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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부모, 교사 및 또래와의 관계유형: 정신건강, 
학업스트레스, 학업동기 및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아동가족연구소 연구교수

Objectives: Relationships with people in the immediate environment can significantly influence 
children’s development. Focusing on children’s relationships with parents, teachers, and peers, this 
study adopted a person-centered approach to examine children’s different relationship profiles and 
how those profiles are related to their psychological and academic adjustment. Most previous 
studies have tested the effects of these relationships in isolation.  
Methods: The study sample was 6,784 sixth graders (3,326 boys, 3,458 girls) attending elementary 
schools who had participated in Wave 2 of the Korea Educational Longitudinal Study2013. The data 
were analyzed through latent profile analysis. Wald X2 tests (DU3STEP) were used to test the profiles’ 
relations with mental health, academic stress, academic motiva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Results: Four unique profiles of children’s relationships emerged: 'high overall' (29.0%), 'middle overall' 
(41.1%), 'low overall' (26.5%), and 'low overall/lowest teacher-student relationship' (3.4%). The high 
overall group showed significantly higher adjustment across all indices compared to the other three 
groups. The middle overall group also showed significantly better adjustment compared to the low overall 
and low overall/lowest teacher-student relationship groups across all indices except for controlled 
motivation. The low-overall group showed significantly lower academic stress compared to the low-
overall/lowest teacher-student group.
Conclusion: Children experience different relationships in their immediate environment 
simultaneously. This study highlighted the need to focus on the quality of children’s relationships in 
different contexts and their impact on children’s psychological and academic adjustment. 
Relationships with teachers, which showed the most noticeable differences across the profiles, 
should be emphas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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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인간의 발달을 설명하는 데 있어, 가까운 주변 인물들과 맺는 

관계의 영향력은 다양한 이론적, 경험적 연구들을 통해 주목

받아왔다(Hartup & Laursen, 1999; Ryan & Deci, 2000; Wentzel, 

2002). 무엇보다 아동은 주변 인물들과의 관계를 통해 신체

적, 인지적, 사회정서적 발달을 이루며,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적응하게 된다(Collins & Laursen, 2004). 아동의 인접환경 내

에 존재하는 다양한 인물들 중 아동과 꽤 오랜 시간에 걸쳐 

규칙적으로 관계를 맺으며 상호작용하는 대상은 아동의 발

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데(Bronfenbrenner & 

Morris, 2006), 본 연구에서는 아동과 밀접한 관계를 맺을 가

능성이 높은 부모, 교사 및 또래와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

다. 우선 부모는 출생 이후 가장 처음 아동이 애정을 느끼고 의

지하는 대상이 되며, 부모와의 관계는 아동기 뿐 아니라 성인

기의 적응에까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된다

(Overbeek, Stattin, Velmulst, Ha, & Engels, 2007; Stams, Juffer, & 

van IJzendoorn, 2002). 한편 아동이 성장하고 활동반경이 넓어

짐에 따라 부모 외에도 친밀한 관계를 맺는 대상의 수는 증가

하게 되는데, 특히 학령기 이후 아동이 부모 외에 가까운 관계

를 맺는 대표적인 대상으로 교사와 또래가 강조되어 온 바 있

다(Kerns & Richardson, 2005). 교사는 교과교육 외에도 아동의 

사회정서적 문제 및 학업적 문제에 있어서 도움을 제공하고 

역할모델로서 기능하는 등, 학교환경에서 아동에게 중요한 성

인의 역할을 수행한다(Eccles & Roeser, 2011). 한편, 아동이 성

장하고 청소년기에 접어들수록 또래관계에서 경험하는 친밀

감 및 상호성의 특성은 더욱 두드러지며, 이와 같은 또래관계

의 특성이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초기 학령기에 비해

서도 큰 것으로 보고된다(Collins & Steinberg, 200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 교사와의 관계가 여전히 중요할 뿐 아니라 

초기 청소년기에 접어들며 또래와의 관계가 이전보다 더욱 강

조되는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에게 주목하고자 한다.

한편, 한국사회에서 아동의 학업성취도가 지나치게 강조

되고 있는 현상에 대한 우려 및 이와 관련한 아동의 정신건

강, 학업에 대한 흥미와 동기, 학업스트레스 등에서의 문제

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Child Voice, 2018; Hyun, Lee, 

& Lee, 2003;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8), 다

수의 연구들은 아동의 심리적, 학업적 적응과 관련하여 부

모, 교사 및 또래와의 관계에 주목할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

다. 긍정적인 부모, 교사와의 관계 및 지지적인 또래와의 관계

는 아동에게 심리적 안정감의 근원이 될 뿐 아니라(Koomen 

& Hoeksma, 2003; Nickerson & Nagle, 2005) 다양한 스트레스

원이 존재하는 환경 내에서도 아동의 심리적 적응을 돕는 보

호요인이 된다(Olsson, Bond, Burns, Vella-Brodrick, & Sawyer, 

2003). 또한 긍정적인 관계의 토대위에서 아동이 심리적으

로 잘 기능하는 것이 학습의 중요한 토대가 될 가능성(Deci & 

Ryan, 2008)이 제기되었다. 무엇보다도 자기결정성 이론(self-

determination theory; Ryan & Deci, 2000)은 인간의 건강한 발

달을 위한 사회적 환경의 요건을 강조하였는데, 특히 사회적 

환경에서 충족될 수 있는 세 가지 기본심리욕구 중 하나로 관

계성(relatedness)을 지목하였다. 관계성을 포함한 기본심리욕

구를 충족하는 것은 흥미로운 일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기 원하

는 내재적 동기 및 학습과 성장을 향한 인간의 본래적 경향성

을 발휘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았다. 신체적 욕구

와 마찬가지로 기본심리욕구의 충족은 인간의 건강한 발달 및 

안녕감에 기여하지만,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외감과 정신

병리를 경험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특히 관계

성과 관련하여, 아동의 사회적 관계의 질은 정신건강, 학업성

취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Luyten 

& Blatt, 2013; Niemiec & Ryan, 2009).

실제로 다수의 국내외 선행연구들은 부모, 교사 및 또래와

의 관계와 아동의 심리적, 학업적 적응 간 유의미한 관계가 있

음을 보고하였다. 무엇보다 부모와의 관계는 아동의 전반적 발

달영역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Bronfenbrenner & Morris, 2006), 부모가 아동에게 관심을 가지

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아동의 정신적 고통을 예방하며 정

신적 고통 수준을 낮출 가능성이 제기되었다(Rapee, 2001). 즉,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긍정적일수록 아동의 불안, 외로움 등을 

포함한 정신건강 점수는 양호하였고(Hudson & Rapee, 2001; H. 

S. Kim, 2016), 부모와의 유대감이나 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학

업스트레스 수준은 낮았다(Chae, 2012; H.-S. Park, Kim, & Park, 

2014). 아동의 학업동기 및 학업성취도는 학업에 대한 부모의 

기대와 관여, 자율성 지지 등 학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모

의 태도와 유의한 관련이 있지만(Grolnick & Ryan, 1989; S.-A. 

Lim, 2012), 전반적 부모-자녀관계와도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

로 알려진다. 즉, 부모와의 애착 및 긍정적 의사소통 수준이 높

을수록 학업동기 수준은 높았으며(Duchesne & Larose, 2007; E. 

S. Jung & Jung, 2017), 부모와의 관계에서 높은 민감성 및 온정

성을 경험할수록 학업성취도 수준은 높았다(Estrada, Arsenio, 

Hess, & Holloway, 1987; Hirsh-Pasek & Burchinal, 2006).

한편 교사와의 관계가 아동의 심리적, 학업적 적응에 미

치는 영향력 또한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초등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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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시기는 중학교 이후에 비하여 아동이 담임교사와 많은 시

간을 함께 보내며 교사와의 개인적인 상호작용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이다(Eccles et al., 1993). 선행연구에 따르면 

교사와의 친밀감 수준이 높고 갈등 수준이 낮을수록(Essex, 

Armstrong, Burk, Goldsmith, & Boyce, 2011), 교사의 지지 수준

이 높을수록(H. Lee & Kim, 2018) 아동의 정신건강 수준은 양

호하였으며, 교사와의 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학업스트레스는 

낮았다(H.-J. Lee & Jung, 2012). 특히 아동의 학업성취와 관련

하여 교사의 경력, 교직 준비도 등 교수자로서의 자격 수준이 

강조되기도 하지만(Darling-Hammond, 2000), 아동이 교사와

의 관계에서 온정성, 친밀감, 지지 등을 경험하는 것은 학업동

기 수준(E. S. Jung & Jung, 2017; Ryan, Stiller, & Lynch, 1994) 

뿐 아니라 학업성취도 수준(Baker, Grant, & Morlock, 2008; 

Hughes, Wu, Kwok, Villarreal, & Johnson, 2012)과도 밀접한 관

련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부모의 양육태도가 강조되는 것

처럼 아동에 대한 교사의 태도 역시 중요하며, 교사와의 긍정

적인 관계는 효율적인 학습이 일어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가

능성이 제기되었다(Wentzel, 2002).

부모, 교사와의 관계에 비해 수평성 및 상호성이 보다 강조

되는 또래와의 관계의 경우, 아동의 심리적, 학업적 적응에 미

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력이 모두 보고된다. 또래와의 관계

가 긍정적일수록 아동의 정신건강 수준이 높고(Flook, Repetti, 

& Ullman, 2005), 학업스트레스 수준은 낮으며(H. Min, 2013), 

학업동기(Ha & Lee, 2008; Yune & Kang, 2012) 및 학업성취도

(Flook et al., 2005; Murray-Harvey & Slee, 2007) 수준은 높다고 

보고한 연구결과를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아동이 친밀한 또

래의 부적응 행동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역시 지적되어 

왔으며(Berndt & Keefe, 1995), 부모나 교사와의 관계와 달리 

또래와의 관계가 학교적응 지표들과 대체로 유의한 관계를 나

타내지 못한 연구결과(Ryan et al., 1994) 역시 찾아볼 수 있다. 

H. Lee와 Kim (2018)의 국내연구에서도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

이 부모나 교사와의 관계에서 높은 지지를 지각할수록 심리적 

부적응 수준은 낮았으나, 또래와의 관계에서 애정과 존중, 수

용을 지각하는 수준은 심리적 부적응 수준과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나 교사와의 관계와는 다른 또래와

의 관계 특성에 주목해볼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와 같이 부모, 교사 및 또래와의 관계와 아동의 심리적, 학

업적 적응 간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이 다수 이루어진 바 있

으나,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이 주로 부모, 교사 및 또래와

의 관계 중 일부에 주목하여 관계변인과 아동의 적응변인 간 

관계를 살펴보는 변수중심적 접근(variable-centered approach)을 

취하였음에 주목하고, 한 개인 내에 다양한 특성이 존재함에 

주목하는 대상중심적 접근(person-centered approach; Bergman 

& Trost, 2006)을 통해 아동의 부모, 교사 및 또래관계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고자 하였다. 비록 부모, 교사 및 또래와의 관계

를 모두 고려하여 아동의 적응변인과의 관계를 살펴본 몇몇 국

내외 연구들이 존재하나(e.g., Furrer & Skinner, 2003; H. Lee & 

Kim, 2018; Ryan et al., 1994; Wentzel, 1998), 해당 연구들은 각

각의 관계가 개별적으로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주목했다

고 할 수 있으며 아동이 다양한 관계들을 어떻게 복합적으로 

경험하고 있는지 살펴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생물

생태학적 체계이론(bioecological systems theory; Bronfenbrenner 

& Morris, 2006)에서 제안하듯, 한 아동의 발달을 이해하기 위

해서는 아동의 근접환경에 존재하는 부모, 교사 및 또래와 같

은 대상들과 아동 간 상호작용을 다각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대상중심적 접근이 체계로 이루어진 환경 안에서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기능하는 인간에 주목하고자 하는 것

(Magnusson & Törestad, 1993)과 일맥상통하는 관점이다.

특히 아동이 경험하는 다양한 관계들에 주목한 선행연구

들은 서로 다른 관계들이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며 아동의 발

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다양한 관계

들 간의 유사성을 보여주는 연구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무엇

보다도 애착이론에 근거하여 생애 초기 부모와의 관계에서 형

성한 친밀한 관계에 대한 정신적 표상이 교사 및 또래와의 관

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가능성(Furman & Simon, 1999; 

Verschueren & Koomen, 2012)이 제기되었다. 또한 교사가 학

급 내에서 아동들에게 관심과 존중을 보이며 정서적으로 지

지하는 상호작용을 할수록 아동의 또래와의 관계는 긍정적이

었으며(Ruzek et al., 2016), 교사가 아동을 대하는 태도가 또래

들 사이에서 관찰되어 아동의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이 보고되었다(Hughes, Cavell, & Willson, 2001). 또한 관계에 

미치는 아동의 영향력에 주목하여, 아동의 원만함이 교사와의 

관계 뿐 아니라 또래와의 관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

성(Graziano & Eisenberg, 1997)도 제기된 바 있다. 한편 관계들 

간의 차이 및 상호보완적 역할을 보고한 연구들도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긍정적인 교사와의 관계는 부정적인 부모와

의 관계가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완충(buffering)하

는 역할을 하였다(Hughes, Cavell, & Jackson, 1999). 또한 아동

의 안녕감을 설명하는 데 있어 높은 또래관계의 질은 낮은 가

족기능의 영향을, 높은 가족기능은 낮은 또래관계의 질을 어

느 정도 보상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었다(Gauze, Bukowski, 

Aquan-Assee, & Sippola, 1996).



Lee and Kim   108

이와 같이 부모, 교사 및 또래와의 관계에 있어 유사성 또

는 상호보완성을 보고하고 있는 선행연구들은, 아동이 다양

한 관계들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성을 제기

하나, 이를 확인해본 연구의 수는 아직 많지 않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잠재프로파일 분석(latent profile analysis)을 통해 부

모, 교사 및 또래와의 관계를 모두 고려하여 질적으로 구분되

는 아동의 관계유형을 도출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

와 같이 연구대상 내의 이질성에 주목하는 것은 대상중심적 

접근의 중요한 특성 중 하나이다(M. Wang & Hanges, 2011). 

주로 국외 연구들을 중심으로 아동 및 청소년의 관계유형을 

살펴본 연구들을 살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Schwartz, Rhodes, 

Chan과 Herrera (2011)는 미국의 4학년에서 9학년에 해당하는 

아동 및 청소년의 부모, 교사 및 또래와의 관계에 주목하였으

며,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통해 세 가지 관계유형(i. e., 취약한 

관계유형, 적절한 관계유형, 강한 관계유형)을 도출하였다. 이 

외에도,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대상중심

적 접근을 통해 부모와의 애착, 교사의 돌봄, 또래의 지지를 유

형화한 경우(Murdock & Miller, 2003), 부모, 교사 및 또래로부

터의 사회적 지지를 유형화한 경우(Ciarrochi, Morin, Sahdra, 

Litalien, & Parker, 2017) 및 부모, 또래 및 이성친구로부터의 

사회적 지지를 유형화 한 경우(Laursen, Furman, & Mooney, 

2006) 등을 살펴볼 수 있다. 국내연구 중에서는 아동이 부모, 

교사 및 또래의 사회적 지지를 지각하는 방식을 유형화하고자 

한 Yang과 Cheong (2013)의 연구 정도를 찾아볼 수 있다. 그러

나 이 외에는 아동의 중요한 관계들에 주목하여 유형을 도출

한 국내연구를 아직 살펴보기 어렵다. 특히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물질적, 정보적, 평가적, 정서적 지지로 흔히 개념화되는 

사회적 지지의 공급 외에도 다양한 활동을 함께하고 유대감

과 애착을 형성하는 등 다양한 개인 간 상호작용을 가능케 함

(Berkman & Glass, 2000)을 고려하여 관계의 다양한 측면을 고

려한 관계유형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제한된 수의 선행연구로 인해 부모, 교사 및 또래와의 관

계유형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으나, 특히 잠재프로파일 분석

을 사용한 선행연구(Schwartz et al., 2011)에서 총 세 가지 관계

유형이 도출되고 부모, 교사 및 또래와의 관계가 모두 상대적

으로 높은 집단, 중간 집단 및 낮은 집단으로 분류되어, 다른 

유형과 비교할 때 한 유형에 속하는 개인이 경험하는 관계들 

간 유사성이 있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국내의 Yang과 Cheong 

(2013)의 연구에서도 가족지지, 또래지지, 교사지지를 지각하

는 수준이 다른 유형에 비해 모두 가장 높거나 모두 가장 낮은 

집단이 발견되는 등, 한 유형 내 사회적 지지 지각의 유사성을 

살펴볼 수 있어, 본 연구에서도 부모, 교사 및 또래관계에서의 

유사성을 보이는 관계유형들이 도출될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기해볼 수 있다. 그러나, Schwartz 등(2011)의 연구에서 또래

와의 관계보다는 부모와 교사와의 관계에 따라 각 관계유형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에 비해 Yang과 Cheong (2013)의 

연구에서는 가족지지에 따른 사회적 지지 유형 간 차이가 교

사나 또래지지 보다 크게 나타나, 본 연구에서 나타나는 각 관

계유형의 특성을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Schwartz 등(2011)의 연구에서는 부모와 교사와의 관계가 가

장 좋지 않은 유형의 경우 또래관계가 상대적으로 부모나 교

사와의 관계에 비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서로 다른 관계

의 보상적 기능 또한 주목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관계유형을 도출함과 동시에 

관계유형에 따른 발달적, 적응적 특성 차이를 살펴본 선행연

구들 역시 살펴볼 수 있다. 국외연구에서는 관계유형에 따른 

학업성취도 등 학교적응 수준의 차이(Furrer & Skinner, 2003; 

Schwartz et al., 2011) 및 신체적 건강, 심리적 안녕감 수준의 차

이(Ciarrochi et al., 2017)를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국내연구

에서는 변수중심적 접근을 통해 부모, 교사 및 또래와의 관계

와 아동의 심리적, 학업적 적응 간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은 다

수 발견되는 것에 비해(e.g., Chae, 2012; H. Lee & Kim, 2018; 

H.-J. Lee & Jung, 2012), 아동의 독특한 관계유형이 다양한 심

리적, 학업적 적응 변인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본 연구

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아동의 사회적 지지유형을 살펴본 

Yang과 Cheong (2013)의 연구에서는 아동의 학업관련 인지전

략, 학업적 효능감, 수업적응 및 전반적 정서와 스트레스 수준 

차이를 보고하였으나, 아동의 관계유형에 따라 차이를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되는 다양한 적응 변인들과의 관계를 보다 탐색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 아

동의 부모, 교사 및 또래와의 관계유형을 도출하는 한편, 관계

유형에 따라 정신건강, 학업스트레스, 학업동기 및 학업성취

도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아동의 관계유

형 및 아동의 적응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고자 하였다.

연구문제 1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부모, 교사 및 또래와의 관계는 어떠

한 유형으로 분류되는가?

연구문제 2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부모, 교사 및 또래와의 관계유형에 

따른 정신건강, 학업스트레스, 학업동기 및 학업성취도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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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차이가 나타나는가?

 

Methods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4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실시한 「한국교육종단

연구(KELS)2013」의 2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한국교육종

단연구2013 패널은 층화군집무선추출법을 적용해 전국 242

개 초등학교 5학년 7,324명을 대상으로 구축한 것으로(Y. Kim 

et al., 2014), 본 연구에서 사용한 2차년도 조사에는 당시 초등

학교 6학년에 재학중인 7,200명이 참여하였다. 이 중 중복응

답 등 불성실하게 응답한 경우를 제외하고 총 6,784명을 대상

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을 살펴보면, 성별의 경우 남학생은 3,326명(49.0%), 여학생

은 3,458명(51.0%)이었다. 또한 부모의 교육수준의 경우 아버

지는 고등학교 졸업이 2,363명(34.8%)으로 가장 많았으며 4년

제 대학교 졸업 1,942명(28.6%), 2 · 3년제 대학교 졸업 1,283

명(18.9%)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어머니는 고등학교 졸업이 

2,872명(42.3%), 4년제 대학교 졸업 1,682명(24.8%), 2 · 3년제 

대학교 졸업 1,480명(21.8%) 등의 순이었다.

연구도구

부모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는 Hyun 등(2003)이 개발한 부모-자녀관계 척

도를 사용하였다.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별로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대체로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

점)의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총 4문항으로, 문항의 

예로는 “사소한 것도 여쭈어보면 잘 듣고 응답해주신다.”, “놀

이와 게임을 나와 함께 하신다.” 등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

록 아동이 부모와 상호작용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있으

며, 부모가 아동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등, 아동이 지각하

는 부모와의 관계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내적합치도 계수

(Cronbach’s α)를 산출한 결과는 .801이었다.

교사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는 「한국교육종단연구2005」의 연구진들이 개

발한 학교생활 및 적응과 관련된 문항 중 교사와의 관계를 측

정한 6문항을 사용하였다(Y. Kim et al., 2014). 응답은 전혀 그
렇지 않다(1점), 별로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대체로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 범위의 5점 Likert식 척도로 구

성되어 있으며, “나의 말을 잘 들어주신다.”, “내가 인사를 하

면 반갑게 받아주신다.” 등의 문항을 포함한다. 점수가 높을수

록 아동이 속한 학급의 담임교사가 아동의 말을 잘 들어주고 

다정하게 대한다고 지각하는 등, 아동이 지각하는 교사와의 

관계가 긍정적임을 의미하며, 신뢰도(Cronbach’s α)는 .931로 

나타났다.

또래와의 관계

또래와의 관계는 Min (1991)이 제작한 학교생활적응 척도를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 연구진이 또래관계의 원만성을 

측정하기 위해 수정 · 보완한 척도로(J. Kim, Baek, Im, & Lee, 

2010), 총 6문항으로 이루어져있다.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별로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대체로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식 척도이며, “내 친구들

은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인다.”, “나는 내 친구들에게 

내 고민과 문제에 대해 이야기한다.” 등의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와의 관계에서 신뢰감을 가지고 

있으며, 고민과 문제를 나눌 수 있는 등, 또래와의 관계가 원

만하고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신뢰도(Cronbach’s α)는 .908로 

나타났다.

 정신건강 

정신건강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한국

청소년패널」의 연구진이 개발한 불안, 우울, 자살충동에 대한 

문항을 차용하여 구성한 척도로(Y. Kim et al., 2014), 총 6문항

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별로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

다(3점), 대체로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

식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의 예로는 “나는 아무런 이

유없이 불안할 때가 있다.”, “나는 항상 마음이 편하고 즐겁

다.”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방향성을 일치시키기 위해 우

울, 불안, 자살충동과 관련된 문항을 역코딩하여, 점수가 높

을수록 아동이 우울 및 불안을 느끼는 수준이 낮고, 자살에 

대해 생각하는 정도가 낮으며, 긍정적 정서가 높은 등, 정신

적으로 건강한 것을 의미하도록 하였다. Cronbach’s α는 .890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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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스트레스

학업스트레스는 Y. W. Lim (1994)이 개발한 시험스트레스 척

도를 「한국교육종단연구2005」 연구진이 일부 문항을 추출하

여 사용한 것으로(Y. Kim et al., 2014), 총 8문항 가운데 학업스

트레스에 해당되는 4문항을 활용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1

점), 별로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대체로 그렇다(4

점), 매우 그렇다(5점)의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문항의 

예로는 “공부가 잘 되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받는다.”, “앞으로 

몇 년을 더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삶의 의욕이 떨어진

다.” 등이 포함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α)를 산출한 결

과는 .809이었다.

학업동기

학업동기는 Ryan과 Connell (1989)이 개발한 학업적 자기조절 

설문지(Academic Self-Regulation Questionnaire [SRQ-A])를 한

국의 상황에 맞게 수정한 A. Y. Kim (2002)의 한국형 학업적 자

기조절설문지(K-SRQ-A)를 참고하여 개발된 「한국교육종단

연구2005」 2차년도 검사지에서, 「한국교육종단연구2013」 연

구진들이 초등학생 수준에 맞는 문항으로 수정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Y. Kim et al., 2014). 학업동기 하위요인으로는 외

적 조절동기, 부과된 조절동기, 확인된 조절동기, 내재적 조

절동기, 무동기 등 총 5가지로 각각 4문항씩으로 구성되어 있

는데, 무동기를 제외한 나머지 4가지 요인을 사용하였다. 전

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그렇다(3점), 매우 그
렇다(4점)의 4점 Likert식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의 예

로는 외적 조절동기의 경우 “나는 부모님이 하라고 시키기 때

문에 공부한다.”, 부과된 조절동기는 “나는 성적이 나쁘면 창

피하기 때문에 공부한다.”, 확인된 조절동기는 “나는 공부하

면서 모르는 것들을 알아가기 위해서 공부한다.”, 내재적 조절

동기는 “나는 어려운 도전들로부터 기쁨을 얻기 때문에 공부

한다.”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J. Y. Kim & Kim, 

2014; Vansteenkiste, Zhou, Lens, & Soenens, 2005)에 근거하여, 

외적 조절동기 및 부과된 조절동기를 합쳐 통제적 동기로, 확

인된 조절동기 및 내재적 조절동기를 합쳐 자율적 동기로 구

성하였다. 통제적 동기의 점수가 높을수록 외적 보상을 얻거

나 처벌을 피하기 위해 또는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 공부하

는 경향이 높음을 의미하며, 자율적 동기의 점수가 높을수록 

공부의 필요성을 받아들여 스스로 학습을 수행하거나 학습자

체에 즐거움과 흥미를 느끼는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신뢰

도(Cronbach’s α)를 살펴보면, 외적 조절동기 .859, 부과된 조

절동기 .821, 둘을 합한 통제적 동기는 .856이었으며, 확인된 

조절동기 .851, 내재적 조절동기 .878, 둘을 합한 자율적 동기

는 .899로 나타났다.

학업성취도

학업성취도는 「한국교육종단연구2013」 연구진이 개발한 국

어, 영어, 수학 과목 기초능력검사의 수직척도점수를 활용하

였다(Y. Kim et al., 2014). 수직척도점수는 서로 다른 학생들 사

이의 기초능력 수준의 차이와 더불어, 종단적 자료의 성장정

도의 차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발한 것으로, 이론적 능력 모

수 추정치가 평균 200점, 표준편차는 40점이 되도록 원점수를 

변환한 것이다(G. Lee et al., 2013). 본 연구에서는 국어, 영어, 

수학 세 과목의 평균점수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부모, 교사 및 또래관

계에 따른 잠재유형을 살펴보고, 잠재유형에 따른 정신건강, 

학업스트레스 및 학업성취도 수준의 차이를 검증하고자 하였

다. 이를 위해 먼저 부모, 교사 및 또래관계에 따른 잠재유형

을 검증하기 위해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때 하

위 집단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 집단의 수를 하나씩 늘려가며 

Akaike Information Criteria (AIC), Bayesian Information Criteria 

(BIC), Sample-Size Adjusted BIC (SSA-BIC), Lo-Mendell-Rubin 

adjusted likelihood ratio Test (LMRT), Bootstrapped Log-likeli-

hood Ratio Test (BLRT), Entropy 값을 확인하였다. 정보지수

인 AIC, BIC, SSA-BIC의 경우 작은 값을 가진 모형을 선택하

게 되고(Hong, 2019), 모형비교지수인 LMRT 및 BLRT의 경

우 k개인 모형을 평가할 때 잠재계층이 k-1개인 모형과 차이

를 검증하는 것으로 p값이 유의하면 k개의 잠재계층 모형을 

선택하게 되고, 유의하지 않으면 k-1의 모형을 선택하게 된다

(Lo, Mendell, & Rubin, 2001; Nylund, Asparouhov, & Muthén, 

2007). 분류의 질을 보여주는 Entropy의 경우 1에 가까울수록 

잠재계층 분류가 정확함을 의미하며(Clark & Muthén, 2009), 

0.85 이상일 경우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게 된다(Berlin, Wil-

liams, & Parra, 2014).

이어서 잠재유형에 따라 정신건강, 학업스트레스 및 학업

성취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Wald χ2 검증(DU3STEP)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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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였다(Asparouhov & Muthén, 2014). 이 분석방법은 종속

변수가 없는 기본 혼합모형을 추정하고(1단계), 각 개인에 대

해 가장 가능성이 높은 잠재계층을 추정한 다음(2단계), 분류

오류를 고려한 상태에서 종속변수의 효과를 추정(3단계)하는 

3단계의 절차를 자동으로 수행해주는 것으로, 종속변수(정신

건강, 학업스트레스, 학업성취도)를 보조(auxiliary) 변수로 사

용하여 종속변수의 평균과 분산이 잠재계층 별로 다르다는 가

정을 검증하는 방법이다(Hong, 2019). 분석에는 Mplus version 

8 (Muthén & Muthén, Los Angeles, CA)을 사용하였다.

Results

예비분석

본 분석에 앞서, 연구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첨도 및 왜도, 

적률상관관계를 산출한 결과를 Table 1에 제시하였다. 부모, 

교사 및 또래와의 관계는 모두 정적상관(rs = .356∼.457, p < 

.01)을 보여 부모와의 관계가 긍정적일수록 교사와의 관계 및 

또래와의 관계가 긍정적일 뿐 아니라, 교사와의 관계가 긍정

적일수록 또래와의 관계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모, 교사 및 또래와의 관계는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적상관

(rs = .270∼.311, p < .01)을, 학업스트레스와는 부적상관(rs = 

-.478∼-.205, p < .01)을 나타내었으며, 학업동기에 해당하는 

자율적 동기와는 정적상관(rs = .301∼.365, p < .01)을, 통제적 

동기와는 부적상관(rs = -.281∼-.179, p < .01)을, 학업성취도와

는 정적상관(rs = .125∼.148, p < .01)을 나타내었다. 즉, 부모, 

교사 및 또래와의 관계가 긍정적일수록 아동의 정신건강 수준

이 높고, 학업스트레스 수준은 낮으며, 학업동기 중 자율적 동

기 수준은 높고 통제적 동기 수준은 낮으며, 학업성취도 수준

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교사 및 또래와의 관계유형

부모, 교사 및 또래와의 관계유형 확인을 위해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하였다. 적절한 유형 분류를 위해 잠재집단의 수

를 늘려가며 모형비교지수, 분류의 질, 정보지수를 살펴본 결

과를 Table 2에 제시하였다. AIC, BIC, SSA-BIC는 모두 잠재집

단의 수가 증가할수록 그 값이 작아졌고, LMRT와 BLRT는 모

두 유의하며, entropy는 잠재집단이 5개인 모형에서 가장 높았

다. 그러나 잠재집단의 수는 프로파일 간 차이에 대한 해석 가

능성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Geiser, 

2013), 잠재집단의 수가 5개인 경우와 6개인 경우에는 대상자

의 1.1∼1.3% 가량에 불과한 집단들이 존재함을 감안하여, 잠

재집단이 4개인 모형을 최종모형으로 결정하였다.

최종 선택된 4개 집단 모형의 각 집단별 크기분포와 부

모, 교사 및 또래와의 관계 점수 평균 및 표준편차를 Table 3

에 제시하였다. 첫 번째 집단은 전체 연구대상자의 약 29.0%

에 해당하는데, 부모, 교사 및 또래와의 관계 점수 평균이 각

각 3.888 (SE = .021), 4.835 (SE = .006), 4.500 (SE = .015)으로,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s Among Study Variables

1 2 3 4 5 6 7 8
1. Relationships with parents —

2. Relationships with teachers .356** —

3. Relationships with peers .367** .457** —

4. Mental health .311** .270** .302** —

5. Academic stress -.478** -.223** -.205** -.478** —

6. Autonomous motivation .365** .331** .301** .223** -.236** —

7. Controlled motivation -.281** -.191** -.179** -.281** .381** -.030** —

8. Academic achievement .125** .146** .148** .079** -.080** .242** -.125** —

M 3.339 3.878 3.952 3.712 2.471 2.865 1.889 205.311
SD .874 .814 .769 .968 1.011 .626 .562 32.389
Skewness -.094 -.483 -.488 -.459 .428 -.266 .176 -.426
Kurtosis -.296 .215 .010 -.652 -.399 .227 -.227 -.239
Note. N = 6,784.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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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인 관계 점수 평균이 네 집단 가운데 가장 높으며 특히 

교사와의 관계 및 또래와의 관계 점수 평균은 4점을 초과하는 

집단이다. 두 번째 집단은 전체 연구대상자의 약 41.1%에 해

당하며 부모, 교사 및 또래와의 관계 점수 평균이 각각 3.333 

(SE = .016), 3.888 (SE = .009), 3.909 (SE = .014)이고, 전반적으

로 다른 집단에 비교할 때 중간 수준의 관계의 질을 나타내고 

있다. 세 번째 집단은 전체 연구대상자의 약 26.5%에 해당하

며, 부모, 교사 및 또래와의 관계 점수 평균이 각각 3.025 (SE = 

.021), 3.091 (SE = .013), 3.460 (SE = .019)이며 모든 관계 점수 

평균이 첫 번째, 두 번째 집단에 비해 낮다. 또래와의 관계 점

수 평균은 부모, 교사와의 관계 점수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네 번째 집단은 부모, 교사 및 또래와의 관계 점

수 평균이 각각 2.944 (SE = .074), 1.776 (SE = .056), 3.637 (SE 

= .075)이며, 네 집단 가운데 부모, 교사와의 관계 점수 평균이 

가장 낮고 또래와의 관계 점수 평균은 세 번째 집단보다는 높

았다. 특히 교사와의 관계의 평균 점수가 별로 그렇지 않다를 

의미하는 2점 이하로, 다른 집단에 비해 두드러지게 낮은 편이

다. 이와 같이 구분된 집단 유형을 다음과 같이 명명하였다. 첫 

번째 집단은 ‘전반적 고수준’ 집단, 두 번째 집단은 ‘전반적 중

간수준’ 집단, 세 번째 집단은 ‘전반적 저수준’ 집단, 네 번째 집

단은 ‘전반적 저수준/교사와의 관계 최저수준’ 집단에 해당한

다. 최종적으로 선택된 4개 집단 모형의 그래프는 Figure 1에 

제시하였다.

 

부모, 교사 및 또래와의 관계유형에 따른 정
신건강, 학업스트레스, 학업동기 및 학업성
취도 수준

부모, 교사 및 또래와의 관계유형 별로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

의 정신건강, 학업스트레스, 학업동기 및 학업성취도 점수 평

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는 한편, 정신건강, 학업스트레스, 학

업동기 및 학업성취도 평균점수가 관계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

는지 살펴보았다(Table 4). 그 결과, 전반적 고수준 집단은 다

른 세 집단과 비교하여 정신건강, 학업스트레스, 학업동기 및 

학업성취도 평균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p  < .001). 전반적 중

간수준 집단은 전반적 저수준 집단과 비교하여 정신건강, 학

업스트레스, 학업동기 및 학업성취도 평균점수가 유의하게 높

았으며( p < .001), 전반적 저수준/교사와의 관계 최저수준 집

단과 비교해서는 정신건강( p < .001), 학업스트레스( p < .001), 

자율적 동기( p < .001) 및 학업성취도( p < .01) 평균점수가 유

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 저수준 집단은 전반적 

저수준/교사와의 관계 최저수준 집단과 비교하였을 때, 학업

스트레스( p < .01) 평균점수의 경우만 유의하게 높았다.

Table 2
Latent Profile Enumeration Fit Statistics  

Number of profiles AIC BIC SSA-BIC LMRT (p) BLRT (p) Entropy
2 46885.694 46933.917 46902.139 .000 .000 .616
3 46233.689 46329.201 46284.713 .000 .000 .801
4 45304.152 45426.953 45369.754 .000 .000 .866
5 44837.854 44987.945 44918.034 .000 .000 .902
6 44622.294 44799.674 44717.053 .000 .000 .901

Note. N = 6,784.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per Latent Profile

Profile types Number (%) of sample
Relationships with parents Relationships with teachers Relationships with peers

M (SE ) M (SE ) M (SE )
Profile 1 1,970 (29.0) 3.888 (.021) 4.835 (.006) 4.500 (.015)
Profile 2 2,785 (41.1) 3.333 (.016) 3.888 (.009) 3.909 (.014)
Profile 3 1,799 (26.5) 3.025 (.021) 3.091 (.013) 3.460 (.019)
Profile 4    230 (  3.4) 2.944 (.074) 1.776 (.056) 3.637 (.075)

Note. N = 6,784. Profile 1 = high overall; Profile 2 = middle overall; Profile 3 = low overall; Profile 4 = low overall/lowest teacher-child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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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부모, 교사 및 또래

와의 관계에 따른 잠재유형을 확인하고, 잠재유형에 따라 정

신건강, 학업스트레스, 학업동기 및 학업성취도 수준에 차이

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4년 한국교육개발

원에서 실시한 「한국교육종단연구(KELS)2013」의 2차년도 자

료를 활용하여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인 6,784명을 대상으

  

Figure 1. Latent profiles of children’s relationships with parents, teachers, and peers. Profile 1 = high overall; Profile 2 = middle 
overall; Profile 3 = low overall; Profile 4 = low overall/lowest teacher-child relationship.

Table 4
Descriptions of the Four Latent Profiles and χ2 Tests for Differences Between Profiles in Mental Health, Academic Stress, Academic 
Motiva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Profile types
Mental health Academic stress

Academic motivation
Academic achievementAutonomous Controlled

M (SE ) M (SE ) M (SE ) M (SE ) M (SE )
Profile 1 4.093 (.024) 2.161 (.025) 3.199 (.016) 1.710 (.015) 211.334 (  .778)
Profile 2 3.692 (.021) 2.476 (.021) 2.815 (.012) 1.925 (.011) 206.749 (  .693)
Profile 3 3.386 (.025) 2.737 (.026) 2.616 (.016) 2.024 (.014) 197.458 (  .878)
Profile 4 3.233 (.074) 2.979 (.083) 2.619 (.051) 1.990 (.038) 198.515 (2.443)

Profile comparisons
Mental health Academic stress

Academic motivation
Academic achievementAutonomous Controlled

χ2 (p) χ2 (p) χ2 (p) χ2 (p) χ2 (p)
Profile 1 vs. 2 138.014 (.000) 82.917 (.000) 321.709 (.000) 124.535 (.000) 17.455 (.000)
Profile 1 vs. 3 439.159 (.000) 260.055 (.000) 692.043 (.000) 249.046 (.000) 143.052 (.000)
Profile 1 vs. 4 122.661 (.000) 89.209 (.000) 119.180 (.000) 46.708 (.000) 24.988 (.000)
Profile 2 vs. 3 76.363 (.000) 50.932 (.000) 77.930 (.000) 27.080 (.000) 57.178 (.000)
Profile 2 vs. 4 36.122 (.000) 34.783 (.000) 14.337 (.000) 2.676 (.102) 10.591 (.001)
Profile 3 vs. 4 3.737 (.053) 7.489 (.006) 0.003 (.959) 0.671 (.413) 0.159 (.690)
Note. N = 6,784. Profile 1 = high overall; Profile 2 = middle overall; Profile 3 = low overall; Profile 4 = low overall/lowest teacher-child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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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해 연구문제를 중

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과 관련하여, 부모, 교사, 또래와의 관계에 따른 

잠재유형 확인을 위해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한 결과, 총 4

개의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각 집단의 상대적 차이를 고려하

여 명명한 유형에 대해 살펴보면, 부모, 교사 및 또래와의 관계 

점수가 전반적으로 전체 평균점수와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나

타난 집단을 전반적 중간수준이라고 명명하였고, 이를 기준으

로 관계의 수준이 높은 집단을 전반적 고수준, 관계의 수준이 

낮은 집단을 전반적 저수준으로 명명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

서는 교사와의 관계에서의 집단별 차이가 크게 나타남으로써, 

교사와의 관계가 특히 낮게 나타난 집단이 발견되어 이를 전

반적 저수준/교사와의 관계 최저수준이라고 명명하였다. 다

만, 전반적 저수준 집단의 경우 평균점수가 3점대 초반으로, 5

점 척도의 기준에서 보았을 때 보통의 수준에 해당되며, 전반

적 저수준/교사와의 관계 최저수준의 경우에도 교사와의 관

계를 제외한 부모 및 또래관계의 평균점수가 보통 혹은 그 이

상의 수준에 해당된다. 본 연구에서는 집단 내 아동의 상대적 

위치를 고려하여 집단유형을 명명하였기에 이와 관련하여 해

석에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먼저 전반적으로 아동이 맺는 사회적 관계의 유형들이 전

반적으로 유사한 수준에서 나타난 결과와 관련하여, 관계의 

유형들이 서로 비슷한 패턴으로 수렴(convergence)하는지, 혹

은 관계의 유형들이 서로 다른 수준으로 발산(divergence)하는

지(Ciarrochi et al., 2017), 즉, 아동이 속한 환경에서 동시적으

로 맺는 사회적 관계에 있어 관계가 서로 유사한 패턴을 보이

는지 혹은 상호보완적으로 다른 관계의 부정적 측면을 완충

하는 역할을 하는지의 측면에서 볼 때, 본 연구결과는 관계의 

패턴이 대체로 유사한 수준으로 수렴한다는 관점을 지지한

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연구자들이 아동이 맺는 부모와의 

관계가 교사와의 관계(Howes & Ritchie, 1999; Verschueren & 

Koomen, 2012)나 또래관계(Jeon & Lee, 2002)에서 유사한 패

턴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언급한 것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으

로, 아동이 맺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이해해볼 수 있다. 먼저 애착이론의 내적

작동모델(internal working memory; Bowlby, 1969)에서 생애 초

기 부모 등 주 양육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형성된 내적 표상은 

이후 성인과의 관계나 또래와의 관계 등 친밀한 타인과 사회

적 관계를 맺는데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Bretherton 

& Munholland, 2016; Hazan & Shaver, 1994). 또한 교사의 경

우에도 아동이 맺는 또래관계에 대해 학교 내에서 감독자 혹

은 중재자 역할을 담당하므로 부모와 더불어 또래관계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성인이 될 수 있으며(J. Kim, 1999), 아

동이 맺는 또래관계가 사교적이고 지속적일 경우 교사와의 관

계에 있어서의 적응도 높아진다는 점도 보고된다(S.-T. Lim, 

Kim, & Ju, 2010). 종합해보면 아동이 맺는 부모, 교사 및 또래

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체계라는 점에서, 같은 집단 

내에서는 아동이 맺는 부모, 교사 및 또래와의 관계가 대체로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네 집단을 비교해볼 때, 교사와의 관계가 부모 및 또래

와의 관계 변인보다 더 두드러진 차이를 보였다. 즉, 교사와의 

관계에 대한 개인차가, 다른 관계 변인들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있는데, 교사와의 관계가 어떠한지가 유형의 구분에 있어서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아동이 지각하는 교사와의 관계

의 개인차가 큰 것에 대해 아동과 관계를 맺고 있는 타인의 측

면에서 해석해보면, 독점적이거나 집중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부모 혹은 또래에 비해 교사의 경우 학급 내 적게는 20명

에서 많게는 35명 이상의 아동과 동시에 관계를 형성하여 상

호작용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교사가 얼마나 아동 개개인

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친밀하게 대하는지 등을 살펴보았는

데, 이러한 환경적 특성을 고려할 때 교사가 친밀하게 상호작

용하는 아동은 한정적일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아동 개개인이 

지각하는 교사와의 관계의 차이는 더 다양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교육시스템 상 각 과목 교사가 따로 있는 청소년기

에 비해 초등학생인 아동의 경우 담임교사 1인과의 관계가 중

요할 수 있으므로 교사와의 관계에 대해 더 민감하게 지각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초등학교 담임교사의 역할에 대한 학

생, 학부모, 및 교사의 기대와 관련된 선행연구(S. Kang, 2010)

에서도 고학년인 초등학생의 경우 담임교사가 학습지도나 생

활지도를 잘하는 것보다, 학생들과 대화하고 골고루 관심을 

기울여 주는 것과 같은 인간관계와 관련된 영역, 즉, 교사가 자

신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보여주는 것에 대한 기대를 더 많이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교실환경 내에서 담임교사가 개별 아

동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들과의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 아

동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등의 반응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상

호작용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만, 서울 및 수도권 초등학

교에 재학 중인 5,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Yang 

& Cheong, 2013)의 경우, 비록 상호적인 측면이 강조되는 관

계성이 아닌 사회적 지지의 측면을 살펴보긴 하였으나, 부모

를 포함한 가족지지, 교사지지, 또래지지에 대해 유형탐색을 

실시한 결과, 가족지지의 개인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교

사와의 관계에 대한 개인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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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아동이 속한 지역의 특성에 따라 부

모와의 관계나 교사와의 관계에 있어 차이가 있음을 보고한 

선행연구(S. G. Park, Kim, & Moon, 2013)에 근거해보건대, 서

울 및 수도권과 같은 대도시에 속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

와 전국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결과는 다를 수 있음

을 조심스레 추측해볼 수 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추후 연구

에서는 아동이 속한 지역 혹은 가족 내 사회경제적 특성이나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 등을 고려하는 연구설계를 통해 관

련 내용을 보다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각 유형 가운데서도 전반적 중간수준인 집단이 

41.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전반적 고수준 29.0%, 

전반적 저수준 26.5%, 전반적 저수준/교사와의 관계 최저수

준 3.4%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선행연구들(Schwartz et al., 

2011; Yang & Cheong, 2013)에서 부모, 교사 및 또래관계에서 

평균 수준을 보이는 집단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다양한 사회적 관계의 질이 중간

수준을 보이는 아동이 많았다. 또한 전반적 중간수준의 집단

을 제외하고 보면 전반적 저수준 집단과 전반적 고수준 집단

의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아동 및 청소

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전반적으로 관계의 질이 낮은 집

단이 높은 집단보다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다소 차이가 있다(Schwartz et al., 2011). 이러한 차이는 아

동기에서 청소년기로 가면서 부모, 교사 등 사회적 관계의 질

이 점점 감소한다는 종단연구 결과들(B.-S. Jung, 2011; M.-T. 

Wang, Dishion, Stormshak, & Willett, 2011)에 근거해볼 때, 아

동뿐만 아니라 청소년이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따른 차이에 기

인한 것일 수 있다. 다만 표본에 있어 문화 등 다른 구분되는 

특성도 존재하므로 이러한 해석에 있어 주의가 요구되는데, 

본 해석을 확실히 검증하기 위해 추후 연구에서는 잠재유형의 

전이양상을 파악해볼 수 있는 잠재전이모형(latent transition 

model) 분석을 활용하여 동일한 패널을 대상으로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이행함에 따라 잠재유형이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

지를 확인하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2와 관련하여, 부모, 교사 및 또래와의 관계의 개

인간 차이에 근거하여 나누어진 4가지 집단에 따라 아동의 정

신건강, 학업스트레스, 학업동기로서의 자율적 동기 및 통제적 

동기, 학업성취도를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집단에 따른 차

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부 집단 간 비교 결과를 제

외하면 전반적으로 아동이 맺는 부모, 교사 및 또래와의 관계

가 긍정적인 집단일수록 정신건강, 자율적 동기, 학업성취도의 

수준이 높았고, 학업스트레스, 통제적 동기의 수준은 낮았다. 

이 중 의미있는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전반적 고수준 집단과 다른 세 집단과 비교하여 볼 때, 

정신건강, 자율적 동기, 학업성취도 평균점수가 전반적으로 

유의하게 높았고, 통제적 동기 및 학업스트레스는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부모, 교사 및 또래관계 모두를 긍

정적으로 형성하고 있는 아동의 경우 우울이나 불안수준이 낮

고 즐거운 감정을 가지고 있으며, 학업스트레스가 낮고, 스스

로의 흥미나 욕구에 의해 공부를 하고자 하는 동기가 높고, 학

업성취도도 좋았다. 이러한 결과는 전반적으로 가족, 교사 및 

또래의 지지를 전반적으로 많이 받는 집단인 ‘통합지지형’에 

속한 아동의 경우 다른 집단의 아동에 비해 긍정적 정서가 높

고 스트레스가 낮다거나(Yang & Cheong, 2013), 부모, 교사 및 

또래와 ‘강한 관계유형’을 가진 아동 . 청소년의 경우 전반적

인 학업성취가 높다는 연구결과(Schwartz et al., 2011)와 일치

한다. 또한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교사의 돌봄(caring)

과 부모 및 또래의 학업적 지지의 수준에 따라 5가지 군집으

로 구분하여 각 군집에 따른 학업 관련 변인들을 살펴본 연구

(Murdock & Miller, 2003)에서, 부모, 교사 및 또래 관련 변인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집단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내재적 

학업동기의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본 연구결과는 아동에게서 중요한 타인인 부모, 교

사 및 또래와의 관계가 전반적으로 높을 때 가장 최상의 심리

적 . 학업적 적응을 이룰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경향은 전반적 중간수준 집단과 전반적 저수준 집

단 간의 비교에서도 나타나, 부모, 교사 및 또래와의 관계가 전

반적으로 중간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낮은 것보다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학업스트레스가 낮으며 자율적인 동기 및 학업성취

도도 높았다. 이들 결과를 종합해볼 때, 본 연구결과는 아동의 

정신적 건강의 수준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낮추며, 자발적으

로 학습을 하고자하는 동기와 더불어 학업성취를 높이기 위해

서 부모, 교사 및 또래와의 맺는 전반적인 관계를 낮은 수준보

다는 중간수준으로, 중간수준보다는 고수준으로 높이도록 노

력해야 함을 시사한다. 즉, 아동의 심리적 . 학업적 적응을 높이

기 위해서는 부모, 교사 혹은 또래관계 중 하나에 초점을 맞춰 

개입하기 보다는 전반적인 사회적 관계를 고려하여야 함을 보

여준다.

또한, 전반적 저수준 집단과 전반적 저수준/교사와의 관계 

최저수준 집단을 비교해볼 때, 학업스트레스에서만 그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 저수준 집단보다 전반적 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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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교사와의 관계 최저수준 집단의 학업스트레스 점수가 더 

높았다. 두 집단이 서로 구분되는 가장 큰 차이가 교사와의 관

계라는 점에서 볼 때, 다른 아동과 비교해서 부모, 교사 및 또

래와의 관계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은 경우 교사와의 관계

가 특히 학업스트레스의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인임을 의

미한다. 정신건강이나 학업동기, 학업성취도의 경우에는 변

인들의 특성 상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할 수 있다는 점

에서, 부모 및 또래와의 관계가 다른 아동에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선생님과의 관계가 더 좋지 않다고 해서 그 차

이가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학업스트레

스의 경우 평소 일상생활 사건 속에서 더 빈번하게 경험할 수 

있다는 스트레스라는 변인의 특수성을 감안해볼 때(Kanner, 

Coyne, Schaefer, & Lazarus, 1981), 아동이 일상적으로 생활하

는 주요 환경인 학교에서 학업에 대해 직접적인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성인으로서의 교사와의 관계가 다른 또래에 비해 좋

지 않은 것은, 더 높은 학업스트레스를 받도록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교사가 단지 교과의 내용을 

가르치는 역할뿐만 아니라 아동에게 관심을 가지고 친밀한 관

계를 유지하는 노력을 함께 기울일 경우, 아동이 맺는 사회적 

관계의 질이 다른 또래들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상황에서 

학업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아동 . 청소년의 심리 . 사회적 적응에 있어 사회

적 관계들이 상호보완하여 완충적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언급

한 선행연구결과들(Hughes et al., 1999; S. S. Kim, 2013)과 같

은 맥락에서 이해 가능하다. 즉, 학업적인 측면에서 스트레스

를 받고 있는 아동에 대해 교사는 아동이 맺고 있는 사회적 관

계를 살펴봄과 동시에, 아동이 타인과 맺는 관계의 질이 전반

적으로 부정적인 경우 특히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야 함을 시

사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더불어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해보

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전국단위로 수집한 대규모 자

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초등학

교 6학년인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

서 추후 연구에서는 잠재유형의 종단적 변화를 파악할 수 있

는 잠재전이모형 분석을 활용하여 변화의 과정을 동시에 고려

하거나, 다른 발달단계의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

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 아

동의 성별을 구분하지 않았으나, 남녀에 따라 가족, 또래, 교

사 등의 사회적 지지에 따른 잠재유형 차지하는 비율이 차이

가 있다는 선행연구(Yang & Cheong, 2013)에 근거할 때, 추후 

연구에서 부모, 또래, 교사와의 관계에 따른 잠재유형을 남녀

로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도 의미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패널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만들어진 설문지의 

특성을 감안하여 정신건강의 세부 영역을 고려하기보다는 정

신건강의 전반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다. 그러

나 정신건강은 우울, 불안, 자살생각 등과 같은 정신병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긍정적 정서나 긍정적인 심리 . 사회적 기능 

등 다양한 하위 영역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므로(Keyes, 

2007), 후속 연구에서는 정신건강을 보다 세분화하여 살펴보

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변수

중심적 접근을 통해 부모, 교사 및 또래와의 관계 각각의 개별 

영향력을 살펴보았던 것과 더불어 일반적 경향을 밝히는 것에 

주목했던 것에 반해, 본 연구에서는 각 개인이 지각하는 다양

한 사회적 관계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유형을 구별하는 대상중

심적 접근을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아동이 속한 환경 내에서 

존재하는 주요한 인물인 부모, 교사 및 또래와 맺는 관계의 질

에 따라 4가지 관계유형으로 분류되며, 다양한 사회적 관계가 

유사한 패턴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각 유형

에 따라 아동의 정신건강, 학업스트레스, 학업동기 및 학업성

취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추후 

상담이나 교육현장에서 아동의 정신건강이나 학업관련 이슈

들을 다루는데 있어 아동이 맺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의 개인

차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는 부모 혹은 또래와의 관계에 비해 교사와의 관계에 대해 초

등학교 고학년 아동 개개인의 지각 차이가 크다는 것을 확인

함으로써, 교육환경에서 교사와 아동 간의 관계에 대한 관심

을 환기시켰다. 교사 또한 아동과의 관계에 있어 어려움을 느

끼며, 아동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스트레스 해결이나 관계개선

을 위한 방법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H. Kang, Kim, Kim, 

Lee, & Sohn, 2018)을 고려해볼 때, 교사와 아동 간 의사소통 

교육 및 교사의 상담역량 증진 등을 목표로 한 개입의 필요성

을 강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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