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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프로파일분석과 머신러닝을 활용한 한국 초등학교 1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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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factors of first graders’ school adjustment in 
Korean elementary school by using latent profile analysis and machine learning to predict and 
classify among the first-graders who have difficulty in school adjustment. 
Methods: Data from 1,010 children in the first grade of elementary school were used in the seventh 
to eighth surveys of the 2014-2015 Korean Children's Panel. The output variable of machine learning 
is the school adjustment type of the eighth survey data, and the type and number of each school 
adjustment were determined by latent profile analysis of its sub-variables. The input variables for 
machine learning were the children’s gender and school readiness of the seventh data. In addition, 
the children's difficulty in executive function, school preference, parents' interest in school life, 
teacher's teaching efficacy, and work stress included in the eighth data were selected as input 
variables. As a model for predicting children's school adjustment type, four machine learning 
algorithms are used.
Results: Three types of school adjustment were identified through latent profile analysis, with the lowest 
level of school adjustment being 13.1% of all children. “Difficulty in executive function” was the predictor 
of the lowest level of school adjustment in all machine learning models. The model that best classifies 
children at the lowest level of school adjustment was the gradient-boosted decision tree model, with an 
accuracy of 94%, a sensitivity of 70%, a specificity of 97%, and an AUC of .89.  
Conclusion: When using latent profile analysis and machine learning model, the difficulty in 
adjusting to school in the first graders of elementary school was most predicted by difficulty of the 
executive function; however, school readiness was not. This study suggested that cooperation 
betwee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primary education based on empirical analysis is necessary 
for successful primary conn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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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초등학교 입학 후 첫 1년은 아동이 본격적으로 학령기에 진입

하는 시기로서 12년 동안 지속되는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체

제의 시작 단계이다. 초등학교 입학 전후는 발달적으로 유사

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의 성격은 질적으로 많이 달

라지는데, 5세 누리과정은 일상과 놀이로 자연스럽게 통합되

는 성격을 갖지만, 초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은 국어, 수학 등

의 교과 중심의 교육과정이 특징이다(Hwang, 2012). 교실에서

의 활동 방식도 유아교실에서는 충분한 자유선택활동 시간과 

이동이 자유로운 데 반해,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는 40분 

동안의 수업시간 동안 착석을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유

아기와 달리 사회적 규범, 학업적 수행, 대인관계에 있어 이전

보다 높은 수준의 수행을 기대받기 때문에 이러한 요구에 익

숙하지 않은 아동은 쉽게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Jeong & 

Park, 2017; M. Kim, 2008). 아동과 부모의 관점에서 이 시기의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발달하는 것은 아동의 정신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업일 수밖에 없으며,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더욱

이 초등학교에서의 학교적응이 이후 중고등학교까지 학업적

인 성취와 학교생활에 지속해서 영향을 미친다(M. Kim, 2008; 

Simons-Morton & Crump, 2003)는 사실을 고려할 때, 아동의 

학교적응을 지원하는 것은 우리 사회 구성원을 건강하게 성장

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작업이다.

인간에게 적응은 일상생활의 문제나 요구에 대처하거나 관

리하는 심리적 과정으로서(Weiten, Lloyd, Dunn, & Hammer, 

2009), 학교적응은 학습자인 아동이 학교에서 요구하는 과제

와 능력의 목표를 이해하고 성취하며, 학교생활과 인간관계가 

요구하는 규칙을 준수하고 갈등에 대처하면서 심리적으로 성

숙하는 과정이다(Roeser & Eccles, 1998). 그런데 초등학교 입

학 직후의 학교적응은 유아기와는 이질적인 교실문화에 적응

해야 한다는 점에서 아동에게 도전적인 과업이 된다. 초등교

사의 엄격한 태도, 규격화된 교실 구조와 일과, 지정된 좌석으

로 인한 움직임의 제한과 그로 인한 또래 관계의 제한, 과제수

행의 어려움이 증가하는 것은 아동들에게 문화적인 충격이 된

다(Chi & Jung, 2006). 그러나 이러한 문화적 충격을 극복하면

서 점차 아동은 학교생활에 적응하게 되는데, 한국아동패널

의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측정

한 학교적응은 해마다 향상되었다(K. Lee, 2020). 반면, 초등

학교 고학년 이후부터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교적응 수준은 

감소하게 된다. 즉, 초등학교 입학 후 3년 동안 1학년의 학교

적응 수준이 가장 낮지만(J. Lee, Kang, Lee, & Yi, 2015; K. Lee, 

2017) 고학년보다는 전반적으로 높다(K. Lee, 2020). 이러한 차

이의 원인으로는 저학년 시기의 낮은 학업성취 압력과 환경적

인 지원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 아동에게 학업성취 압력은 초

등학교 저학년부터 학교적응에 분명 영향을 미치지만(K. Lee 

& Lee, 2013), 입학 후 2학년까지는 개별 교과목 중심의 학습

이 아닌 통합적인 교육과정이 운영되어 학업에 대한 부담감

(M. Sung, Chang, & Seo, 2016)과 학업성취 압력(Hong & Lee, 

2012)이 고학년과 비교해 낮다. 또한, 입학 직전 유아교사와 

부모는 아동에게 초등학교에 대해 기대와 관심을 고무시키는

데 이러한 격려가 초등학교 입학 직후의 학교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다(Jeong & Park, 2017). 따라서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1학년의 학교적응은 고학년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지만 교실

문화의 이질성으로 인해 적응상의 위기를 경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학교적응의 양상도 개인이나 집

단별로 달라질 수 있다. 개별 변수들의 관계에 초점을 두는 변

수중심적 접근(variable-oriented approach)과 달리 사람중심적 

접근(person-oriented approach)은 특정 모수치에 따라 이질적

인 집단으로 분류하고 유형화하는데 초점을 둔다(Berman & 

Magnusson, 1997). 이러한 사람중심적 접근의 분석은 개인이

나 집단의 특성을 지원하는데 실증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한국아동패널, 아동·청소년패널과 같은 대규모 2

차 자료를 활용하게 되면서 이질적인 발달특성을 보이는 사

람중심적 접근의 연구가 증가하였다(Y. H. Kwon, Jeon, Goh, 

2019). 대표적으로 잠재프로파일분석은 이질적인 발달 양상

을 집단별로 규명하는 대표적인 사람중심적 접근의 분석방법 

중 하나이다. 이러한 잠재프로파일분석을 적용하여 학교적응

에 어려움을 보이거나 특수한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선별할 

수 있다. 우리나라 학교적응에 대한 잠재프로파일분석 연구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학교적응 전이를 분석한 연구(Park, 

2019)에 의하면 중학교 전이 과정에서 30%에 달하는 학생들

이 부적응을 경험하며 여학생과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부적

응의 위험이 컸다. 그러나 유아기에서 학령기로의 전이 양상

은 발달과 환경적 차이로 인해 중학교로의 전이 양상과 다를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실증적인 근거에 기반을 두어 초등학

교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 시기에 대한 잠재프로파일분

석과 예측요인을 도출하는 분석이 필요하다. 

생태학적 체계이론(Bronfenbrenner, 1979)에서 학교는 가족

과 더불어 아동의 대표적인 미시체계이다(W. Kim & Kwon, 

2019; Park, 2019). 아동의 생태체계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아동과 미시체계는 가장 직접적이며 상호적으로 영향을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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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요소이다. 따라서 학교적응의 예측요인으로 아동의 개인

적 특성, 가족의 특성, 학교의 특성을 가장 우선으로 검토할 필

요가 있다. 아동의 학교적응을 다면적으로 분석한 선행연구들

에서도 예측요인을 크게 아동의 개인적 요인, 부모와 가족 요

인, 교사 및 학교 요인으로 구분하고 있다(C.-I. Kim, 2018; E. 

Kim, 2018; J. Kim & Hong, 2019a; K. Lee & Lee, 2013). 먼저, 

아동 개인적 요인으로는 성별, 집행기능과 같은 심리적 요인, 

초등학교 전이를 위한 학교준비도 등을 들 수 있다. 성별이 학

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남아보다 여아

의 초기 학교적응력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C.-I. Kim, 

2018; E. Kim, 2018; J. Kim & Hong, 2019a; Roeser & Eccles, 

1998; Simons-Morton & Crump, 2003) 차이가 없다는 보고도 

있어(M. Y. Jung & Moon, 2007) 보다 명확한 규명이 필요하다.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는 심리적 요인 중에서 대표적으

로 집행기능은 목적달성을 위해 자신의 행동과 정서적 반응

을 조절하는 상위인지적 기능(Barkley & Lombroso, 2000)으로

서 초등학교 입학 전후로 5-8세에 급격히 발달한다(Korkman, 

Kemp, & Kirk, 2001). 한국의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집행기

능 곤란은 학교적응과 부적 관계였으며(S. Kim, 2018), 회귀

분석에서도 미국의 노숙 가정의 유아와 초등학교 1학년 아동

(Masten et al., 2012), 한국의 초등학교 1학년 아동(Yi & Jun, 

2019)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집행기능 곤란이 낮을수

록 높은 학교적응 수준을 예측하였다. 또한, 집행기능 곤란

은 학업성취에도 장기적으로 영향을 끼치는데, 미국 교육부

의 코호트 자료를 활용하여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3학년에 걸

쳐 읽기, 수학, 과학의 학업성취 궤적을 추적한 종단연구에서 

학업성취 수준이 낮은 집단일수록 집행기능 곤란이 낮았다

(Morgan, Farkas, Hillemeier, Pun, & Maczuga, 2019). 이처럼 집

행기능 곤란은 초등학교 저학년의 학교적응 수준을 예측하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음에도 그동안 학교적응을 다차원적으로 

예측한 연구(E. Kim, 2018; J. Kim & Hong, 2019a; W. Kim & 

Kwon, 2019)에서는 간과되었다.

한편, 학교준비도는 학령기 학교생활 준비를 위한 인지적 

발달에서 사회·정서적, 신체적 발달까지 아우르는 다차원적이

고 포괄적인 상태라고 할 수 있다(Kagan & Kauerz, 2007). 이러

한 학교준비도는 아동의 학교적응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

는 주요 변수였다(Y. A. Jung & Kim, 2019; J. Kim, 2019; J. Kim 

& Hong, 2019b; Y. H. Kim, Kim, & Kim, 2019; S. A. Lee & Lim, 

2019). 그뿐만 아니라, 라틴계 아동의 종단자료를 활용한 연구

에서 높은 수준의 학교준비도로 입학한 아동집단이 초등학교 

2학년부터 5학년에 걸쳐 읽기 성취가 높은 집단으로 전이되

는 것을 예측하였다(Quirk, Grimm, Furlong, Nylund-Gibson, & 

Swami, 2016). 학교준비도는 초등학교 생활을 대비하는 대표

적인 변인으로서 유아기 아동발달의 다양한 측면을 포괄하고 

있다. 그러나 본격적인 학업 수행이 요구되는 학령기에는 집

중력과 조절력을 유아기보다 더 많이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의 집행능력과 학교준비도가 학교적응에 어느 정도 영향

을 미치며 학교적응 수준을 집단별로 구분하는 데 어느 정도

로 기여하는지 비교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부모와 가족 요인 중 자녀의 학교적응 예측요인

으로 부모의 자녀 학교생활 지원을 들 수 있다. 부모가 자녀의 

학교생활이나 학업적 성취에 관심을 가지고 자녀와 의사소통 

하는 것은 자녀의 학교적응을 돕는 대표적인 부모 지원활동

이다(Jervis & Polland, 2007, as cited in J.-H. Lee & Kim, 2020).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의 학업적 성공을 위해 직접 지도하거

나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사교육에 의존하거나 자녀

의 학습을 통제하는 것보다 아동의 학교적응에 더 긍정적이었

다(No, Park, Park, & Choi, 2020). 나아가 부모가 학교와 상호

작용하는 학교참여(Hill & Tyson, 2009)도 자녀의 학교적응에 

기여하였다(J. Y. Kim & Lee, 2020; Wyrick & Rduasill, 2009, as 

cited in E. Kim, 2018). 부모의 자녀 학교생활 관심도는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해 부모가 전반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정도를 교

사가 평가하는 것으로(E. Kim, 2018), 사실상 부모의 학교참여

를 통해 평가하는 것이다. 실제로 부모의 자녀 학교생활 관심

도가 높을수록 1학년 아동의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쳤는데(E. Kim, 2018; J.-H. Lee & Kim, 2020), 이러한 부모의 

관심이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갖는 아동을 예측하고 분류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 요인으로는 아

동의 학교에 대한 평가와 교사 관련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긍정적인 학교 환경은 아동의 학교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특히 아동이 학교에 대해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학

교선호도는 학교적응에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질 수 있다. 아

동의 학교선호도는 아동이 학교와 학교생활을 어느 정도로 좋

아하는지 평가하는 것으로, 아동의 학교선호도가 높을수록 학

교적응 수준도 높았다(W. Kim & Kwon, 2019). 다음으로, 교사

효능감은 학생의 학업 및 행동지도에 미치는 교사의 긍정적인 

영향(K.-S. Sung, Kim, Park, & Min, 2012)을, 교사의 업무스트

레스는 교사의 직무영역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 정도(J. Kim 

& Hong, 2019a)를 스스로 평가하는 것이다. 교사의 효능감이 

높을수록 아동의 학교적응 수준은 높아지지만, 교사의 업무스

트레스가 높을수록 아동의 학교적응 수준은 낮았다(J. Ki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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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 2019a). 따라서 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실증적 근거로서 

학교적응을 예측하는 다양한 요인과 함께 교사효능감 및 업무

스트레스와 같은 교사요인이 어느 정도로 기여하는지 비교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들에서 학교적응의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방법은 

주로 회귀분석 방식에 의존해왔다. 그러나 머신러닝 기법을 

적용하면 학교적응에 대한 예측뿐만 아니라 학교적응에 성공

적이거나 어려움을 겪는 아동을 분별할 수 있다. 머신러닝은 

크게 과거 데이터를 학습하여 미래를 예측·분류하는 지도학습

(supervised learning)과 데이터의 숨겨진 패턴이나 구조체를 발

견하는 비지도학습(unsupervised learning)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도학습에 의한 분별모델 알고리즘에는 로지스틱 회귀, 라쏘 

로지스틱 회귀, 랜덤포레스트, 그레디언트-부스티드 의사결

정나무 모델이 있다. 이러한 지도학습의 머신러닝 모델을 한

국아동패널자료의 학교적응에 적용하면, 전체 아동을 위한 보

편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개별 아동에 대한 분류와 지원을 위

한 근거로도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아동패널 7-8차 자료 중에서 초등학

교 1학년 아동의 학교적응을 예측하고 분류하기 위해 잠재프

로파일분석으로 학교적응의 집단유형을 규명하고, 로지스틱 

회귀, 라쏘 로지스틱 회귀, 랜덤포레스트, 그레디언트-부스티

드 의사결정나무의 머신러닝 모델을 학교적응 집단유형을 예

측하는 모델로 적용하여 모델별로 예측력과 분류 성능을 비교

한 후, 최종적으로 학교적응을 예측하는 변수들의 상대적 기

여도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러한 일련의 분석은 아동의 학교

적응을 사람중심적으로 지원하는 실증적인 근거 자료가 될 것

이다. 본 연구의 문제는 아래와 같다.

연구문제 1

초등하교 1학년 아동의 학교적응 유형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머신러닝 모델별로 아동의 학교적응 유형에 대한 예측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머신러닝 모델별로 아동의 학교적응 유형을 예측하는 주요 

변수는 무엇인가?

Methods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2008년에 출생하여 2015년에 초등학교 1

학년이 된 아동이다. 분석자료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2014

년에 실시된 한국아동패널 7차 조사 자료와 2015년에 실시된 

한국아동패널 8차 자료를 활용하였다(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 2014, 2015). 7차의 학교준비도와 8차의 변수

들을 분석에 활용하기 위하여 두 시기의 자료를 모두 활용할 

수 있는 1,010명의 자료를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대

상 아동의 성별은 여아가 492명, 남아가 518명으로 여아가 전

체의 48.7%로 남아보다 적었다.

연구도구

아동의 학교적응

아동의 학교적응 자료는 2015년 실시된 한국아동패널 8차 자

료이며, 아동이 학교생활에서 요구하는 4가지 영역, 즉 질서와 

규칙과 관련된 학교생활, 학업수행, 또래관계, 교사와의 관계

에서 적응적인지 평가한 것이다(Chi & Jung, 2006). 총 35개의 

문항에 대한 응답은 아동의 교사가 수행하였으며,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학교적응이 높음을 의미한

다. 본 연구의 대상인 1,010명의 자료에서 학교적응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95이다.

아동의 학교준비도

아동의 학교준비도는 2014년 실시된 7차 자료이며, 초등학

교 생활을 위해 학습에 대한 태도, 사회정서발달, 인지발달 

및 일반적 지식, 의사소통 영역에서 유아가 발달적으로 준비

된 상태를 평가한 것이다(Murphey & Burns, 2002). 총 22문

항에 대한 응답은 유아교사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4점 Likert

로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학교준비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대상인 1,010명의 자료에서 학교준비도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93이다.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은 2015년 실시된 8차 자료이며,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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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목적 수행을 위해 자기조절이 필요한 영역, 즉 주의, 정서통

제, 행동통제, 계획-조직화에서 곤란한 정도를 평가한 것이다

(Song, 2014). 총 40문항에 대해 교사가 응답한 자료를 이용하

였으며, 3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집행기능에 어려

움이 있는 것이다. 본 연구대상 1,010명의 자료에서 집행기능 

곤란의 신뢰도(Cronbach’s α)는 .97이다.

부모의 자녀 학교생활 관심도

부모의 자녀 학교생활 관심도는 한국아동패널 8차 자료이며, 

부모가 자녀의 학교생활에 관심이 있는 정도를 묻는 1개의 문항

에 대해 교사가 평가한 것이다. 5점 Likert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

모가 자녀의 학교생활에 관해 관심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아동의 학교선호도

아동의 학교선호도는 한국아동패널 8차 자료의 단일 문항을 

이용하였으며, 아동이 학교와 학교생활을 어느 정도로 좋아하

는지 평가한 것이다. 아동에게 학교에 대해 좋아하지 않는다
(1점)에서 매우 좋아한다(4점)까지 4점 Likert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점수가 놓을수록 학교선호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교사효능감

교사효능감은 한국아동패널 8차 자료이며, 학생의 성취에 영

향을 미치는 교사 자신의 효능감에 대해 스스로 평가하는 것

이다. 도구는 K.-S. Sung 등(2012)이 Im 등(2010)의 문항을 수

정한 것이다. 학생의 학업, 생활지도, 행동지도 등과 관련된 총 

9문항에 대해 5점 Likert 척도에 응답하게 되어있다. 점수가 높

을수록 교사의 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자료에서 

교사효능감 신뢰도(Cronbach’s α)는 .90이다.

 

교사의 업무스트레스

교사의 업무스트레스는 한국아동패널 8차 자료이며, 학부모

관계, 생활지도, 수업지도, 행정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를 묻는 

4개의 문항에 교사가 응답하게 되어있다. 척도는 전혀 스트레
스를 받지 않는다(1점)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5점)까

지 5점 Likert 척도에 응답하게 되어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교

사의 업무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자료에서 교사 

업무스트레스의 신뢰도(Cronbach’s α)는 .72이다. 

머신러닝 모델에 투입되는 예측변수들은 일반적으로 모델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변수 간의 중요도를 상대적으로 평가하

기 위하여 0-1 범위로 정규화하거나 평균을 0, 표준편차를 1로 

표준화하여 모델에 투입한다. 본 연구에서는 선정된 예측변수

를 표준화하여 투입하였다. 한국아동패널 7-8차 자료에서 연

구대상의 예측변수 측정값을 표준화 이전의 값으로 제시하면 

Table 1과 같다.

연구절차 

본 연구의 연구절차는 3단계로 이루어졌다. 첫째, 학교적응 하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Children

Variables M SD Min Max n %
Gender Boys 518 51.3

Girls 492 48.7
School adjustment School life 4.08 0.94 1.09 5.00

Academic performance 3.83 0.86 1.00 5.00
Peer 4.09 0.81 1.00 5.00
Teacher 4.21 0.69 2.40 5.00

School readiness 3.55 0.36 2.00 4.00
Difficulty in executive function 1.31 0.40 1.00 3.00
School preference 3.24 0.87 1.00 4.00
Parent’s interest in school life 4.12 0.84 1.00 5.00
Teacher‘s teaching efficacy 4.34 0.47 2.11 5.00
Teacher’s work stress 3.06 0.84 1.00 5.00
Note. N =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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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변수에 대한 잠재프로파일분석을 수행하여 학교적응의 잠

재집단 유형을 확인하였다. 둘째, 잠재집단 유형을 결과변수

로 하는 머신러닝 모델을 개발하고 모델별로 성능평가를 실시

하였다. 셋째, 머신러닝 모델 중에서 정확도가 높은 모델을 선

택하여 잠재집단 유형별로 분류에 기여하는 예측변수의 중요

도를 비교하였다.

자료분석

잠재프로파일분석

본 연구에서 아동의 학교적응 잠재집단을 도출하기 위해서 

세 가지 준거를 사용하였다. 첫째, 정보적합도 중에서 아카이

케 정보기준지수(Akaike Information Criterion [AIC]), 베이지

언 정보기준지수(Bayesian Information Criteria [BIC]), 표본크

기보정 베이지언 정보기준지수(Sample-Size Adjusted Bayesian 

Information Criteria [SABIC])를 이용하여 잠재계층의 수를 확

인하였다. 이들 지수는 수치가 낮을수록 좋은 적합도를 나타

낸다. 둘째, 부트스트래핑 우도비검정(Bootstrap Likelihood 

Ratio Test [BLRT])을 활용하여 잠재계층 성립의 유의성을 확

인하였다. 셋째, 분류된 집단크기가 전체 표본에서 1.0% 이상

이 되는 모델만을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서 잠재프로파일분석

은 ‘tidyLPA’ 패키지를 활용해 이루어졌다.

머신러닝 모델 구축 및 성능평가

머신러닝 모델 구축 및 성능평가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머

신러닝 모델의 결과변수와 예측변수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

서 결과변수는 학교적응에 대한 잠재프로파일분석 결과로 도

출된 잠재집단 유형이다. 본 연구에서 잠재집단은 Low level, 

Middle level, High level의 3개의 집단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이

를 구분하는 4개의 분별모델을 도출하였다. 첫 번째 분별모델

은 전체 아동에서 학교적응의 Low level 집단을 1로, 나머지 집

단을 0으로 구분하는 모델로 출현율(prevalence)은 13.1%이다. 

두 번째 분별모델은 학교적응의 Low level 집단을 1로, High 

level 집단을 0으로 구분하는 모델로 출현율은 18.3%이다. 세 

번째 분별모델은 학교적응의 Low level 집단을 1로, Middle lev-

el 집단을 0으로 구분하는 모델로 출현율은 31.3%이다. 마지

막으로 네 번째 분별모델은 학교적응의 Middle level 집단을 1

로, High level 집단을 0으로 구분하는 모델로 출현율은 33.0%

이다. 이러한 잠재집단의 분류를 예측하는 변수(predictor)로는 

아동의 성별, 유아기 학교준비도, 집행기능 곤란, 부모의 자녀 

학교생활 관심도, 아동의 학교선호도, 교사의 효능감과 업무

스트레스를 선정하였다.

둘째, 머신러닝 모델은 로지스틱 회귀 모델을 참조모델로 

하여, 라쏘 로지스틱 회귀, 랜덤 포레스트, 그레디언트-부스티

드 의사결정나무의 4개 모델로 구축하였다. 머신러닝 모델이 

훈련 데이터에서 과적합(overfitting)되면 새로운 데이터에서

는 오류가 증가할 수 있어 정규화 혹은 일반화(regularization)

가 필요하다. 이러한 오류를 제어하는 파라미터가 하이퍼-파

라미터(hyper-parameter)이다. 일반적인 파라미터와 달리 하이

퍼-파라미터는 모델 외부에서 분석자에 의해 설정된다(Kuhn 

& Johnson, 2013). 그러나 R 패키지를 활용하면 최적화된 하

이퍼-파라미터를 확인할 수 있다. 우선, 라쏘(least absolute 

shrinkage and selection operator [lasso]) 회귀 모델은 로지스틱 

회귀 모델에서 가중치의 절대값 합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

로 제약하는 모델이다. 이러한 최소가중치 람다를 통해 예측

에 기여하지 않거나 상관성이 높은 변수의 계수를 0으로 바

꾸어 모델을 단순화시키고 다중공선성 문제도 해소할 수 있

다(Muthukrishnan & Rohini, 2016). 최소가중치 람다(minimal 

lambda)는 ‘glmnet’ 패키지를 활용하여 10겹의 교차검증(10-

fold cross-validation)으로 산출하였다. 다음으로, 랜덤 포레스

트 모델은 부트스트래핑 방식으로 생성된 의사결정나무를 숲

처럼 결합한 모델이다(Breiman, 2001). 이 모델에서 하이퍼-파

라미터는 의사결정나무의 수와 깊이를 결정하는 것이다. 마

지막으로, 그레디언트-부스티드 의사결정나무 모델은 의사결

정 나무를 병렬적으로 생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차를 줄이면

서 너무 깊지 않은 나무를 순차적으로 생성시키는 모델이다

(Elith, Leathwick, & Hastie, 2008). 이 모델에서 하이퍼-파라미

터는 적절한 학습률과 나무 수를 결정하는 것이다. 추가로 빠

른 구동을 위해 ‘xgboost’ 패키지를 활용하였다. 랜덤 포레스트 

모델과 그레디언트-부스티드 의사결정나무 모델의 최적의 파

라미터는 ‘caret’ 패키지를 통해 10겹의 교차검증으로 확인하

였다.

셋째, 머신러닝 모델의 성능평가는 교차검증을 통해 산출

된 혼동행렬(Table 2)의 수치를 활용하여 정확도, 민감도, 특이

도, AUC 수치를 산출하고, 추가로 ROC curve와 decision curve

를 시각화하여 성능평가에 활용하였다. 일반적으로 머신러

닝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교차검증은 데이터를 훈련용

(train set)과 테스트용(test set)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본 연구에

서는 연구대상 1,010명의 데이터에서 훈련용 데이터를 70%, 

테스트용 데이터를 30%로 임의로 할당하여 모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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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도(sensitivity)는 실제 양성인 데이터를 양성으로 예측

한 비율(true positive rate)이고, 특이도(specificity)는 실제 음성

인 데이터를 음성으로 예측하는 비율(true negative rate)이다. 

AUC 통계치는 민감도와 ‘１－특이도(false negative rate)’를 두 

축으로 하는 ROC curve 아래 면적이다. AUC가 .7 이상이면 

‘허용되는(fair)’ 수준, .8 이상이면 ‘양호한(good)’ 수준, .9 이

상이면 ‘우수한(excellent)’ 수준으로 평가한다(Safari, Baratloo, 

Elfil, & Negida, 2016). Delong’s test를 통해 모델 간 AUC 값

의 차이를 검정할 수 있다(DeLong, DeLong, & Clarke-Pearson, 

1988). 정확도, 민감도, 특이도는 ‘caret’ 패키지를 활용하여 혼

동행렬을 통해 산출하였다. AUC 값의 산출, Delong’s test 실시, 

그리고 ROC curve 시각화를 위해 ‘pROC’ 패키지를 활용하였

고, Vickers와 Elkin (2006)의 decision curve 분석을 위해 R code

를 활용하였다.

머신러닝 모델 예측변수의 상대적 중요성

머신러닝 모델에서 예측변수의 상대적 중요성을 분석하기 위

하여 참조모델인 로지스틱 회귀 모델의 회귀계수를 비교하였

고, 성능평가를 통해 예측력이 뛰어난 머신러닝 모델 기법을 

선정하여 예측변수의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먼저, 로

지스틱 회귀모델에서 예측변수를 표준화 값으로 변환하여 회

귀계수의 크기를 비교하였다. 다음으로, 머신러닝 모델 중에

서 예측 성능이 가장 뛰어한 기법의 모델을 선택한 후, 가장 중

요한 변수의 중요도를 100으로 수치화하고 나머지 변수의 중

요도를 비례적으로 적용하여 중요도를 비교하였다. 본 연구의 

모든 분석은 R version 3.6.1에서 이루어졌다.

Results

학교적응 잠재프로파일 유형과 특성

학교적응 잠재프로파일 유형

본 연구대상의 학교적응 하위영역에 대한 잠재프로파일 유형

은 Table 3과 같다.

Table 3에서, 2-3개의 잠재집단으로 분류할 때 BLRT 검정에

서 귀무가설이 기각된다( p < .01). 잠재계층분류율에서 모든 

표본이 1.0% 이상의 비율을 보이는 모델도 2-3개의 잠재집단

으로 분류할 때이다. Entropy도 2-3개의 잠재집단으로 분류할 

때는 .8 이상이지만 4개의 잠재집단으로 분류할 때 .7 이하로 

감소한다. 한편, AIC, BIC, SABIC의 값은 3개의 잠재집단으로 

분류할 때 가장 값이 작다. 따라서 3개의 잠재집단을 갖는 모

형이 최적의 잠재계층 분류모델로 선택된다.

3개의 잠재집단을 갖는 모델을 선택하여 학교적응의 잠재

Table 2 
Confusion Matrix                       

Predicted class

Positive Negative
Reference class Positive True positive False negative

Negative False positive True negative

Table 3
Latent Profile Analysis about School Adjustment 

Number 
of class

Log 
likelihood  SABIC  AIC BIC BLRT Entropy

Latent class distribution rate (%)
1 2 3 4

1 -12794 25641 25617 25823 1.00 100.0
2 -12645 25360 25327 25421 300** .87 18.7 81.3  

3 -12587 25263 25221 25339 116** .83 13.1 28.7 58.2
4 -12587 25282 25231 25374 -0.13 .67  0.0 13.2 30.1 56.7
Note. N = 1,010. SABIC = sample-size adjusted bayesian information criteria; AIC = akaike information criteria; BIC =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BLRT = bootstrap likehood ratio test.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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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유형별 특성을 표와 그림으로 제시하면, Table 4와 5 그리

고 Figure 1과 같다.

잠재집단 a는 잠재집단 c보다 학교적응의 4가지 하위변수

에서 유의하게 낮고, 잠재집단 b보다 학교적응의 3가지 하위

변수, 즉 학교생활적응, 학업수행적응, 또래적응에서 유의하

게 낮다. 따라서 잠재집단 a는 학교적응에 있어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 ‘낮은 수준의 학교적응’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이 

집단은 전체 아동의 13.1%를 차지하여 다른 두 집단에 비해 

가장 적은 분포를 보인다.

잠재집단 b는 학교적응의 4가지 하위변수 모두가 잠재집단 

c보다는 유의하게 작고 3가지 하위변수가 잠재집단 a보다는 

유의하게 높다. 잠재집단 b는 학교적응에 있어서 중간 수준을 

보여 ‘중간 수준의 학교적응’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이 집단은 

전체 아동의 28.7%를 차지하여 두 번째로 적은 분포를 보인다.

잠재집단 c는 잠재집단 a와 b보다 학교적응의 4가지 하위

변수에서 유의하게 높다. 따라서 잠재집단 c는 학교적응에 있

어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 ‘높은 수준의 학교적응’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이 집단은 전체 아동의 58.2%를 차지하여 가장 

많이 분포한다.

Figure 1에서, 세 집단의 차이는 학교생활 적응에서 가장 크

게 나타나며, 교사적응에 있어서는 가장 작은 차이를 보인다.

학교적응 잠재집단별 예측변수의 차이

잠재집단 유형별로 학교적응 예측변수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지 분석한 결과는 Tabel 5와 같다.

Table 4
Comparison of Means by Latent Groups

Sub variable Class n M SD F Scheffé
School life a 132 2.18 0.46 3518.81*** a < b < c 

b 290 3.61 0.36
c 588 4.73 0.28

Academic performance a 132 2.97 0.95 225.75*** a < b < c 
b 290 3.44 0.68
c 588 4.22 0.66

Peer a 132 3.02 0.98 333.13*** a < b < c 
b 290 3.54 0.56
c 588 4.36 0.55

Teacher a 132 3.72 0.80 26.35*** a = b < c 
b 290 3.86 0.68
c 588 4.14 0.75

Note. N = 1,010. a = low level; b = middle level; c = high level.
***p < .001.

Figure 1. The sub-variables of school adjustment by latent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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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에서, 잠재집단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예측변수는 

학교준비도, 집행기능 곤란, 학교선호도, 부모의 학교생활 관

심도, 교사의 효능감과 업무스트레스이다. 사실상 대부분의 

예측변수에서 집단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아동의 유

아기 학교준비도는 저수준과 중수준 집단보다 고수준 집단에

서 유의하게 높다(F = 10.72, p < .001).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

은 잠재집단의 3 집단이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학교적

응 저수준 집단의 집행기능 곤란이 가장 크고 학교적응 고수

준 집단의 집행기능 곤란이 가장 작다(F = 559.59, p < .001). 아

동의 학교선호도는 학교적응 저수준 집단보다 고수준 집단에

서 유의하게 높다(F = 7.12, p < .01). 부모의 자녀 학교생활 관

심도는 학교적응 저수준 및 중수준 집단보다 고수준 집단에서 

유의하게 높다(F = 37.40, p < .001). 교사의 효능감은 학교적응

의 3 잠재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데(F = 37.17, p < .001), 

특징적으로 중수준 집단보다 저수준 집단에서 교사의 효능감

이 더 높다. 마지막으로 교사의 업무스트레스는 학교적응의 

저수준 및 중수준 집단보다 고수준 집단에서 유의하게 낮다(F 

= 7.51, p < .01).

머신러닝 모델별 예측력

아동의 학교적응 잠재집단 분류를 예측하기 위하여 7개의 예

측변수를 4개의 머신러닝 모델에 투입하고 성능을 비교하였

다(Table 6).

Table 6에서, 낮은 수준의 학교적응 집단을 나머지 집단과 

구분하는 민감도는 로지스틱 회귀 모델, 라쏘 로지스틱 회귀 

모델, 랜덤 포레스트 모델, 그레디언트-부스티드 의사결정 나

무 모델 순서로 각각 .67, .64, .64, .70로 그레디언트-부스티드 

의사결정 나무 모델이 가장 높다. 특이도는 4가지 모델 모두 

.97로 매우 높다. 일반적으로 출현율이 작을수록 민감도가 낮

아진다는 것을 고려할 때, 본 연구의 4가지 머신러닝 모델의 

정확도는 .94로 높은 수준이다. 민감도와 특이도를 모두 고려

한 AUC 값은 그레디언트-부스티드 의사결정 나무 모델이 .89

로 가장 양호하며 로지스틱 모델보다 유의하게 크다( p < .05). 

그러나 나머지 3가지 분별모델(Low vs High, Low vs Middle, 

Middle vs High)에서는 랜덤 포레스트 모델이 전반적으로 성

능이 가장 뛰어나다. 학교적응이 낮은 집단을 높은 집단과 분

Table 5
Comparison of Means of Predictors by Latent Groups

Sub variable Class n M SD F Scheffé
School readiness a 132 3.45 0.43   10.72*** a = b < c 

b 290 3.51 0.37

c 588 3.59 0.32

Difficulty in executive function a 132 1.96 0.58  559.59*** a < b < c 

b 290 1.44 0.29

c 588 1.10 0.12

School preference a 132 3.02 0.94    7.12** a < c
a = b, c = b b 290 3.18 0.97

c 588 3.32 0.80

Parent’s interest in school life a 132 3.73 1.00   37.40*** a = b < c 

b 290 3.92 0.86

c 588 4.30 0.74

Teacher’s teaching efficacy a 132 4.30 0.52   32.17***  b < a < c 

b 290 4.17 0.45

c 588 4.43 0.44

Teacher’s work stress a 132 3.17 0.86    7.51** a = b < c 

b 290 3.18 0.77

c 588 2.97 0.86

Note. N = 1,010. a = low level; b = middle level; c = high level.
**p < .01. ***p < .001.



Goh and Jeon  84

별할 때(AUC = .90, p < .1), 낮은 집단을 중간 집단과 분별할 

때(AUC = .87, p < .05). 그리고 중간 집단을 높은 집단과 분별

할 때(AUC = .89, p < .05), 랜덤 포레스트 모델의 AUC는 로지

스틱 모델보다 유의하게 크며 대부분 우수한 수준에 가깝다.

Figure 2는 전체 아동에서 낮은 학교적응 집단을 분별할 때

(Low vs Middle & High), 네 가지 머신러닝 모델의 예측 능력

을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먼저, 왼쪽 그림은 ROC curve로, 참

조모델인 로지스틱 회귀 모델에 비해 그레디언트-부스티드 

의사결정 나무 모델의 면적이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오른쪽 그림은 decision curve로 모델을 선택하는 이점을 나타

낸다. 본 연구에서 낮은 학교적응 집단의 출현율(prevalence)은 

세로선과 가로선이 만나는 13% 부근을 가리킨다. 4가지 머신

러닝 모델의 순편익(net benefit)은 낮은 학교적응 집단에 모든 

아동이 속한다는 가정(세로선)과 모든 아동이 속하지 않는다

Table 6
Machine Learning Model Performance Comparison Evaluation

Model
Accuracy
(95% CI)

Sensitivity
(95% CI)

Specificity
(95% CI)

AUC
(95% CI) p

Low vs Middle & High Logistic .94 (.91~.96) .67 (.48~.82) .97 (.95~ .99) .81 (.70~.93) Reference

Logistic with lasso .94 (.90~.96) .64 (.45~.80) .97 (.95~ .99) .81 (.69~.93) .291

Random forest .94 (.90~.96) .64 (.45~.80) .97 (.95~ .99) .88 (.81~.96) .021

Gradient-boosted .94 (.91~.97) .70 (.51~.84) .97 (.94~ .99) .89 (.81~.96) .010

Low vs High  Logistic .96 (.91~.98) .76 (.60~.88) 1.00 (.98~1.00) .84 (.74~.93) Reference

Logistic with lasso .95 (.91~.97) .73 (.57~.86) 1.00 (.98~1.00) .82 (.71~.92) .019

Random forest .94 (.90~.97) .76 (.60~.88)  .99 (.96~1.00) .90 (.83~.97) .078

Gradient-boosted .95 (.91~.97) .73 (.57~.86) 1.00 (.88~1.00) .83 (.73~.93) .928

Low vs Middle  Logistic .82 (.74~.88) .55 (.38~.71) .94 (.87~ .98) .71 (.59~.84) Reference

Logistic with lasso .80 (.72~.87) .53 (.36~.69) .93 (.85~ .97) .70 (.57~.83) .073

Random forest .80 (.71~.86) .50 (.33~.67) .93 (.85~ .97) .87 (.81~.94) .010

Gradient-boosted .81 (.73~.88) .61 (.43~.76) .91 (.82~ .96) .84 (.75~.92) .045

Middle vs High Logistic .81 (.76~.86) .58 (.47~.69) .92 (.87~ .96) .89 (.85~.93) Reference

Logistic with lasso .82 (.76~.85) .58 (.47~.69) .93 (.88~ .96) .89 (.85~.93) .566

Random forest .81 (.76~.86) .60 (.48~.70) .91 (.86~ .95) .86 (.81~.91) .030

Gradient-boosted .80 (.75~.85) .60 (.48~.70) .91 (.86~ .95) .84 (.78~.89) .035
Note. AUC = area under the ROC curve; p = significance level of Delong’s test.

Figure 2. The ROC curve and decision curve of “Low versus Middle and Hig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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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가정(가로선)보다 모두 높으며, 이러한 이점은 .80의 임계

값까지 유지된다.

학교적응 예측변수의 상대적 중요도

참조모델인 로지스틱 회귀모델에 총 7개의 변수를 투입하였

을 때, 유의한 예측변수는 분별모델 별로 1-4가지 나타났다. 

로지스틱 회귀 모델에서 예측변수가 아동의 학교적응 잠재집

단 분류를 예측하는 정도는 회귀계수의 크기로 확인할 수 있

다(Table 7).

Table 7은 4가지 분별모델 각각의 로지스틱 회귀 모델에서 

예측변수의 계수를 나타낸다. 투입변수의 단위는 모두 표준화

되었기 때문에 회귀 모델의 계수크기는 표준화회귀계수처럼 

상대적인 크기로 해석될 수 있다. 먼저, 전체 아동 중에서 낮은 

학교적응 집단을 분별할 때, 낮은 학교적응 집단에 포함될 확

률은 집행기능 곤란이 클수록 5.22배(coef = 1.65, p < .001), 교

사의 효능감이 클수록 1.38배(coef = 0.32, p < .05), 교사의 업

무스트레가 클수록 1.38배(coef = 0.32, p < .05) 커진다. 교사의 

Table 7
Predictor Coefficients in Logistic Regression Model

Variables

Model

Low vs Middle & High Low vs High Low vs Middle Middle vs High

coef OR coef  OR coef OR coef OR

Gender (girls) -0.02 0.07 -0.30  0.74 -0.17 0.84 -0.37** 0.69

School readiness -0.02 0.98  0.16  1.17  0.05 1.05  0.00 1.00

Difficulty in
executive function

 1.65*** 5.22  2.82*** 16.86  1.37*** 3.94  2.19*** 8.91

School preference -0.13 0.88 -0.06  0.95 -0.07 0.93 -0.17 0.85

Parent’s interest in
school life

-0.02 0.98 -0.15  0.87  0.05 1.05 -0.43*** 0.65

Teacher’s efficacy  0.32* 1.38  0.07  1.07  0.17 1.19 -0.54*** 0.58

Teacher’s work stress  0.32* 1.38  0.02  1.02  0.06 1.07 -0.05 0.96
Note. coef = regression coefficient of the variable; OR = odds ratio.
*p < .05. **p < .01. ***p < .001.

Figure 3. The importance of variables of random fores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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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능감이 클수록 학교적응 저수준 집단에 포함될 확률이 커

지는 것은 이 집단의 아동을 담당하는 교사의 효능감이 중수

준 집단보다 높은 것과 관련 있다(Table 5). 다음으로, 낮은 학

교적응 집단을 높은 학교적응 집단과 분별할 때, 낮은 학교적

응 집단에 포함될 확률은 집행기능 곤란이 클수록 16.86배 높

다(coef = 2.82, p < .001). 낮은 학교적응 집단을 중간 수준의 

학교적응 집단과 분별할 때에도, 낮은 학교적응 집단에 포함

될 확률은 집행기능 곤란이 클수록 3.94배 높다(coef = 1.37, p 
< .001). 마지막으로, 학교적응 중간 수준의 집단을 높은 학교

적응 집단과 분별할 때, 학교적응 중간 집단에 포함될 확률은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이 클수록 8.91배 증가하고(coef = 2.19, 

p < .001), 여아일수록 0.69배로 감소하며(coef = -0.37, p < .01), 

부모의 학교생활 관심도가 클수록 0.65배로 감소하고(coef = 

-0.43, p < .001), 교사의 효능감이 클수록 0.58배(coef = -0.54, p 
< .01)로 감소한다.

Figure 2는 4가지 학교적응 분별모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양호한 성능을 보였던 랜덤포레스트 모델로 예측변수의 중요

도를 상대적으로 시각화한 것이다. 가장 기여도가 높은 변수

의 중요도를 100으로 가정하고 비교할 때, 4가지 분별모델에

서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이 모두 100으로 학교적응에 가장 중

요한 변수이다.

Discussion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 7-8차 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초

등학교 1학년의 학교적응 유형을 잠재프로파일분석으로 분

류하고, 머신러닝 기법 중 로지스틱 회귀, 라쏘 로지스틱 회귀, 

랜덤 포레스트, 그레디언트-부스티드 의사결정나무 모델을 

적용하여 아동의 학교적응 유형을 예측하고 분별하는 모델을 

개발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였다.

첫째, 학교적응 유형을 분류하는 잠재프로파일분석에서, 

학교적응의 잠재집단은 학교적응 수준이 ‘높은 수준’(58.2%), 

‘중간 수준’(28.7%), ‘낮은 수준’(13.1%)으로 명명된 3개의 유

형이 나타났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자료를 활용한 Park 

(2019)의 연구에서 초등학교 6학년의 학교적응에 대한 잠재프

로파일은 가장 높은 적응력을 보이는 학교친화형(10.1%), 적

응형(57.3%), 학교적응이 가장 낮은 부적응형(32.6%)의 3가

지 유형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와 같이 학교적응에 있

어 부적응형에 비해 적응형의 비율이 더 높다. 그러나 고학년 

아동의 자료를 분석한 Park (2019)의 연구보다 1학년 아동의 

자료를 분석한 본 연구에서 학교적응이 양호한 아동의 비율이 

더 높다.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학년의 학교적응 요인을 비교

한 연구에 의하면, 아동의 학업성취 수준과 부모의 방임은 저

학년과 고학년 모두에게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적인 

예측요인이었다(K. Lee & Lee, 2013). 또한, 저학년 아동에게는 

특징적으로 건강상태가 학교적응의 예측요인이었데,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이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으로 신

체화 증상이 나타나지만,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 . 고등학생은 

반항, 비행과 같은 외현적인 행동으로 나타난다(Lim & Woo, 

2017)는 사실과 관련지어 볼 수 있다. 아동의 신체건강 상태가 

스트레스와 같은 정신건강 상태와 관련이 있는지 추후 확인할 

필요가 있지만, 저학년 시기에도 학업성취에 대한 압력은 존

재하며 고학년이 될수록 이러한 압력은 점점 더 커져(Hong & 

Lee, 2012) 이에 대해 거부와 반발은 아동의 행동문제로 표출

될 수 있다( J. Lee et al., 2015). 이러한 사실들을 고려하면, 초등

학교 1학년 시기의 학교적응 수준은 2, 3학년에 비해 낮지만, 

고학년과 비교해서는 높은 수준이 될 것이다. 이러한 1학년 시

기의 학교적응 특징은 초등학교 입학 직후라는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다.

둘째, 4가지 머신러닝 모델(로지스틱 회귀 모델, 라쏘 로지

스틱 회귀 모델, 랜덤 포레스트, 그레디언트-부스티드 의사결

정나무 모델)은 AUC 값을 기준으로 할 때 모두 .80 이상으로 

양호하거나, .90에 가까운 우수한 예측력을 보였다. 특히, 본 

연구의 머신러닝 모델 중 랜덤 포레스트 모델의 예측력은 참

조모델인 로지스틱 회귀 모델보다 유의하게 예측력이 높았다. 

즉, 하이퍼-파라미터의 제어가 없는 기본적인 회귀모델에 비

해 랜덤 포레스트 모델과 같은 머신러닝 모델이 아동의 학교

적응을 더 정확하게 분류하였다. 따라서 한국아동패널자료를 

활용한 머신러닝 기법이 개별 아동의 학교적응 수준을 분류하

는 데 유용함을 본 연구결과로 확인하였다.

셋째, 4가지 머신러닝 기법별로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학

교적응의 유형을 예측하는 중요도의 양상은 대체로 유사하였

다. 머신러닝 모델 중에서 랜덤 포레스트 모델이 4가지 분별모

델(Low vs Middle & High, Low vs High, Low vs Middle, Middle 

vs High)에 대한 성능이 가장 양호하여, 이 모델로 예측변수의 

상대적 중요도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학교적응 유형을 예

측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4가지 분별모델에서 공통적으로 

‘집행기능 곤란’이었으며, 집행기능 곤란의 상대적인 중요도

도 다른 변수의 중요도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본 연구에

서 집행기능 곤란의 하위영역은 주의, 정서통제, 행동통제, 계

획-조직화에서 곤란이었다. 1학년 아동의  학교적응 프로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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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착석과 같은 질서 및 규칙과 관련된 학교생활 적응에서 잠

재집단간 격차가 가장 컸다. 이러한 질서와 규칙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아동 자신의 주의와 행동을 통제하는 능력이 필요하

다는 점에서 집행기능 곤란은 학교생활 적응에 강력한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학교생활 하위영역 중에서 학업성취

와 또래 관계도 세 집단 간 격차가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초등

학교 저학년 시기 동안 학업성취를 지속해서 강화하는 요인은 

집행기능이었다(Morgan et al., 2019). 그리고 정서조절이 또래 

관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Jang & Lee, 2011)는 점에서도 

집행기능의 정서통제 곤란은 아동의 학교적응을 어렵게 한다. 

그동안 일부 연구에서 학교적응에 대한 집행기능의 영향을 보

고하였지만(Yi & Jun, 2019), 한국아동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초등학교 1학년의 학교적응을 다면적으로 예측한 선행연구에

서는 집행기능의 중요성은 부각되지 못했다(C.-I. Kim, 2018; 

E. Kim, 2018; J. Kim & Hong, 2019a; W. Kim & Kwon, 2019).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서와 같이 집행기능 곤란의 부정적 영향

을 고려할 때 이를 지원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집행기능 곤란 이외에 아동의 학교적응을 예측하는 변수로

는 먼저, 아동의 성별에서 여학생일수록 전체 아동집단에서 

낮은 수준의 학교적응 집단을 분별하는데 기여하였다. 이는 

여아가 남아보다 초기 학교적응에 유리하다는 결과(C.-I. Kim, 

2018; E. Kim, 2018; J. Kim & Hong, 2019a; Roeser & Eccles, 

1998; Simons-Morton & Crump, 2003)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여아보다 남아의 학교적응을 위한 관심과 지원이 더 

필요할 수 있다. 다음으로, 교사의 효능감과 업무스트레스도 

전체 아동집단에서 낮은 수준의 학교적응 집단을 분별하는데 

기여하였다. 특징적으로, 낮은 수준의 학교적응 집단을 담당

한 교사의 효능감이 중간 수준의 학교적응 집단을 담당한 교

사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본 연구결과는 교사의 효능감이 높

을수록, 업무스트레스는 낮을수록 아동의 긍정적인 학교적응

을 예측한다는 선행연구( J. Kim & Hong, 2019a)를 기본적으

로 지지하지만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교수 경험의 결과

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교사효능감 측정 자료는 교

사가 아동의 학업뿐만 아니라 일상생활과 행동문제까지 지도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데, 학교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들을 

효과적으로 지도하면서 교사의 효능감은 오히려 향상될 수 있

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을 담당

하는 교사를 지원하는 것은 교사뿐만 아니라 교사가 이후에 

담당할 아동을 지원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부모의 자녀 학교생활 관심도는 높은 학교적응 집단을 다른 

집단과 구별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의 사랑과 

관심이 아동의 학교적응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E. Kim, 2018; J.-H. Lee & Kim, 2020)를 지지한다. 따라서 

부모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의 학교생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부모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아동의 학교적응을 돕는 

지원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아동의 성별, 교사의 효능감과 부모의 관심은 아동

의 긍정적인 학교적응을 예측하는 유의한 변수였지만, 이들 

변수의 중요도를 집행기능 곤란과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작았

다. 특히, 유아기 학교준비도가 초등학교 입학 이후 학교적응

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Y. A. Jung & Kim, 2019; J. Kim, 

2019; J. Kim & Hong, 2019b; Y. H. Kim, Kim, & Kim, 2019; S. A. 

Lee & Lim, 2019)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 유아기 학교준비도는 

아동의 학교적응 수준을 분류하는 데 중요하게 기여하지 못했

다. 이는 초등교육으로의 전이를 유아교육에서는 ‘준비’로 바

라보는 관점과 초등교육에서 ‘적응’으로 바라보는 관점 간의 

격차와 관련있다( Jeong & Park, 2017). 학교준비도는 아동발달

의 전인적 측면을 포괄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인적 발달을 성

취하기 위한 노력은 아동중심적인 교육관과 문화적 풍토 속에

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초등학교에서의 적응은 비록 학교생

활, 학업수행, 인간관계의 다양한 측면을 다루고 있지만 각 영

역에서 아동의 자기조절 능력을 강하게 요구한다. 특히, 본 연

구에서 아동의 학교적응과 집행기능 곤란은 모두 교사가 측정

한 자료라는 점에서 교사가 인식하는 학교적응은 집행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나 아동의 자기조절에 대한 갑작스

런 기대는 유아에게 문화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다. 따라서 아

동의 성공적인 초등학교 전이를 위해서는 유아교육과 초등교

육의 간극을 극복할 수 있도록 아동을 준비시키는 것뿐만 아

니라 교실의 문화적 간극을 줄이려는 교사, 학교, 정책 차원의 

노력도 필요하다.

본 연구의 의의를 서술하면, 첫째, 본 연구는 1학년 아동의 

학교적응에 대한 잠재프로파일분석을 실시하여 학교적응에

서 상이한 양상을 보이는 집단을 규명하였으며, 머신러닝 기

법을 활용하여 기존의 회귀분석 연구가 보여주었던 인과적 추

정뿐 아니라 개별 아동을 분류하는 유용성도 보여주었다. 이

를 통해 본 연구에서 개발된 모델은 아동의 학교적응을 돕는 

보편적 지원뿐 아니라 아동 개개인의 선별과 맞춤형 지원을 

위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초등학교 

입학 후 학교적응에 있어 집행기능 곤란이 갖는 강한 영향력

을 밝힌 의의가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연계를 위

해 학교준비도를 강조하였지만, 초등학교 입학 후 실제적인 

학교적응을 위해서는 교실문화의 점진적인 변화와 아동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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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기능 증진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함을 밝힌 의의가 있다. 셋

째,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자료의 대규모 종단자료를 활용하

여 이질적인 두 시기의 요인까지 고려하고 정확도가 높은 분

별모델을 개발했다는 점에서 머신러닝 기법의 유용성뿐만 아

니라 한국아동패널 자료의 유용성도 확인한 의의가 있다.

이러한 의의에도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어 

후속 연구를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분석

에 활용한 자료는 초등학교 1학년의 자료만을 활용한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잠재전이분석과 잠재계층성장분석 등

을 활용하여 초등학교의 전 과정과 중학교로의 전이 과정에서 

학교적응에 기여하는 예측요인들을 종단적으로 규명할 필요

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학교적응을 집행기능 곤란이 예

측하는 데 있어 두 변수의 총점을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그러

나 이러한 분석은 학교적응의 각 하위요인에 집행기능 곤란의 

하위요인들이 어떻게 기여하는지 확인할 수 없다. 또한, 본 연

구의 집행기능 곤란은 교사가 측정한 자료로서 부모가 측정한 

자료로 분석한 결과와 비교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의 머

신러닝 모델에서는 각각의 변수들이 갖는 중요성의 크기를 비

교할 뿐, 각 변수의 구조적인 관련성을 보여주지 못한다.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구조분석을 통해 이들 변수의 역동적인 관

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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