체 32 .87

 

라. 과외학습 부담감

   과외학습 부담감 문항은 기존 초등학생 과외학습 스트레스 문헌을 기반

으로 연구자가 12문항을 개발하였다. 5점 척도의 도구로 1점은 ‘전혀 그렇

지 않다’, 5점은 ‘매우 그렇다’로 나타내었으며 부담감 점수가 높을수록 부

담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 대상자에게 적용하였을 때, 전체 

신뢰도(Cronbach,s α)는 .90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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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삶의 질(PedsQLTM 4.0 Generic Core Scale)

   대상자의 삶의 질을 파악하기 위하여 Varni(1998)에 의해 개발되고, 최

은석에 의해 검증된 PedsQLTM 4.0 Generic Core Scale의 청소년의 자가

보고지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아동의 인지기능에 맞도록 개발된 도구로

서, 삶의 하부영역은 신체적(8문항), 정서적(5문항), 사회적(5문항), 학업영

역(5문항)이다. 점수는 5점 척도로 ‘전혀 문제가 없음(1점)’, ‘거의 문제가 

없음(2점)’, ‘가끔 문제가 있음(3점)’, ‘자주 문제가 있음(4점)’, ‘거의 항상 

문제가 있음(5점)’이고 역산하도록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

이 높음을 의미한다. 삶의 질 관련 설문지의 전체 신뢰도(Cronbach,s α)는 

.89로 나타났으며, 각 영역별 신뢰도는 < 표 2 >와 같다. 

< 표 2 > 삶의 질의 문항수 및 신뢰도

    구분  문항수 Cronbach,s α

  신체적 영역

  정서적 영역  

  사회적 영역

  학업 영역

   8

   5

   5

   5

    .79

    .81

    .85

    .66

    전체   23     .89

444...자자자료료료수수수집집집
  

   설문지에 대한 사전조사는 5학년을 대상으로 2005년 3월 25일 20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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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수정․보완하여 본 조사는 6학년을 대상으로 2005

년 3월 29일부터 4월 2일까지 5일간 실시하였다. 조사 및 실시방법은 각 

학교의 담임교사에게 연구의 목적과 설문지 응답 요령에 대해 충분히 설명

한 후, 학생들에게 응답 요령을 숙지시키고, 설문지에 답을 하게 하였다.

   전체 45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그 중 438부가 회수되어 97.3%의 회

수율을 보였고, 이중 과외학습을 전혀 하지 않는 대상자 8명과 응답이 부

실한 설문지 1부를 제외한 429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555...자자자료료료분분분석석석방방방법법법
 

   조사된 자료는 전산 부호화 하여 SAS 8.1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2) 과외학습 특성, 자아존중감, 과외학습 부담감, 삶의 질의 정도는  실

수와 백분율 및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3) 제 변수들간의 상관관계는 t-test 및 피어슨 상관분석(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을 실시하였다.

   4)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파악하고자 다중회귀분석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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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 연연연구구구 결결결과과과

111...초초초등등등학학학생생생들들들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성별, 종교, 학교성적, 경제상태, 또래와

의 관계 등을 조사하였다.< 표 3 > 

   대상자의 성별 분포는 남자가 213명(49.8%), 여자가 215명(50.2%)으

로 비슷한 성별 분포를 보였다. 대상자의 70.3%(300명)가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학교성적은 보통이 213명(50.1%)으로 가장 많았고, 

잘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44.7%로 나타났다. 경제상태는 보통이 205명

(48.1%)으로 가장 많았고, 아주 잘산다고 응답한 경우를 포함하여 잘산다

고 응답한 경우가 48.8%로 나타났다. 또래와의 관계는 좋다로 응답한 경

우가 96.8%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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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 일반적 특성                          

                                                           (n = 429)

특성 구분         실수(%)

성별

종교

학교성적

경제상태

또래와의 관계

남

여

있음

없음

아주 잘함

잘함

보통

못함

아주 못함

아주 잘산다

잘사는편

보통

못사는편

아주 못산다

매우 좋다

좋은 편임

별로 안좋은 편임

매우 안좋다

213(49.8)

215(50.2)

300(70.3)

127(29.7)

28(6.6)

162(38.1)

213(50.1)

21(4.9)

1(0.2)

24(5.6)

184(43.2)

205(48.1)

11(2.6)

2(0.5)

162(37.9)

252(58.9)

13(3.0)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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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과과과외외외학학학습습습 관관관련련련 제제제 변변변인인인

 가. 과외학습 특성

   대상자의 객관적 삶의 상황인 과외학습 특성으로 과외학습의 형태, 과

외학습 교과목 유형, 과외학습 과목수, 일주일간 받는 과외학습의 총시간, 

과외학습으로 인한 학습 흥미 증가 정도, 향후 과외 학습의 지속의향을 조

사하였다.< 표 4 > 

   과외학습의 형태는 중복 응답한 것으로 학원수강이 84.6%로 가장 많았

으며, 그 다음으로는 개인과외(방문학습지 포함), 그룹과외, 특기적성 순으

로 나타났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특기적성보다는 학원수강이나 개인과외를 

선호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현재 받고 있는 과외학습교과목의 유형은 

중복 응답한 것으로 주지교과(국어, 수학, 사회, 과학 등)관련이 86.5%, 외

국어가 66.6%로 연구대상자의 반수 이상이 교과관련 및 외국어 영역의 과

외를 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예․체능과목(40.1%), 기능과목(29.9%)으

로 나타났다. 과외학습의 과목수는 평균 4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5과목 이상 과외를 받는 학생도 161명(38.7%)이나 되었다. 일주일

에 과외학습을 받는 총 시간은 평균 12.6시간을 받고 있었으며, 주 6일 기

준으로 2시간씩 매일 과외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 중 20시간 이상으로 

응답한 학생은 74명(18.2%)으로 나타났으며, 40시간 이상도 9명(1.97%)

으로 나타났다. 과외학습으로 인해 수업시간에 흥미가 높아졌는지에 대한 

질문은 그렇다가 45.1%로 가장 많았으며, 그저 그렇다가 32.2%로 나타났

다. 향후 계속 과외를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는 49.9%가 그렇다로 응답하

였으며, 모르겠다 32.9%, 아니다가 17.3%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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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 > 과외학습 특성

                                                           (n = 429)

  * 중복응답 문항임,  ** 일주일동안의 과외학습 시간수

   특성  구분    실수(%) 평균±표준편차

학습형태*

교과목 유형*

학습과목수

학습시간**

학습인한흥미증가

과외지속의향

학원

그룹과외

개인과외(방문학습지포함)

특기적성

기타

주요과목

예․체능과목

기능과목

외국어

아주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다

아니다

모르겠다

362(84.6)

87(20.3)

217(50.9)

66(15.4)

9(2.1)

365(86.5)

169(40.1)

126(29.9)

281(66.6)

61(14.6)

189(45.1)

135(32.2)

22(5.3)

12(2.9)

208(49.9)

72(17.3)

137(32.9)

4.04±2.14

12.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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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자아존중감과 과외학습 부담감 정도

    

            대상자의 자아존중감은 5점을 기준으로 평균 3.36으로 나타났으며, 영

역별 자아존중감에서는 가정영역이 평균 3.6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교 영역이 평균 3.0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대상자의 과외학습으로 인한 부담감은 평균 2.27로 나타났으며, 이는 

대상자가 과외로 인한 부담감이 그리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대상자의 자아존중감의 하위영역 및 과외학습으로 인한 부담감은 < 표 

5 >와 같다.

< 표 5 > 자아존중감과 과외학습 부담감

                                                           (n = 429)

    구분 하위영역(문항수)   총평균±표준편차   평점±표준편차

자아존중감

부담감

  총체적 영역(6)

  사회적 영역(9)

  가정 영역  (9)

  학교 영역  (8)

            (12) 

 108.30±15.27

 20.51±3.91

 29.70±5.79

 32.71±7.24

 24.37±4.72

 27.21±10.47

    3.36±0.47

    3.59±0.65

    3.30±0.64

    3.63±0.80

    3.05±0.59

    2.27±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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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초초초등등등학학학생생생들들들의의의 삶삶삶의의의 질질질
 

   대상자의 삶의 질을 분석한 결과, 5점을 기준으로 신체적 영역이 4.47

로 가장 높았고, 정서적 영역이 4.15로 가장 낮았다. 전체 평균은 4.36으

로 대부분의 학생이 자신의 삶에 문제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삶의 질 하위

영역별 평균은 <표 6 >과 같다.

< 표 6 > 삶의 질

                                                          (n = 429)

      영역(문항수)       총평균±표준편차         평점±표준편차

   신체적 영역(8)

   정서적 영역(5)

   사회적 영역(5)

   학업 영역  (5)

  35.73±4.34

  20.75±4.21

  21.81±3.58

  21.97±2.59

    4.47±0.54

    4.15±0.84

    4.36±0.72

    4.39±0.52

     전체    (23)  100.27±11.49     4.36±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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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삶삶삶의의의 질질질 통통통합합합모모모델델델에에에 의의의한한한 제제제 변변변수수수들들들간간간의의의 상상상관관관성성성

  가. 과외학습 특성에 따른 과외학습 부담감의 차이

  

   대상자의 과외특성에 따른 과외학습 부담감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 t-검

정과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과외학습의 형태를 집단․소그룹학습군과 개인학습군으로 나누어 분석하

였다. 집단․소그룹학습군이란 과외학습의 형태 중 학원이나 그룹과외학습으

로만 한다고 응답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고, 개인학습군이란 개인과외학

습만 받는다고 응답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특기적성교육은 학교내에

서 이뤄지는 교육으로 제외하였다. 집단․소그룹학습군의 평균은 

2.29(±0.91)로 나타났고, 개인학습군의 평균은 1.98(±0.73)로 나타났으나,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즉, 집단․소그룹학습을 하는 학생

들이 개인학습을 하는 경우보다 부담감을 느끼는 정도가 높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과외학습의 교과목 유형을 지식위주 과외 학습군과 예․체능 기능과외학

습군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지식위주 과외 학습군이란 과외학습의 교과

목 유형 중 주요과목(국어, 수학, 사회, 과학 등)이나 외국어만 한다고 응

답한 학생그룹을 의미하며, 예․체능 기능과외 학습군이란 예․체능 과목이나 

기능과목만을 학습한다고 응답한 학생그룹을 의미한다. 지식위주 과외 학

습군과 예․체능 기능과외 학습군은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2.16, p=.043). 즉, 지식위주 과외 학습군이 예․체능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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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 학습군보다 과외학습 부담감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외학습 형태별 및 교과목 유형별 부담감 정도 결과는 < 표 7 >과 같

다.

< 표 7 > 과외학습 형태별 및 과목유형별 부담감 

 특성             구분
             부담감

 평균±표준편차    t   p

학습형태

과목유형 

집단․소그룹학습(n=165)

개인학습(n=33)

지식위주과외(n=190)

예․체능 기능과외(n=14)

 

    2.29±0.91

    1.98±0.73

    2.20±0.87

    1.74±0.77

  1.91

 

  2.16

  .058

  .043

   

   과외학습 과목수, 과외학습 시간수와 과외학습 부담감과의 상관성을 분

석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8 >

   과외학습 과목수와 과외학습 부담감은 r=.23으로 나타났고, 과외학습 

시간수와 과외학습 부담감은 r=.18로 나타났으며, 모두 p<.05 유의수준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즉, 과외학습 과목수나 과

외학습 시간수가 많을수록 과외학습 부담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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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8 > 과외학습 과목수, 과외학습 시간수와 과외학습 부담감과의 상관 

계수

                                                           (n = 429)

                         부담감

과외 과목수              r = .23*      p<.0001

과외 시간              r = .18*      p<.0004

  나. 자아존중감과 과외학습 부담감과의 상관성

 

   대상자의 자아존중감과 과외학습 부담감과의 상관성을 분석하기 위해 

자아존중감과 과외학습 부담감과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9 >

   전체자아존중감과 부담감은 r=-.32로 나타났으며, p<.05 유의수준에서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즉,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과외학습 부담감

이 높다고 할 수 있다. 

< 표 9 > 자아존중감과 과외학습 부담감과의 상관 계수

                                                          (n = 429)

                                            부담감

전체자아존중감

   총체적자아존중감

   사회적자아존중감

   가정자아존중감

   학교자아존중감

            r = -.32*

            r = -.19*

            r = -.12

            r = -.27*

            r = -.26* 

      p<.0001

      p=.0001

      p=.0153

      p<.0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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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과외학습 부담감과 삶의 질과의 상관성

   과외학습 부담감과 삶의 질과의 상관성을 알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

였다. < 표 10 >

   분석결과, 과외학습 부담감과 총 삶의 질은 상관계수 -.32로 유의수준

p<.05 수준에서 부적인 상관을 나타냈다. 즉, 과외학습 부담감이 낮을수록  

삶의 질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표 10 > 과외학습 부담감과 삶의 질과의 상관계수

                                                           (n = 429)

                   부담감

총 삶의 질

    신체적 삶의 질

    정서적 삶의 질

    사회적 삶의 질

    학업 삶의 질

           r = -.32*

           r = -.21*

           r = -.28*

           r = -.26*

           r = -.26*

p<.0001
     p<.0001
     p<.0001
     p<.0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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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초초초등등등학학학생생생의의의 삶삶삶의의의 질질질에에에 영영영향향향을을을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요요요인인인
 

   삶의 질을 종속변수로 하고, 부담감, 자아존중감, 과외 과목수, 과외시

간을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에 의해 영향요

인을 분석하였다. 독립변수는 단계적으로 분석과정에 추가하는 방법을 이

용하였으며 일반적 특성중 유의한 상관성을 보인 학업 성적, 또래관계의 

변수들을 단계적 분석 과정에 추가하였다.

   과외학습 부담감이라는 단일변수로는 삶의 질을 10.4%정도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외학습 부담감 변수에 자아존중감 변수를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 동시

에 삶의 질을 31%정도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아존중감이 

과외학습 부담감보다 삶의 질에 더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다. 

   과외학습 특성 중 과외학습 과목수, 과외학습시간을 포함하여 추가 분

석하였으나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 변수들을 포함하여 추가로 분석한 결과, 또래관계만 유의

하게 나타났다.

   초등학생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로는 과외학습 부담

감, 자아존중감, 또래관계였고, 이들에 의해 삶의 질이 32.6%정도 설명되

어진다고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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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1 >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변수

/범주

회귀

계수

표준

오차
t

회귀

계수

표준

오차
t

회귀

계수

표준

오차
t

회귀

계수

표준

오차
t

부담감

자존감

과목수

시간

성적

  상(기준)

  중

  하

또래관계

  좋음(기준)

  나쁨

-0.18 0.03 -6.89* -0.10

0.51

0.03

0.05

-3.90*

11.07*

-0.10

0.51

-0.01

0.00

0.03

0.05

0.01

0.00

-3.60*

10.44*

-0.78

1.29

-0.10

0.47

-0.01

0.00

0.00

-0.15

-0.31

0.03

0.05

0.01

0.00

0.05

0.10

0.12

-3.81*

8.93*

-0.89

1.40

0.79

-1.52

-2.52*

R
2
=0.104   F=47.52 R

2
=0.310   F=92.02 R

2
=0.306   F=43.27 R

2
=0.326   F=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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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ⅥⅥ 고고고 찰찰찰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들에게 독특한 삶의 상황인 과외학습을 Brief 등

(1993)이 제시한 통합모델의 선행변인으로 보고, 과외학습 부담감을 매개

변인으로 하여 주관적 행복감인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알아보고자 

초등학생의 과외학습과 삶의 질의 관련성을 통합적으로 분석하였다.

   과외학습 특성 중 과외학습 형태는 중복 응답한 것으로 학원수강이 대

부분이었으며(84.6%), 이경숙(2001)의 연구에서 학습지(20.0%)를 가장 많

이 하고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으나 학원수강이 37.1%로 조사된 이은순

(2003)이나 45%인 윤여명(2003)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였고, 현재 받고 

있는 과외학습 교과목의 유형은 연구대상자의 반수 이상이 교과관련( 

86.5%) 및 외국어 영역(66.6%)의 과외를 하고 있었으며, 이는 학교에서 

실시하는 특기적성보다는 학원수강을 선호하며 이를 통해 연구대상자가 상

급학교 대비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과외학습의 과목수는 평

균 4과목을 받고 있으며, 5과목 이상 과외를 받는 학생도 161명(38.7%)이

나 되었고, 윤여명(2003)의 연구에서 1-2가지가 55%, 5가지 이상이 12%, 

배지연(2004)의 연구결과 1-2가지가 57%, 5가지 이상이 12.9%인 것에 

비해 많게 조사되었다. 이는 선행연구가 경기도 소재학교를 대상으로 연구

한 것으로 조사대상자의 지리적 특성의 차이일수 도 있겠으나, 점차 과외

학습이 과열되고 있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겠다. 지식위주의 과외학습을 

하는 학생들이 예․체능 기능과외 학습을 하는 학생들보다 부담감을 더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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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고 있었고((t=2.16, p=.04), 과외학습 과목수나 과외학습 시간수와도 정

적상관을 보였는데, 학원과외학습 양과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연구한 배지

연(200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과외학습 양이 증가할수록 과외

학습 부담감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과외학습 형태에 따른 과외학

습 부담감은 집단․소그룹 학습군이 상대적으로 비교될 수 있어 과외학습 

부담감이 클 것이라고 예상한 것과는 달리 집단․소그룹 학습군(2.29±0.91)

이 개인 학습군(1.98±0.73)보다 평균이 약간 높게 나타났을 뿐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이 결과는 타 연구에서 논의된 적이 없어 비교할 

수는 없으나 과외학습 형태에 따른 과외학습 부담감에 차이가 없었으며, 

차후 연구에서 비교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연구대상인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은 총평균이 108.30으로 동일한 도

구를 이용하여 농촌과 도시지역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을 비교한 김미란

(2004)의 연구에서 농촌지역 101.45, 도시지역 102.83으로 나타난 것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대상자도 도시지역으로서 다양한 환

경에 처해있는 도시지역의 아동들이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수행하는 역할

에서 자신의 중요성을 더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 자

아존중감은 삶의 질의 매개변인인 과외학습 부담감과 부적상관을 보였고

(r=-.32), 이는 스트레스 반응이 아동의 성격특성과 높은 상관을 갖고 있

다고 한 이한규(1998)의 연구나 과외학습으로 인한 스트레스 중에서도 심

리 성격문제가 가장 상관이 높다고 보고한 고형순(2002)의 연구결과를 지

지하였다.  

   연구대상인 초등학생의 삶의 질은 총평균이 100.27로 동일한 도구로 

이용하여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최은석(2004)의 연구에서 건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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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삶의 질이 94.65로 나타난 것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학

년(초5, 6, 중1, 2)에 따른 삶의 만족도가 학년이 높아질수록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나타낸다는 장수한(2002)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학업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한 압력으로 삶의 질이 낮

아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차후 이 요인들을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하겠다.  

객관적 삶의 상황인 과외학습의 특성 및 성격특성인 자아존중감이 매개변

수인 과외학습 부담감에 영향을 미치고 과외학습 부담감은 다시 초등학생

들의 삶의 질과 부적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Brief 등(1993)

의 삶의 질 통합모델이 지지되었다. 

   초등학생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를 단계적으로 회귀

분석한 결과 과외학습 부담감, 자아존중감, 또래관계가 유의한 변수였고, 

이들에 의해 삶의 질이 32.6%정도 설명되어졌는데 특히 자아존중감이 삶

의 질을 예측하는데 가장 설명력 있는 변수였다. 아동 및 청소년들의 자아

존중감과 삶의 만족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라고 연구한 장수한

(2002) 및 여러 연구(Campbell 등, 1976; Langeveld, 2004; Boer 등, 

2005)들에서 자아존중감이 삶의 질을 예측하는 주요 변수라고 밝힌 바 있

었다. Brief 등(1993)의 성격요인이 삶의 상황에 대한 해석에 영향을 미쳐

서 주관적인 만족감을 갖게끔 한다고 주장하는 논점을 고려해 볼 때, 본 

연구대상에서 과외학습 특성에 의해 초등학생이 인지하는 과외학습 부담감

을 자아존중감이 완충하는 역할을 하여 과외학습 부담감을 감소시켰을 것

으로 본다. 이에 대한 추후 연구 분석이 요구된다. 또한 과외학습이 또래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쳐 그로 인한 과외 스트레스를 형성한다는 이경숙

(2001)의 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또래관계는 스트레스에 이어 삶의 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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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는데, 초등학교 후반기인 12-13세가 되면 

도당집단이 형성되며 그 조직이 더욱 강렬해지고 단결성이 높은 것이 특징

인데, 발달 과정 특성 자체가 삶의 질에 유의한 변수로 작용함을 알 수 있

다.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과외학습 유형이 직접적인 설명요

인이 되지 않았는데, 이는 학생들이 사회적으로 만연되어 있는 과외를 자

연스럽게 교육의 한 부분으로 보는 사회 분위기의 영향도 있을 거라 생각

되며, 대부분 학부모들의 선택에 의해 시행되는 과외학습에 대해 학생들이 

생활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여 과외학습의 과목이나 양에 따라 부담감은 느

끼지만 삶의 질에까지는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

교 현장에서 보여지는 것보다 삶의 질이 높게 측정되었는데 이는 연구대상

자의 인지기능상 낙관적인 응답을 했을 수도 있고, 행동반경이 좁아서 나

타난 결과일 수도 있다. 이들이 중․고등학생으로 가면 과외학습 부담감이 

커져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연구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것으

로 본다. 또 한편으로는 연구도구의 민감성의 문제를 들 수 있겠다. 삶의 

질 측정도구가 신뢰도는 .89로 신뢰할 만 하였으나, 실제적으로 과외학습

을 하고 있는 대상자의 삶의 질을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였는지 반복 

연구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 현재까지 소아를 대상으로 다차원적인 삶의 

질을 측정한 연구는 극히 제한적이며(최자윤, 2000; 전나영, 2001; 손선

영, 2001; 심미경, 2003), 그 원인 중 한 가지는 청소년을 포함한 소아의 

삶의 질을 다차원적으로 측정하는 간편한 도구가 없기 때문으로 대상자들

의 삶의 질을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

라 제 변인에 대한 인지적 도구들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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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ⅦⅦ 결결결론론론 및및및 제제제언언언

   본 연구는 Brief 등(1993)이 제시한 통합모델을 적용하여 초등학생들의 

과외학습 특성과 과외학습 부담감 및 삶의 질의 관련성을 통합적으로 분석

함으로써 초등학생들의 전인적 발달을 유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하여 시행하였다.

   연구대상은 서울시 일 지역의 2개 초등학교 6학년 총 15학급 중 11학

급을 임의 선정하여 전체 45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429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으며, 자료수집기간은 2005년 3월 29일부터 4월 2일까지

였다. 수집된 자료는 SAS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처리하였으며, 주요 결

과는 다음과 같다.

   1. 연구대상자의 과외학습 특성 중 과외형태는 학원수강이 84.6%로 가

장 많았고, 교과목유형에서도 주지교과(국어, 수학, 사회, 과학 등)관련이 

86.5%, 외국어가 66.6%로 나타났다. 과외학습 과목수는 평균 4과목이며, 

5과목 이상도 38.7%나 되었다. 일주일에 과외학습을 받는 총 시간은 평균 

12.6시간을 받고 있었으며, 과외학습으로 인해 수업시간에 흥미가 높아졌

는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응답을 보였으며, 향후 계속 과외를 하고 싶은

지에 대해서도 49.9%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모르겠거나 아니다로 응답

한 대상자도 각각 32.9%, 17.3%나 되었다.

   2. 자아존중감은 5점을 기준으로 평균 3.36점이었으며, 하위영역별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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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영역 3.6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총체적 영역 3.59점, 사회적 영역 

3.30점, 학교 영역 3.05점 순이었다. 과외학습 부담감은 5점을 기준으로 

평균 2.27점으로 그리 높지 않았다.

   3. 삶의 질 정도를 영역별로 분석하였을 때, 5점을 기준으로 신체적 영

역이 4.4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학업 영역 4.39점, 사회적 영역 4.36점, 

정서적 영역이 4.15점 순 이었으며, 전체 평균은 4.36점으로 대부분의 학

생들이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4. 과외학습 특성에 따른 과외학습 부담감 정도에 차이를 분석한 결과, 

과외학습 형태별 부담감의 차이는 없었으나, 과외학습 과목유형에 따라서

는 지식위주 과외학습이 예․체능 기능 과외학습보다 부담감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t=2.16, p=.04). 또한 과외학습 과목수(r=.23 p<.0001)나 

시간수(r=.18, p<.0004)에 따라서도 부담감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과외학습 과목수나 시간수가 많아질수록 과외학습 부담감이 높았다.

   5. 자아존중감과 과외학습 부담감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상관관계

(r=-.32, p<.05)를 보였으며, 이는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과외학습 부담

감을 더 느끼는 것을 의미하며, 과외학습 부담감과 삶의 질간에도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r=-.32, p<.05). 즉, 과외학습 부담감이 낮을수록 삶의 

질이 높았다.

   6.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과외학습 부담감, 자

아존중감, 또래관계가 삶의 질을 32.6% 예측하는 설명력이 있었으며, 다른 

변인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초등학생들이 지식위주의 과외학습일수록, 

과외학습 과목 수나 과외시간이 많을수록 과외학습 부담감이 높았고, 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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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중감이 낮을수록 과외학습 부담감이 더 높았으며, 과외학습 부담감이 삶

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과외학습 유형이 직접적인 설명요인이 되지 않고, 과외학

습특성이 부담감에 영향을 미치고, 과외학습 부담감이 다시 삶의 질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삶의 질을 예측하는 주요 변인은 부담

감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들의 전인적인 발달을 위해서는 과외학습이 학생들의 필요에 

의해 스스로 선택하여 시행되어야 하겠다. 또한 개인의 삶의 질은 객관적

인 사회적 조건만에 의해 규정 된다기 보다는 상당한 정도로 개인의 삶의 

능력과 가치관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아를 창조적으로 실현

해 나아가고 자신의 삶을 보람 있게 추구해 나아갈 수 있는 다양한 삶의 

능력(skill)을 제고시키는 인간중심의 교육을 시행해 나아가야 하겠다.

   이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연구대상을 일 지역의 2개 초등학교로 하였으

므로 전체에 일반화 할 수 없고, 자료수집 방법을 자기기입식으로 작성하

도록 하였으므로 개개인의 인지능력으로 인한 개인차를 완전히 배제 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 또한 본 연구는 한 시점에서 모든 변수들을 측정하

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였으므로 과외학습 특성과 과외학습 부담감 및 삶의 

질의 관련성을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일반적으로 과열 과외로 인해 과

외학습 부담감을 느끼고, 그로 인해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인식되

고, 자아존중감이 과외학습 부담감과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인식

되고 있지만 삶의 질이 낮아 더 부담감을 느낄 수도 있다. 따라서 앞으로

는 종단적인 연구를 통해 이를 보완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런 여러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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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초등학생의 삶의 질에 대해 과외학습 특성과 관련시켜 통합모델에 적용

하여 살펴본 점과 이 분야에 관심이 있거나 또는 학생들의 전인적인 발달

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연

구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시 일 지역의 초등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다른 지역의 초등학생에게 그 결과를 일반화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과외학습 특성상 중․고등학생들에게 더 많은 부담감을 미칠 수 

있는 교육적 여건을 고려해 볼 때, 이 연구를 중․고등학생을 포함한 광범위

한 지역 차원의 연구가 종단적으로 이뤄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초등학생들의 전인적인 발달을 위해 과도한 과외학습에 대한 대

책이 요구되며 과외학습을 공교육을 보완해주는 순기능적 역할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의 연구와 정책적 유도가 필요하다.

   셋째, 아동들의 삶의 질에 관심을 가지고 이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삶을 조명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러기위해서는 아동들의

삶의 질을 다차원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측정도구의 개발 연구가 필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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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부    부    부    록록록록

과외학습에 과외학습에 과외학습에 과외학습에 관한 관한 관한 관한 설문지설문지설문지설문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설문지는 학교수업 외에 여러분이 별도로 하고 있는 과외 학
습과 관련해 평소 여러분의 생각을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설문지에서 사용되는 과외학습이란 과외학습이란 과외학습이란 과외학습이란 돈을 돈을 돈을 돈을 내고 내고 내고 내고 받는 받는 받는 받는 모든 모든 모든 모든 학학학학
습으로 습으로 습으로 습으로 학원수강학원수강학원수강학원수강, , , , 학습지학습지학습지학습지, , , , 개인지도개인지도개인지도개인지도, , , , 그룹지도그룹지도그룹지도그룹지도, , , , 학습지학습지학습지학습지, , , , 특기적성특기적성특기적성특기적성
교육 교육 교육 교육 등을 등을 등을 등을 포함포함포함포함합니다.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맞고 틀리는 것이 없으며, 이름을 적지 
않으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솔직하게 한 문항도 빠짐없이 답해 주
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응답한 내용은 절대 공개되지 않으며, 연구의 목적으
로만 사용됩니다.
 
  설문지 작성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5. 3.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지역사회간호전공
                              박 은 영

본 본 본 본 조사의 조사의 조사의 조사의 결과는 결과는 결과는 결과는 통계법 통계법 통계법 통계법 제제제제8888조에 조에 조에 조에 의거하여 의거하여 의거하여 의거하여 비밀이 비밀이 비밀이 비밀이 보장되며 보장되며 보장되며 보장되며 

통계목적 통계목적 통계목적 통계목적 이외에는 이외에는 이외에는 이외에는 사용되지 사용되지 사용되지 사용되지 않습니다않습니다않습니다않습니다....

※ 답하는 방법: 주어진 문항들을 잘 읽고 평소에 느끼고 있는 것과 가장 

잘 맞는다고 생각되는 내용에 ∨표 해주세요.

<유의할 사항>

   1. 한 문제도 빠짐없이 답해주세요.

   2. 글의 뜻이 어려우면 선생님께 질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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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다음은 일반적 특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사항에 ∨표해 주세요. 

1. 성별 : ⓛ 남 (     )             ② 여 (     ) 

2. 종교 : ① 있음 (     )            ② 없음 (     )   

3. 학교성적 : ① 아주잘함(     )      ② 잘함(     )    ③ 보통(     ) 

             ④ 못함 (     )         ⑤ 아주못함(     )

4. 경제상태 : ① 아주잘산다(     )   ② 잘사는편(     )  ③ 보통(     )

             ④ 못사는편 (     )    ⑤ 아주못산다(     )

5. 또래와의 관계는 어떻다고 생각하나요?

   ① 매우 좋다(     )             ② 좋은 편이다(     )     

   ③ 별로 안좋은 편이다(     )    ④ 매우 안좋다(     )  

Ⅱ. 다음은 여러분의 과외학습에 관한 질문입니다. 주어진 문항들을 잘 읽

고, 평소에 느끼고 있는 것과 가장 잘 맞는다고 생각되는 내용에 ∨표 하

거나 적어주세요.

 

1. 현재 받고 있는 과외의 형태는?

        - - - - 해당되는 해당되는 해당되는 해당되는 번호에 번호에 번호에 번호에 모두 모두 모두 모두 ∨∨∨∨표 표 표 표 하시고하시고하시고하시고, , , , 혹시 혹시 혹시 혹시 과외를 과외를 과외를 과외를 안받는 안받는 안받는 안받는 학생은 학생은 학생은 학생은 기기기기

타에 타에 타에 타에 안함으로 안함으로 안함으로 안함으로 적어주세요적어주세요적어주세요적어주세요. . . . ----

   ⓛ 학원(     )            ② 그룹 과외(     ) 

   ③ 개인 과외-교사 방문 학습지 포함 (     )

   ④ 특기적성(     )              ⑤ 기타(적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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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재 받고 있는 과외의 교과목은 어떤 종류입니까?

            - - - - 해당되는 해당되는 해당되는 해당되는 번호에 번호에 번호에 번호에 모두 모두 모두 모두 ∨∨∨∨표 표 표 표 하세요 하세요 하세요 하세요 ----

   ① 주요과목 - 국어, 수학, 사회, 과학 등 (     )

   ② 예․체능과목 - 미술, 음악, 체육 등 (     )

   ③ 기능과목 - 컴퓨터, 바둑, 글짓기, 웅변 등(     )

   ④ 외국어 - 영어, 일본어 등(     ) 

3. 현재 내가 받고 있는 과외 학습은 총 몇 가지입니까?. 

             (       가지)

4. 과외 학습을 받는 시간은 일주일에 총 몇 시간이나 됩니까? 

            (        시간)  * 30분 이상의 분단위는 반올림하여 적어주세요.

5. 과외 수업 때문에 공부하는데 더 적극적이고 수업시간에 흥미가 높아졌나

요?

   ① 아주 그렇다(     )    ② 그렇다(     )    ③ 그저 그렇다(     )  

   ④ 그렇지 않다(     )    ⑤ 전혀 그렇지 않다(     )

6. 앞으로 계속 과외 공부를 하고 싶나요?

   ① 예(     )             ② 아니오(     )   ③ 모르겠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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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다음은 여러분이 가정이나 학교에서 자기 자신의 가치에 대하여 어떻

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질문을 읽고 본인의 생각

과 가장 일치하다고 생각하는 해당 칸에 ∨표하세요.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런편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결심을 하고 그 결심대로 밀고 나

갈 수 있다.

2
 나는 내 또래의 친구들 사이에 인기가 

있다.

3  부모님은 내 기분을 잘 맞춰 주신다.

4  나는 학교에서 실망하는 일이 가끔 있다.

5  나는 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려 한다.

6  나에겐 친구가 많다.

7  부모님은 나를 잘 이해해 주신다.

8  내가 원하는 만큼 학교생활이 쉽지 않다.

9  나는 주저하지 않고 결심할 수 있다.

10  누구든지 나를 좋아한다.

11  나는 집에서 상당히 행복하다.

12  나는 학교에서 가끔 화날 때가 있다.

13  내 문제는 주로 내가 해결할 수 있다.

14
 나와 함께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좋

아한다.

15
 나는 부모님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많이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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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런편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6
 선생님은 나를 착하지 않다고 생각하시

는 것 같다.

17  나는 나 자신을 잘 알고 있다.

18  나는 남을 재미있게 해주는 사람이다.

19  나는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기분이 좋다.

20  나는 학교 성적에 실망이 된다.

21  나는 나 자신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

22  나는 남에게 좋은 친구다.

23  우리 가족은 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하다.

24  나는 학교에서 하는 일이 서툴다.

25  내 친구들은 내 생각을 귀담아 들어준다.

26  나는 좋은 자녀(아들, 딸, 손자, 손녀)이다.

27  내가 좀 더 나은 학생이면 좋겠다.

28  친구들은 주로 내 생각에 따른다.

29  부모님이 나를 자랑스러워 하실 만 하다.

30
 선생님이 설명하실 때 내가 좀 더 잘 이

해 할 수 있으면 좋겠다.

31
 나는 항상 원하면  친구를 사귈 수 있

다.

32  나는 우리 가족 중 중요한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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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다음 내용을 잘 읽고 자신의 마음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정

도에 따라 해당 칸에 ∨표하세요.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런편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다니고 있는 학원이나 과외활동의 종류

가 너무 많아서 부담된다.

2
 TV를 보거나 하고 싶은 일을 할 시간이 

부족해서 과외가 부담된다.

3
 해야 할 과제나 숙제가 너무 많아서 과

외가 부담된다.

4
 과외학습을 해도 기대만큼 성적이 오르

지 않아서 부담된다.

5
 친구들과 어울릴 시간이 부족해서 과외

가 부담된다.

6
 부모님의 과외에 대한 기대 때문에 부담

된다.

7
 부모님이 원하지 않는 과외를 하도록 강

요하셔서 부담된다.

8
 다니고 있는 학원이나 과외활동이 마음

에 들지 않아서 부담된다.

9  과외선생님이 마음에 들지 않아 부담된다.

10  과외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부담된다.

11
 학원까지 너무 멀거나 교통에 시달려서 

부담된다.

12
 같이 다니는 과외친구들과 성적이 비교

되서 부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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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지난 지난 지난 지난 한달 한달 한달 한달 동안동안동안동안, , , , 나에게 나에게 나에게 나에게 아래 아래 아래 아래 항목들이 항목들이 항목들이 항목들이 어느 어느 어느 어느 정도 정도 정도 정도 문제가 문제가 문제가 문제가 되었는지요되었는지요되었는지요되었는지요????

나의 건강과 활동(....에 문제가 있습니까?)
전혀 

문제가 

없다

거의 

문제가 

없다

가끔 

문제가 

있다

자주 

문제가 

있다

거의 

항상 

문제가 

있다

1. 100미터 이상 걷기가 힘들다.

2. 뛰기가 힘들다.

3. 스포츠 활동이나 운동에 참여하기가 힘

들다.

4. 무거운 물건을 들기가 힘들다.

5. 혼자서 목욕이나 샤워를 하기가 힘들다.

6. 집의 허드렛 일(책상정리나 청소)을 하

기가 힘들다.

7. 아프거나 통증이 있다.

8. 기운이 없다.

나의 감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전혀 

문제가 

없다

거의 

문제가 

없다

가끔 

문제가 

있다

자주 

문제가 

있다

거의 

항상 

문제가 

있다

1. 두렵거나 무섭다.

2. 슬프거나 우울하다.

3. 화가 난다.

4. 잠을 자기가 힘들다.

5.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걱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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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친구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전혀 

문제가 

없다

거의 

문제가 

없다

가끔 

문제가 

있다

자주 

문제가 

있다

거의 

항상 

문제가 

있다

1. 다른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기가 힘들다.

2. 다른 친구들이 나와 친구가 되기를 원

하지 않는다.

3. 다른 친구들이 나를 놀린다.

4. 내 또래의 다른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나는 못한다,

5. 또래 친구들이 하는 행동을 처지지 않

고 따라하기가 힘들다.

학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전혀 

문제가 

없다

거의 

문제가 

없다

가끔 

문제가 

있다

자주 

문제가 

있다

거의 

항상 

문제가 

있다

1. 수업시간에 집중하기가 어렵다.

2. 뭔가를 잘 잊어버린다.

3. 학교수업을 처지지 않고 따라가기가 힘

들다.

4. 몸이 좋지 않아 학교를 빠진다.

5. 병원에 가기 위해 학교를 빠진다.

   끝까지 설문지 작성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빠진 문항 없는 지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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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ABSTRACTABSTRACTABSTRACT

The The The The relationship relationship relationship relationship between between between between extra-curricular extra-curricular extra-curricular extra-curricular activities activities activities activities and and and and 

quality quality quality quality of of of of life life life life in in in in elementary elementary elementary elementary school school school school studentsstudentsstudentsstudents

                            Eun Young Park

                            Department of Community health Nursing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Kim, Hee Soon, Ph. D.)

This study was designed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extra-curricular activities and quality of life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Four hundreds and fifty 6th grade students from 2 

elementary schools in Seoul were surveyed. Data was collected 

from 29 Mar. 05 to 2 Apr. 2005. Data were analyzed by frequency, 

percent average, standard deviation, t-test, pearson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in SAS program.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1. The types of extra-curricular activities was taking courses in an 

institute (84.6%). Subjects were Korean, math, social studies and 

science (86.5%). The average number of courses was 4 per w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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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38.7% of students had above 5.

2. On a scale from 1 to 5, average scores of self-esteem was 3.36, 

and among its sub-dimensions, the highest was the 'family' with 

3.36, and the lowest was the 'school' with 3.06. Respondents rated 

the burden of extra-curricular activities 2.27 on five point scale.

3. When quality of life was analyzed, the highest was the physical 

dimension with 4.47, followed by the academic dimension with 4.39, 

the social dimension with 4.36, and the emotional dimension with 

4.15 respectively. The average total score of was 4.36.

4. The burden from taking lessons in main subjects was higher than 

from minor subjects (t=2.16, p=.04). The more subjects (r=.23, 

p<.0001) and time (r=.18, p<.0004) taken, the more burden students 

felt.

5. There was a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self-esteem and the 

burden of extra-curricular activities (r=-.32, p<.05), and another 

negative corelation between the burden of extra-curricular activities 

and self-esteem (r=-.32, p<.05).

6. The quality of life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burden of extra-curricular activities, self-esteem and peer 

relationships. The combination of those 3 variables accounted for 

32.6% of the quality of life.

 Through this study, it was found that elementary school students 

felt more burden when they took more extra-curricular activities, 

more subjects, more time lessons, and when they had low 

self-esteem. The burden of extra-curricular activities al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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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gatively affected quality of life. We could predict that quality of 

life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are affected by the burden from 

extra-curricular activities. There must be a strategies to solve the 

problems related to excess extra-curricular activitie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from the viewpoint of their growth and  

development.

Key Key Key Key WordWordWordWord : extra-curricular activities, quality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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